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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계열 자료에서 이상점을 탐지하는 기법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Cipra and Hanzak(2011)의 알고리즘을 단순화하여,

자료에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이상점인지를 판별하였다. 반복 모

의 실험을 통해 단순화된 알고리즘에 포함된 평활상수의 값을 다양

하게 변경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하여 최적의 상수를 찾

으려 시도하였다. 도출된 상수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에서 가산형 이

상점을 올바르게 탐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고, Tukey(1977)와

Rousseeuw and Leroy(1987)이 제안한 방법과 비교하여 각각의 특

징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이상점, 지수평활법, ROC 곡선, 평활상수

학번 : 2014-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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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변량 시계열 데이터란 일정한 주기마다 재측정되는 단일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의 나열을 말한다. 시계열 자료는 일반적인 통계

자료의 형태와는 다르게 시간 의존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의 확률변수가 따르는 분포의 기댓값이나 분산이 일정함을

보장할 수 없다. 시계열 자료의 확률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

지 않는다는 가정을 정상성(stationary)이라 한다. 일반적인 데이터

는 정상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변환해서 정

상성을 획득한 후에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상 시계열의 경우에도 이상점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점(outlier)이란 데이터의 전체적 분포를 기

준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은 표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상성을

갖춘 시계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이상점이 모형의 모수

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기에,(Franses and van Dijk,

1999) 이상점을 탐지하는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었다. 특히 데이터

의 중간 부분에서 이상점을 발견하는 것은 데이터의 양 끝에서 이

상점을 발견하는 것보다 쉽지만(Chen and Liu, 1993) 그 탐지력 또

한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인 길이   의 백

색잡음  를 사용하며,   에서 기댓값 와 표준편차 의 분

포를 갖는 이상점이 들어올 경우 이를 올바르게 탐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ARMA 모형에서의 이상점 탐지에는

Tsay(1988)의 방법 혹은 Chen and Liu(1993)의 방법이 자주 쓰이

나,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모델의 수렴 속도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

가 있어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먼저 Cipra and Hanzak(2011)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Flaounas(2016)가 언급한 단순지수평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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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평활상수

와 기각역을 알아보았다. 도출된 상수를 적용한 상태에서 백색잡음

에 추세가 추가되거나 충격의 크기가 변화하는 경우 이상점의 검출

력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리고 Tukey(1977)의 방법과 Rousseeuw

and Leroy(1987)의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단순지수평활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대안으로서의 단순지수평활

법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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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조사

2.1 ARIMA 모형과 이상점의 종류

계절적 요소와 이상점이 없는 ARIMA(p, d, q) 모형을 따르는 시계

열  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이 때 는 시차연산자를,        ⋯   ,

        ⋯  를 지칭한다.

차분을 제외한 ARMA 모형에서의 이상점의 유형으로 Fox(1972)

와 Martin and Yohai(1986), 그리고 Tsay(1987)는 네 가지 종류의

이상점을 제시하였다. AO(Additive Outlier)는 특정 시점   에서

의 값 
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IO(Innovational Outlier)는 해당

시점 이후의 오차 의 수준이 변동한 경우를 지칭한다. 이에 더해

LS(Level Shift)는    이후의 모든 값에 대해 수준의 변동이 일

어난 것을, TC(Transient Change)는 오차의 수준이 변동한 후 지수

적으로 효과가 감소하여 원래 시계열의 분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

한다. 이상점이 포함된 채로 관측된 시계열을  라 하면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는 이상점에서의 수준 변화를,


는   인 경우 1을, 그 외에는 0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이

다. 네 가지의 이상점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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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IO 

 

LS 


TC 
 ,     

<표 2-1> 이상점의 종류에 따른 식의 형태

Tsay(1988)와 Chen and Liu(1993)는 우선적으로 모델을 적합하

고 적절한 기각역과 비교하여 이상점을 탐지해낸 후, 이상점의 유형

에 맞게 시계열 모형의 값에 수정을 가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방

식을 각각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 시점    

에서의 데이터 값이 그 수준이 달라지는 이상점인지에만 초점을 맞

추어,   에서   까지는 이상점이 없는 백색잡음으로 가정하였

다. 따라서 위의 분류대로라면 IO를 제외한 나머지가 주요 관심 대

상이 된다. 그러나    시점에서의 데이터만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준이 곧바로 원상복귀되는지(AO), 점차 복귀되는지

