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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기후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온, 강수량, 유량, 수위 등 

수문기상 자료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고, 이는 홍수, 가뭄 등 

각종 자연재난을 유발하고 있으며, 습지의 생물 서식 환경 변

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습지는 기후변화에 따

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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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저감하고 최소화하는 기능 또한 가지

고 있다. 습지의 기능에 대해서 김덕길 등(2011), 정재원 등

(2014), 김정욱 등(2017) 등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

한 습지의 생물 서식 환경 변화나 자연재난의 피해 저감 기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수위 변동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습지의 수위 변동성을 모의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습지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종 시계열 자료들을 모형화하기 위해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나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 등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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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습지는 이러한 
피해를 저감하고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저감 뿐만 아니라 
습지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위의 변동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의 수위 자료에 적합한 시계열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잔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ARIMA 모형을 구축하였고, 잔차 분석을 위해 기존의 비모수 통계기법, BDS 통계기법 및 CRH(Close Returns Histogram)를 
통한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모형의 잔차 분석을 위해 CRH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CRH는 정확한 무작위성 검정 결과를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단순한 계산과정을 
통해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시계열 모형의 잔차 분석을 위해 BDS 통계기법 뿐만 아니라 CRH를 이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잔차분석, 비모수 통계기법, BDS 통계, CRH, 우포늪

Abstract

Recently,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are frequently occurred due to climate change and the damage is also 
increasing. Wetland is kn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and minimizing the damage. In particular, water level 
variability needs to b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rious functions of wetland as well as the reduction of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tted water level series of Upo wetland in Changnyeong, Gyeongnam province 
to a proper time series model  and residual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In other words, 
ARIMA model was constructed and its residual tests were performed using existing nonparametric statistics, BDS statistic, and 
Close Returns Histogram(CRH). The results of residual tests were compared and especially, we showed the applicability of CRH 
to analyze the residuals of time series model. As a result, CRH produced not only accurate randomness test result, but also 
produced result in a simple calculation process compared to the other methods. Therefore, we have shown that CRH and BDS 
statistic can be effective tools for analyzing residual in time series model.   

Key words : Residual analysis, Nonparametric statistics, BDS statistics, CRH, Upo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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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형에 대한 잔

차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이명재 등(2004)이 국가 

지하수관측소 지하수위 자료에 대해서 ARIMA 모형의 적합성

을 잔차의 자기상관계수 분석을 통해서 잔차의 무작위성을 확

인하였고, 박인찬 등(2009)은 KOSPI200 지수에 대한 

ARIMA 모형의 적합 여부를 부분 자기상관계수 분석을 이용

하였다. 또한, 유상록 등(2014)은 해상교통량 예측을 위한 시

계열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서 잔차의 무작위성 검정을 통해서 

증명하였다. 국외의 경우 Juvencio et al. (2006)은 잔차 분석

을 통해서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Muhammad et al. 

(2010)는 잔차 분석을 통해서 카오스 시계열을 분석하고 예측

하였으며 Halmi et al. (2015) 은 계량된 Gompertz 모델의 잔

차에 대해서 무작위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Nyholm(2017)은 

비가역적 ARMA 모델에 대해서 잔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Elsayir(2019)는 자기상관성을 이용하여 계량 경제학 모델을 

개발하고 잔차분석을 통해서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이 다양한 모형에 대해서 잔차의 무작위성 검정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작위성 검정은 시계열 자료들이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잔차의 특성을 파악하여 모

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러 무작위성 검

정 방법 중에서도 비모수 통계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

모수 통계기법은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모집단의 형태와 관계없이 주어진 표본에서 확률을 계산하여 

통계학적 검정을 하는 방법으로서 종류로는 적합도 검정, 무작

위성 검정,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등에 이용된다. 국내에서는 

김형수 등(1998)이 무작위성 검정에 대해서 4가지 비모수 통

계기법을 사용하여 일유량자료의 무작위성을 판단하였으며,  

곽재원 등(2013)은 말라리아 발생 환자 수의 무작위성을 판단

하기 위해 적용하였고, 박재범 등(2018)은 비모수 통계기법을 

통해 수질지수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국외의 경우 Turgay 

Patrtal et al. (2005)은 일강우량자료에 대해서 비모수 통계기

법인 Mann-Kendall test을 적용하여 무작위성이 없음을 확인

하였으며, Dingfang. (2014)는 연유량자료에 비모수 통계기법

을 이용해 무작위성을 파악하고 유량자료의 변동성을 분석하

였다. Sabullah et al. (2015)는 Run test를 통해서 Buchanan 

three phase 모델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잔차의 무작

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Harinarayan Tiwari et al. (2018)

