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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금융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 실증 분석과  

멀티프랙탈 Value-at-Risk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이호진 

 

 
금융 시계열에는 전통적인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통계적 현상들이 존재한다. 수익률 확률분포에는 두꺼운 꼬리형태와 

비대칭성이 관찰된다. 변동성의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과 

군집 (clustering) 현상, 장기기억 (long memory) 현상 등도 실제 

금융 시계열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멀티프랙탈 

(multifractal) 특성도 이러한 특성들 중 하나이다.  

 

최근에 금융 시장과 자산 구조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실제 시장과 이론적 모형의 괴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 프랙탈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시계열의 복잡성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금융 위험을 측정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주식 시장(KOSPI와 

S&P500)과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했다. 

실제 금융 자료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존재와 부재를 반복하며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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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랙탈 시계열과 단일프랙탈 시계열에서는 서로 다른 

통계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자료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멀티프랙탈 검정 방법과 구간 판별 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실증 

자료에 적용한 결과, KOSPI와 S&P500 시장에서는 6개의 

멀티프랙탈 구간이, 외환 시장에서는 4개의 구간이 각각 판별되었다. 

멀티프랙탈 구간들은 공통적으로 확률분포의 높은 첨도와 두꺼운 

꼬리형태를 보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과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변동성의 자기상관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금융 시장에서 관찰되는 멀티프랙탈 특성은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요소와 변동성의 비선형 자기상관성 요소에 영향을 

받음을 입증했다. 이 중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는 전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 변동성의 선형 자기상관성은 멀티프랙탈 

특성과 무관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반영하여 VaR 

(value-at-risk)를 측정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멀티프랙탈 특성을 

반영하여 VaR를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시뮬레이션 

방법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에러가 없는 모수적 

(parametric)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증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멀티프랙탈 VaR 모형은 기존의 

벤치마크 모형들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추정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우수한 예측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멀티프랙탈 VaR 모형이 극단적인 위험을 예측하는 경우에 높은 

성능을 지님을 의미한다. 

 

주요어 : 멀티프랙탈, 스케일 분석, 구간 판별, 금융 위험, MMAR 

모형, value-at-risk 

 

학  번 : 2009-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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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실제 금융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통계적 현상들이 존재한다. 자산 수익률의 확률 

분포에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꼬리형태와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1 . 

이에 따라 자산 가격의 흐름에서 점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산 수익률 하락과 변동성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레버리지 (leverage) 현상도 관찰된다 2 .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을 보인다. 변동성의 움직임에는 평균 회귀 

(mean reversion) 현상3이 나타나고, 군집 (clustering) 현상4과 장기 

기억 (long memory) 현상 5 도 관찰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멀티프랙탈 (multifractal) 특성도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통계적 특성들 중 하나이다.  

 다양한 분석에서 이론적 모형들은 이와 같은 실제 금융 시장의 

특성들을 설명하지 못함에 따라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오류는 

금융 자산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증가해왔다. 그리고 최근 

2008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위험을 측정하는 문제가 

                                           
1 McNeil and Frey (2000), Cont (2001), Dacorogna, et al. (2001), Gençay, et al. (2001), 

Barndorff-Nielsen and Shephard (2006), Jondeau, et al. (2007), Segnon and Lux (2013)  

2 Figlewski and Wang (2000), Bouchaud, et al. (2001) 

3 Merville and Pieptea (1989), Dueker (1997), Fouque, et al. (2000) 

4 Andersen and Bollerslev (1997), Lux and Marchesi (2000), Cont (2007), Jondeau, et al. 

(2007), Segnon and Lux (2013) 

5 Baillie (1996), Bollerslev and Ole Mikkelsen (1996), Breidt, et al. (1998), Cont (2001), 

Giardina, et al. (2001), HARVEYŁ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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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 시장의 통계적 특성들을 모형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제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보다 현실적인 금융 위험 측정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금융 위험은 잠재적 금융 손실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시장 위험 (market risk)과 신용 위험 (credit risk), 운영 

위험 (operational risk)을 포함한다 6 . 이들 중 시장 위험은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을 의미한다. 

때문에 시장 위험을 측정하는 이론적 모형과 실제 금융 시계열 

사이의 괴리는 측정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멀티프랙탈 특성이란 시계열에 여러 값의 프랙탈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하나의 프랙탈 차원에서 정의되는 단일프랙탈 

(monofractal) 시계열에 비해 멀티프랙탈 시계열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멀티프랙탈 시계열은 확률분포의 

두꺼운 꼬리형태와 변동성의 군집 현상, 장기기억 현상이 나타나는 

실제 금융 시계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7 . 금융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은 Mandelbrot, et al. (1997)이 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을 제시한 이후에 경제물리학 (econophysics)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 금융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멀티프랙탈 시계열을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위해서 199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한국 

주가지수 (KOSPI)와 미국 S&P500 주가지수, 원달러 환율 (FX)의 

일별 자료를 사용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McNeil, et al. (2010) 

7 Mandelbrot, et al. (1997), Riedi (2001), Di Matteo (2007), Segnon and Lux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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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각 실증 자료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통계적 

특성들을 분석했다. 실제 수익률의 확률분포는 두꺼운 꼬리형태와 

비대칭성을 보였다. 변동성의 군집 현상과 장기기억 현상도 

관찰되었다. 멀티프랙탈 특성은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존재와 부재를 반복하며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일프랙탈과 멀티프랙탈 확률과정은 서로 다른 통계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멀티프랙탈 검정 

방법과 구간 판별 모형을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 금융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했다. 분석 결과, 멀티프랙탈 구간의 수익률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첨도와 두꺼운 꼬리형태가 관찰되었다.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은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변동성의 

자기상관성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 8 .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샘플과 실증 자료의 대리자료 샘플을 이용해 각 요소들을 검증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꼬리형태 특성은 멀티프랙탈 특성과 

선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시계열의 변동성에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관성의 크기가 감소했다. 실증 

분석 결과, KOSPI 와 원달러 환율 자료에서 나타나는 멀티프랙탈 

특성은 꼬리형태 요소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S&P500 자료에서는 자기상관성 요소의 비중도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멀티프랙탈 특성의 자기상관성 요소는 대부분 비선형 

자기상관성에 의한 영향이었으며, 선형 자기상관성은 멀티프랙탈 

특성과 무관했다. 그리고 MFDFA9  (multifractal detrended fluctuation 

                                           
8 Kantelhardt, et al. (2002)  

9 Kantelhardt,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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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추정방법보다 GHE10 (generalized Hurst exponent) 방법에서 

유한 샘플크기 효과11가 작게 발생함을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멀티프랙탈 시계열은 실제 금융 시계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시계열 모형들과 비교해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때문에 금융 위험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멀티프랙탈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반영하여 

VaR (value-at-risk)를 측정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Mandelbrot, et al. (1997)의 이항 MMAR 모형을 적용하여 

모수적으로 VaR 을 예측한다. 본 연구의 모형을 기존의 벤치마크 

모형들과 비교한 실증 분석 결과, 낮은 유의수준과 긴 예측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VaR 모형은 측정 방법에 따라 모수적,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구분된다. 멀티프랙탈을 고려한 VaR 모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시뮬레이션 방법에 국한되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모수적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수적 방법과 

시뮬레이션 방법은 모두 특정한 확률 모형을 가정해야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모수적 방법은 시뮬레이션 오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강점이 있다.  

 본 논문은 총 6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 장에서는 프랙탈 차원, 멀티프랙탈 스펙트럼, 자기유사성과 

스케일 함수의 개념과 이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하는 비모수적 모형들(스케일 분석 

                                           
10 Di Matteo, et al. (2003)  

11 대상 샘플의 크기가 작을수록 멀티프랙탈 특성이 과대 측정되는 경향으로 

Drożdż, et al. (2009)와 Zhou (2012)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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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모수적 모형들(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정리한다.  

 3 장에서는 한국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관찰한다. 이어서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존재를 검정하는 

방법과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증 

분석을 통해 실제 금융 시장에서 멀티프랙탈 구간을 구분하고, 

멀티프랙탈 구간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특성들을 분석한다.  

 4 장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과 다른 통계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정규 확률분포를 따르는 시뮬레이션 샘플과 꼬리형태가 

두꺼운 확률분포를 따르는 샘플에서 각각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시계열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샘플과 존재하지 

않는 샘플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실증 자료에서 확률분포 

특성과 자기상관성을 각각 제거한 대리자료를 이용해 각각의 

요소들을 분석한다. 

 5 장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 위험을 측정하는 

멀티프랙탈 VaR (value-at-risk)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이항 MMAR (multifractal model of asset returns)12 시계열과 시간 변환 

함수를 소개하고, 모수 추정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멀티프랙탈 VaR 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증 분석을 통해 멀티프랙탈 VaR 와 기존의 벤치마크 모형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6 장은 연구의 주요 결과들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다룬다. 

  

                                           
12 Mandelbrot,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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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프랙탈 이론은 Mandelbrot (1977)에서 프랙탈 구조에서 프랙탈 

차원을 정의함으로써 등장했다. 프랙탈 구조는 기본 구조가 

자기유사성 (self-similarity)을 가지면서 무한히 자기복제 (self-

recursive)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구조의 자기유사성은 외형적 

특성 뿐만 아니라 통계적 특성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프랙탈 구조는 

전체와 부분의 구조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 

 프랙탈 구조는 무한한 자기복제로 인해 유한한 범위에서 길이 

혹은 면적이 무한하다. 때문에 유클리드 차원에서는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프랙탈 이론에서는 프랙탈 차원을 

통해 유클리드 차원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구조의 복잡성을 

수치화한다. 프랙탈 차원, D 은 유한한 범위를 n 배 했을 때, 척도 

(길이, 면적 등)의 증가율, r에 의해 식 (2.1)과 같이 결정된다.  

D =  logn r   (2.1) 

 다각형의 프랙탈 차원은 유클리드 차원과 같다. 반면 [그림 1]의 

코흐 곡선의 프랙탈 차원은 정의에 의해서 log3 4 이다. 프랙탈 

차원의 정수 부분은 유클리드 차원과 같고, 소수 부분이 클수록 

구조가 복잡하다는 성질을 갖는다.  

[그림 1] 코흐 (Koch)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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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프랙탈 차원을 측정할 때, 위치나 범위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차원을 유지하는 구조를 단일프랙탈 (monofractal)이라 

한다. [그림 1]의 코흐 곡선은 구조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양수 n 에 

대해 항상 같은 프랙탈 차원값을 갖는다. 따라서 코흐 곡선은 

단일프랙탈 구조이다. 반면, 측정 조건에 따라서 프랙탈 차원이 

달라지는 구조를 다중프랙탈 혹은 멀티프랙탈 (multifractal)이라고 

한다.  

 현실의 다양한 구조와 현상들에서 멀티프랙탈이 발견되고, 본 

연구의 대상인 금융 시계열에서도 멀티프랙탈 특성이 관찰된다 13 . 

반면, 금융 시계열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가정해온 가우시안 

(Gaussian) 모형들은 단일프랙탈 특성을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고려하는 연구들은 Mandelbrot, et al. (1997)에서 

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을 제시한 이후에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2 장에서는 금융 시계열 분야에서 이루어진 멀티프랙탈 연구들을 

설명하겠다. 2.1 절에서는 시계열에서 나타나는 프랙탈과 스케일 

특성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한다. 2.2 절에서는 스케일링 분석법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2.3 절에서는 대표적인 

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들을 소개한다. 2.4 절에서는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존재성과 멀티프랙탈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멀티프랙탈의 거시경제적 의미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겠다.  

  

                                           
13 Muzy, et al. (2000), Schmitt, et al. (2000), Bacry, et al. (2001a), Calvet and Fisher 

(2002), Górski, et al. (2002), Xu and Gençay (2003), Borland, et al. (2005), Oświȩcimka, et 

al. (2005), Di Matteo (2007), Jiang and Zhou (2008a), Jiang and Zhou (2008b), Drożdż, et 

al. (2009), Kumar and Deo (2009), Zhou (2009), Zunino, et al. (2009), Caraiani (2012), 

Morales, et al. (2012), Oh, et al. (2012), Lee and Cha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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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시계열의 프랙탈 특성과 스케일 특성 

2.1.1. 자기유사성과 장기기억 

 자기유사 과정 (self-similar process)는 시간 척도를 달리해도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지니는 랜덤 차분이 나타나는 확률과정 

(stochastic process)이다. 양수 λ 와 H 가 주어졌을 때, 확률과정, 

{X(t)} 가 자기유사 과정이면, {X(t)} 와 {λHX(t)} 의 확률 분포는 

동일하다14.   

{X(λt)} = {λHX(t)}   (2.2) 

 스케일 지수 혹은 허스트 (Hurst) 지수, H 는 확률과정의 LRD 

특성을 반영한다. 자기유사 과정의 차분, ∆X(t, τ) = X(t + τ) − X(t)이 

정상성 (stationary)을 만족한다면, H 는 0 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만약 H가 0.5 보다 크면, ∆X(t, τ)에 양의 자기상관성과 LRD 특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H 가 0.5 보다 작다면 ∆X(t, τ) 는 음의 

자기상관성을 보이고, H가 0.5 라면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15. 

브라운 운동 (Brownian motion, BM)은 H가 0.5 인 대표적인 자기유사 

과정이고, fBM (fractional Brownian motion)은 H가 0.5 이외의 0 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자기유사 과정이다.  

 Di Matteo (2007)에 따르면 허스트 지수가 의미하는 LRD 는 

시계열의 대역적 (global) 특성이다. 반면, 식 (2.1)의 프랙탈 차원은 

시계열의 국소적 (local) 특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허스트 

지수와 독립이다. 하지만 자기유사 과정에서는 국소적 특성이 

무한한 자기복제를 통해서 그대로 대역적 특성에 반영된다. 때문에 

자기유사 과정의 프랙탈 차원( D )과 허스트 지수( H ) 사이에는 식 

                                           
14 Embrechts and Maejima (2002), Di Matteo (2007) 

15 Embrechts and Maejim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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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16 . 따라서 허스트 지수가 클수록 

자기유사 과정은 강한 자기상관성과 더 부드러운 추세를 보인다. 

D = 2 − H    (2.3) 

자기유사 과정은 측정 조건에 상관없이 유일한 허스트 지수와 

프랙탈 차원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유사 과정은 단일프랙탈이다. 

 

2.1.2. 멀티프랙탈 스펙트럼 

 국소 스케일 지수 혹은 홀더 지수 (Hölder), α(t)는 특정 시간, t 

근처에서 식 (2.4)와 같이 정의된다.  

α(t) = sup{β ≥ 0 ∶ |X(t + τ) − X(t)| = O(|τ|𝛽)  𝑎𝑠 τ → 0} (2.4) 

단일프랙탈 확률과정에서 α(t) 는 t 에  상관없이 항상 허스트 지수, 

H와 같은 값을 갖는다. α(t)가 t에 따라 여러 값을 갖는다면, 확률 

과정의 프랙탈 차원이 지역적으로 달라짐을 의미하므로 

멀티프랙탈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시계열에서 측정한 {α(t)}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면, 단일프랙탈 시계열의 경우 한 점에서 

그려지겠지만, 멀티프랙탈 시계열에서는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런 홀더 지수들의 확률분포 형태를 멀티프랙탈 스펙트럼, 

𝑓(α)이라 한다.  

 Riedi (1999)와 Calvet and Fisher (2008)에서는 시계열 자료에서 

α(t) 와 𝑓(α) 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구간 [0, 1] 을 bk  개의 

부분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αk(t𝑖)를 식 (2.5)와 같이 정의한다. τ는 

b−k이고, t𝑖는 𝑖τ이다.  

αk(t𝑖) = log |X(t𝑖 + τ) − X(t𝑖)| log τ⁄   (2.5) 

                                           
16 Stanley (1987), Barabási (1995), Mandelbro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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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값, ∆ 에 대해 {αk(t𝑖)}  중에서 range [α, α + ∆) 에 속하는 

지수의 개수를 𝑁k(α) 라 할 때, 멀티프랙탈 스펙트럼은 식 (2.6)과 

같다. 

𝑓(α) = lim
k→∞

log 𝑁k(α) log bk⁄  (2.6) 

 많은 연구들이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스펙트럼이나 멀티프랙탈 

척도, ∆α = α𝑚𝑎𝑥 − α𝑚𝑖𝑛 을 관찰하여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Harte (2001)는 실제 계산에서 식 (2.4)와 (2.5)가 불안정한 

추정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분석 

방법으로 스케일 분석법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2.1.3. 스케일 특성 

 시계열의 식 (2.7)과 같은 모멘트 특성을 스케일 특성이라고 한다. 

𝔼[|X(t)|q] ~ tζ(q)   (2.7) 

ζ(q) 는 스케일 함수이다. 단일프랙탈 시계열의 스케일 함수는 

선형으로 나타난다. BM 의 경우 ζ(q) = q 2⁄ 이고, 일반적인 자기유사 

확률과정의 ζ(q) 는 Hq 이다 17 . 반면 멀티프랙탈 시계열의 스케일 

함수는 비선형 (볼록형)으로 나타난다.  

 일반 허스트 지수 (generalized Hurst exponent, GHE)를 식 (2.8)과 

같이 정의한다. 단일프랙탈 시계열에서 H(q) 는 항상 상수 H 값을 

갖는 반면, 멀티프랙탈 시계열에서는 q 에 대한 감소 함수가 된다. 

따라서 스케일 함수의 비선형성이나 ∆H(q, q′) = H(q) − H(q′) 으로 

                                           
17 식 (2.2)에의해 {X(t)}와 {tHX(1)}는 동일한 확률분포를 갖는다. 이에 따라 

𝔼[|X(t)|q] = 𝔼[|tHX(1)|
q

] = tHq𝔼[|X(1)|q]가 되므로 식 (2.7)에서 ζ(q) = Hq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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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멀티프랙탈 척도를 통해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H(q) =  ζ(q) q⁄    (2.8) 

 Calvet and Fisher (2008)에서는 멀티프랙탈 스펙트럼이 식 (2.9)와 

같은 스케일 함수의 르장드르 (Legendre) 변환임을 설명했다 18 . 즉, 

스케일 분석을 통해서도 멀티프랙탈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두 분석법은 멀티프랙탈 특성의 유무에 대해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𝑓(α) =  infq[αq − ζ(q) + 1] (2.9) 

 

 

  

                                           
18 식 (2.9)의 증명은 부록 1 에서 다룬다. 식 (2.9)는 보수성 (conservative)과 

표준성 (canonical)을 만족하는 멀티프랙탈 측도 (measure)에서 성립한다. 

