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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계열분석기법: 이론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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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Ⅰ
소득수준의 향상 개방화와 정보화 등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제반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손쉽고 많이 접하기를 공공.
부문에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수요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이 또한 첨단.
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정책들이 수립, , .
되고 집행되어 왔지만 갈수록 행정서비스 수요자들의 불만의 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공.
공정책이란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나 적어도 정부가 인정한 정책이다 즉 필요한 재원. ,
을 정부가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야만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정책들이 언제나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는 것은 아니

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
잘못된 결과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공공정책의 평가,
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행하는 제반 사업의 실적 및 효과를 평가하여 목표의 달. ,
성정도를 알 수 있고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 모색과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정된 재원으로 수요수준의 팽창에. ,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일련의 과정을 예측 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자료를 근. ( ) ,豫測

거로 하여 미래에 발생할 사건의 예견을 뜻한다 예컨대 기상청에서 과거의 기상자료를. ,
토대로 일기를 예보하거나 증권분석사가 기존의 증권자료로 증권시장의 흐름을 예견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국가 기획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
한 예측은 꼭 필요하다 분석 예측 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시계열분. ( )
석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해 보고자한다.

의. 時系列分析 意義Ⅱ
정책집행의 효과 등 우리의 관심사항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단순

한 형태의 분석방법으로서 시계열분석방법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time series analysis) .
이 방법은 과거의 변화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사항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때 시간 변화에 따른 그 행태의 변화 또는 생산성의 변화.
등을 파악하여 현실진단 및 미래예측에 사용한다.
시계열 분석이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말한다 시계열 자료란 우리가 분.
석하고자 하는 조사대상의 자료값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 ,
정기간 내에 연속된 시점들을 통하여 관측되고 측정된 일련의 과거자료들을 일컫는다.
환율의 변동 실업률 매출액 주식종합지수 등에 관한 것들은 모두 시계열 자료가 될 수, , ,
있다.
시계열 분석방법은 과거에 발생된 사건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은 실제 시계열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반. ,
하며 시계열 자료의 이용기간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시계열 자료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나 적절하지 못한 시간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결과해석에 오

류를 초래할 수 있다 음주운전 규제법령과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대략 몇 개월간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그,
영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어 기존의 추세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됨을 지적한

다 여기서 만약 분석의 시간대를 년 정도로 잡고 월별분석을 하였다면 음주운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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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

하게 된다 또한 규제법령 제정 과정에 있어 언론의 관심의 증폭에 따라 사람들이 법안. ,
자체의 효과 이상으로 반응한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규제법령의 엄격성만을 원인으로

삼는 것 역시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

의. 時系列分析方法 分類Ⅲ
일반적으로 분석방법 예측방법 은 계량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 : forecasting method)
방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계량적 접근방법에는 시계열 분석방법과 인과형 분석방법이.
있다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예측법 등은 전형적인 시계열 분석방법이다 인과형. , , .
분석 방법은 예측하려고 하는 시계열에 관련된 사실이나 변수의 과거 자료를 분석함으로

써 시계열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정 상품의 매출액은 광고비 상품의 품질. , , ,
경쟁사의 가격정책 등과 같은 자료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다 회귀분석이 인과형 예.
측방법에 속한다 질적 접근방법은 주관적 판단을 분석에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전문가.
의 개인적 견해나 판단 등이 분석에 사용된다 델파이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Delphi) .
시계열 분석방법은 시계열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분석방법의 선택은.
주어진 자료의 형태 분석의 용이성 분석자료 해석의 이해 정도에 따라 주의 깊게 선택, ,
되어야 한다.