(TC), 혹은 일정한지(LS)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로부터 모든 이상

상황을 AO로 간주하여 탐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2 단순지수평활법과 EMA, EMS

최신의 데이터에 큰 가중치를 주고, 과거로 갈수록 지수적으로 작

아지는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낸 값을 이용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5

방법을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이라 한다. 최신의 데이

터를 시점이라 할 때 이론적으로 시점에서의 가중치는

   ×      

로 계산할 수 있다.

지수평활법은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한다. 단순지

수평활법은 상수모형을 가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수  가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을 고려한다.

      

이 때 EMA(exponential moving average)는 적절한 초기값이 주어

졌다 가정할 때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지수평활법을 사용하여 1시차 후의 예측값을   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 이상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Flaounas(2016)가 제언한 바에 따르면, EMS(exponential

moving standard deviation)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경우,

     
        



적절한 n을 선택하면 아래 기각역을 만족하는  를 이상점으로 판

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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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는 서로 독립인 정규분포의 가중평균형태이므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분산은 등비수열의 합 형태로 기술할 수 있다.

           

이고 초기값   로 주면, 귀납적으로  ≧ 일 때

         ⋯              

이므로,

         


      

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인 시

점이므로      과  는 무시할 수 있을 크기의 값이고,

따라서 의 실질적 분산은
 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형태의 분산보다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보다 직관적이고 재

귀형태로 계산 가능한 꼴이 채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2.3 기타 이상점 탐지 방법

Tukey(1977)는 IQR을 사용하여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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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르는 데이터의 이상치를 검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1사분

위수와 제3사분위수 간의 거리를 IQR로 정의하였을 때, 다음과 같

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판정한다.

     × 

or

     × 

주어진 시계열데이터가 완전한 백색잡음과정이라 가정하고, Tukey

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상치를 판정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Chen and Liu(1993)가 제안한 이상점 탐지 기법은 R 프로그램

내의 tsoutliers 패키지 내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우선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ARIMA 모형을 적합하며 예측을 수행한 후,

예측된 결과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백색잡음과 이상점으로

나누는 것을 재귀적으로 반복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몇 가지 단점

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적합한 모델이 적절히 수렴하지 않을 경

우 사용할 수 없으며, 둘째로 모델의 중간 부분(T<99)에서 기 발

생한 이상점은 MMSE 예측이 수월하여 검정력이 뛰어나지만 가장

최신 위치에서 AO가 발생할 경우 이상점 탐지 비율이 급격히 줄어

들게 된다. 해당 논문에서는 길이가 100인 데이터로 적합한 AR(1)

모델의 이상점이 T=100에서 발생했을 때 탐지의 power와 관련하

여, 총 이상점의 수가 3개면 0.77의 확률로, 4개면 0.94의 확률로

탐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가장 보수적인 기각역을 채택

한 경우의 수치이다.

Robust test는 Rousseeuw and Leroy(1987)에서 언급된 방식으

로, MAD(median absolute deviation)를 사용한다. MAD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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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준편차 와  사이의 관계는

 ≈ 

임이 Rousseeuw(1993)에 의해 알려져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을 만족하는  를 이상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 ROC 곡선과 AUC, 민감도, 특이도

어떤 검사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이진 분류하

여 양성집단(positive set)과 음성집단(negative set)으로 나누려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데이터의 값을 사용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점수(score)를 계산해내고, 적절한 기각역(cutoff)보다 점수가

크면 positive에, 작으면 negative에 데이터를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

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가 실제로 검사 결과가 참(true)

일수도 있고 거짓(false)일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점수 체계는 모든 true 개체를 positive로, 모든 false

개체를 negative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이러한 점수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채점자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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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인 개체를 절대 음성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점수체계는 모든 개체에 대해 양성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든 참인 데이터는 항상 양성판정을 받고 음성으로 판단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거짓인 데이터는 그와 관계없이 양성을

받는 결과가 나온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 때 거짓인 모든

개체는 올바르게 음성으로 판명되지만, 반대로 참인 데이터 역시 일

괄적으로 음성 집단에 속하는 문제가 생긴다.