멀티프랙탈 측도의 자세한 설명은 2.3 절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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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케일 분석법 

 앞서 설명했듯이 스케일 분석은 식 (2.5)에서 홀더 지수를 

추정하는 방법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스케일 함수의 

추정은 확률과정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번 

절에서는 스케일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비모수 방법들을 

소개한다. 

 

2.2.1. MFDFA 방법 

 Kantelhardt, et al. (2002)는 기존의 DFA (detrended fluctuation analysis) 

방법을 발전시켜 정상 차분을 갖는 비정상 시계열에서 국소 스케일 

지수, H(q) 를 추정하는 새로운 멀티프랙탈 DFA 방법을 제안했다. 

X가 자산 가격의 로그 값일 때, 추정 과정은 아래의 단계를 따른다.  

 

1) 길이가 N인 차분 시계열, ∆X(𝑖) = X(𝑖) − X(𝑖 − 1)에서 식 (2.10)과 

같은 시계열, Y(𝑖)을 구한다. ∆X̅̅̅̅ 는 차분의 산술 평균이다. 

Y(𝑖) = ∑ [∆X(𝑘) − ∆X̅̅̅̅ ]𝑖
𝑘=1   (2.10) 

2) Y(𝑖)의 전체 구간을 서로 겹치지 않는 길이 s의 부분 구간으로 

분할한다. 전체 구간의 앞에서부터 분할하여 Ns = ⌊N s⁄ ⌋  개의 부분 

시계열을 얻는다. 이어서 뒤에서부터 분할하여 총 2Ns  개의 부분 

시계열을 얻는다. 

3) 각 부분 시계열, 𝜈 마다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fit)을 통해 

Y(𝑖)의 𝑚차 추세, 𝑦𝜈(𝑖)를 구하고, 식 (2.11)의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d error, MSE)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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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𝐹2(s, 𝜈) = {

1

s
∑ {Y[(𝜈 − 1)s + 𝑖] − 𝑦𝜈(𝑖)}2s

𝑖=1 ,             (𝜈 ≤ Ns)

1

s
∑ {Y[N − (𝜈 − Ns)s + 𝑖] − 𝑦𝜈(𝑖)}2s

𝑖=1 ,   (𝜈 > Ns)
 

       (2.11) 

4) MSE 의 q차 파동 (fluctuation) 함수의 평균을 구한다.  

𝐹q(s) = [
1

2Ns
∑ {𝐹2(s, 𝜈)}q 2⁄2Ns

𝜈=1 ]
1 q⁄

 ~ sH(q)   (2.12) 

5) 식 (2.12)에서 로그를 취하고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H(q) 를 

추정한다. 

 

 MFDFA 의 장점은 과정 3)에서 비정상 시계열의 𝑚 차 추세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MFDFA 방법은 0 보다 작은 범위의 

q 에서도 H(q) 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계열의 

움직임도 설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Ihlen (2012)에서는 s의 최소값을 10 ~ 20 사이로, 최대값은 N/10을 

넘지 않도록 추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s 를 

{12,17,22, ⋯ 102}로, 𝑚 = 2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2.2. GHE 방법 

 Di Matteo, et al. (2003)는 H(q)를 추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GHE 

(generalized Hurst exponent) 방법을 제안했다. 추정 과정은 아래의 

단계를 따른다.  

 

1) 길이가 N인 로그 자산 가격 {X(t)}를 구한다.  

2) < 𝑔(t) > =
1

N
 ∑ 𝑔(k)N

𝑘=1 일 때, 식 (2.13)의 통계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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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𝜏) = < |X(t + 𝜏) − X(t)|q > < |X(t)|q >⁄  ~ 𝜏qH(q) (2.13) 

3) Kq(𝜏) 를 𝜏 = {1,2, … , 𝜏𝑚𝑎𝑥} 마다 구하고,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허스트 지수를 추정한다. 

4) 과정 1) ~ 3)을 𝜏𝑚𝑎𝑥 를 다르게 설정하면서 반복하고, H(q)들의 

평균을 허스트 지수의 추정값으로 사용한다.  

 

 Morales, et al. (2012)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수정한 wGHE (weighted 

GHE) 방법을 제시했다. wGHE 방법은 시간에 따라 추정 구간을 

이동하며 국소 허스트 지수를 추정할 때, 최근 시계열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GHE 방법은 MFDFA 와 달리 정상 시계열을 가정한다. Di Matteo, et al. 

(2005)는 위의 단계에 앞서 시계열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연구 대상 시계열에서 선형 추세를 제거했다. 그리고 

간단한 조정에도 정상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다른 추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Di Matteo, et al. 

(2005)의 방법에 따라, 시계열의 선형 추세를 먼저 제거하고, 

허스트 지수를 추정했다. GHE 를 처음 제안한 Di Matteo, et al. (2003) 

이후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𝜏𝑚𝑎𝑥 를 5 ~ 19 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𝜏𝑚𝑎𝑥 ∈ {5,6, ⋯ 20}을 사용했다. 

 L’vov, et al. (1998)와 Zhou, et al. (2006)에서는 q  값이 클 수록, 

시계열 차분의 q차 모멘트가 발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Barunik, et al. (2012)와 Morales, et al. (2012)에서는 H(q)를 

추정할 때, q 를 3 보다 작은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추천했고,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같은 범위를 적용하였다. 

 

 



15 

 

2.2.3. 추정 방법들의 성능 비교 

 MFDFA 와 GHE 를 포함한 허스트 지수 추정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한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Weron (2002)은 R/S (rescaled 

range) 방법19과 MFDFA (q = 1)을 비교하였고, MFDFA 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추정결과를 제시함을 보였다. Mielniczuk and Wojdyłło 

(2007)에서도 R/S 와 MFDFA 를 fBM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 

샘플 길이와 fBM 의 허스트 지수를 변화시키면서 두 방법을 비교한 

결과, R/S 방법의 RMSE (root mean squared error)가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되어, Weron (2002)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Grech and Mazur 

(2005)와 Xu, et al. (2005)는 DMA (detrending moving average) 

방법 20 과 MFDFA 의 성능을 비교하였고, MFDFA 가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가우시안 모형 (BM 혹은 fB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반면, Barunik and Kristoufek (2010)는 실제 금융 

시계열처럼 두꺼운 꼬리를 갖는 확률 분포 모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안정 분포 (stable distribution)를 

통해 발생시킨 시뮬레이션 샘플에서 샘플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MFDFA, GHE, R/S, DMA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GHE 

방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MFDFA 와 DMA 방법은 

확률분포의 꼬리가 두꺼워짐에 따라 허스트 지수를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샘플의 길이를 감소시킴에 따라 추정 결과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MFDFA 는 비정상 시계열에서 q 가 0 보다 작은 

경우에도 H(q) 를 추정할 수 있는 등의 유연한 적용이 장점이다. 

반면, 샘플 시계열의 확률분포가 두꺼운 꼬리를 갖거나, 샘플의 

                                           
19 Hurst (1951)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20 Alessio, et al. (2002)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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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작은 경우에는 GHE 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금융 시계열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GHE 방법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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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멀티프랙탈 모형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들은 실제 금융시장에서 

관찰되는 성질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브라우니안 운동의 

가정처럼 시장 수익률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또한 정규 분포보다 높은 첨도와 두꺼운 꼬리를 갖는 확률분포를 

보인다. fBM 은 자산 수익률의 장기기억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변동성의 군집화 (clustering) 현상이나 확률분포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Levy 모형은 안정 확률분포를 통해 금융 시장의 확률분포를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2 차 이상의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Mandelbrot, et al. (1997)는 기존의 시계열 모형들과 비교하여 

멀티프랙탈 모형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계열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을 [표 1]을 통해 설명했다. 그리고 Lux (2003), Calvet and Fisher 

(2004), Bacry, et al. (2008), Wei and Wang (2008), Segnon and Lux 

(2013)의 연구들에서는 금융 시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멀티프랙탈 

모형들이 기존의 모형들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남을 보였다.  

 이번 절에서는 대표적인 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멀티프랙탈 측도 (multifractal measure)와 시간변환 프로세스 

(time deformation process)을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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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시계열 모형의 통계적 특성 비교 (Mandelbrot, et al. 1997) 

 
Volatility clustering 

implies predictable price 

Volatility clustering 

consistent with martingale 

price 

No long memory 

& Scale-inconsistent 
ARMA GARCH 

Long memory 

& Scale-inconsistent 
ARFIMA FIGARCH 

Long memory 

& Scale-consistent 
fBM MMAR 

(a) 

 
Cov(|X(t + s + ∆) − X(t + s)|, 

|X(t + ∆) − X(t)|) 
Cov(X(t + s + ∆) − X(t + s), 

X(t + ∆) − X(t)) 

ARMA weak weak 

GARCH weak zero 

ARFIMA strong strong 

FIGARCH strong zero 

fBM strong strong 

MMAR strong zero or strong 

(b) 

 

2.3.1. MMAR 모형 

 Mandelbrot, et al. (1997)는 최초로 멀티프랙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계열 모형인 MMAR (multifractal model of asset returns)을 

제시했다. 시점 t에서 금융 자산의 로그 가격, X(t)는 MMAR 에서 식 

(2.14)와 같다. BH(t)는 fBM 이고, θ(t)는 시간 변환 프로세스 혹은 

거래 시간 (trading time)이다.  

X(t) ≡ BH[θ(t)]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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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MMAR 프로세스는 단일프랙탈 과정, BH(t) 에서 시간 

프로세스의 변환을 통해 멀티프랙탈 특성을 발생시킨다. θ(t) 는 

BH(t)와 독립이고, 멀티프랙탈 측도의 누적 함수로 표현된다.  

 범위 [0, 1] 에서 정의되는 멀티프랙탈 측도, 𝜇k 는 k 단계의 

multiplicative cascade 를 통해 구성된다. Cascade 의 첫 단계에서 전체 

구간, [0, 1]은 𝑏개의 동일한 길이의 부분 구간으로 나뉜다. 그리고 

각 부분 구간의 측도, 𝜇1[
𝑖

𝑏
,

𝑖+1

𝑏
] (𝑖 ∈ {0,1, ⋯ 𝑏 − 1})는 확률 분포, 𝐌을 

따르는 확률 변수, 𝑀𝑖 를 𝜇0 에 곱해줌으로써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𝜇0 는 1 로 설정한다. 이 과정을 k 단계까지 반복하여 구성한 

멀티프랙탈 측도와 시간 변환 프로세스는 식 (2.15), (2.16)과 같다.  

𝜇k(t) = 𝜇k[t, t + Δt] =  𝑀𝜂1
𝑀𝜂1𝜂2

⋯ 𝑀𝜂1⋯𝜂k
 (2.15) 

θk(t) = 𝜇k[0, t] = ∑ 𝜂𝑖𝜇𝑖 (∑ 𝜂𝑗𝑏−𝑗(𝑖−1)
𝑗=1 )k

𝑖=1   (2.16) 

∆t =  𝑏−k , t =  ∑ 𝜂𝑖𝑏−𝑖k
𝑖=1 ∈ [0,1] 이고, 𝜂𝑖 ∈ {0, 1, ⋯ 𝑏 − 1} 이다. k 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θk(t) 는 θ(t) 에 수렴한다. θ(t) 는 식 (2.17)과 

같은 스케일 특성을 지닌다. 이 때 𝑀 이 표준 조건 (canonical 

condition), 𝔼[𝑀] = 𝑏−1  또는 𝔼[∑ 𝑀] = 1 을 만족한다면 스케일 

함수는 식 (2.18)과 같아진다 (Calvet and Fisher, 2008).  

𝔼[θ(t)q] ~ tζθ(q)     (2.17) 

ζθ(q) = − log𝑏 𝔼[𝑀q]    (2.18) 

 멀티프랙탈 측도의 예시로 이항 측도 (binomial measure)를 

들어보겠다. 이항 측도에서 표준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 𝑀은 

동일한 확률로 𝑚0 와 (1 − 𝑚0)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 𝑚0 는 

0.5 보다 작은 양수이다. Cascade 의 𝑖 단계에서 구간, [t, t + 2−(𝑖−1)]은 

2 개의 부분 구간, [t, t + 2−𝑖] 와 [t + 2−𝑖, t + 2−(𝑖−1)] 으로 나뉜다. 

그리고 𝜇𝑖−1[t, t + 2−(𝑖−1)] 에 𝑀 과 (1 − 𝑀) 이 차례로 곱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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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랙탈 측도가 결정된다. 아래 [그림 2]는 𝑚0 = 0.4 일 경우의 

𝜇k와 θk의 예시이다. 

 

 

(a) 𝜇2 

 

(b) 𝜇4 

 

(c) 𝜇10 

 

(d) θ10 

 [그림 2] 이항 멀티프랙탈 측도 예시 (𝑚0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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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𝑀의 q 차 모멘트는 𝔼[𝑀𝑞] = {𝑚0
𝑞

+ (1 − 𝑚0)𝑞} 2⁄ 이므로 식 (2.18)에 

따라 스케일 함수는 식 (2.19)와 같아진다.  

ζθ(q) = − log𝑏 𝔼[𝑀q]   (2.19) 

ζθ(q) = 1 − log2{𝑚0
q + (1 − 𝑚0)q} (2.19) 

Calvet and Fisher (2008)에서는 확률 변수, 𝑀 이 표준 조건을 

만족하고 로그 정규분포, 포아송 분포, 감마 분포를 각각 따를 때, 

θ(t)의 스케일 함수와 멀티프랙탈 스펙트럼의 해를 제시했다21.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로그 자산가격, X(t)는 식 (2.20)과 같은 

스케일 특성을 갖는다. 이 때, 스케일 함수, ζX(q) = ζθ(Hq)이다.  

𝔼[|X(t)|q]  =  𝔼[θ(t)Hq] 𝔼[|BH(1)|q]  (2.20) 

𝔼[|X(t)|q]  ~ tζX(q)   (2.20) 

 

2.3.2. MRW 모형  

 Bacry, et al. (2001b)에서는 새로운 멀티프랙탈 모형, MRW 

(multifractal random walk)을 제시했다. X(t)를 로그 자산가격이라 할 

때, MRW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X𝑙(t) =  ∑ 𝜀𝑙(𝑖)𝑒𝜔𝑙(𝑖)t 𝑙⁄
𝑖=1    (2.21) 

ΔX𝑙(t) =  𝜀𝑙(t 𝑙⁄ )𝑒𝜔𝑙(t 𝑙⁄ )   (2.22) 

𝑙 은 시계열의 단위 구간이고, 확률 변수, 𝜀𝑙 는 평균 0, 분산 𝜎2𝑙을 

만족하는 백색 잡음 (white noise)이다. 또 다른 확률 변수, 𝜔𝑙 는 

                                           
21 Calvet and Fisher (2008)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스케일 함수를 τ(q)로 

표기한다. 이는 본 논문을 비롯한 또 다른 다수의 연구들에서 표기하는 ζ(q)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τ(q) = ζ(q)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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𝜀𝑙 과는 독립이고, 식 (2.23)과 같은 자기공분산 (auto-covariance) 

함수를 갖는다. 

Cov(𝜔𝑙(𝑎), 𝜔𝑙(𝑏)) =  𝜆2 log[
T 𝑙⁄

|𝑎−𝑏|+1
, 1]+  (2.23) 

 [𝑢, 𝑣]+ 는 𝑢 와 𝑣  중 큰 값을 취한다. 𝜆2 는 간헐성 (intermittency) 

계수로 확률 과정의 멀티프랙탈 특성의 크기를 조정한다. 식 

(2.23)에 따라 𝜔𝑙 의 분산은 𝜆2 log(T 𝑙⁄ ) 이 되고, 𝜔𝑙 의 평균은 

간편함을 위해 −𝜎𝜔𝑙
2 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 MRW 모형에서 

차분, ΔX𝑙의 평균은 0 이 되고, 분산은 식 (2.24)와 같다. 

𝔼[Δ𝑋𝑙
2] = 𝔼[𝜀𝑙

2]𝔼[𝑒2𝜔𝑙] − {𝔼[𝜀𝑙]}2{𝔼[𝑒𝜔𝑙]}2  (2.24) 

=  𝜎2𝑙 𝑒−2𝜎𝜔𝑙
2 +2𝜎𝜔𝑙

2

   (2.24) 

=  𝜎2𝑙     (2.24) 

 Bacry, et al. (2001b)에서는 𝜀𝑙 (t)가 독립적인 가우시안 잡음 

(Gaussian noise)일 때, X𝑙(t) 가 식 (2.25)의 스케일 특성과 식 

(2.26)의 스케일 함수를 지님을 유도했다. 그리고 Bacry, et al. 

(2008)에서는 MRW 의 멀티프랙탈 스펙트럼이 식 (2.27)과 같음을 

보였다. 

E[|X𝑙(t)|q ~ 𝐾qtζ(q)   (2.25) 

ζ(q) = (1 2⁄ + 𝜆2)q − (𝜆2 2⁄ )q2  (2.26) 

𝛼(q) = 1 + 2𝜆2 − 4𝜆2q   (2.27) 

𝑓(q) = 1 − 2𝜆2q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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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MSM 모형 

 Calvet and Fisher (2001)와 Calvet and Fisher (2004)에서는 MSM 

(Markov switching multifractal) 모형을 제시했다. 로그 자산가격, 

X(t)는 식 (2.28)과 같다. 

