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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시계열

- 경기순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conventional wisdom)은 경기순환은 장기추세수준으로부터 이탈인데 이

이탈은 일시적인 것이며 다시 장기추세로 복귀한다는 것인데 이를 평균회귀경향(mean reverting behavior)

이라고 함

2. 시계열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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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정 시계열

- Nelson and Plosser(1982)는 이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서 주요 시계열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이기 때문에 평균회귀경향이 존재하지 않음. 즉, 주요 시계열들이 random

walk의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주장.

- 경제시계열 𝒚𝒕가 random walk 확률과정을 따른다는 것은 𝒚𝒕가 다음의 자료생성과정을 가진다는 것을 말함

- random walk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𝒚𝒕의 변화에는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양상이 존재하지 않음

∙ 𝒚𝒕는 단위근(unit root)을 갖는다, 즉, 𝒚𝒕는 불안정시계열임

⇒ 이 경우 𝒚𝒕의 변화는 예측이 어렵고, 평균수준에서 이탈하면 이탈현상이 지속됨

∙ random walk과정을 따르는 시계열에는 평균회귀경향이 존재하지 않음

∙ random walk과정을 따르는 시계열의 변화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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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예 (1970:1-2008:4):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random walk process를 설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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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세안정

3. 추세안정 및 차분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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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분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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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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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단위근(Unit Root)

(1) Dickey-Fuller(DF)의 단위근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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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gmented Dickey-Fuller(ADF)의 단위근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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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F 검정: 실증분석 사례

∙ 𝑯𝟎 ∶ 𝝅 = 𝟎 → 𝝉𝝉(𝝉𝟑) 사용

Δ𝑦𝑡= 𝛽1+𝛽2𝑡+𝜋𝑦𝑡−1+  𝑗=1
𝑘 𝛾𝑗Δ𝑦𝑡−𝑗+ 𝑢1𝑡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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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𝑯𝟎 ∶ 𝝅 = 𝟎 → 𝝉𝝁(𝝉𝟐) 사용

Δ𝑦𝑡= 𝛽1+𝜋𝑦𝑡−1+  𝑗=1
𝑘 𝛾𝑗Δ𝑦𝑡−𝑗+ 𝑢2𝑡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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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𝑯𝟎 ∶ 𝝅 = 𝟎 → 𝝉 (𝝉𝟏) 사용

Δ𝑦𝑡= 𝜋𝑦𝑡−1+  𝑗=1
𝑘 𝛾𝑗Δ𝑦𝑡−𝑗+ 𝑢2𝑡

(case 3)



206. 공적분(Cointegration)

(1) 정의

(2) 공적분시스템(2변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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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분시스템 시뮬레이션

(4)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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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분 검정방법

① Engle and Yoo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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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적분 검정 : 실증분석 사례

∙ 공적분회귀식 ∶ 𝒍𝒏(𝒚𝒕 ) = 𝛃 𝒍𝒏 (𝒎𝒕) + 𝒖𝒕

∙ 𝒖𝒕에 대한 ADF 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