ROC 곡선은 기각역을 변동하면서 각각의 기각역을 기준으로 데

이터를 분류하였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x축에 false/positive 개체의

비율을, y축에 true/positive 개체의 비율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일

반적인 그래프는 아래와 같은 형태를 띈다.

<그림 2-1> ROC 곡선의 예시

이 때 true/positive 비율은 원하는 특질(true)을 얼마나 잘 잡아내

는지(positive)를 의미하며, 민감도(sensitivity)라고 부른다. 또한

1-false/positive 비율은 원하지 않는 특질(false)을 원하는 것으로

오분류하지 않을(negative) 확률을 의미하며, 특이도(specificity)라

고 부른다.

만약 어떤 점수체계가 훌륭하다면, 기각역을 1로 잡고 항상 음성

판정을 내리던 상태에서 기각역을 매우 작은 수치만큼 감소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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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false 개체를 positive로 판단내리는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true

개체를 positive로 판단내리는 수가 증가하는 양이 훨씬 많을 것이

다.

ROC 곡선은 항상 직선   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과   

을 언제나 지난다는 특성을 지닌다. 분류 점수 체계가 훌륭할수록

곡선이 축과 직선   에 접근하기에, 곡선 아래의 면적이 점수

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 넓

이를 AUC(Area Under Curve)라 부르며, 0.5에서 1 사이의 값을 가

질 수 있다. 일반적인 ROC곡선에 대한 AUC의 값을 가지고 해당

분류기준이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Excellent (A grade)
 ≦    Good (B)
 ≦    Fair (C)
 ≦    Poor (D)
     Fail (F)

<표 2-2> AUC값에 따른 분류기준 등급 판정



11

3.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길이를 100으로 하

는 백색잡음 시계열자료  를 사용한다.

  ∼   ,       ⋯  

 ∼     

이는 절대정상성을 만족하는 시계열 자료의 최신 관측치가 표준편

차의 배 값을 기댓값으로 하는 충격인 경우를 상정한다. 시뮬레이

션의 편의를 위해 이후로는   로 고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순지수평활법을 이용한 EMA-EMS 기법의

적절한 평활상수 와 기각역 을 찾고, 최적의 상수를 적용한 상태

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이상점 탐지력이 변화하는 양상, 그리고

기타 이상점탐지 방법과의 비교 순으로 진행하였다.

3.1 단순지수평활법의 적정 평활상수와 기각역 탐색

평활상수 와 기각역 을 변화시킴에 따라 해당 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 값이 변동한다.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이상점을 탐지하는

분야에 따라 두 상수의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

점을 올바르게 판별하지 못한 결과가 이상점이 아닌 데이터를 의심

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각 와

에 대해 1000회씩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1-특이도가 0.1, 즉 올

바르지 못한 의심이 일어날 확률을 10%로 고정한 상태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두 상수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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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편의상   로 고정한 상태에서 의 값을 0.05에서 0.35까

지 변동시키면서 ROC 곡선을 그린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1> 의 값에 따른 ROC 곡선 형태

이 때 가정을 적용하여 곡선의 x축을 0.10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의 최대의 민감도는 약 0.88이며 이 때의 는 0.16이었다.

역으로 를 0.16으 고정한 상태에서 n의 값을 1부터 3까지 변동

시키면서 ROC곡선을 그린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2> 의 값에 따른 ROC곡선 형태

마찬가지로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민감도는 0.89이며 이 때의 은

1.6의 값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함수   을 최대화하는 와 을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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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   를 계산한 후   arg  을 찾는 방법

은 최댓값을 찾을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 적절한

형태를 지닌 미분가능함수이고 뛰어난 초기값 가 주어졌다면 해

당 절차는 재귀적인 방법으로 의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의 끝부분

으로 간주할 수 있고,     주위 영역에서의 ⋅의 최댓값을

구하는 것으로 보다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실제로 민감도를 최대화하는       임을 빠르

게 구할 수 있었다.