X(t) = g̅t + ∫ 𝜎(𝑀𝑠)𝑑𝑍(𝑠)
t

0
   (2.28) 

𝜎(𝑀𝑠) = lim
k→∞

𝜎𝑘(𝑀t) = lim
k→∞

�̅�(∏ 𝑀𝑖,t
𝑘
𝑖=1 )1/2  (2.29) 

g̅ 는 확률과정의 추세를 의미하는 상수이고, 𝑍 는 표준 가우시안 

확률변수이다. �̅�는 0 보다 큰 상수이고, 𝑀𝑖,t는 𝛾𝑖의 확률로 확률분포, 

𝐌 를 따르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되거나 (1 − 𝛾𝑖) 의 확률로 기존의 

값을 유지한다. 확률분포, 𝐌은 0 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평균이 1 을 만족해야 한다. 대체 확률, 𝛾𝑖 는 식 (2.30)과 같이 

정의된다. 

𝛾𝑖 = 𝛾1𝑏𝑖−1   (2.30) 

𝛾1 은 범위 (0,1) 에 존재하는 상수이고, 𝑏 는 1 보다 큰 상수이다. 

따라서 MSM 프로세스는 확률분포, 𝐌 과 모수 (g̅, �̅�, 𝛾1, 𝑏) 에의해 

정해진다.  

 

2.3.4. 시간변환 프로세스 

 Bacry, et al. (2008)는 MRW 프로세스를 따르는 확률과정, X𝑙(t)를 식 

(2.14)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경우, 식 (2.14)의 

H는 가우시안 잡음 𝜀𝑙 (t)의 허스트 지수와 같고, 시간변환 프로세스, 

θ(t)는 식 (2.31)과 같다.  

θ(t) = lim
𝑙→0

∫ 𝑒2𝜔𝑙(𝑢)𝑑𝑢
t

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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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vet and Fisher (2008)는 MSM 모형 역시 식 (2.14)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시간변환 프로세스는 식 (2.32)와 같음을 

보였다.  

θ(t) = lim
𝑘→∞

∫ 𝜎𝑘
2(𝑀𝑠)𝑑𝑠

t

0
  (2.32) 

 식 (2.14)는 단일프랙탈 과정이 시간 변환을 통해 멀티프랙탈 

과정으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로 모든 멀티프랙탈 

시계열을 각각의 특정 시간변환 프로세스를 통해 단일프랙탈 

시계열로 변환할 수 있음을 뜻한다. MMAR 뿐만 아니라 MRW 와 

MSM 모형 역시 식 (2.14)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멀티프랙탈 모형들이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isler and Kertész (2004)와 Oświȩcimka, et al. (2005)의 연구들에 

의하면 시간변환 프로세스, θ(t) 는 말 그대로 ‘거래 시간 (trading 

time)’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실제 거래시간에 따라 자산 

가격을 재배열 했을 때에도 멀티프랙탈 특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따라서 θ(t) 는 멀티프랙탈 과정과 단일프랙탈 과정을 연결해주는 

가상의 시간변환 프로세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특정 

멀티프랙탈 과정의 시간변환 프로세스를 안다면, 금융 분야의 

(멀티프랙탈 특성을 적용하는) 여러 계산들이 단순해질 것이다. 

하지만 특정 멀티프랙탈 과정에서 시간변환 프로세스의 존재성이나 

추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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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련 연구 현황 

 지금까지는 멀티프랙탈 이론의 기본 개념들과 스케일 분석 모형, 

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에 대해 다뤘다. 4 절에서는 이들을 이용해 

이루어져온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스케일 특성 혹은 멀티프랙탈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Bartolozzi, et al. (2007)는 다양한 

선물시장의 1 분 단위 자료에서 허스트 지수를 DFA 방법을 이용해 

시간 구간을 이동하면서 추정했다. Kumar and Deo (2009)에서는 인도 

주식시장 (BSE, NSE)과 S&P500 자료에서 MFDFA 방법을 이용해 

멀티프랙탈 척도, ∆α를 추정한 결과, 추정 시기에 따라 다른 값을 

도출했다. Morales, et al. (2012)에서는 미국 기업의 주가자료에서 

wGHE 방법을 이용해 추정한 허스트 지수가 시간에 따라 변동함을 

보였고, Morales, et al. (2013)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H에서 

비정상성을 관찰했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 금융시장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은 시간에 따라 부재와 존재를 반복하는 비정상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Wendt and Abry (2007)와 Wendt, et al. (2007)에서는 실증 분석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존재성을 검증할 통계적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통계적 검정법을 제시했다. Jiang and Zhou (2008a)에서는 

대리자료 방법 (surrogate method)을 이용한 검정법을 제안했다.  

 Kantelhardt, et al. (2002)는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첫째는 시계열의 확률분포 특성, 

특히 두꺼운 꼬리 특성이고, 둘째는 변동성의 장기기억 현상이다. 

이후 다양한 실증 연구들에서 각 요인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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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제시했다. 각 연구들은 본 연구의 4 장, [표 9]에서 

정리한다.  

 Zunino, et al. (2008), Zunino, et al. (2009), Oh, et al. (2012), Sensoy 

(2013a), Sensoy (2013b)의 연구들은 여러 금융시장들의 멀티프랙탈 

특성을 비교하였고 멀티프랙탈 특성과 시장의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Grech and Mazur (2004)와 Grech and 

Pamuła (2008), Caraiani (2012)의 연구들에서는 금융 위기 전후의 

멀티프랙탈 척도를 비교함으로써, 멀티프랙탈 특성을 통해 금융 

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멀티프랙탈 특성을 적용하여 금융 위험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VaR (value-at-risk)를 예측하여 멀티프랙탈 모형의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었다. 이들은 VaR 모형 중에서도 특히 시뮬레이션 

방법에 집중하였다 22 . Liu and Lux (2005)는 MSM 모형을 확장한 

2 변량 멀티프랙탈 모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미국 

채권시장과 달러-호주달러 환율 시장에서 VaR 을 예측했다. Calvet, et 

al. (2006)는 이항 MSM 모형과 이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VaR 예측 

모형을 제안했다. Bacry, et al. (2008)과 Batten, et al. (2014)은 

환율시장에서 각각 MRW 와 MMAR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VaR 을 예측했다. Bogachev and Bunde (2009)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역사적 VaR 추정법을 제안했다. 

  

                                           
22 VaR 모형은 크게 모수적 (parametric) 방법, 시뮬레이션 방법, 역사적 

(historical) 방법으로 나뉜다. 이들에 대해서는 5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27 

 

제 3 장  멀티프랙탈 특성의 존재와 검증 

 3 장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모형과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모형의 성능을 검증하고, 실증 자료에 적용하여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한다. 마지막으로 6 절에서는 모형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제 1 절 실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는 한국과 미국의 주가지수 (KOSPI, 

S&P500)와 원달러 환율 (FX)의 일별 시계열 자료이다. 자료는 모두 

199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거래일 기준 자료이다. KOSPI 는 

한국거래소23에서, S&P500 은 CSI24 (commodity systems inc.)에서, FX 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25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각각 사용했다.  

 [표 2]는 각 자료의 기초 통계를, [그림 3]은 가격과 변동성 추이를 

보여준다. ∆X 는 로그수익률이고, |∆X| 는 로그수익률의 절대값이다. 

𝔼[ ]는 자료의 평균이고, Std, Skew, Kurt 는 각각 표준편차와 외도, 

첨도를 의미한다.  

                                           
23 http://www.krx.co.kr 

24 http://www.csidata.com 

25 https://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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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자료에서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수익률의 외도는 S&P500 이 가장 컸고, 수익률의 첨도와 점프 

현상의 빈도는 FX 자료에서 크게 관찰된다. 그리고 자료 모두에서 

변동성의 군집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KOSPI 시계열은 

1998, 2000, 2003, 2008 년에서 큰 변동이 있었고, FX 시계열은 

1998 년과 2008 년에 큰 변동을 보였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IT 붕괴, 신용카드 사태, 금융위기 시기에 한국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표 2] 실증자료 기초통계량 

 자료수26 𝔼[∆X] 𝔼[|∆X|] Std∆X Skew∆X Kurt∆X 

KOSPI 6105 0.000 0.012 0.017 -0.200 7.047 

S&P500 5797 0.000 0.003 0.005 -0.228 8.475 

FX 5708 0.000 0.003 0.008 -0.061 163.576 

 

  

                                           
26 KOSPI 의 자료수가 S&P500 과 FX 자료보다 많은 이유는 1998 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이 주 6 일동안 개장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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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그가격 (X) 추이 (위: KOSPI, 중간: S&P500, 아래: FX) 

 

 

 

(b) 변동성 (|∆X|) 추이 (위: KOSPI, 중간: S&P500, 아래: FX) 

[그림 3] 실증자료 시계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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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수익률의 확률분포가 지니는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 각 

자료로부터 정규분포와 t 분포의 모수들을 각각 추정하였다. 

정규분포는 위치 (location)와 척도 (scale)를 의미하는 두 개의 모수, 

(𝜇, 𝜎) 를 갖는다. t 분포는 확률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수, 

자유도를 추가로 총 3 개의 모수, (df, 𝜇′, 𝜎′) 를 갖는다. t 분포는 

자유도가 작을수록 꼬리형태가 두꺼워지고, 무한대에 가까워지면서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표 3]는 최소자승법을 통한 모수 

추정 결과와 함께 K-S (Kolmogorov-Smirnov) 검정27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4]는 실제 로그 수익률과 각 추정 확률분포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결과다. 

 K-S 검정 결과, 각 자료에서 추정한 정규 분포는 실제 수익률 

분포와 차이를 보였다. 반면, 추정 t 분포는 실제 수익률 분포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KOSPI 자료에서는 추정 t 분포와 실제 분포가 

동일했고, S&P 500 과 FX 자료의 경우, 각각 유의수준 5%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분포의 꼬리형태는 KOSPI (df =

 3.14) 와 S&P500 (df =  2.86) 보다 FX 자료 (df =  1.40) 에서 

상대적으로 두꺼웠다. [그림 4]에서 각 자료의 수익률 분포는 모두 

정규분포보다 첨도가 높고, 꼬리가 두꺼운 형태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상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자료에서 수익률과 변동성의 

자기상관 계수를 구하였고,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모든 자료에서 

수익률의 자기상관성은 lag 가 길어지면서 0 에 수렴했다. 반면, 

변동성의 자기상관성은 lag 가 길어져도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하는 

장기기억 현상을 보였다.  

                                           
27 ∆X를 실제 자료(로그 수익률), ∆X𝐏를 특정 분포, P 로부터 발생시킨 샘플 

자료라고 할 때, K-S 검정의 귀무가설은 {∆X}와 {∆X𝐏}의 확률분포의 동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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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수 추정 결과와 K-S 검정 결과 

 추정모수 K-S 통계량 (유의확률) 

KOSPI 

정규 분포 
(𝜇, 𝜎) 

(0.000, 0.017) 
0.067 (0.000) 

t 분포 
(df, 𝜇′, 𝜎′) 

(3.140, 0.000, 0.011) 
0.009 (0.773) 

S&P500 

정규 분포 
(𝜇, 𝜎) 

(0.000, 0.005) 
 0.089 (0.000) 

t 분포 
(df, 𝜇′, 𝜎′) 

(2.856, 0.000, 0.003) 
0.024 (0.070) 

FX 

정규 분포 
(𝜇, 𝜎) 

(0.000, 0.008) 
0.217 (0.000) 

t 분포 
(df, 𝜇′, 𝜎′) 

(1.400. 0.000. 0.002) 
0.02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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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좌: 정규분포, 우: t 분포) 

  

(b) S&P500 (좌: 정규분포, 우: t 분포) 

  

(c) FX (좌: 정규분포, 우: t 분포) 

 [그림 4] 실제 로그수익률 (음영)과 추정 (점선)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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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b) S&P500 

 

(c) FX 

[그림 5] 로그수익률(실선)과 변동성(점선)의 자기상관성  

(x 축: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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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금융 시장의 멀티프랙탈 특성 분석 

 KOSPI 와 S&P500, 원달러 환율 (FX) 자료의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식 (2.7)과 식 (2.8)에서 정의한 스케일 함수, ζ(q)와 허스트 지수, 

H(q) 를 q 에따라 측정했다. 2.2 절에서 언급한 설정을 적용하여 

GHE 와 MFDFA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고,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점선은 브라운 운동의 스케일 함수이다. 시계열 모두에서 q 에 대한 

스케일 함수의 비선형성과 허스트 지수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금융 시계열에 멀티프랙탈 특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주식 시장보다 FX 자료에서 스케일 함수의 

비선형성이 상대적으로 심했다. FX 자료의 멀티프랙탈 척도, 

∆H(1,2) 도 GHE 방법에서는 0.09, MFDFA 방법에서는 0.16 으로 

추정되어 KOSPI 자료 (0.02, 0.04)와 S&P500 자료 (0.02, 0.03)의 

추정 값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결과는 3.1 절에서 FX 자료가 

보인 상대적으로 두꺼운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변동성의 장기기억 

현상과 관련 있다.  

 다음은 각 시계열에서 240 일의 부분 구간을 20 일씩 전진시키면서 

GHE 와 MFDFA 방법으로 ∆H(1,2) 를 추정했고,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모든 자료에서 ∆H 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상수가 아닌,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 형태임을 의미한다. 

MFDFA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GHE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심한 변동을 보였다. 특히 외환 위기 (1997 ~ 1998)와 금융 위기 

(2008 ~ 2009) 시기에는 높은 ∆H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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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b) S&P500  

 

(c) FX 

[그림 6] 멀티프랙탈 특성 분석 (좌: ζ(q), 우: 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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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HE 추정 방법 (상: KOSPI, 중: S&P500 하: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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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FDFA 추정 방법 (상: KOSPI, 중: S&P500 하: FX) 

[그림 7] 시간에 따른 멀티프랙탈 척도, ∆H(1,2) 분석   

-0.05

0.00

0.05

0.10

0.15

1990 2000 2010

-0.05

0.00

0.05

0.10

0.15

1990 2000 2010

-0.10

0.00

0.10

0.20

0.30

0.40

0.50

1990 2000 2010



38 

 

제 3 절 멀티프랙탈 검정 모형28 

 3.2 절에서 보았듯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존재와 부재를 반복한다. 멀티프랙탈 

특성이 존재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는 시계열의 성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 각각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함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특정 시기의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유무를 판단 가능해야 한다.  

 멀티프랙탈 구간을 정밀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짧은 

시간구간을 전진시키면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검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구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에 적용하기에 Wendt and Abry 

(2007)와 Wendt, et al. (2007)의 부트스트랩 검정 방법은 지나치게 

긴 구간 ( 212 ~ 215 )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부트스트랩으로 

새롭게 발생시킨 샘플들이 원자료의 통계적 특성들 (확률분포 특성, 

변동성의 장기기억과 자기상관성 등)을 온전히 유지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 Jiang and Zhou (2008a)의 검정 방법은 

멀티프랙탈 척도를 확률분포에 의한 부분과 자기상관성에 의한 

부분으로 분리하고, 후자의 존재만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3.3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존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8 Lee and Chang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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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검정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멀티프랙탈 겁정의 귀무가설은 식 (3.1)과 

같다. 시계열에 멀티프랙탈 특성이 존재한다면, 귀무가설은 기각될 

것이다. 

H0:  H(1) = H(2)  (3.1) 

 검정 방법은 2.2 절에서 설명한 GHE 의 추정 과정을 이용한다. 식 

(2.13)을 로그 변환 후,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H(q) 를 추정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𝜏 는 {1,2, … , 𝜏𝑚𝑎𝑥} 를 사용하고, 𝜏𝑚𝑎𝑥 를 

{5, 6, … , 20}  중의 하나로 설정할 때마다 H𝜏𝑚𝑎𝑥
(q) 를 추정하여 총 

16 개의 값을 얻는다. 이와 같이 추정한 {H𝜏𝑚𝑎𝑥
(1)}과 {H𝜏𝑚𝑎𝑥

(2)}을 

대상으로 Wilcoxon 순위 합 검정 (Wilcoxon rank-sum test)을 

실행하여 위의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Wilcoxon 순위 합 검정은 두 집단의 중간값을 비교하는 비모수 

검정 방법이다. 본 검정에서 비교 집단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고 

{H𝜏𝑚𝑎𝑥
(q)}의 분포가 정규성을 지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을 적용했다. 순위 합 검정에서는 자료의 값을 각 값의 크기 

순위로 대체한다. 검정 통계량, W 는 {H𝜏𝑚𝑎𝑥
(1)} 에 요소들의 순위 

합으로 평균이 𝑛1(𝑛1 + 𝑛2 + 1) 2⁄ , 분산이 𝑛1𝑛2(𝑛1 + 𝑛2 + 1) 12⁄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𝑛1 과 𝑛2 는 각 집단에 속해있는 요소들의 수로 

본 연구에서는 16 이다. 

 2.2 절에서 언급했듯이 H(q)를 추정할 때, q 의 값이 지나치게 크면 

추정 결과가 발산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정에서는 

q 를 1 과 2 로 선정했다. H(1) 은 시계열 변동성 또는 수익률의 

절대값의 스케일 특성을 대표하고, H(2)는 시계열의 파워 스펙트럼 

(power spectrum)을 대표하므로 두 값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29. 다른 

                                           
29 Di Matteo (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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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대신 GHE 방법을 선정한 이유는 2.2 절에서 언급했듯이 

금융 자료와 같이 두꺼운 꼬리 형태의 확률분포를 따르는 자료에서 

GHE 방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정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3.3.2. 시뮬레이션  

 멀티프랙탈 검정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MMAR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2.2 절에서 설명한 MMAR 모형에서 

𝑏 = 2로, 𝐌은 식 (3.2)와 같은 로그 정규 확률분포로 설정했다.  

− log𝑏 𝑀 ~ N(λ𝑚𝑚𝑎𝑟 , σ2)   (3.2)  

λ𝑚𝑚𝑎𝑟 는 1 보다 큰 상수로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을 조절한다. 

확률변수, 𝑀이 𝔼[𝑀] = 𝑏−1와 같은 표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σ2 가 2(λ𝑚𝑚𝑎𝑟 − 1) ln 𝑏⁄ 과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설정에서 식 

(2.20)의 스케일 함수는 식 (3.3)과 같다30.  