은 156년 강우량자료의 무작위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비모

수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비모수 

통계기법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Brock(1991)과 Kim et al. (2003)은 비모수 통계기법의 경우, 

비선형성과 무작위성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

시하였다. Kim et al. (2003)은 비선형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BDS 및 4가지 비모수 통계기법들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였는데 비모수 통계기법은 비선형 시계열 자료의 무작위

성을 판단하지 못했으나 BDS 통계기법은 이를 구분하였다. 

기존에는 시계열 자료들의 무작위성 검정방법으로 비모수 

통계기법들을 주로 이용하여 왔지만 위와 같이 비모수 통계기

법은 비선형성을 구분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 통계기법과 BDS 통계기법 뿐만 아니라 

위상학적 분석 방법인 CRH(Close Returns Histogram)을 적

용하여 시계열 모형 잔차의 무작위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기존의 4가지 비모수통계기법, BDS 통계기법 및 CRH 방법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시계열 모형 및 비모수와 BDS 통계기법

2.1 시계열 모형 

시계열 자료를 모의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ARMA, ARIMA 형

태의 선형 시계열 모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ARMA(p, q)모형

은 자기회귀 이동평균 모델로서 자료의 자기회귀(autoregressive)

와 오차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을 이용하여 만든 모형이

다(Eq. 1). 

  
  



  
  



  (1)

ARIMA(p, d, q)모형은 차분(d)을 통해서 자료의 정상성을 

확보하여 ARMA 모형과 같이 자기회귀성과 오차의 이동평균

을 이용하여 만든 모델로서, ARMA 모델과 달리 경향성을 포

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Eq. 2). ARMA, ARIMA 

모형에서 p와 d는 각각 자기회귀 및 이동평균의 정도를 나타

낸 매개변수로서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를 통해서 산정할 수 있다. ARMA, ARIMA 모형은 과

거부터 현재까지 수문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

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2)

근래 들어 선형 시계열 모형뿐만 아니라 비선형 시계열 모

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비선형 모형은 유연하기 때문에 복

잡한 패턴을 갖는 자료에 대해서 모형화가 가능한 장점을 가

지고 있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는 인공신경망 모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의 

수위 시계열 자료에 대해 ARIMA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2.2 비모수 통계기법

비모수 통계기법은 모집단의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표본만

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여 검정하는 방법이다. 비모수 통계기

법은 모집단 분포에 대한 가정이 만족하지 않아 발생되는 오

류의 가능성이 낮으며, 통계량이 부호(sign) 혹은 순서(rank) 

등에 의해 계산되므로 이상치에 영향이 크게 받지 않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모집단의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모

집단 사이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으며, 자료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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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고 모수적 방법에 비해 얻

는 정보가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비모수 분석 방법은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

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낮지만, 검정력이 떨어진다

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비모수 분석 방법은 “always valid, 

but not always efficient”이고 모수적 분석 방법은 “always 

efficient, but not always valid”라고 요약할 수 있다(Nahm, 

2005).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 통계기법 중에서도 널리 이용

되고 있는 4가지의 비모수 통계기법들을 선택하였다. 

2.2.1 Anderson’s Correlogram Test

일련의 관측치가 관계성이 없는 경우, 모든 지연(lag)에 대

해서 자기상관계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가 이론적

으로 0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측치의 표본집단의 자기상관

계수는 0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표본집단의 수에 따른 표본집

단의 확률분포를 가진다(Sala et al,1993). 표본집단의 수()

이 클 때, 표본집단({},        )의 자기상관계수()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을 따른다. 대립가설

( ≠ )의 반대되는 귀무가설(  )의 검정을 위한 구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

여기서, 는 표준 정규 분표의 분위수이다.

따라서, 만약 자기상관계수가 위의 구간 안에 위치하면, 귀

무가설은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2.2.2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법은 순위집단들의 상관성을 이용

하는 통계학적 방법이다. 관측치의 표본집단({},        )

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순위()를 분여한다. 표본

집단의 시계열 순위와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후의 순위()를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법에서 사용한다. 순위상관계수는 아

래의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Ep. 4).