의. 時系列變動 構造Ⅳ
시계열은 몇 가지 변동성분 으로 구성된다 즉 시계열 분석은(variation component) . ,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영향 즉 추세변동 장기변동 계절변동 주기변동 순환변동 경기, ( ), ( ), (
변동 불규칙변동 잔차변동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세변동 이란 조사), ( ) . (secular trend)
하고자 하는 모든 기간을 통하여 일정한 변동 모양을 나타내면서 진행되는 시계열의 특

성을 말한다 추세변동은 어느 변동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장기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
즉 인구변동 물가수준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계절변동 이란 일, , . (seasonal variations)
정한 시간의 간격에 따라 규칙적인 주기로 나타나는 변동을 말한다 계절적이라는 뜻은.
년 동안의 계절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주기적인 성격을 띤 변동과 그 반복 주기1
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변동도 포함하고 있다 계절변동은 기후조건 휴일 사. , ,
람의 습성 등과 같은 계절적 또는 기타 주기적인 요인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가령 부패. ,
성이 있는 농산물가격은 그 계절의 초기에는 매우 높고 절정기에 달했을 때는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다시 등귀하는 계절적 변동을 나타낸다 순환, .
변동 이란 운동의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운(cyclical fluctuations)
동을 뜻한다 이 변동은 계절변동에 비해 주기성이 적으나 규칙성이 큰 순환변동을 가.
진다 경기활동에 의한 침체 불황 와 번영 호황 의 순환적인 주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 ) ( ) .
불규칙변동 이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모양으로 나타나는(irregular fluctuations)
변동을 말한다 불규칙 변동은 예상할 수 없는 원인 즉 전쟁 홍수 화재 지진 혹은 정. , , , ,
치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계열의 불규칙변동은 추세변.
동 계절변동 순환변동 등에 의하여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다, , .
대부분의 시계열은 한정된 추세변동을 나타내며 이 추세변동에는 계절변동 순환변동, ,
및 불규칙변동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일종의 혼합된 계열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계열의 변화를 이들의 변동요소로 분해한다는 것은 시계열변화에 대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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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시계열변동에 관한 분석방법은. ,
이들의 변동요인의 상호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제로 될 것이다.

의. 時系列模型 構成Ⅴ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는 앞에서 논한 다양한 변동성분들 중 하나 둘 또는 셋이 동, ,
시에 모여 구성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동들이 합쳐서 관측되므로 이들을 완벽하게.
따로 분리시킬 수 없으나 시계열은 불규칙 변동성분들에 관한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그래프를 관찰하거나 이론적인.
분석으로 이를 분리시킴으로써 변동의 원인을 알아내고 예측에 도움을 주도록 할 수 있

다.

의. 時系列分析方法 種類Ⅵ
불규칙 변동은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 변동이어서 시계열분석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 예(
측 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불규칙 변동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완만화 방법) .

이 있다(smoothing techniques) .

이동평균법(1). (moving average)

이동평균법은 연속적으로 놓인 일정수의 측정치들의 평균을 취하여 완만하게 곡선으

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동평균값은 몇 기간의 평균값이므로 실제 시계열에서 계절적 순. ,
환적 그리고 불규칙적인 변동이 평활 됨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시계열의 가, (smoothing) .
장 최근 자료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 이것을 다음 기간의 예측에 사용한다.

이동평균값 = ∑( 최근n개의측정자료)n 단( , n은 측정자료의 수)

가령, n이 이라고 하고 시계열 자료를3 (y1, y2, , y… t-1, yt, yt+1, , y… n)로 나타낼 때 처음

개의 이동평균은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3 .

이동평균값(y1 y～ 3) = y1 + y2 + y33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해서 이동평균값을 구해보았다. 사례참조 단 수치는 변경( , )經營科學論

세기상사는 세탁기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전제품 대리점이다 이 대리점은 동아전자.
주 로부터 세탁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상품주문서를 발행할 때부터 납품까지 약 개월의( ) 1
기간이 소요된다 이 개월의 납품소요기간은 다음달의 고객수요를 예측하는 데 매우. 1
중요하다 이 대리점의 지난 개월 동안의 월별매출은 아래와 같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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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대( : )