ζX(q) =  λ𝑚𝑚𝑎𝑟Hq −  (λ𝑚𝑚𝑎𝑟 − 1)(Hq)2  (3.3) 

 [표 4]는 길이가 1000 인 fBM 과 MMAR 샘플을 발생시키고, 통계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H ∈ {0.5, 0.7}, λ𝑚𝑚𝑎𝑟 ∈ {1.1, 1.2, 1.3}인 총 6 

종류의 MMAR 샘플을 1000 회씩 발생시켰다. 시계열 X의 차분을 ∆X, 

차분을 정규화한 값을 ∆X𝑛으로 표기했다. 각 값은 샘플 1000 개에서 

구한 통계량의 평균이고, p-value 는 각 MMAR 샘플과 fBM 샘플의 

평균 통계량이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t 검정의 유의확률이다. 

멀티프랙탈 척도, ∆H(1,2)는 GHE 방법으로 추정했다.  

                                           
30 Calvet and Fish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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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AR 샘플의 외도는 fBM 샘플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확률분포의 첨도와 꼬리 형태 31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H와 

λ𝑚𝑚𝑎𝑟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1,2) 도 MMAR 샘플과 

fBM 샘플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 λ𝑚𝑚𝑎𝑟에 따라 증가했지만, H에 

따라서는 감소했다. 

 

[표 4] MMAR 시계열의 통계적 특성 

 fBm(H) MMAR(H, 1.1)  pv MMAR(H, 1.2)  pv MMAR(H, 1.3)  pv 

H = 0.5 

∆X 
Skew 0.01 0.01 0.86 0.00 0.84 -0.02 0.60 

Kurt 3.00 7.42 0.00 11.38 0.00 15.36 0.00 

∆X𝑛 

MEF𝑢  0.38 0.76 0.00 0.94 0.00 1.07 0.00 

MEF𝑙  0.38 0.76 0.00 0.94 0.00 1.07 0.00 

kℎ
𝑢  0.17 0.29 0.00 0.34 0.00 0.37 0.00 

kℎ
𝑙  0.16 0.29 0.00 0.34 0.00 0.37 0.00 

X ∆H(1,2)  0.00 0.07 0.00 0.10 0.00 0.12 0.00 

H = 0.7 

∆X 
Skew 0.00 0.00 0.99 -0.06 0.37 -0.06 0.57 

Kurt 2.99 9.86 0.00 17.48 0.00 28.51 0.00 

∆X𝑛 

MEF𝑢  0.37 0.88 0.00 1.12 0.00 1.33 0.00 

MEF𝑙  0.37 0.89 0.00 1.14 0.00 1.34 0.00 

kℎ
𝑢  0.16 0.32 0.00 0.38 0.00 0.43 0.00 

kℎ
𝑙  0.16 0.33 0.00 0.39 0.00 0.43 0.00 

X ∆H(1,2)  0.00 0.06 0.00 0.08 0.00 0.09 0.00 

 

                                           
31 MEF (mean excess function)와 kℎ (Hill estimator)는 모두 확률분포의 꼬리를 

의미하는 통계량이다. MEF = E[ΔX𝑛(t) − 2 |ΔX𝑛(t) > 2]이고, kℎ(q) = E[ln ΔX𝑛(t) −

ln 2 |ΔX𝑛(t) > 2]이다. ‘u’’는 확률분포의 오른쪽, ‘l’는 왼쪽 꼬리에 대한 값이다.  



42 

 

 [표 5]는 각 종류의 MMAR 시계열을 샘플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1000 회씩 발생시키고, 유의수준 10%와 5%에서 멀티프랙탈 검정을 

실행한 결과이다. prob𝛼는 총 1000 개의 샘플 중 유의수준 𝛼에서 식 

(3.1)의 귀무가설을 기각시킨 샘플의 비율이다. 모든 경우에서 90% 

이상의 정확성을 보였고, 샘플 길이(T)와 λ𝑚𝑚𝑎𝑟 에 따라 정확성이 

증가했다. 또 장기기억 특성이 없는 샘플 (H = 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표 5] MMAR 시뮬레이션 샘플의 멀티프랙탈 검정 결과 

T ΔH(1,2) prob0.1 prob0.05 

MMAR(0.5, 1.1) 

250 0.07 0.95 0.94 

500 0.07 1.00 0.99 

1000 0.07 1.00 1.00 

MMAR(0.5, 1.2) 

250 0.10 0.97 0.96 

500 0.10 1.00 1.00 

1000 0.10 1.00 1.00 

MMAR(0.5, 1.3) 

250 0.12 0.99 0.99 

500 0.12 1.00 1.00 

1000 0.12 1.00 1.00 

MMAR(0.7, 1.1) 

250 0.06 0.93 0.90 

500 0.06 0.97 0.97 

1000 0.06 0.99 0.99 

MMAR(0.7, 1.2) 

250 0.08 0.92 0.91 

500 0.08 0.99 0.98 

1000 0.08 0.99 0.99 

MMAR(0.7, 1.3) 

250 0.10 0.96 0.94 

500 0.10 0.98 0.98 

1000 0.10 0.98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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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멀티프랙탈 구간 판별 모형32 

 

 

 시계열의 전체 구간에서 n∆  길이의 부분 구간을 ∆  길이의 단위 

구간만큼 전진하면서 3.3 절의 멀티프랙탈 검정을 실행한다고 하자. 

특정 단위구간 [t, t + ∆] 을 포함하는 부분 구간은 [그림 8]처럼 총 

n개가 존재한다. 만약 구간 [t, t + ∆]가 멀티프랙탈 구간에 속한다면, 

이를 포함하는 부분 구간들 중 다수에서 멀티프랙탈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단위구간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식 (3.4)와 같은 비율 

지수를 계산했다. 1𝑀(𝑖)은 𝑖  번째 부분 구간, [t − (𝑛 − 𝑖)Δ, t + 𝑖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이 검출되면 (멀티프랙탈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1 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I(t)가 임의의 임계값 (threshold value), I𝑀 보다 클 때, 구간 [t, t +

∆]을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단하였다. 

I(t)  =  
1

𝑛
 ∑  1𝑀(𝑖)

𝑛
𝑖=1    (3.4) 

 멀티프랙탈 구간 판별 모형 (multifractal regime detecting model, 

MRDM)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은 시뮬레이션 

샘플을 설계했다. 전체 길이가 1500 인 샘플, {X(t)}을 가운데 구간, 

                                           
32 Lee and Chang (2015) 참고 

[그림 8] 단위 구간 [t, t + ∆]을 포함하는 부분 구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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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 t = 501, … ,1000} 만 멀티프랙탈 프로세스 (MMAR)를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구간은 단일프랙탈 프로세스 (fBM)로 구성하였다. 

발생 시킨 샘플에서 단위 구간 길이는 ∆= 20 , 부분 구간 길이는 

nΔ = 240으로 설정한 MRDM 을 적용했다. 각 단위 구간, [t, t + Δ]를 

포함하는 총 12 개의 부분 구간의 멀티프랙탈 검정 결과에 따라 식 

(3.4)를 계산했다. . 

 

 

 [그림 10]의 좌측은 [그림 9]에따라 발생시킨 샘플 예시의 변동성 

(차분의 절대값)이고, 우측은 MRDM 을 통해 계산한 I(t)이다. 음영 

부분이 실제 멀티프랙탈 구간이다. 예시의 멀티프랙탈 구간에서 

I(t)가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됨을 볼 수 있다. 

 

 

 

[그림 9] MRDM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샘플 구성 

[그림 10] MRDM 검증 시뮬레이션 예시 (좌: X(t), 우: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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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샘플을 총 1000 회 발생시켜 위의 분석을 반복했다. [표 

6]은 임계값, I𝑀 을 변화시켜가며 실행한 시뮬레이션의 1 종 오류 

(type 1 error)와 2 종 오류 (type 2 error) 비율을 보여준다. 1 종 

오류는 실제 멀티프랙탈 구간, {X(t), t = 501, … ,1000}을 단일프랙탈 

구간으로 잘못 판별한 오류이고, 2 종 오류는 단일프랙탈 구간에서 

잘못 판별한 오류를 의미한다. I𝑀 이 클수록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지므로 1 종 오류 비율은 증가하고 2 종 오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분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경우 (H = 0.5) 에 모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표 6]의 1 종, 2 종 오류 비율은 다소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그림 9]의 샘플 특성상 멀티프랙탈 구간과 단일프랙탈 구간의 경계 

부근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1]은 I𝑀 = 0.7 로 

설정하고 MRDM 을 실행할 때, 샘플의 각 단위 구간, { [t, t + Δ]: t =

220 + 20k, k = 0,1, … , 52}  이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된 비율을 

보여준다. 긴 점선과 짧은 점선, 실선은 각각 MMAR 모형의 

λ𝑚𝑚𝑎𝑟가 1.1, 1.2, 1.3 인 경우의 결과이다. 경계 부근을 제외하면 1 종 

오류와 2 종 오류가 확연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각 단위 구간의 멀티프랙탈 판별 비율  

(좌: H = 0.5, 우: H = 0.7)  

0

0.2

0.4

0.6

0.8

1

0

0.2

0.4

0.6

0.8

1

0 500 1000 1500

0

0.2

0.4

0.6

0.8

1

0

0.2

0.4

0.6

0.8

1

0 500 1000 1500



46 

 

[표 6] MRDM 검증 시뮬레이션 결과 

IM  
 λ  

0.6 0.7 0.8 0.9 

 Type 1 error 

1.1 0.040 0.066 0.105 0.164 

1.2 0.024 0.039 0.075 0.125 

1.3 0.015 0.032 0.059 0.107 

 Type 2 error 

1.1 0.432 0.325 0.217 0.125 

1.2 0.472 0.354 0.243 0.144 

1.3 0.461 0.344 0.231 0.132 

(a) H = 0.5 

IM  
 λ  

0.6 0.7 0.8 0.9 

 Type 1 error 

1.1 0.069 0.112 0.176 0.258 

1.2 0.070 0.110 0.171 0.259 

1.3 0.052 0.082 0.135 0.205 

 Type 2 error 

1.1 0.560 0.437 0.311 0.189 

1.2 0.557 0.435 0.298 0.183 

1.3 0.567 0.443 0.317 0.204 

(b) H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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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금융 시장의 멀티프랙탈 구간 분석 

 3 절과 4 절에서 제시한 멀티프랙탈 구간 판별 모형을 KOSPI 와 

S&P500, FX 자료에 적용하였다. 부분 구간의 길이는 1 년, 단위 

구간의 길이는 1 달로 설정했다. 멀티프랙탈 검정의 유의 수준은 

5%를, 구간 판별 모형의 임계값 (I𝑀 )은 0.7 을 적용했다. 그리고 각 

자료에서 199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기간 (총 276 개월)에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했다.  

 

3.5.1. 멀티프랙탈 구간 분석 결과 

 [그림 12]는 각 자료에서 MRDM 을 실행한 결과이다. 음영 부분이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된 구간이고, 실선은 로그가격 추세이다. 

KOSPI 와 S&P500 에서는 각각 6 개의 멀티프랙탈 구간 (총 143 

개월과 159 개월)이 판별되었고, FX 에서는 4 개의 멀티프랙탈 구간 

(총 192 개월)이 판별되었다. 3.1 절과 3.2 절에서 관찰했듯이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하고, 멀티프랙탈 특성이 강한 FX 자료에서 

판별한 멀티프랙탈 구간의 총 길이가 KOSPI 와 S&P500 자료의 

결과보다 길었다.  

 [표 7]은 KOSPI, [표 8]은 S&P500, [표 9]는 FX 자료에서 판별한 각 

구간의 통계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KOSPI 시장의 멀티프랙탈 구간의 

로그수익률 표준편차와 외도, 허스트 지수는 ‘비 멀티프랙탈 구간’ 

(멀티프랙탈 특성이 검출되지 않은 구간)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수익률 분포의 첨도와 꼬리 형태 (MEF), 멀티프랙탈 척도 ( ∆H )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멀티프랙탈 구간들의 첨도는 한 

구간(1997.01 ~ 1999.07)을 제외하고 비 멀티프랙탈 구간들의 첨도 

중 최대값 (4.31)보다 컸다. MEF 역시 한 구간(1997.01 ~ 1999.0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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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였는데, 특히 확률분포의 왼쪽 

꼬리에 대한 MEF 가 큰 값을 보였다.  

 

 

(a) KOSPI 

 

(b) S&P500 

 

(b) FX 

[그림 12] 각 금융 시장의 멀티프랙탈 구간 판별 결과 

 

 S&P500 자료의 멀티프랙탈 구간들은 KOSPI 와 마찬가지로 

확률분포의 왼쪽 꼬리형태가 상대적으로 두껍게 나타났다. 하지만 

첨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X 자료의 결과도 KOSPI 자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FX 시장의 멀티프랙탈 구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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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포의 꼬리 형태가 왼쪽과 오른쪽에 상관없이 모두 큰 값을 

보였다. 

 멀티프랙탈 구간 판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구간마다 멀티프랙탈 척도를 계산하고 3.3 절의 멀티프랙탈 검정을 

실행했다. 멀티프랙탈 구간은 q 가 1 과 2 인 경우를 이용하여 

판별하였으므로, 보수적인 검정을 위해 각 구간의 검정은 q 가 2 와 

3 인 경우까지 추가로 진행했다. 괄호 안에는 각 멀티프랙탈 검정의 

유의 확률을 표기했다. 검정 결과, 모든 멀티프랙탈 구간들에서 

∆H(1,2)와 ∆H(2,3)에 대한 귀무가설, ∆H = 0  이 기각되었다. 반면, 

비 멀티프랙탈 구간들 중 유의 수준 5%에서 두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시킨 구간은 없었다.  

 KOSPI 와 FX 자료의 결과에서 외환위기(1998)와 신용카드 

대란(2003), 세계 금융위기(2008) 시기는 공통적으로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되었지만, IT 붕괴위기 (2000) 시기는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되지 않았다. 그리고 S&P500 자료에서는 세계 

금융위기(2008) 시기가 멀티프랙탈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이 금융 위기를 선행한다는 주장 33 은 본 

연구의 결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 반면, 멀티프랙탈 구간에서 

수익률 확률분포의 꼬리형태가 상대적으로 두꺼움은 확인할 수 

있었다. 

                                           
33 Grech and Mazur (2004), Grech and Pamuła (2008), Caraian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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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KOSPI 시장의 멀티프랙탈 구간별 통계량 

멀티프랙탈 구간 

기간 
1991.01 

- 1991.06 

1993.03. 

- 1993.10. 

1997.01. 

- 1999.07. 

2000.12. 

- 2003.01. 

2004.10. 

- 2009.02. 

2009.07. 

- 2011.01. 

표준편차 0.01 0.01 0.03 0.02 0.02 0.01 

외도 0.48 0.10 0.04 -0.44 -0.58 -0.71 

첨도 6.48 5.00 3.91 5.86 10.30 4.83 

MEF(𝑢𝑝𝑝𝑒𝑟, 𝑙𝑜𝑤𝑒𝑟)  (0.85, 0.88) (0.92, 1.20) (0.42, 0.48) (0.37, 0.85) (0.97, 1.10) (0.36, 0.77) 

H(2)  0.38 0.54 0.51 0.49 0.49 0.50 

∆H(1,2) (p-value) 0.07 (0.00) 0.05 (0.00) 0.03 (0.00) 0.04 (0.00) 0.03 (0.00) 0.04 (0.00) 

∆H(2,3) (p-value) 0.04 (0.00) 0.05 (0.00) 0.01 (0.00) 0.04 (0.00) 0.02 (0.00) 0.03 (0.00) 

비 멀티프랙탈 구간 

기간 
1991.07. 

- 1993.02. 

1993.11. 

- 1996.12. 

1999.08. 

- 2000.11. 

2003.02. 

- 2004.09. 

2009.03. 

- 2009.06. 

2011.02. 

- 2011.12. 

표준편차 0.01 0.01 0.03 0.02 0.02 0.02 

외도 0.37 0.23 -0.28 -0.30 -0.16 -0.34 

첨도 3.26 3.56 4.11 4.19 3.32 4.31 

MEF(𝑢𝑝𝑝𝑒𝑟, 𝑙𝑜𝑤𝑒𝑟)  0.44, 0.36 0.52, 0.33 0.27, 0.72 0.71, 0.63 0.39, 0.26 0.40, 0.59 

H(2)  0.54 0.55 0.46 0.48 0.69 0.46 

∆H(1,2) (p-value) 0.00 (0.75) 0.00 (0.07) 0.01 (0.25) 0.02 (0.03) -0.01 (0.98) 0.00 (0.81) 

∆H(2,3) (p-value) -0.01 (0.00) 0.01 (0.00) 0.01 (0.02) 0.01 (0.15) 0.00 (0.98) -0.0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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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S&P500 시장의 멀티프랙탈 구간별 통계량 

멀티프랙탈 구간 

기간 
1992.02. 

- 1993.01 

1994.02 

- 1995.08 

1996.06. 

- 1998.11. 

2000.03. 

- 2001.07. 

2003.12. 

- 2008.01. 

2009.06. 

- 2011.12. 

표준편차 0.00 0.00 0.00 0.01 0.00 0.01 

외도 -0.02 -0.25 -0.67 0.17 -0.36 -0.46 

첨도 3.32 4.59 9.55 4.44 4.75 5.84 

MEF(𝑢𝑝𝑝𝑒𝑟, 𝑙𝑜𝑤𝑒𝑟)  0.34, 0.40 0.48, 0.71 1.01, 1.00 0.62, 0.83 0.48, 0.77 0.64, 0.68 

H(2)  0.43 0.50 0.47 0.45 0.44 0.45 

∆H(1,2) (p-value) 0.04 (0.00) 0.04 (0.00) 0.04 (0.00) 0.02 (0.00) 0.02 (0.00) 0.04 (0.00) 

∆H(2,3) (p-value) 0.02 (0.00) 0.03 (0.00) 0.05 (0.00) 0.02 (0.00) 0.01 (0.00) 0.02 (0.00) 

비 멀티프랙탈 구간 

기간 
1991.01. 

- 1992.01. 

1993.02. 

-1994.01. 

1995.09. 

- 1996.05. 

1998.12. 

- 2000.02. 

2001.08. 

- 2003.11. 

2008.02. 

- 2009.05. 