   


  



 


(4)

만약 관측치가 무작위성을 가지고  이 의 자유

도를 가지는 카이제곱 확률분포를 따른다면, Spearman의 순

위상관계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본집단의 수

이 20보다 크다면   



 


은 의 자유도

를 가지는 t분포를 따른다. 만약, ≥ 라면, 

무작위성에 대한 귀무가설은 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진

다(여기서, 는 의 자유도를 가지는 t분포

의 분위 수).

2.2.3 Run test

Run test는 관측치의 표본집단을 0과 1로만 이루어진 집단

으로 변환시킨다. 표본집단은 아래의 정의를 따라서 변환되어

진다(Eq. 5).

   for  

   for ≤ 
(5)

여기서, 는 표본집단의 평균

변환된 집단에 대해서 , 은 변환된 집단내의   인 개수

이고 은 변환된 집단내의   인 개수를 의미하며, 은 

과 의 합으로 정의된다. 만약 표본집단이 I.I.D(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이면, 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사항 ∼을 가지며, 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

된다(Keeping, 1966).

 
 


(6)

따라서, 만약 가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여기서, 는 표준 정규 분포의 분위수).

2.2.4 Turning point test

관측치의 표본 집단에서 파고값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or        (7)

만약 표본 집단이 무작위성을 가진다면, 파고값의 수인 

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검정 확률인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Eq. 8).

 


(8)

만약, ≤ 이라고 하면 표본집단이 무작위성을 가

진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없다(여기서, 는 표준 

정규 분포의 분위수).

2.3 BDS 통계기법

BDS 통계는 Brock et al.(1991,1996)에 제안된 방법으로, 

시계열 자료가 무작위 분포를 따른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선형자료로 구분되는 무작위한 시계열 자료와 

비선형 카오스 시스템 혹은 비선형적 추계학적 시스템을 구분

하는데 유용한 통계기법이다.(Kim et al, 1998;1999)

시계열 자료가 상호독립적이며, 모두 동일한 확률분포를 가

지는 독립항등분포(I.I.D,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인 경우 BDS 통계 다음과 같이 

나타나진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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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0)

              
  



   

              

 




 ≤   



∥
∥ (11)

 



 ≤   



(12)

           ∥
∥ × ∥

∥

여기서, 은 자료의수,    은 차원(embedding 

dimension) 공간상에서 상태벡터점들의 수를 의미하며, 값은 상

태백터점들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반경(radius)을 나타낸다. BDS 

통계는 카오스 시스템과 비선형적 추계학적 시스템을 구분할 수

는 없으나, 무작위 시계열 자료인지 아니면 비선형 시스템(카오스 

시스템, 비선형적 추계학적 시스템)자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통계학적 기법이다. 또한 자료의 선형선과 비선형

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이용이 된다(Kim et al, 2014).

BDS 통계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m과 r값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Brock et al.(1991)등 이 여러 가지 실험

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m의 경우는  ≤  ≤ 의 값과 r

의 경우는  ≤  ≤ 값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는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는 잔차에 대해서  ≤  ≤ , 

     를 적용하였다. 

2.3 비모수 통계기법과 BDS 통계기법의 무작위 검정

Kim et al. (2003)은 비모수 통계기법들과 BDS 통계기법의 

무작위성 검정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백색잡음 시계열 자료

와 확정론적 시스템(deterministic system)인 Logistic 방정식

으로부터 도출된 카오스 시계열 자료에 적용하였다. 95% 신

뢰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비모수 통계기법에서는 두 자료 모두

가 무작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BDS 통계기법에서는 

백색잡음만 무작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Statistic for the Gaussian and logistic series(Kim et al, 
2003)

Statistic
Value of statistic

95% C.L.
Gaussian Logistic

Run 0.182 1.361 [-1.96, 1.96]

Anderson 0.025 0.015 [-0.093, 0.088]

Spearman’s 0.256 1.713 [-1.96, 1.96]

Turing poin 0.250 0.923 [-1.96, 1.96]

BDS(2) -0.679 205.12 [-1.96, 1.96]

BDS(3) -1.005 187.09 [-1.96, 1.96]