이동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평균값에 몇 개의 매출자료를 포함시키는가를 결정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 기간 분의 자료를 포함시킨다 아래 표에서 개월과 개. 3 5 . 3 5～
월 이동평균값을 구해보았다. 소수점 이하 반올림( )

가중 이동평균법(2). (weighted moving average)

이동평균법이 시계열에서의 변동에 대한 영향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오므

로 예측하려는 시간에 가까운 자료일수록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가중

이동평균법이다 위의 사례의 월 매출량 예측에서 가장 최근의 매출량에 의 가중치를. 4 3
주고 그 전달에 의 가중치를 두 달 전의 매출량에 의 가중치를 준다고 하면 개월 가, 2 , 1 3
중 이동평균법에 의한 월 예상 매출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4 .

가중 이동평균값 월 월(1 3 ) =～ 3( 1, 835) +2( 1, 850) +1( 1, 810)6 = 1,835.83

지수평활법(3). (exponential smoothing)

현재의 이동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다음 기간의 시계열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예측에 가까운 자료일수록 가중치를 더 주게되어 가장 최근의 변동이 가장 크게 반영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에 의한다 앞에서 논한 가중 이동평균법과 유사하여 일부.
통계학자들은 지수평활법을 가중 이동평균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수평활법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t = αAt-1+(1- α)Ft-1

월 매 출

1 1,810
2 1,850
3 1,835
4 1,920
5 1,820
6 2,100
7 1,975
8 2,070
9 2,200
10 2,150
11 2,255
12 2,185

월 실제 매출
예상매출

개월 이동평균값3 개월 이동평균값5
1 1,810
2 1,850
3 1,835
4 1,920 1,832
5 1,820 1,868
6 2,100 1,858 1,847
7 1,975 1,947 1,905
8 2,070 1,965 1,930
9 2,200 2,048 1,977
10 2,150 2,082 2,033
11 2,255 2,140 2,099
12 2,185 2,201 2,130
13 ― 2,197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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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기간의 시계열 예측값= t Ft-1 기간의 시계열 예측값= (t-1)
At-1 기간의 실제 시계열값= (t-1) α 평활상수= ( 0≤α≤1)

여기서 평활상수는 바로 기존의 실제값에 주어진 가중치를 나타낸다, .
위의 세기상사 사례에서 평활상수를 로 놓고 지수평활 예측값을 구해보았다0.3, 0.5 .

월 실제 매출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값

α = 0.3 α = 0.5
1 1,810 ― ―
2 1,850 1,810 1,810
3 1,835 1,822 1,830
4 1,920 1,826 1,833
5 1,820 1,854 1,876
6 2,100 1,844 1,848
7 1,975 1,921 1,974
8 2,070 1,937 1,975
9 2,200 1,977 2,022
10 2,150 2,044 2,111
11 2,255 2,076 2,130
12 2,185 2,129 2,193
13 ― 2,146 2,189

추세예측(4). (trend projections)
시계열 자료에 대한 추세선을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추정하는 예측방법이다 추세예.
측의 종류로는 가장 기본적인 선형 추세예측법과 포물선형 지수형 로지스틱형 등이 있, ,
다 선형추세예측방법에 따른 추세선은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 ‸Y = a+bX 종속변수의 예측값Y =
독립변수의 값X =
절편a = Y

추세선 최소자승선 의 기울기b = ( )
통계적 추세선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최소자승법인데 이 최소자승법은 실제매출량의,
점들을 최소의 오차로 통과하는 추세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기상사의 사례에 의.
하면 시간과 매출량의 두 변수의 관계에 따른 추세선을 구할 수 있다.

맺음말.Ⅶ
현재와 같이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

획정책을 펴는 정부는 생존할 수 없다 정책집행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의 획득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은 정보는 체계적인 정책분

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주어진 자료의 형태에 따라 분석방법도 여러 가지 이지.
만 분석하고자 하는 조사대상의 자료값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표시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는 시계열분석방법은 시계열의 구성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느리게 변동할 때

효과적인 예측방법이고 특히 시계열을 각 구성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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