표준편차 0.00 0.00 0.00 0.01 0.01 0.01 

외도 0.22 -0.18 -0.84 -0.14 0.20 -0.03 

첨도 5.00 5.40 5.50 3.12 4.16 5.84 

MEF(𝑢𝑝𝑝𝑒𝑟, 𝑙𝑜𝑤𝑒𝑟)  0.72, 0.73 0.54, 0.75 0.36, 0.75 0.26, 0.51 0.71, 0.50 0.90, 0.70 

H(2)  0.64 0.38 0.49 0.43 0.48 0.41 

∆H(1,2) (p-value) -0.01 (0.58) 0.03 (0.15) 0.01 (0.64) 0.01 (0.99) -0.01 (0.01) -0.01 (0.64) 

∆H(2,3) (p-value) 0.00 (0.98) 0.03 (0.13) 0.02 (0.01) 0.01 (0.04) -0.01 (0.21) 0.00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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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FX 시장의 멀티프랙탈 구간별 통계량 

멀티프랙탈 구간 

기간 
1991.06 

- 1994.11 

1995.08. 

- 2000.06. 

2001.12. 

- 2004.04. 

2005.06. 

- 2010.07. 

표준편차 0.00 0.01 0.00 0.00 

외도 0.14 0.07 0.49 -0.77 

첨도 5.44 78.60 5.22 28.24 

MEF(𝑢𝑝𝑝𝑒𝑟, 𝑙𝑜𝑤𝑒𝑟)  0.70, 0.62 2.67, 2.49 0.73, 0.63 1.51, 1.71 

H(2)  0.53 0.43 0.57 0.52 

∆H(1,2) (p-value) 0.04 (0.00) 0.12 (0.00) 0.03 (0.00) 0.06 (0.00) 

∆H(2,3) (p-value) 0.03 (0.00) 0.05 (0.00) 0.03 (0.00) 0.07 (0.00) 

비 멀티프랙탈 구간 

기간 
1991.01. 

- 1991.05. 

1994.12. 

- 1995.07. 

2000.07. 

- 2001.11. 

2004.05. 

- 2005.05. 

2010.08. 

- 2011.12. 

표준편차 0.00 0.00 0.00 0.00 0.00 

외도 -0.24 0.20 -0.27 -0.39 0.30 

첨도 2.84 4.90 6.97 5.34 2.77 

MEF(𝑢𝑝𝑝𝑒𝑟, 𝑙𝑜𝑤𝑒𝑟)  0.84, 0.22 0.66, 0.58 0.58, 0.89 0.56, 0.89 0.40, 0.22 

H(2)  0.53 0.55 0.53 0.59 0.49 

∆H(1,2) (p-value) 0.00 (0.15) -0.01 (0.00) 0.00 (0.72) -0.01 (0.34) 0.00 (0.22) 

∆H(2,3) (p-value) 0.00 (0.24) -0.01 (0.06) 0.00 (0.30) 0.00 (0.58) 0.00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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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대리자료 테스트   

 앞서 제시한 멀티프랙탈 구간 판별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리자료 테스트 (surrogate test)를 실행했다. 대리자료 

테스트는 원 시계열의 통계적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샘플 혹은 

임의로 선별한 특성을 갖는 샘플을 발생시켜서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대리자료에서의 결과가 원자료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면, 모형의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단원의 대리자료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먼저 원 

자료와 같은 길이의 대리자료 시계열 300 개를 발생시키고, 각각의 

시계열에서 원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한다. 

원 자료에서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된 구간이 대리자료에서 비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된 것을 1 종 오류, 반대로 원 자료의 비 

멀티프랙탈 구간이 대리자료에서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되면 

2 종 오류로 분류하였다.  

 본 단원에서는 3 가지 종류의 대리자료 샘플을 발생시켰다. 이는 원 

자료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특성을 

선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샘플은 퓨리에 위상 무작위화 (Fourier phase random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발생시켰다. IAAFT (improved amplitude adjusted 

Fourier transformation) 방법은 원 자료의 차분, {∆X(t)} 의 순서를 

뒤섞어서 대리자료 샘플을 구성한다. 이 때, 원 자료의 비선형 

자기상관성은 제거되고 선형 자기상관성과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특성은 유지하게 된다 34 .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에서 판별한 각 

구간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구간마다 IAAFT 샘플을 

발생시키고 이들을 연결하여 샘플을 구성했다. 

                                           
34 Theiler,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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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시계열의 차분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기존의 

자기상관성은 유지하는 샘플을 발생시켰다. 이를 위해 우선 원 

자료에서 차분, {∆X(t)}의 순위 계열, {O∆X(t)}를 구한다. 원 자료와 

같은 길이의 추정 정규 분포를 따르는 {∆Y(t)}를 발생시키고, 이를 

크기 순위가 {O∆X(t)}가 되도록 재정렬한다. 이렇게 발생시킨 샘플은 

원 자료의 자기상관 특성은 유지하지만, 확률분포의 형태 특성들은 

제거된다. 

 세 번째 샘플은 정규 분포 대신 t 분포를 적용하여 두 번째 샘플과 

같은 방법으로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샘플은 원 자료의 

자기상관성과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특성을 모두 유지하게 된다. 각 

자료의 정규 분포와 t 분포 모수는 3.1 절에서 추정한 값들을 

적용했다.  

 [표 10]은 대리자료 테스트의 1 종 오류와 2 종 오류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은 300 개의 대리자료 

시계열에서 각 단위 구간마다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된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IAAFT 대리자료의 경우, KOSPI 자료와 

S&P500, FX 자료에서 1 종 오류 비율이 각각 0.18, 0.24, 0.08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 종 오류 비율은 각각 0.52, 0.58, 0.83 으로 다소 

높았다. [그림 13]의 (a)를 보면 음영 부분 (KOSPI 자료에서 판별된 

멀티프랙탈 구간)에서는 IAAFT 샘플이 멀티프랙탈로 판별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모습이 관찰된다. 반면 S&P500 과 FX 자료를 

이용한 결과, (b)와 (c)에서는 특별한 경향이 없이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  

 두 번째로 정규 분포를 이용한 대리자료의 경우, 매우 높은 1 종 

오류 비율을 보인다. [그림 14]를 보아도 대리자료에서 판별되는 

멀티프랙탈 구간들과 음영 부분과의 상관성이 낮았다.  



55 

 

 세 번째로 t 분포를 이용한 대리자료의 경우 각 자료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1 종 오류 비율 (0.07, 0.17, 0.08)과 2 종 

오류 비율 (0.28, 0.25, 0.38)을 보였다. [그림 15] 에서도 몇몇 구간들 

(KOSPI 에서는 2000 년, S&P500 에서는 1994 년과 2001 년 부근, 

FX 에서는 1996 년, 2001 년 부근)을 제외하면 대리자료의 결과와 원 

자료의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금융 

시계열에 존재하는 멀티프랙탈 특성은 시계열의 자기상관 특성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확률 분포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설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표 10] 대리자료 테스트 결과의 오류 비율 

 KOSPI S&P500 FX 

Error type Type 1 Type 2  Type 1  Type 2  Type 1  Type 2  

IAAFT  

surrogate 
0.183 0.517 0.240 0.579 0.077 0.833 

Normal  

surrogate 
0.764 0.163 0.731 0.567 0.566 0.548 

t surrogate 0.070 0.275 0.169 0.253 0.075 0.380 

 

 

  



56 

 

 

  (a) KOSPI 

 

(b) S&P500 

 

(c) FX 

[그림 13] IAAFT 대리자료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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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b) S&P500 

 

(c) FX 

[그림 14] Normal 대리자료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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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b) S&P500 

 

(c) FX 

[그림 15] t 대리자료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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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과 요약 및 한계점 

 3.1 절과 3.2 절에서는 KOSPI 와 S&P500 지수, 원달러 환율 (FX) 

시계열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자료에서 변동성 

군집현상과 장기기억 특성, 확률분포의 두꺼운 꼬리형태, 멀티프랙탈 

특성이 관찰되었다. 멀티프랙탈 특성의 경우 시간에 따라 존재와 

부재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KOSPI 와 S&P500 보다 

FX 시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군집현상과 확률분포의 

꼬리두께, 멀티프랙탈 척도를 보였다. 

 3.3 절과 3.4 절에서는 시계열에서 짧은 구간을 전진하며 분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멀티프랙탈 검정 방법과 멀티프랙탈 구간 

판별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3.5 절에서는 이들을 이용해 각 실증 

자료에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해냈다. 멀티프랙탈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확률분포의 꼬리형태와 높은 첨도, 멀티프랙탈 

척도를 보였다. 이처럼 멀티프랙탈 구간과 비 멀티프랙탈 구간은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두 구간에는 서로 다른 시계열 

모형을 적용해주어야 한다.   

 결과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각 구간을 대상으로 ∆H(1, 2) 와 

∆H(2, 3) 에 대한 멀티프랙탈 검정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멀티프랙탈 구간에서 ∆H(1, 2)와 ∆H(2, 3)가 통계적으로 0 보다 컸고, 

비 멀티프랙탈 구간에서는 두 멀티프랙탈 검정을 동시에 기각한 

구간이 없었다. 추가로 대리자료 테스트를 통해 모형의 안정성을 

보였다. 원 자료의 통계적 특성 (자기상관 특성과 확률분포 특성)을 

유지하도록 t 분포를 이용하여 구성한 대리자료에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했을 때, 원 자료의 결과와 유사한 판별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KOSPI 와 S&P500 지수, FX 시계열에 

존재하는 멀티프랙탈 특성이 변동성의 자기상관 특성과 수익률의 

확률분포 특성에 동시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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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에서 제시한 모형은 시계열의 H(1) 과 H(2) 만을 비교함에도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검정할 수 있었다. 실증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멀티프랙탈 검정법이 부족했던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제시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하는 

연구 또한 기존의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멀티프랙탈 구간의 경계 부근에서는 모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긴 멀티프랙탈 구간 사이에 짧은 단일프랙탈 

구간이 있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짧은 구간을 

판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모형의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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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멀티프랙탈 특성의 요소 분석 

 3 장에서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했다. 그리고 

멀티프랙탈 구간과 단일프랙탈 구간의 통계적 특성이 서로 다름을 

보였다. 4 장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과 시계열의 다른 통계적 

특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2.4 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표 11]은 각 연구들의 자료와 결과를 표기했다. ‘O’는 해당 

연구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각 요소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특성 

혹은 변동성의 자기상관성)를 지지했음을 의미하고, ‘X’는 부정했음을 

의미한다. ‘△’는 각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을 지님을 

의미하고, ‘-’는 언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확률분포 특성 요소는 

Suárez-García and Gómez-Ullate (2014)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지지했다. 반면, 자기상관성 요소는 각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  

 다음은 각 연구들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나 주장들을 정리했다. 

Kantelhardt, et al. (2002)는 시계열 자료에서 자기상관성을 제거한 

샘플을 얻기 위해 시계열 차분의 순서를 무작위로 뒤섞는 방법을 

제시했다. Matia, et al. (2003)와 Kwapień, et al. (2005)에서는 개별 주식 

자료에서 멀티프랙탈을 측정한 결과,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과 

변동성 자기상관성의 관계가 선형이 아님을 보였다. Drożdż, et al. 

(2009)와 Zhou (2012)는 MFDFA 방법을 이용하여 멀티프랙탈 

특성을 측정할 때, 대상 샘플의 크기가 작을수록 멀티프랙탈 특성이 

과대 측정되는 경향을 관찰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단일프랙탈 

시계열에서도 멀티프랙탈 특성이 측정되었다. 이러한 오류를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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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크기 효과 (finite size effect)라고 명명했다. Barunik, et al. 

(2012)에서는 원 자료의 자기상관성을 제거한 샘플에서 멀티프랙탈 

척도를 측정했을 때 본래의 멀티프랙탈 척도보다 값이 증가하는 

경우를 관찰했다. 그리고 이를 변동성의 단기 기억 (short 

memory)으로 인한 효과라고 언급했다. Zhou (2012)의 연구에서는 

변동성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시계열에서만 확률분포 형태의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arunik, et al. (2012)와 

Grahovac and Leonenko (2014)는 자기상관성이 없는 시뮬레이션 샘플 

분석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관찰하여 이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Drożdż, et al. (2009), Zhou (2009), Zunino, et al. 

(2009), Zhou (2012)의 연구들에서는 퓨리에 위상 무작위화 방법을 

통해 비선형 자기상관성이 멀티프랙탈 특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4.1 절에서는 유한 샘플크기 효과를 분석한다. 4.2 절에서는 확률 

분포의 꼬리형태 요소, 4.3 절에서는 변동성의 자기상관성 요소와 

멀티프랙탈 특성의 관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그리고 

실제 금융 시장에서 대리 자료 분석을 이용해 이들을 관찰했다. 

4.4 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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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멀티프랙탈 특성의 요소 분석 연구 현황 

연구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변동성의 

자기상관성 
자료 

Kantelhardt, et al. (2002) O O Simulation 

Matia, et al. (2003) 

O △ US stock 

O O US commodity 

Kwapień, et al. (2005) O O US stock  

Lim, et al. (2007) 

O △ US bond 

O X Korean bond future 

Jiang and Zhou (2008b) O X 
US & China stock 

index 

Drożdż, et al. (2009) - O Simulation 

Kumar and Deo (2009) O O 
India & US stock 

index 

Zhou (2009) O △ US stock index (DJIA) 

Zunino, et al. (2009) O △ 
US & Latin American 

stock index 

Barunik, et al. (2012) O - 

Simulation,  

US stock, bond index 

& FX 

Oh, et al. (2012) O O Asian FX 

Zhou (2012) O O 
Simulation &  

US stock index (DJIA) 

Grahovac and Leonenko 

(2014) 
O - 

Simulation &  

US stock index (S&P) 

Suárez-García and 

Gómez-Ullate (2014) 
X O Spain stock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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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유한 샘플크기 효과 

 유한 샘플크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3 가지 종류의 단일프랙탈 

시계열을 발생시켰다. 첫 번째 샘플 모형은 브라우니안 모션 

(BM)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샘플 모형은 식 (4.1)과 같은 MA 

(moving average) 확률과정이다. ε 는 표준 가우시안 잡음이다. MA 

확률과정은 자기상관성을 지니고, 그 크기는 𝜃에따라 증가한다. 각 

샘플 모형의 𝜃는 0.2 와 0.4 로 설정했다. 

∆X(t) = ε(t) + 𝜃ε(t − 1)   (4.1) 

 각 모형마다 시뮬레이션 샘플을 1000 회씩 발생시켰다. 그리고 

샘플마다 MFDFA 와 GHE 추정방법을 이용해 멀티프랙탈 척도, 

∆H(1,3)를 계산했다. BM 과 MA 과정 모두 단일프랙탈 과정이므로 

멀티프랙탈 척도는 이론적으로 0 이다.  

 [표 12]는 각 모형과 샘플 크기에 따른 ∆H(1,3)의 평균을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H(1,3)이 0 과 다르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t 검정의 

유의 확률이다. 각 추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 멀티프랙탈 척도를 

∆H𝑀𝐹𝐷𝐹𝐴와 ∆H𝐺𝐻𝐸로 표기했다.  

 MFDFA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는 모든 경우에 0 보다 큰 

∆H𝑀𝐹𝐷𝐹𝐴 가 계산되었다. 그리고 ∆H𝑀𝐹𝐷𝐹𝐴 는 시계열 차분의 

자기상관성에 의해 증가하고, 샘플 크기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Drożdż, et al. (2009)와 Zhou (2012)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다. 이들 연구에서는 샘플의 크기를 107 까지 

늘려가면서 유한 샘플크기 효과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GHE 방법의 결과에서는 유한 샘플크기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되었다. BM 에서는 샘플 크기가 250 인 경우에도 1% 유의 

수준에서 귀무가설, ∆H𝐺𝐻𝐸 = 0 을 기각하지 않았다. MA 샘플에서도 

샘플크기가 1000 이상인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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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한 샘플크기 

효과는 길이가 짧은 샘플에서 멀티프랙탈 척도가 과대 측정되는 

현상을 말하며, 시계열의 자기상관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GHE 

방법보다 MFDFA 방법에서 크게 나타나며, 샘플의 크기를 충분히 

늘리면 감소한다. 따라서 본 연구 3.4 절의 멀티프랙탈 구간판별 

분석과 같이 샘플의 길이를 짧게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MFDFA 보다는 GHE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2] 시뮬레이션: 단일프랙탈 샘플에서의 ∆H(1,3) 추정 결과  

샘플 크기 BM MA(1) (𝜃 = 0.2) MA(1) (𝜃 = 0.4) 

MFDFA method 

250 0.017 (0.000) 0.023 (0.000) 0.029 (0.000) 

103 0.009 (0.000) 0.015 (0.000) 0.020 (0.000) 

104 0.006 (0.000) 0.012 (0.000) 0.017 (0.000) 

105 0.006 (0.000) 0.011 (0.000) 0.016 (0.000) 

GHE method 

250 0.004 (0.031) 0.009 (0.000) 0.007 (0.000) 

103 0.001 (0.044) 0.002 (0.032) 0.002 (0.110) 

104 0.000 (0.411) 0.000 (0.669) 0.000 (0.983) 

105 0.000 (0.696) 0.000 (0.501) 0.00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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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요소 

4.2.1. 시뮬레이션 분석 

 차분의 확률분포가 두꺼운 꼬리형태를 갖도록 t 분포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샘플을 발생시켰다. 차분이 자유도 (df)가 {4, 6, 8, 10}인 t 

분포와 정규분포(t 분포의 자유도가 ∞ 인 경우)를 따르고, 길이가 

1000 인 샘플을 각각 1000 회씩 발생시켰다.  