BDS(4) -0.714 177.33 [-1.96, 1.96]

BDS(5) -1.771 170.85 [-1.96, 1.96]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Logistic 자료가 비선형을 가지고 

있는데 비모수 통계기법들은 비선형과 무작위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반면에 BDS 통계기법은 비선형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BDS 통계기법이 비모수 통계기법보다 

비선형성 자료와 무작위성을 가진 자료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기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3. Close Returns Plot과 Close Returns 

Histogram

3.1 Close Returns Plot(CRP)

카오스 계열의 시스템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

나가 불안전한 주기적인 궤도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한 궤도

가 불안전한 주기적인 궤도들의 근처로 접근하게 된다면, 궤도가 

발산에 의해서 갈라지기 전까지 해당 궤도는 불안전한 주기적인 

궤도들의 근처에 존재하게 된다. 궤도들의 주기적 거동에 의한 

반복과 이상끌개의 경계 성질 때문에 시스템은 이전에 방문하였

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이를 Close Returns라고 한

다.(Kim et al., 2001) Close Retrun Plot (CRP) (Gilmore 

1993a)는 위상학적 방법으로써, 시간계열에 자료에 대해서 끌개

를 재구축하지 않고, Close Returns을 이용하여 자료가 카오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자료에서 Closte Return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에

서 모든 자료의 차이(  )를 계산을 하고, 데이터들

의 근접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특정 길이()를 설정하여, 마지

막으로 Color coded graph를 그린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데

이터의 수()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데이터사이의 간격()를 

의미한다. 만약 두 데이터의 차이가 보다 작다면, 점으로 채

워지게 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Kim.,1997).

     i f  ≥   

i f      

(13)

CRP에서 r의 값은 아래 (14)식과 같이 끌개의 지름의 일부 

퍼센트 범위로 제한되어진다.(Mindlin et al., 1992)

≅ × max min  (14)

CRP는 통해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할 때, 수평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주기적 시계열 자료의 경우에는 CRP에

서 그래프 전체에 긴 수평선이 그래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률론적 시계열 자료에서는 검은 

점들의 균일한 분포가 나타나지고, 카오스 자료에서는 짧은 수

평선의 요소들이 나타나진다(Kim et al, 2001).  

3.2 Close Returns Histogram(CRH) 및 자료의 무작위

성 검정

Gilmore(1993b)는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close returns의 

발생에 대한 히스토그램, Close Returns Histogram(CRH)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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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했으며, CRH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진다(Eq. 15 and 16).

 
  

 ′

       (15)

     for   
   for  ≥ 

(16)

는 각각의 에 대해서 점의 수를 나타내는 히스토그

램이다. CRH는 시계열 자료의 수가 많아서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카오스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좋은 시각

화 그래프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Hou. X(1993)는 자료의 무작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만약 

가 I.I.D라면, 균일 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카

이제곱 검정값은 식(17)와 같이 정의된다. 

  
  



  
 (17)

여기서, 는 의 평균을 의미하며, 는 히스토그램

에서 값의 개수를 나타낸다. 카이제곱 검정값은    

의 자유도를 가진다(Press et al., 1992). 
의 확률밀도함수는 




  

 





 













 



  ≥  (18)

여기서, 는 완전감마함수이다.   인 경우들에 대해

서, 누적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Eq. 18).




   Pr 
 ≤ 


    (19)

여기서, 는 불완전감마함수를 의미한다. Press et 

al(1992)는 


를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선택되어진 분포형 

모형이 보다 작을 확률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는 반

대로 초과할 경우의 확률 값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는 가 무작위성을 가지는 지를 결정할 수 있는 확률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CRH의 무작위섬 검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Kim et 

al(2003)과 동일한 자료들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에 있

어서도 동일한 유의수준(  )을 적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CRH를 적용하여 무작위성을 검정한 

결과, 백색잡음은 무작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반대로 

<CRP>

     

<CRH> 

 

(a)

<CRP>

    

<CRH> 
(b)

Fig. 1. CRP & CRH of Gaussian and Logistic data. (a) Gaussian white noise data, (b) Logist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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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CRH

  value 



Null Hypothesis

(  )