3.2 다양한 경우의 민감도와 특이도

3.1에서 구한 와 을 이용하여 100000회의 모의실험을 진행하였

다. 50%의 확률로 은 이상분포로부터 선발되는 표본이다. 이 때

민감도와 특이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데이터가 아주 낮은 증가 추세

(기울기       )를 가지고 있을 때, 증가 방향에 순행하는

 의 기댓값을 갖는 이상점과, 증가 방식에 역행하여  

의 기댓값을 갖는 경우를 각각 100000회 실시하였다.

기울기() 충격량 민감도 1-특이도
0.0

+3.0

0.89 0.10
0.1 0.93 0.09
0.3 0.57 0.01
0.5 0.09 0.00

<표 3-1> 양의 충격량과 변화하는 기울기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



14

먼저 충격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계열이 양의 추세를 가지는 경

우, 그 기울기가 변화할 때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EMA-EMS 기법이 단순지수평활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기울기() 충격량 민감도 1-특이도
0.0

-3.0

0.89 0.10
0.1 0.16 0.09
0.3 0.00 0.00
0.5 0.00 0.00

<표 3-2> 음의 충격량과 변화하는 기울기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

충격량이 음의 값인 경우 선형 추세가 동일하였음에도 민감도가 더

욱 가파르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하

락현상을 탐색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급상승 이상점을 찾

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일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EMA와 EMS

는 과거 데이터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더하는

형태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감소

하는 이상점을 만난 것과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을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기울기가 0인 경우에는 충격량이

+3.0인 경우와 완전히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EMA-EMS 기법을 사용하여 이상

점을 탐지하려 할 때에는 선형적 추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약간의 추세로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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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충격량 민감도 1-특이도

0.0

+1.5 0.43

0.10
+2.0 0.61
+3.0 0.89
+4.0 0.99
+5.0 1.00

<표 3-3> 변화하는 충격량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 

선형추세가 없는 백색잡음 데이터를 가정했을 때, 쇼크의 기댓값이

커지는 경우 쇼크의 분산이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

율의 데이터를 이상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민감도의 상

승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의 표준편차에 대한 쇼크의 크기 비율

이 1.5인 경우 43%의 데이터를, 2.0인 경우 61%의 데이터를, 3.0

에 이르면 약 90%에 해당하는 이상점을 정확하게 탐지해낼 수 있

다. 특이도가 일정한 이유는 특이도의 계산이 이상점이 아닌 을

얼마나 이상점이 아니라고 판별할 수 있는지로부터 측정되기 때문

에, 같은 표본을 공유하는 100000번의 실험에서 약 미리 설정된 비

율인 절반 가량은 에서 뽑힌 표본이고, 충격량의 변화는 이들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이상점이 아니라고 판별하는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3.3 타 방법과의 비교

위의 결과를 Tukey(1977)의 방법과 Rousseeuw and Leroy(1987)

의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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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EMS Tukey Rousseeuw
& Leroy

 충격량 민감도 특이도 민감도 특이도 민감도 특이도

0

1.5 0.43

0.90

0.13

0.99

0.34

0.94
2 0.61 0.26 0.53
3 0.89 0.62 0.85
4 0.99 0.89 0.98

<표 3-4> 세 판정법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먼저 Tukey의 방법은 특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

다. 특이도가 높다는 것은 이상점이 아닌데 이상점이라고 판단할 확

률이 낮다는 의미이고, 이는 판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한 결과물

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 결과 충격량의 크기가 낮을 때에는 충격

량을 올바르게 구분해내는 비율이 다른 방법에 비해 절반 이하에

달하는 낮은 값을 나타낸다.