 [표 13]은 각 샘플마다 GHE 방법으로 추정한 ∆H(1,3) 의 평균과 

표준편차, σ∆H(1,3)를 보여준다. MEF 는 3.3 절에서 설명한 확률분포의 

꼬리두께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t 분포의 자유도가 감소할수록 

꼬리형태 (MEF)가 두꺼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멀티프랙탈 척도도 증가한다. 이는 확률분포의 꼬리형태가 

멀티프랙탈 특성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그림 16]는 각 샘플에서 측정한 평균 MEF 와 ∆H(1,3)의 관계를 

보여준다. 추세선의 기울기는 0.17 이다. 이를 보면 멀티프랙탈 

특성에 대한 꼬리형태 요인의 영향력이 선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67 

 

[표 13] 시뮬레이션: t 분포 샘플에서의 ∆H(1,3) 추정 결과 

df ∞ 10 8 6 4 

∆H(1,3) 0.001 0.023 0.031 0.046 0.085 

σ∆H(1,3) 0.013 0.016 0.017 0.021 0.033 

MEF 0.362 0.522 0.570 0.637 0.864 

 

 

 

[그림 16] 꼬리형태와 멀티프랙탈 특성 (x: MEF, y: ∆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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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실증 분석 

 실증자료에서 240 일의 부분구간을 20 일씩 전진하면서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특성에 따른 멀티프랙탈 특성의 크기를 측정했다. 이를 

위해 각 부분 구간마다 시계열 차분, {∆X(t)} 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샘플을 재구성했다35 . 이 과정을 통해 구성한 무작위 샘플은 

원 자료의 확률분포 특성은 온전히 유지하지만, 자기상관 특성은 

제거된다. 200 개의 무작위 샘플에서 GHE 방법으로 추정한 ∆H 의 

평균을 ∆Hpdf라고 표기했다.  

 [그림 17]는 KOSPI 와 S&P500, 원달러 환율 (FX) 자료에서 

구간별로 추정한 ∆Hpdf(1,2) 의 추이이다. (a) KOSPI 에서 추정한 

∆Hpdf의 평균은 0.024 로 ∆H (0.02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두 

지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5 로 금융위기 이후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따라서 KOSPI 에서의 멀티프랙탈 특성은 

확률분포의 특성으로 대부분 설명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b) S&P 에서는 ∆Hpdf 의 평균이 0.028 로 ∆H의 평균 (0.021)보다 

다소 높았고, 상관계수는 0.35 로 KOSPI 에서보다 낮았다. 두 지표의 

추이도 대부분의 시기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S&P500 에 

존재하는 멀티프랙탈 특성과 확률분포 특성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 FX 에서는 ∆Hpdf의 평균 (0.050)과 

∆H 의 평균 (0.031)이 큰 차이를 보였지만, 상관계수는 0.55 로 

높았다. 두 지표의 추이도 외환 위기 시기 (1998 년 부근)를 

제외하면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35 시계열의 확률분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기상관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Kantelhardt, et al. (2002)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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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시계열의 ∆H (점선)와 ∆Hpdf (실선) 

 

(b) S&P500 시계열의 ∆H (점선)와 ∆Hpdf (실선) 

 

(c) FX 시계열의 ∆H (점선)와 ∆Hpdf (실선) 

[그림 17] 실증 자료에서 ∆H(1,2)와 ∆Hpdf(1,2)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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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에서는 ∆Hpdf가 ∆H보다 큰 구간이 다수 관찰된다. 특히 

(a)와 (c)에서는 외환 위기 구간, (a)와 (b)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구간 (2008 년 부근)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Barunik, et al. 

(2012)에서는 시계열의 자기상관성을 제거했을 때 멀티프랙탈 

척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변동성의 단기기억에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기억과 멀티프랙탈 특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부분 구간에서 측정한 변동성의 

시차 1 자기상관 계수 (lag 1 auto-correlation function)와 ∆Hpdf −

∆H 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림 18]에서는 변동성의 단기기억이 

증가할 때 ∆Hpdf − ∆H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FX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runik, 

et al. (2012)의 주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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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시계열의 ACF (x 축)와 ∆Hpdf − ∆H (y 축) 

 

(b) S&P500 시계열의 ACF (x 축)와 ∆Hpdf − ∆H (y 축) 

 

(c) FX 시계열의 ACF (x 축)와 ∆Hpdf − ∆H (y 축) 

[그림 18] ACF 와 ∆Hpdf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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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동성의 자기상관성 요인 

4.3.1. 시뮬레이션 분석 

 변동성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시계열 샘플을 ARCH(1)와 

GARCH(1,1) 모형을 이용해 발생시켰다. 시계열의 차분, ∆X(t) 와 

변동성, σ∆X는 식 (4.2)와 식 (4.3)을 따른다. 식 (4.3)에서 𝛽가 0 인 

경우가 ARCH(1) 모형이고, 0 이 아닌 경우가 GARCH(1,1) 모형이다. 

상수, 𝑐 는 모든 샘플의 전체 변동성을 0.1 로 유지하기 위해 

(1 − 𝛼 − 𝛽) 10⁄ 으로 설정했다 36 . 각 샘플의 길이는 1000 이고, 

1000 회씩 발생시켰다.  

∆X(t) = σ(t)𝜀(t)     (4.2) 

σ2(t) = 𝑐 + 𝛼∆X2(t − 1) + 𝛽σ2(t − 1)  (4.3) 

 [표 14]는 각 𝛼에 대한 ARCH(1) 시뮬레이션 샘플과 𝛼를 고정하고 

𝛽를 변화시킨 GARCH(1,1) 시뮬레이션 샘플에서 ∆H(1,3)과 MEF 를 

측정한 결과이다. 멀티프랙탈 척도와 MEF 는 ARCH 계수, 𝛼 에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𝛼를 0.1 로 고정했을 때, 𝛽에 

따라서 MEF 는 소폭 증가했지만, 멀티프랙탈 척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식 (4.3)에서 ARCH 계수는 시계열 변동성의 단기기억을 조절하고, 

GARCH 계수는 장기기억을 조절한다. 때문에 샘플 확률분포의 꼬리 

두께는 ARCH 계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이는 [표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RCH 모형에서 𝛼 에 따라 

멀티프랙탈 척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시계열의 자기상관성 요인 

외에 꼬리형태 요인에 의한 영향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6 식 (4.3)의 GARCH 모형의 전체 변동성, σ2은 𝑐 (1 − 𝛼 − 𝛽)⁄ 이 된다. 따라서 상수 

𝑐를 위와 같이 설정하면 σ2는 항상 0.1 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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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은 ARCH 샘플에서 측정된 MEF 와 ∆H 의 관계를 보여준다. 

추세선의 기울기는 0.08 로 선형적인 관계가 관찰되지만 [그림 16]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경우 (0.17)보다는 기울기가 작았다. 이는 ARCH 

모형에 존재하는 단기기억 요인이 멀티프랙탈 특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4] 시뮬레이션: ARCH, GARCH 샘플에서의 ∆H(1,3) 추정 결과 

ARCH(1) 

𝛼 (𝛽 = 0) 0 0.2 0.4 0.6 0.8 

∆H(1,3) 0.001 0.006 0.020 0.041 0.075 

σ∆H(1,3) 0.013 0.017 0.025 0.045 0.068 

MEF 0.362 0.423 0.578 0.852 1.261 

GARCH(1,1) 

𝛽 (𝛼 = 0.1) 0 0.2 0.4 0.6 0.8 

∆H(1,3) 0.004 0.003 0.001 -0.001 -0.005 

σ∆H(1,3) 0.014 0.014 0.015 0.016 0.019 

MEF 0.390 0.388 0.390 0.396 0.433 

 

 

[그림 19] ARCH 샘플에서 꼬리형태와 멀티프랙탈 특성  

(x: MEF, y: ∆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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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실증분석: 자기상관성 요인 

 [그림 20]은 4.2 절과 같은 방식으로 실증 자료에서 부분 구간을 

이동시켜가면서 자기상관성 요인에 의한 멀티프랙탈 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Hac는 3.5 절의 두 번째 대리자료 샘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했다.  

1) 우선 각 부분 구간에서 시계열 차분, {∆X(t)} 의 크기 순서, 

{O∆X(t)}를 구한다.  

2)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부분 구간과 길이가 같은 샘플, {∆Y(t)}를 

발생시킨다. 

3) {∆Y(t)}를 크기 순위가 {O∆X(t)}가 되도록 재정렬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샘플은 원 자료의 확률분포의 특성이 제거되고, 

자기상관 특성은 유지된다. 이와 같은 샘플을 200 회씩 발생시켰고, 

각 샘플에서 GHE 방법을 통해 추정한 멀티프랙탈 척도의 평균을 

∆Hac로 표기했다.  

 [그림 20]은 각 자료에서 추정한 ∆Hac 의 추이를 보여준다. ∆Hac 

크기는 모든 자료에서 [그림 17]의 ∆Hpdf 보다 작게 관측되었다. 

∆Hac와 ∆H의 상관계수는 KOSPI 에서 0.55, S&P500 에서 0.55, FX 에서 

0.57 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Hpdf 는 대부분 양수로 

측정되었지만, ∆Hac는 구간에 따라 양수와 음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 자료에서 변동성의 자기상관 특성과 

멀티프랙탈 특성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하지만, 그 크기는 확률분포 

특성에 비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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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시계열의 ∆H (점선)와 ∆Hac (실선) 

 

(b) S&P500 시계열의 ∆H (점선)와 ∆Hac (실선) 

 

 (c) FX 시계열의 ∆H (점선)와 ∆Hac (실선) 

[그림 20] 실증 자료에서 ∆H(1,2)와 ∆Hac(1,2)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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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실증분석: 비선형 자기상관성 요인 

 변동성의 선형 자기상관성 요인과 비선형 자기상관성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또 다른 대리자료 샘플을 발생시켰다.  

1) 먼저 각 부분 구간 시계열마다 IAAFT 방법을 적용하여 IAAFT 

샘플, {∆A(t)}을 구성했다.  

2) 그리고 {∆A(t)}의 크기 순서, {O∆A(t)}를 구한다. 

3) 그 후에 4.3.2 의 방법처럼 정규분포를 따르는 {∆Y(t)} 를 

발생시키고, 크기 순위가 {O∆A(t)}가 되도록 재정렬한다. 

3.5 절에서 설명했듯이 IAAFT 방법은 원 자료의 비선형 

자기상관성을 제거한 대리자료 샘플을 생성한다. 따라서 생성된 

샘플은 원 자료의 비선형 자기상관성과 꼬리형태 특성이 제거되고, 

선형 자기상관성만을 유지한다. 각 부분 구간마다 생성한 200 개의 

시뮬레이션 샘플에서 측정한 멀티프랙탈 척도의 평균을 ∆H𝑙ac 라고 

표기했다. [그림 21]는 각 자료에서 측정한 ∆H𝑙ac의 추이를 보여준다.  

 ∆H𝑙ac는 모든 자료의 전체 기간에 걸쳐 0 에 가까운 값을 유지했다. 

유한 샘플크기 효과를 감안하면 모든 구간의 대리자료 샘플은 

단일프랙탈 시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동성의 선형 

자기상관성만 존재하는 시계열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이 없고, 

비선형 자기상관성이 존재할 때 멀티프랙탈 특성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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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시계열의 ∆H (점선)와 ∆H𝑙ac (실선) 

 

(b) S&P500 시계열의 ∆H (점선)와 ∆H𝑙ac (실선) 

 

(c) FX 시계열의 ∆H (점선)와 ∆H𝑙ac (실선) 

[그림 21] 실증 자료에서 ∆H(1,2)와 ∆H𝑙ac(1,2)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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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 요약 및 한계점 

 4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증 분석을 통해 멀티프랙탈 

특성을 확률분포 요소와 자기상관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유한 샘플크기 효과는 샘플 길이가 작을수록, 시계열 차분의 

자기상관성이 존재할 때 더 크게 관측된다. 그리고 이는 MFDFA 

방법보다 GHE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샘플 

길이를 작게 유지해야 하는 분석에서는 GHE 추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시계열의 확률분포 꼬리형태가 두꺼워질수록 멀티프랙탈 척도가 

증가하고, 둘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3) 시계열에 변동성의 단기기억이 존재하면 멀티프랙탈 특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4) 멀티프랙탈 특성의 자기상관성 요소는 변동성의 비선형 

자기상관성과 관련 있다. 선형 자기상관성은 멀티프랙탈 특성과 

무관하다.  

5) KOSPI 와 S&P500, FX 시장에서는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요소가 

멀티프랙탈 특성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침을 분석했다. 이에 비해 

비선형 자기상관성 요소는 크기가 제한적이고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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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멀티프랙탈 특성의 요소 분석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 37 은 MFDFA 추정 방법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GHE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이유는 GHE 방법이 유한 

샘플크기 효과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2.2 절에서 

언급했듯이 두꺼운 꼬리형태의 확률모형 샘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4.3절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사용한 ARCH, GARCH 모형은 

계수를 통해 변동성의 양의 자기상관성을 조절할 수 있다. 선형 

자기상관성은 멀티프랙탈 특성에 대한 영향력이 없으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ARCH, GARCH 샘플에 비선형 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지만, 그 성질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는 ∆Hac가 음수와 양수 모두 관찰되었지만, 

비선형 자기상관성의 어떤 성질에 의해 방향성이 정해지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자료 샘플을 

구성하여 ∆Hpdf  (∆αpdf)와 ∆Hac  (∆αac) 중 하나를 추정하고, 나머지 

요인을 (∆H − ∆Hpdf)  혹은 (∆H − ∆Hac)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이는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뿐이고, 두 

요소의 조인트 효과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한 

검증도 향후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37 [표 9]의 연구들 중 Barunik, et al. (2012)는 GHE 방법을, Grahovac and Leonenko 

(2014)는 partition function 방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연구들은 MFDFA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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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멀티프랙탈 VaR 모형 

 VaR (value-at-risk) 모형은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금융 자산의 

위험을 측정하는 모형이다. VaR(τ, α) 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τ  시점 

이후에 (1 − α)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자산가치의 최대 손실로 

식 (5.1)과 같이 정의된다.   

α =  ℙ{X(τ) <  VaR(τ, α)}  (5.1) 

 VaR 모형은 측정 방법에 따라 역사적 방법과 시뮬레이션 방법, 

(선형) 모수적 방법으로 분류된다. 역사적 방법은 과거의 자산가격 

변동이 미래에도 유사하게 반복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과거 

수익률 중 하위 α  %에 해당하는 값을 VaR 로 구한다. 역사적 

방법은 엄격한 가정을 취하는 대신, 특정한 확률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뮬레이션 방법과 모수적 방법은 확률 모형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발생시킨 샘플들에서 VaR 을 추정한다. 확률분포만 

가정하면 금융자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VaR 을 예측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성이 장점이지만, 계산과정이 길고 복잡하며 시뮬레이션 

에러를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모수적 방법은 VaR 의 수학적 

해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형태에 따라 수학적 

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VaR 를 추정할 수 없다. 대신 같은 

상황에서 항상 같은 값을 추정한다는 (analytically tractable) 장점이 

있다38.   

 앞서 분석했듯이 멀티프랙탈 확률과정은 단일프랙탈 확률과정과는 

다른 통계적 특성들을 보인다. 때문에 자산 가격에서 멀티프랙탈 

                                           
38 Alexand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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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관찰된다면, 금융 위험을 측정할 때 이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2.4 절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VaR 모형에 

집중하였다 39 . 반면, 본 연구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고려한 

모수적 VaR 모형을 제안한다.  

 

 

제 1 절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로그가격, X(t) 을 이항 멀티프랙탈 척도를 

갖는 MMAR 확률과정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멀티프랙탈 모형의 

시간변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새로운 모수적 VaR 모형을 구축했다.  

 

5.1.1. 이항 멀티프랙탈 척도와 시간변환 프로세스 

 2.3 절에서 언급한 이항 멀티프랙탈 척도와 시간변환 프로세스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확률변수 𝑀 은 동일한 확률로 

{𝑚0, 1 − 𝑚0}  중 한 값을 취하고, 𝑚0는 0.5 보다 작은 양의 상수다. 

멀티프랙탈 척도, 𝜇k(t)를 식 (2.15)와 같이 정의할 때, 식 (2.16)의 

시간변환 함수는 다음 식 (5.2)와 같아진다. 𝜂𝑖 ∈ {0,1}이고, ∆t =  2−k, 

t = ∑ 𝜂𝑖2−𝑖k
𝑖=1 = 𝑁∆t이다.  

θk(t) = ∑ 𝜂𝑖𝜇𝑖 (∑ 𝜂𝑗2−𝑗(𝑖−1)
𝑗=1 )k

𝑖=1 = ∑ 𝜇𝑘[(𝑛 − 1)∆t, 𝑛∆t]𝑁
𝑛=1  (5.2) 

식 (5.2)의 두 번째 등호는 보존 조건 (conservative condition), 

∑ 𝑀 = 1에 의해 성립한다. 이에 따라 특정 t 에서 θk(t)의 경우의 

                                           
39 Liu and Lux (2005), Calvet, et al. (2006), Bacry, et al. (2008), Batte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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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k 보다 작다. 예를 들어, 𝑚0 = 0.4이고 k = 2 , t =  3 4⁄ 일 때, 

동일한 확률로  

θ2(3 4⁄ ) = {

0.4 + 0.6 ∗ 0.4
0.4 + 0.6 ∗ 0.6
0.6 + 0.4 ∗ 0.4
0.6 + 0.4 ∗ 0.6

 

과 같은 4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𝑠 |θ2(t) = 𝑠} = {0.64, 0.76, 0.84}가 

된다.  

 확률변수, 𝑀 과 멀티프랙탈 척도, 𝜇k 의 q 차 모멘트는 각각 식 

(5.3)과 식 (5.4)이다. 𝔼[𝜇k] = 2−k 이므로 θk(t)의 평균은 식 (5.5)가 

된다. 아래 [그림 22]는 𝑚0 = 0.4 , k = 10 이고 t 가 각각 5 210⁄ , 

20 210⁄ 일 때의 {𝑠 |θ10(t) = 𝑠}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𝔼[𝑀𝑞] = {𝑚0
𝑞

+ (1 − 𝑚0)𝑞} 2⁄    (5.3) 

𝔼[𝜇k
𝑞] =  𝔼[𝑀𝜂1

⋯ 𝑀𝜂1⋯𝜂𝑘
] = {𝔼[𝑀𝑞]}k  (5.4) 

𝔼[θk(t)] =  ∑ 𝜂𝑖𝔼[𝜇𝑖]k
𝑖=1 = t   (5.5) 

 

 

  

[그림 22] θ10(t)의 히스토그램 (좌: t = 5 210⁄ , 우: t = 20 210⁄ ) 

 

 

0.0

0.1

0.2

0.3

0.4

0.5

0.003 0.009 0.015 0.021

0.0

0.1

0.2

0.3

0.4

0.5

0.008 0.024 0.040 0.056



83 

 

5.1.2. 모수 추정 

 이항 MMAR 모형은 세 가지 모수, (H, σ2, 𝑚0) 를 갖는다. H 는 

BH(t)의 허스트 지수이고, σ2는 BH(1)의 분산, 𝑚0는 이항 계수이다. 