Gaussian data 399.9 0.9996 Random

Logistic data 1038.0 0.0000 Not Random

Logistic 자료는 무작위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서 CRH가 비선형성 자료와 무작위성을 가진 자료를 구분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RP와 CRH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Fig 1.). CRP 결과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Gaussian에 경우 점들이 패턴 없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Logistic 자료는 짧은 수평선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우포늪 수위자료의 무작위성 검정

4.1 대상 지역 및 수위자료 특성

본 연구에서는 우포늪에 자동수위측정계를 설치하여 측정

한 수위자료를 사용하였다. 우포늪은 경상남도 창년군에 위치

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서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이 서식

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1998년 3월 2일 람사르협약 보

존습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시민들에게 생태체험을 할 수 

Fig. 2. Location of water gauges 

Table 3. statistics of water level data

Station
Mean
(m)

Standard 
deviation(m)

Coefficient of 
Variation

Skewness

Upo station 1 0.6563 0.3183 0.4850 1.7116

Upo station 2 0.6697 0.1355 0.2023 0.1978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위는 습지의 생태적 형상

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위변동패턴과 

그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위 변동패턴과 

변화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수위 변화가 나타나는 목포 제

방(우포늪 1지점, Upo station 1)과 우포늪 상류에 위치한 

사지포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신당배수펌프장(우포늪 2

지점, Upo station 2)에 설치하였다(Fig. 2). 자동수위측정

계를 10분단위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2010.03.12. ∼ 2011.03.14.까지의 자료를 주단위로 변환

시켜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였다. 

4.2 비모수와 BDS 통계기법 및 CRH를 이용한 잔차의 

무작위성 검정

4.2.1 우포늪 수위 자료에 대한 ARIMA 모형 구축

총 2가지 자료들을 Box et al. (1970)가 제시한 ARIMA 

모형에 적용하여 잔차를 산정하였다. 모형을 적용하기 이전

에 데이터에 대해서 KPSS 검정(Kwiatkowski-Phillips- 

Schmidt- Shim test)을 이용하여 정상성을 검정하였다. 각 

지점의 주단위 자료가 정상성을 가진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서 95% 신뢰수준으로 평가하였다(Table 4.). 우포늪 2지점

의 주단위 자료는 정상성을 가진 것으로 나왔으나, 우포늪 

1지점의 주단위 자료는 정상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산정

되었다. 따라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Box-Cox 변환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변환시켜다(Eq. 20 and Fig. 4).

 












 
i f ≠ 

ln i f   

(20)

 Weekly data of Upo station 1

    

Weekly data of Upo station 2

Fig. 3. Weekly water level data of Upo station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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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Stationary test 

Station Null Rejected Test Statistic
Significance 

Level

Upo station 1 True 0.3540
0.1460

Upo station 2 False 0.1325

Fig. 4. Box-Cox transformed Upo station 1 data(  )

변환된 우포는 1점과 우포늪 2지점에 대해서 자기상관계수

(ACF) 및 편자기상관계수(PACF)를 산정하였으며(Fig. 5.),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이용하여 적합 모델을 

선택하였다(Table 6.).

Table 5. statistics of Box-Cox transformed Upo station 1 data

Mean
(m)

Standard deviation
(m)

Coefficient of 
Variation

Skewness

-0.4903 0.4346 -0.8865 0.0041

Table 6. Compare AIC with several ARIMA model of Upo station 
1 & station 2

Station Model AIC Select Model

Upo station 1

ARIMA(0,1,1) 10.0528

ARIMA(0,1,2) -4.3715 ◎

ARIMA(0,1,3) -2.3760

Upo station 2

ARIMA(2,1,0) -93.8175

ARIMA(2,1,0) -102.8159 ◎

ARIMA(3,1,0) -101.2278

ACF of Transformed Upo station 1 data

  

ACF of Upo station 2 data
(a)

PACF of Transformed Upo station 1 data

  

PACF of Upo station 2 data
(b)

Fig. 5. ACF & PACF of Transformed Upo station 1 data and Upo station 2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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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 결과를 통해서 변환된 Upo sta. 1에는 ARIMA(0,1,2)

를, Upo sta. 2의 수위자료에는 ARIMA(2,1,0)를 선택하였

다.(Fig. 6).

4.2.2 모형 잔차에 대한 비모수 통계기법을 이용한 무작위성 

검정

4.2.1절에서 산정한 ARIMA(0,1,2) 모형으로부터 Upo sta. 