Rousseeuw and Leroy의 방법은 Tukey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특

이도의 측면에서 다소간 타협하였으나 보다 뛰어난 민감도를 가진

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시에는 100개의 주어진 데이터 사이에도

이상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강건한 통계량을 사용하여

이상점을 탐지하는 Rousseeuw and Leroy의 방법이 안정성 면에서

좋은 결과를 낼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마지막으로 EMA-EMS 기법은 세 방법 중 가장 낮은 특이도를

가지지만 민감도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 특히 충격량

의 크기가 작아서 판단이 어려울 때에도 가중평균을 통해 분산을

계산하는 특성상 원래 데이터의 추세로부터 신규 데이터까지의 상

대적 거리를 보다 민감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충

분히 큰 충격량의 경우 Rousseeuw and Leroy의 방법과 비교하여

민감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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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맺음말

실시간으로 수용되는 단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이동창 형식으로

관찰한다 가정했을 때, 최신 시점에서의 자료가 이상점인지를 파악

하는 기법을 비교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시계열 모델을 적합하

면서 모델로부터 이상점을 탐지하는 것을 반복하는 상용화된 기법

들은 그 수렴 속도의 측면에서 빠르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

려웠다. 따라서 계산이 보다 간편한 EMA-EMS 방법과 다른 두 방

법에 초점을 맞추어 민감도와 특이도를 비교하여, EMA-EMS 방법

이 다소 낮은 특이도를 갖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민감도를 나타내

는 가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간편하고 재귀적인 계산 방식으로 좋

은 결과를 내는 EMA-EMS 방식은 빠르게 이상점을 의심해야 하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백색잡음 시계열을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해당

방법에서 사용되는 평활상수와 기각역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표준

편차의 세 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댓값을 갖는 이상점의 경우

   ,   의 값으로 가장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음을

100000회의 모의실험으로 보였다.

그러나 EMA-EMS 모형은 약간의 선형 추세만이 곁들여지더라도

그 탐지력이 급속도로 감소되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창

형식으로 데이터를 잘라서 분석을 할 때 선형추세와 계절적 요인을

전부 제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곡선 형태를 가지

는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어렵다.

실물 데이터는 보다 복잡한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다. 분산이 안정

화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의 기댓값 추세를 제거하여 평균

을 강제로 0으로 맞출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이 방법이 유의미하

게 높은 이상점을 탐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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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MA의 분산 대신 EMS를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점이 해당 방법의 타당성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

다. 수리적으로 검정통계량의 분포를 구하려 시도하였으나 T의 크

기가 100으로 고정되어있고 EMS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명확

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부분에 있

어 추가적인 연구가 더해진다면 기각역의 설정에 관한 이론적 근거

를 첨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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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cting Outlier
with Exponential Smoothing

in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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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roduces EMA-EMS algorithm mentioned by

Flaneous(2016) in order to detect an AO(additional outlier)

occurring at the latest position     of T-length white noise

time series data . We generated data to find an appropriate

smoothing parameter which is used in the algorithm. The

comparison between two other outlier detection algorithm –

Tukey(1977) and Rousseeuw and Leroy(1987) - follows. We

found that the EMA-EMS algorithm has relatively sharp

sensitivity over a small shock, though the performance is

well-influenced by the tiny linear trend condition.

Keyword : outlier detection, ROC curve, exponential smoothing,

smoothing parameter

Student Number : 2014-20287


	1. 서론
	2. 문헌조사
	2-1  ARIMA 모형과 이상점의 종류
	2-2  단순지수평활법과 EMA, EMS
	2-3  기타 이상점 탐지 방법
	2-4  ROC 곡선과 AUC, 민감도, 특이도

	3. 시뮬레이션
	3-1  단순지수평활법의 적정 평활상수와 기각역 탐색
	3-2  다양한 경우의 민감도와 특이도
	3-3  타 방법과의 비교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6
1. 서론 1
2. 문헌조사 3
  2-1  ARIMA 모형과 이상점의 종류 3
  2-2  단순지수평활법과 EMA, EMS 4
  2-3  기타 이상점 탐지 방법 6
  2-4  ROC 곡선과 AUC, 민감도, 특이도 8
3. 시뮬레이션 11
  3-1  단순지수평활법의 적정 평활상수와 기각역 탐색 11
  3-2  다양한 경우의 민감도와 특이도 13
  3-3  타 방법과의 비교 15
4.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