우선 H는 Calvet and Fisher (2002)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식 (2.20)에서 X(t) 의 스케일 함수는 ζX(q) = ζθ(Hq) 를 

만족한다. 이 때 q𝑐를 1  H⁄ 이라 하면 식 (5.6)이 성립한다.  

ζX(1 H⁄ ) = ζθ(1) = − log2 𝔼[𝑀] = 1  (5.6) 

 따라서 식 (5.7)의 선형 회귀분석에서 계수 ζX(q𝑐) = 1을 만족하는 

q𝑐를 추정하고, Ĥ = 1 q𝑐⁄ 로 추정한다.   

log 𝔼[|X(t + τ) − X(t)|q] = ζX(q) log τ + 𝑐  (5.7) 

ζX(q) = ζθ(Hq) 와 식 (2.19)에 의해  𝑚0 에 대한 방정식 (5.8)이 

성립한다. 스케일 함수, ζX(q)는 식 (5.7)의 회귀분석으로부터 구한다. 

21−ζX(q) = 𝑚0
Hq + (1 − 𝑚0)Hq   (5.8) 

 q가 qc보다 작은 범위에서 스케일 함수는 Ĥq < ζ
X
(q) < 1를 만족할 

때 방정식 (5.11)에서 𝑚0 에 대한 해가 존재한다. q𝑐 보다 큰 

범위에서는 1 < ζX(q) < Ĥq를 만족해야 한다 40 . 본 연구에서는 q가 

각각 q𝑐 − 0.5 , q𝑐 + 0.5인 경우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 평균을 

�̂�0 으로 추정했다. 만약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계열을 단일프랙탈 시계열 (�̂�0 = 0.5)로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t 를 단위 시간( 2−k  혹은 1 일)이라 하자. σX(∆t)
2 는 

X(∆t) 의 분산으로 자료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BH(t) 와 

θ(t) 가 독립이므로 σ2 와 σX(∆t)
2  사이에 식 (5.9)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40 부록 2 에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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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X(Δt)
2 =  𝔼[BH[θ(Δt)]2] = 𝔼[BH(1)2]𝔼[θ(Δt)2H] (5.8) 

σX(Δt)
2 =  𝔼[BH[θ(Δt)]2] = σ2𝔼[θ(Δt)2H]  (5.9) 

이 때, Δt가 단위 시간이므로 식 (5.2)에서 𝑁 = 1이 되고, 식 (5.3)에 

의해 식 (5.10)가 성립한다. 그리고 식 (5.4)에 의해 식 (5.11)가 

성립한다. 

𝔼[θ(Δt)2H] = 𝔼[𝜇k
2H] = {𝔼[𝑀2H]}k  (5.10) 

𝔼[θ(Δt)2H] = {𝑚0
2H + (1 − 𝑚0)2H}k 2k⁄   (5.11) 

Ĥ 과 �̂�0 을 먼저 추정하면, 식 (5.8), (5.9), (5.10)으로부터 σ̂2 을 

추정할 수 있다.  

 

5.1.3. 멀티프랙탈 VaR 추정  

 P(t) 가 자산가격일 때, X(t) =  lnP(t) − lnP(0) 는 0 시점부터 

t 시점까지 자산의 로그 수익률이다. X(t) 가 MMAR 확률과정을 

따르면, 시간변환 프로세스에 따라 다음 식 (5.12)가 성립한다. 𝐍은 

정규 확률분포이고, 𝜎2는 BH(1)의 분산이다.  

X(t) = BH[θ(t)] ~ 𝐍(0, 𝜎2θ(t)2H)   (5.12) 

 만약 특정 멀티프랙탈 시계열에서 시점 τ 에 해당하는 θ(τ) 를 

안다면 정규 확률분포를 이용해 VaR(τ, α)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멀티프랙탈 시계열에서 시간변환 프로세스가 어떤 형태를 

갖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θ(τ)를 확률변수로 여기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VaR 을 추정한다.  

 X(t)가 멀티프랙탈 시계열이면, 식 (5.1)은 식 (5.13)과 같다.  

α =  ℙ{BH[θ(τ)] <  VaR(τ, α)}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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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θ(τ) 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가중 평균으로 

나타내면 식 (5.14)의 첫째 줄과 같다. 그리고 BH(t) 와 θ(t) 가 

독립이므로 식 (5.14)의 둘째 줄이 성립한다. 이때, 식 (5.12)처럼 

BH(𝑠)는 𝐍(0, 𝜎2𝑠2H)를 따르므로 식 (5.14)의 셋째 줄이 성립한다. 

α =  ∑ ℙ{BH(𝑠) < VaR(τ, α)| θ(τ) = 𝑠} ℙ{θ(τ) = 𝑠}{𝑠|θk(t)=𝑠}   

α =  ∑ ℙ{BH(𝑠) < VaR(τ, α)} ℙ{θ(τ) = 𝑠}{𝑠|θk(t)=𝑠}     

α =  ∑ Φ (
VaR(τ,α)

σ 𝑠H )  ℙ{θ(τ) = 𝑠}{𝑠|θk(t)=𝑠}     

       (5.14) 

Φ는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 분포함수이다. 식 (5.14)는 VaR(τ, α)에 

대한 단순 증가 함수이다. 따라서 특정 α에 대한 VaR(τ, α)는 단순한 

수치적 방법을 통해 추정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VaR(τ, α)의 대입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식 (5.14)을 계산하고, α와의 오차가 

10−5 보다 작아졌을 때의 대입 값을 멀티프랙탈 VaR (MFVaR)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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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뮬레이션 분석 

 5.2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멀티프랙탈 VaR 모형의 성능 분석을 

위해 GARCH(1,1)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행했다. 

시뮬레이션 샘플의 차분과 변동성은 각각 식 (5.15)과 식 (5.16)을 

따르도록 발생시켰다. 확률변수, 𝜀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X(t) = σ(t)𝜀(t)     (5.15) 

σ2(t) = 0.01 + 0.2∆X2(t − 1) + 0.7σ2(t − 1) (5.16) 

 길이가 1000 인 시뮬레이션 샘플을 발생시키고, 길이가 500 인 부분 

구간을 1 씩 전진하면서 모수, (H, σ2, 𝑚0) 를 추정했다. 이항 

멀티프랙탈 모형에서 k = 10 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예측 기간, τ ∈

{1, 5, 10, 20} , 유의 수준, α ∈ {0.01, 0.03, 0.05} 마다 MFVaR(τ, α) 를 

계산했다. 즉, 1 회의 시뮬레이션에서 각 경우마다 480 번의 예측이 

이루어졌고, 이를 200 회 반복하였다. 

 멀티프랙탈 VaR 모형과 비교하기 위해 총 4 가지 방법으로 VaR 를 

추정하여 벤치마크를 구성했다. 첫 번째로 Gaussian VaR 는 식 

(5.1)에서 X(t) 를 fBM 으로 가정하고 VaR 을 계산한다. 이 경우, 

VaR 는 식 (5.17)와 같다. 

VaRG(τ, α) =  σ τH Φ−1(α) + μτ   (5.17) 

μ 와 σ 는 각각 차분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추정했다. 허스트 지수, 

H 는 5.1.2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로 t VaR 는 

시계열 차분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가 아닌 t 분포로 가정한다.  

VaRt(τ, α) =  σ {(df − 2)τ df⁄ }H tdf
−1(α) + μτ (5.18) 

tdf은 자유도가 df 인 t 분포의 누적확률분포이고, df 는 부분 구간에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했다. 세 번째로는 GARCH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VaR 를 계산했다. 각 부분 구간마다 추정한 GARC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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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하여 예측 기간, τ 까지의 시뮬레이션 샘플을 105 회 

발생시키고, 이 중 하위 α%에 해당하는 값을 VaR(τ, α)로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VaR 는 부분 구간의 τ기간 수익률 중 하위 α%에 

해당하는 값을 VaR(τ, α)로 추정했다. 

 [표 14]는 멀티프랙탈 (MF) 모형과 벤치마크 모형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α̂은 모형의 예측 실패율 (failure rate)로 전체 예측 

중 실제 수익률이 VaR 보다 작은 경우의 비율이다. 따라서 모형의 

예측이 정확할수록 절대오차 (absolute error, |α̂ − α|)는 0 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시뮬레이션 샘플에서 멀티프랙탈 VaR 모형의 절대오차는 

평균적으로 0.40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Gaussian VaR (0.69)와 t 

VaR (0.55)의 절대오차보다는 낮고, 역사적 방법 (0.38)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시뮬레이션 VaR 모형은 샘플의 모형과 같은 

GARCH(1,1)를 가정하여 VaR 를 측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오차 (0.26)를 보였다. Gaussian VaR 는 유의 수준, α가 낮아질수록 

예측의 정확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른 모형들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모형에서 예측 기간, τ 에 

따라 절대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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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시뮬레이션에서의 VaR 예측 결과, |α̂ − α| 

𝛕 MF Gaussian t GARCH Historical 

𝜶 = 𝟓% 

1 0.05  0.07  0.25 0.16 0.03  

5 0.25  0.39  0.51 0.04 0.01  

10 0.25  0.73  1.03 0.56 0.40  

20 0.91  1.19  1.00 0.67 1.12  

𝜶 = 𝟑% 

1 0.10  0.13  0.37 0.03 0.08  

5 0.34  0.52  0.24 0.26 0.00  

10 0.48  0.79  0.57 0.30 0.28  

20 0.91  1.31  0.91 0.50 0.96  

𝜶 = 𝟏% 

1 0.02  0.40  0.05 0.05 0.20  

5 0.43  0.86  0.47 0.05 0.10  

10 0.38  0.79  0.34 0.16 0.30  

20 0.65  1.07  0.83 0.3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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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증 분석 

 199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KOSPI 와 S&P500, FX 자료를 대상으로 

멀티프랙탈 VaR 을 예측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5.2 절과 마찬가지로 

500 일의 부분 구간을 하루씩 전진하면서 예측 기간, τ ∈

{1, 5, 10, 20} 과 유의 수준, α ∈ {0.01, 0.03, 0.05} 에 따른 멀티프랙탈 

VaR 를 추정했다. 

 [그림 23]는 각 자료에서 부분 구간을 이동하며 추정한 멀티프랙탈 

척도, ∆H(q𝑐 − 0.5, q𝑐 + 0.5)와 이항 멀티프랙탈 모형의 모수, 𝑚0 의 

추이를 보여준다. q𝑐 는 5.1.2 에서 설명에서 설명했듯이 식 

(5.7)로부터 추정한다. ∆H 는 값이 클수록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이 강함을 의미하는 반면, 0 과 0.5 사이의 값을 갖는 𝑚0는 값이 

작을수록 멀티프랙탈 특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H 와 

𝑚0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KOSPI 자료에서 추정한 𝑚0는 

평균적으로 0.35 의 수준이었고, 2000 년대에 상대적으로 강한 

멀티프랙탈 특성을 보였다. S&P500 에서는 𝑚0 의 평균이 0.33 

수준이었고, 1990 년대 중후반과 2000 년대 후반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이 강하게 관찰되었다. FX 자료에서는 𝑚0 의 평균이 0.26 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1990 년대와 2010 년 전후 시기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멀티프랙탈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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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SPI 

 

 

(b) S&P500 

 

 

(c) FX 

[그림 23] ∆H(위)와 𝑚0(아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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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KOSPI 자료 분석 결과 

 [그림 24]은 KOSPI 자료를 대상으로 α 가 1%이고, τ 는 5 일인 

VaR 를 추정한 결과이다. 검정색 실선은 멀티프랙탈 VaR 이다. (a)는 

같은 모수적 모형인 Gaussian 과 t VaR 의 추정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Gaussian 모형보다 보수적이고, t 모형과 비교해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보수적으로 VaR 를 예측했다. GARCH 시뮬레이션 

모형의 추정 결과 (b)와 비교했을 때, 멀티프랙탈 모형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거나 보수적으로 VaR 를 예측했다. GARCH 모형은 

일부 구간에서 지나치게 높은 VaR 를 산출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모형의 결과 (c)와 비교했을 때, 멀티프랙탈 

모형의 추정 결과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표 16]는 각 모형들의 절대오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멀티프랙탈 

VaR 모형은 평균적으로 0.50 수준의 절대오차를 보였고, 이는 모든 

벤치마크 모형들(Gaussian VaR: 0.82, t VaR: 1.10, GARCH VaR: 0.76, 

역사적 VaR: 0.70)보다 낮은 값이다. 멀티프랙탈 모형과 t 모형, 

역사적 모형은 유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절대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Gaussian 모형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벤치마크 모형들은 예측 정확성이 감소했지만, 

멀티프랙탈 모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멀티프랙탈 모형은 

긴 예측 기간에서 벤치마크 모형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 

정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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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멀티프랙탈(검정 실선), Gaussian(검정 점선), t(회색 실선) 

 

(b) 멀티프랙탈, GARCH(회색 점선) 

 

(c) 멀티프랙탈, 역사적(회색 점선) 

[그림 24] KOSPI 자료에서의 5 일 1% VaR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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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KOSPI 자료에서의 VaR 예측 결과, |α̂ − α| 

𝛕 MF Gaussian t GARCH Historical 

𝜶 = 𝟓% 

1 0.87  0.21  1.34  0.20  0.17  

5 0.93  0.93  1.95  0.98  0.46  

10 0.46  0.69  1.70  0.66  0.98  

20 0.64  0.64  1.71  1.36  1.59  

𝜶 = 𝟑% 

1 0.46  0.71  1.05  0.33  0.17  

5 0.53  0.97  1.21  0.81  0.51  

10 0.26  0.58  0.96  0.49  0.56  

20 0.74 1.06 1.21  1.19  1.62 

𝜶 = 𝟏% 

1 0.22  0.97  0.56  0.74  0.18  

5 0.34  1.02  0.45  0.68  0.11  

10 0.25  0.86  0.47  0.72  0.68  

20 0.32  1.20  0.63  0.9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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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S&P500 자료 분석 결과 

 [그림 25]은 [그림 24]와 마찬가지로 멀티프랙탈 VaR(5,0.01) 과 

벤치마크 VaR(5,0.01) 들의 추이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S&P500 

자료에서 멀티프랙탈 모형은 Gaussian 모형보다 보수적으로 VaR 를 

예측했고, 다른 벤치마크 모형들과는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다. t 모형과 시뮬레이션 모형은 일부 구간에서 VaR 를 

불안정하게 측정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표 17]은 각 모형들의 절대오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멀티프랙탈 

모형은 평균 0.43 수준의 절대오차를 기록했다. 이는 Gaussian 모형 

(1.68), t 모형 (1.74), 역사적 모형 (0.87)보다는 낮고, 시뮬레이션 

모형 (0.3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멀티프랙탈 모형과 시뮬레이션 

모형의 정확성은 유의 수준과 예측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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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멀티프랙탈(검정 실선), Gaussian(검정 점선), t(회색 실선) 

 

(b) 멀티프랙탈, GARCH(회색 점선) 

 

(c) 멀티프랙탈, 역사적(회색 점선) 

[그림 25] S&P500 자료에서의 5 일 1% VaR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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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S&P500 자료에서의 VaR 예측 결과, |α̂ − α| 

𝛕 MF Gaussian t GARCH Historical 

𝜶 = 𝟓% 

1 0.67 0.55 1.12 0.06 0.26 

5 0.61 1.65 2.47 0.09 0.57 

10 0.58 1.42 2.18 0.89 0.93 

20 0.45 2.52 3.49 0.40 1.58 

𝜶 = 𝟑% 

1 0.54 1.00 1.00 0.43 0.09 

5 0.24 1.68 1.83 0.11 0.51 

10 0.02 1.45 1.55 0.46 0.77 

20 0.16 2.74 2.84 0.03 1.95 

𝜶 = 𝟏% 

1 0.42 1.16 0.65 0.84 0.27 

5 0.38 1.69 0.97 0.48 0.44 

10 0.42 1.69 1.05 0.29 1.01 

20 0.61 2.62 1.73 0.3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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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FX 자료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FX 자료에서 VaR 를 측정하였다. 멀티프랙탈 모형은 

Gaussian 모형보다는 보수적이지만, t 모형과 GARCH 모형과 

비교했을 때는 VaR 를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했다. 그리고 t 모형과 

GARCH 모형이 불안정한 VaR 를 도출하는 구간이 KOSPI, S&P500 

자료보다 빈번했다.  