1의 잔차((A) data)를 산정하였으며, ARIMA(2,1,0) 모형에서 

Upo sta. 2 수위자료의 잔차((B) data)를 산정하였다. 산정한 

잔차들에 대해서 4가지 비모수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무작위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4가지 방법에 대해서 95% 신뢰수준을 적

용하여 무작위성을 판단하였다. 무작위성 검정 결과, 우포늪 1

지점의 잔차서는 Turning point 방법에서는 무작위성을 가지

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반면에서 나머지 세가지 방법에서는 

무작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우포늪 2지점

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졌다. 앞서 예시들과 아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비모수통계기법을 통합 방법들이 서로 다른 결

과들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모수 통계기법에서 서로 다

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각 방법들마다 무작위성을 검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Run test는 데

이터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의 연속성을 통해서 무작위

성을 확인하는 반면에, Anderson‘s correlogram test는 자기상

관성을 통해서 무작위성을 판단한다. 

4.2.3 모형 잔차에 대한 BDS 통계기법을 이용한 무작위성 검정

2가지 자료에 대한 잔차에 대해서 BDS 통계를 적용하여 95% 

신뢰수준으로 무작위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무작위 검정 결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무작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ARIMA(0,1,2) of Transformed Upo station 1 data

  

ARIMA(2,1,0) of Upo station 2  data

Fig. 6. Model fit of Transformed Upo station 1 data and Upo station 2 data

Table 7. The result of Nonparametric statistics of Residual data

Data Run Anderson’s Spearman’s Turing point

Upo station 1 -1.0896 0.8530 0.9121 -4.9725

Upo station 2 -0.9991 0.7247 0.9184 -5.9669

C.L. [-1.96,1.96] [-0.7515,0.7515] [-1.96,1.96] [-1.96,1.96]

Table 8. BDS statistic result(Residual of Upo station 1)

            C.L.

   0.08584 0.04510 0.03341 0.02645

[-1.96,1.96]
   0.16299 0.09322 0.06923 0.05387

   0.22543 0.13979 0.10294 0.07947

   0.27603 0.18256 0.13395 0.10324

Table 9. BDS statistic result(Residual of Upo station 2) 

            C.L.

   0.12309 0.07569 0.05663 0.04378

[-1.96,1.96]
   0.23439 0.15663 0.11818 0.09395

   0.31397 0.22547 0.17437 0.14254

   0.37028 0.28686 0.22708 0.1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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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모형 잔차에 대한 CRH를 이용한 무작위성 검정

마지막으로 잔차에 대해서 CRP와 CRH를 적용하였다. Close 

Returns을 확인하기 위한 반지름을 ×  

으로 총 3가지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포늪 1지점의 

잔차와 우포늪 2지점의 잔차((B) data)에 대해서 95% 신뢰수준에

서 무작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2.5 무작위성 검정 결과의 비교 분석

우포늪의 목포제방(우포늪 1지점,Upo station 1)과 신당배

수펌프장(우포늪 2지점,Upo station 2)에서 측정한 수위자료

를 주단위 수위자료로 변환하여 ARIMA 모형에 적용하여 잔

차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잔차에 대해서 비모수 통계기법, 

BDS 통계기법, CRH를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잔차의 무작위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적용 결과는 

Table 11.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비모수 통계기법인 

Turing point를 제외하고 모든 무작위성 검정 방법들에서 무

작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BDS와 CRH를 

통해서 검정된 결과에서는 무작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

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잔차의 무작위성 검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위

상학적 분석 방법인 CRH의 적용성을 판단하였다. CRH의 무

작위성 검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포늪 수위자료 모델의 

잔차에 대해서 무작위성을 검정하였다. 잔차에 대해서 비모수 

통계 기법인 Turning point test는 무작위성이 아닌 것으로 판

단한 반면에 나머지 3가지 방법에서는 무작위성을 가진 것으

로 도출되었다. BDS 통계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무작위성

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BDS 통계의 경우,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결과 산출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H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BDS 통

계기법과 같이 세가지 반지름에 대해서 무작위성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H는 앞에 2가지 방법들과 달리 그래

프(CRP와 CRH)를 통해서 자료의 무작위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위자료 모델의 잔차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CRH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CRH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반지름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지름 설정을 위한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적은 개수의 자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모형의 잔차 분석을 위해 CRH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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