 [표 18]은 절대오차를 비교한 결과다. 멀티프랙탈 VaR 모형의 평균 

절대오차는 0.24 로 KOSPI 와 S&P500 자료에서보다 더 높은 예측 

정확성을 보였다. 반면 벤치마크 모형들(Gaussian VaR: 0.79, t VaR: 

0.59, GARCH VaR: 1.20, 역사적 VaR: 0.99)은 비슷하거나 낮은 예측 

정확성을 보였다. 멀티프랙탈 모형의 예측 오차는 유의 수준이 

낮을수록 줄었고, 예측 기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벤치마크 

모형들과 비교했을 때, 멀티프랙탈 모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오차를 유지했다. 그리고 예측 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실증 분석에서 멀티프랙탈 VaR 모형은 Gaussian 모형보다 

보수적으로 VaR 를 예측했다. t 모형과 GARCH 모형보다 안정적으로 

VaR 를 추정했고, 역사적 모형보다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예측 

정확성 또한 벤치마크 모형들보다 안정적이고 높았다. 특히 주식 

시장 자료들보다 변동이 심한 FX 자료에서 오히려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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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멀티프랙탈(검정 실선), Gaussian(검정 점선), t(회색 실선) 

 

(b) 멀티프랙탈, GARCH(회색 점선) 

 

(c) 멀티프랙탈, 역사적(회색 점선) 

[그림 26] FX 자료에서의 5 일 1% VaR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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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FX 자료에서의 VaR 예측 결과, |α̂ − α| 

𝛕 MF Gaussian t GARCH Historical 

𝜶 = 𝟓% 

1 0.64  1.10  0.39  2.38  0.49  

5 0.26  0.56  0.68  2.34  0.62  

10 0.07  0.12  1.02  2.34  1.04  

20 0.66  1.04  1.88  1.94  1.50  

𝜶 = 𝟑% 

1 0.37  0.13  0.02  1.16  0.37  

5 0.04  0.02  0.46  1.32  0.75  

10 0.04  0.65  0.67  1.28  1.38  

20 0.35  1.40  1.65  0.93  1.82  

𝜶 = 𝟏% 

1 0.24  0.80  0.03  0.09  0.09  

5 0.10  0.78  0.12  0.35  0.45  

10 0.03  1.39  0.01  0.20  1.10  

20 0.11  1.43  0.19  0.0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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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 요약 및 한계점 

 5 장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위험을 예측하는 

새로운 VaR 모형을 제시했다. 동일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시뮬레이션 방법에 국한되어온 반면, 본 연구의 모형은 모수적 

방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의 시간변환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설계되었다. Mandelbrot, et al. (1997)에 따르면 멀티프랙탈 

확률과정에서 시간, t 를 특정 거래시간, θ(t)로 변환하면 멀티프랙탈 

특성이 제거된다. 본 연구에서는 VaR 예측 기간, τ에 대해 θ(τ)의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VaR 를 계산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GARCH(1,1) 샘플을 발생시키고, 

멀티프랙탈 VaR 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4 가지 방법의 벤치마크 

(Gaussian, t, 시뮬레이션, 역사적 방법)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다른 모수적 방법들보다는 높고, 역사적 방법과는 

비슷한 예측 정확성을 보였다. 반면, 시뮬레이션 VaR 모형은 샘플의 

모형과 같은 GARCH(1,1)를 가정하여 VaR 를 측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KOSPI, S&P500, FX 자료에서 멀티프랙탈 VaR 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벤치마크 모형들과 비교했다. 5 일 1% VaR 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멀티프랙탈 모형은 Gaussian 모형보다는 보수적으로 

VaR 를 측정했다. t 모형과 GARCH 시뮬레이션 모형이 일부 구간에서 

불안정한 VaR 를 도출한 반면, 멀티프랙탈 모형은 안정적인 

측정결과를 보였다. 예측 오차를 비교했을 때, 멀티프랙탈 모형은 

벤치마크 모형들보다 안정적이고, 낮은 오차를 보였다. 그리고 유의 

수준, α 가 낮을수록 멀티프랙탈 모형의 오차는 낮아졌고, 예측 

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멀티프랙탈 VaR 모형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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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위험을 예측할수록 정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형들과는 다르게 멀티프랙탈 VaR 모형은 주식 

시장 자료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한 원달러 환율 (FX) 

자료에서 오히려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멀티프랙탈 VaR 모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멀티프랙탈 시계열 모형들 중 

가장 간단한 이항 MMAR 모형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MMAR 에서 

확률변수, 𝑀의 확률분포를 변경하거나, MRW, MSM 과 같은 모형을 

가정함으로써 모형을 정교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산형 (discrete) 시간변환 프로세스를 가정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연속형 프로세스를 가정할 경우, 5.1.3 의 계산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VaR 를 예측할 때, 식 (5.8)의 일별 수익률 

분산, σX(Δt)
2를 자료로부터 단순한 역사적 방법으로 추정했다. 이를 

GARCH 모형들과 같은 보다 정교한 변동성 추정 모형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후속 연구로 멀티프랙탈 VaR 모형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위험 

측정 모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Muzy, et al. (2001)와 Pantanella,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여러 자산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스케일 

함수는 단순히 각 자산의 스케일 함수의 가중 합이 아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남을 보였다. 이를 적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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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최근에 금융 시장과 자산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실제 

시장과 이론적 모형의 괴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프랙탈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금융 시계열의 복잡성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금융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멀티프랙탈 VaR (value-at-risk) 모형을 제시했다.  

 멀티프랙탈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 위험을 측정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의 멀티프랙탈 

VaR 모형은 시뮬레이션 오차가 없는 모수적 (parametric)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증 자료는 199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한국 종합주가 지수 

(KOSPI)와 미국 S&P500 주가지수, 원달러 환율 (FX)의 일별 자료를 

사용했다. 

 3 장에서는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포함한 

통계적 특성들을 분석했다. 실제 시장 수익률의 확률분포는 정규 

분포와 비교해 높은 첨도와 두꺼운 꼬리형태를 보였다. 변동성의 

군집현상과 장기기억 현상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주식 시장보다 외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멀티프랙탈 척도, ∆H(1,2) 를 GHE (generalized Hurst exponent) 

방법으로 추정했을 때, KOSPI 와 S&P500 에서는 모두 0.02 수준, 외환 

시장에서는 0.09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시계열의 부분 구간을 

이동시키며 측정했을 때, 멀티프랙탈 척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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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에서 제시한 멀티프랙탈 검정 방법은 GHE (generalized Hurst 

exponent) 추정 방법의 과정을 응용하여 구성했다.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허스트 지수, H(1) 와 

H(2) 의 동일성을 Wilcoxon 순위 합 검정법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검정 모형은 간단한 과정으로 비교적 짧은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을 검정할 수 있다.  

 멀티프랙탈 구간 판별 모형은 전체 시계열에서 부분 구간을 

전진하면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존재를 판단한다. 이 때, 부분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 검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이 특정 단일 

구간, [t, t + ∆] 을 포함하는 n 개의 부분 구간들마다 멀티프랙탈 

검정을 시행하도록 모형을 구성했다. 단일 구간, [t, t + ∆] 에 

멀티프랙탈 특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하는 부분 구간에서도 

멀티프랙탈 특성이 검출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부분 

구간들 중 멀티프랙탈 검정을 기각하는 비율이 임의의 임계값을 

초과하면 단일 구간, [t, t + ∆]을 멀티프랙탈 구간으로 판별했다. 

 구간 판별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의 사후 검정 

방법을 실행했다. 첫 번째는 [표 7]처럼 판별한 각 구간에서 

멀티프랙탈 척도, ∆H(1,2) 와 ∆H(2,3) 에 대한 멀티프랙탈 검정을 

실행했다. 각 멀티프랙탈 구간들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의 존재가 

검증됨으로써 판별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대리자료 샘플들을 발생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했다. 대리자료 샘플에서의 

구간 판별 결과가 원 자료에서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임으로써 

모형이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함을 입증했다.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하여 금융 시장에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한 결과, 주식 시장 (KOSPI 와 S&P500)에서는 각각 6 개의 

멀티프랙탈 구간이, 외환 시장에서는 4 개의 멀티프랙탈 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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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되었다. 멀티프랙탈 구간들의 확률분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첨도와 두꺼운 꼬리형태가 나타났다. 

 실증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멀티프랙탈 검정법이 부족했던 

점41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제시한 멀티프랙탈 구간을 

판별하는 연구 또한 기존의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시계열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은 시간에 따라 존재와 부재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본 연구의 모형은 여러 실증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멀티프랙탈 구간의 경계 부근에서 모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과 멀티프랙탈 구간이 짧게 존재하는 

경우에 판별이 어렵다는 단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에서는 시계열의 멀티프랙탈 특성의 요소들을 분석했다. 우선 

샘플의 크기가 작을수록 멀티프랙탈 특성이 과대 측정되는 경향을 

일컫는 유한 샘플크기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MFDFA (multifractal 

detrended fluctuation analysis) 방법보다 GHE 방법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됨을 보였다. 이는 짧은 길이의 샘플을 

대상으로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할 때는 MFDFA 보다 GHE 방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샘플 확률분포의 꼬리형태가 두꺼울수록 

멀티프랙탈 척도가 크게 측정되었다. 변동성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ARCH 샘플에서도 확률분포의 꼬리형태에 따라 

멀티프랙탈 척도가 증가했지만, 증가량은 자기상관성이 없는 샘플에 

비해 감소했다.  

 실증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 자료에서 나타나는 멀티프랙탈 

특성은 확률분포의 꼬리형태 요소와 변동성의 비선형 자기상관성 

                                           
41 Wendt and Abry (2007), Wend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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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모두 측정되었다. 이 중에서도 전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 변동성의 선형 자기상관성은 멀티프랙탈 특성과 

무관했다.  

 본 연구의 5 장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항 멀티프랙탈 척도와 MMAR 

확률과정을 가정하여 모수적 방법으로 멀티프랙탈 VaR (value-at-risk) 

모형을 설계하였다. Mandelbrot, et al. (1997)에 따르면 멀티프랙탈 

확률과정에서 시간, t 를 특정한 시간변환 과정, θ(t) 로 변환하면 

멀티프랙탈 특성이 제거된다. 본 연구에서는 VaR 예측 기간, τ 에 

대한 시간변환 (time deformation) 과정, θ(τ)의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VaR 를 계산했다. 

 멀티프랙탈 VaR 를 시뮬레이션 샘플과 실증자료에서 예측하고, 이 

결과를 기존의 Gaussian 방법, t 분포 방법, GARCH 시뮬레이션 방법, 

역사적 방법과 비교하였다. 멀티프랙탈 VaR 와 GARCH 방법이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GARCH 방법의 측정 결과가 일부 

구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 멀티프랙탈 VaR 모형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예측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멀티프랙탈 

VaR 는 낮은 신뢰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측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본 연구의 모형이 극단적인 위험을 측정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지님을 의미한다.  

 멀티프랙탈 VaR 모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우선 본 연구의 간단한 가정들을 보다 발전된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역사적 변동성은 GARCH 와 같은 이분산성 시계열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항 MMAR 확률모형은 MRW 

(multifractal random walk) 혹은 MSM (Markov switching multifractal)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정교한 VaR 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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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모형을 개선하여 포트폴리오의 VaR 를 

추정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스케일 지수나 

멀티프랙탈 척도는 포트폴리오에 속한 각 자산의 척도들의 단순한 

가중 합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다 복잡한 형태를 보인다 42 . 때문에 

이에 적합한 VaR 추정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멀티프랙탈 이론에서 시간변환 과정은 단일프랙탈 확률과정과 

멀티프랙탈 확률과정을 서로 연결해준다. 따라서 실제 관찰되는 

멀티프랙탈 시계열에서 시간변환 과정을 추정 가능하면, 시계열을 

브라우니안 운동과 같은 단일프랙탈 과정으로 변환한 후에 분석할 

수 있다. 아직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추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 시장에서 금융 자산 가격은 투자자들간의 거래로 

결정되고,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에 대한 정보나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의사 결정을 한다. 금융 시계열에 나타나는 

통계적 특징이나 현상들은 이러한 외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계열 자체의 움직임만을 고려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멀티프랙탈 특성과 외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 

모형에 적용하는 작업도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부 실증 연구들은 2.4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멀티프랙탈 척도를 금융 시장의 효율성이나 금융 

위험의 척도로 보았다. 이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장들에서 측정한 멀티프랙탈 척도를 비교하거나, 금융 위기 

전후의 멀티프랙탈 척도를 비교함으로써 이를 입증했다. 반면 

이외의 외적 요인들과 멀티프랙탈 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42 Muzy, et al. (2001)와 Pantanella, et al. (2009)의 연구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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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시장 유동성과의 관계,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와의 관계, 개별 

기업 주가의 고유 위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는 

금융 시장에서 멀티프랙탈 특성이 갖는 직관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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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식 (2.9), 르장드르 (Legendre) 변환 

 

식 (2.15)와 같이 정의되는 멀티프랙탈 측도, 𝜇k(t)의 홀더 (Hölder) 

지수와 멀티프랙탈 스펫트럼은 식 (2.5)에따라 아래와 동일하다. 이 

때, 𝑉𝑖는 − log𝑏 𝑀𝜂1
𝑀𝜂1𝜂2

⋯ 𝑀𝜂1⋯𝜂𝑖
로 정의된다.  

αk(t𝑖) = log 𝜇k(t𝑖) log τ⁄   (A.1) 

αk =
1

k
∑ 𝑉𝑖

k
𝑖=1    (A.2) 

만약 {𝑉k} 가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 (iid) 가정을 만족하면, k 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𝑉1 보다 큰 모든 상수, 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크래머 이론 (Cramer’s theorem)43이 성립한다.  

1

k
log ℙ{

1

k
∑ 𝑉𝑖

k
𝑖=1 >  𝛼} → inf𝑞(log 𝔼[𝑒𝑞(𝛼−𝑉1)])  (A.3) 

크래머 이론에 위의 홀더 지수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1

k
log𝑏 ℙ{αk >  𝛼} → inf𝑄(log𝑏 𝔼[𝑒𝑄(𝛼+log𝑏 𝑀𝜂1)])  (A.4) 

1

k
log ℙ{αk >  𝛼} = inf𝑞(log𝑏{𝑒𝛼𝑄𝔼[𝑒𝑄 log𝑏 𝑀]})  (A.4) 

이 때, 𝑞 = 𝑄 log 𝑏⁄ 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1

k
log ℙ{αk >  𝛼} = inf𝑞(log𝑏{𝑒𝛼𝑞 log 𝑏𝔼[𝑒𝑞 log 𝑏 log𝑏 𝑀]}) (A.5) 

1

k
log ℙ{αk >  𝛼} = inf𝑞(𝛼𝑞 + log𝑏𝔼[𝑀𝑞])   (A.5) 

1

k
log ℙ{αk >  𝛼} = inf𝑞(𝛼𝑞 − ζθ(q))   (A.5) 

                                           
43 이에 대한 증명은 Billingsley, P (1979) “Probability and Measure”, John Wiley and 

Sons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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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등호는 멀티프랙탈 측도가 표준 조건을 만족할 때, 식 

(2.18)에 의해 성립한다. 

식 (2.6)의 멀티프랙탈 스펙트럼은 아래와 동일하다. 

𝑓(α) = lim
k→∞

1

k
log𝑏 𝑁k(α)  (A.6) 

𝑁k(α) 는 α 와 α + ∆  사이에 존재하는 αk 의 개수를 의미하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lim
k→∞

ℙ{𝛼 < αk ≤ 𝛼 + ∆} = lim
k→∞

 𝑁k(α) 𝑏k⁄   (A.7) 

lim
k→∞

1

k
log𝑏ℙ{𝛼 < αk ≤ 𝛼 + ∆} = 𝑓(α) − 1  (A.8) 

이에 따라 식 (2.9)의 르장드르 변환이 성립한다. 

 

 

부록 2. 방정식 (5.8)의 해의 존재 조건 

 

 식 (5.8)의 우변을 g(m0)라고 하자. qc ≡ 1 H⁄ 로 정의되고, 0 < m0 <

1 2⁄ 이므로, 0 < q < qc일 경우, 다음 식들이 성립한다. 

𝑔(0) = 1     (A.9) 

𝑔(1 2⁄ ) = 21−𝐻𝑞 > 1    (A.10) 

𝑑𝑔(m0)

𝑑m0
= Hq{m0

Hq−1 + (1 − m0)Hq−1} > 0  (A.11) 

즉, g(m0) 는 범위 0 < m0 < 1 2⁄ 에서 1 부터 21−𝐻𝑞 까지 단순 

증가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방정식 (5.8)의 해가 존재하려면, 좌변의 

상수항, 21−ζX(q)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 21−ζX(q) < 21−𝐻𝑞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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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 − ζX(q) < 1 − 𝐻𝑞   (A.13) 

Hq < ζX(q) < 1    (A.14) 

따라서 0 < q < qc에서 ζX(q)을 추정한 값이 위의 조건을 만족할 때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q > qc 일 경우에는 Hq >

1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𝑔(1 2⁄ ) = 21−Hq < 1   (A.15) 

𝑑𝑔(𝑚0)

𝑑𝑚0
< 0    (A.16) 

즉, g(m0) 는 범위 0 < m0 < 1 2⁄ 에서 단순 감소하는 함수이고, 

방정식 해의 존재 조건은 다음과 같다. 

21−𝐻𝑞 < 21−ζX(q) < 1   (A.17) 

1 < ζX(q) < Hq    (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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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inancial time series, there are various stylized facts that is hard to 

explain with traditional models. Heavy tail and asymmetry can be 

observed in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return. Volatility’s 

heteroskedasticity, clustering and long memory are shown in real 

financial time series. The major concern of this research, multifractality 

is one of tho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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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structure of financial assets becomes increasingly sophisticated, 

there are many studies t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theoretical 

models and practices. The researches that analyze complexity of time-

series by understanding multifractal structure are in the same context.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d the multifractal property of real financial 

time-series and introduced a model to measure financial risk in real 

market.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multifractal property in daily KOSPI, 

S&P500 and foreign exchange rate (USD/KRW) data from 1990 to 2012. 

In those practical data, features of multifractality were not consistent and 

were changed over time.  

 

Since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characteristics of 

multifractal time-series and characteristics of monofractal time-series, 

distinguish regime that have multifractal property is necessary in 

practical data. Therefore, this dissertation suggested a method that 

detects multifractal regime. By using thi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multifractal regimes commonly have a return distribution with heavy tail 

and high kurtosis.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analyzed relativeness between the 

multifractal property of time-series and other stylized facts such as tail 

thickness of probability distribution or autocorrelation property of 

volatility. This research showed that characteristics of multifractalit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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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by existence of tail thickness and a nonlinear autocorrelation 

component of volatility. In Korean stock market, tail thickness is a major 

component that influence multifractality. Linear autocorrelation 

component, however, was irrelevant to the multifractal property.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ed a value-at-risk (VaR) model using 

multifractal characteristics. Unlike most of multifractal researches that 

estimates VaR with simulation method, this multifractal VaR is using a 

parametric method; so it does not need to consider a simulation error. 

The results of multifractal VaR were more stable and accurate compared 

to results of benchmark models that used simulation and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forecasting performance of multifractal model was 

increased as the significant level of VaR was decrease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multifractal VaR is appropriate for measuring extreme 

financial risk.  

 

 

Keywords : multifractality, scaling analysis, regime detecting model, 

financial risk, MMAR, value-at-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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