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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est in fruit and vegetables has increased due to changes in consumer consumption 
patterns, socioeconomic status, and family structure. This study deter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mand for fruit and vegetables (strawberries, paprika, tomatoes and cherry 
tomatoes) using a panel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usehold-level purchases 
from 2010 to 2018 and compared the ability to the prediction performance.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as constructed, linking household characteristics with final food 
expenditure. Compar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the results 
of the panel model showed that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ccurately predicted the pattern 
of the consumer panel data rather than the fixed effect model. In addition, the prediction 
for strawberries was found to be heavily affected by the number of families, retail places 
and income, while the prediction for paprika was largely affected by income, age and retail 
conditions. In the case of the prediction for tomatoes, they were greatly affected by age, 
income and place of purchase, and the prediction for cherry tomatoes was found to be 
affected by age, number of families and retail conditions. Therefore, a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consumer consumption pattern was possible through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hich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decision making.

Keywords: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fixed effect model, forecasting, fruits 
and vegetables, household panel

Introduction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과채류 역시 시장 개방 및 기후 변화에 따라 국내 시장에 공급
되는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원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최근 스마트팜 
확산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과채류 공급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1인 가구 비율 증가, 더욱 심화되는 저출산·고
령화 사회, 소득 구조 변화 등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농식품에 대한 소비구
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친환경 및 유기농 농산물 등 농식품의 안전성과 건강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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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편리성과 다양성 추구 등 소비자들의 선호 역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월
별 과일 지출액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1990년 9,199원에서 2018년에는 17,749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동일한 기간 동안 곡물에 대한 소비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보아 한국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소비 
성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ark and Kwon, 2020). 과일 및 과채류 중에서도 과거 대비 사과, 감귤, 딸기, 
바나나에 대한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포도, 감, 참외, 수박은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과일 품목 내
에서도 소비 트랜드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Park et al., 2017).
이처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과일 및 과채류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소비
지출액이나 그러한 소비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분석 대상 과일이나 과채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과 수요의 계절성을 고려하였다. Lee and Choi (1999)1)은 통계
청의 「도시가계조사」의 월별 지출액 자료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과일류 및 과채류를 소비시기를 계절
별로 구분한 후 선형화된 준이상수요체계(LA/AIDS)모형을 이용하여 수요모형을 추정하였다. Noh et al. (2012)는 
수입산 과일과 국내산 과일의 경합 시기를 고려하여 과일 수요체계를 로테르담 모형을 이용하여 자체 및 교차 가
격과 지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 외에도 Kim et al. (2015), Kim et al. (2016)는 각 계절 더미 변수와 주기함수를 추
가한 모형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주요 과일에 대한 수요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과일이나 과채류가 갖는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품목과 기간으로 자료를 절단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반면, 각 소비자나 가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과일 및 과채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서 소비자 패널을 이용한 수요 분석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un and Chang (2019)은 2010 - 2017
년 동안 구축된 농촌진흥청의 불균형 소비자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형 준이상수요체계(QUAIDS) 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ark and Kwon (2020)은 농촌진흥청의 650가구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중 2017년 1월부
터 2018년 11월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 변수의 내생성과 집계 상의 오류 가능성을 반영한 MDCEV모형을 이용한 농
식품의 소비 트랜드 변화에 따른 과일류에 대한 소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대부분의 과일 및 과채류 소비분석 연
구들은 수요시스템 모형을 활용하여 소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품목의 제철에 소비
가 이루어지며, 제철의 경우의 소비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역시 기존연구들처럼 소비자 패널 자료를 이용해 가구별 특성이 과채류 소비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방법에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기존 연구들은 수요체계 
방정식 추정을 통해 가구 특성이 소비지출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컴퓨터의 자료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최근 들어 빅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형을 이용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신경망 모형은 다른 모형에 비해 분
석에 필요한 가정이 적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용자료들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많
이 시도되었다(Terzi, 2007; Pao, 2008; Kaya et al., 2012; Cho and Byeon, 2015; Galeshchuk, 2016; Byeon, 2017; Lee and 
Yang, 2017; Jeong, 2018, Le et al., 2018; Le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소비자패널자료를 이용해 주요 시설 과채류(딸기, 토마토, 파프리카)에 대해 패널
모형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소비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
로 두 모형의 특정 조건의 구매 형태를 예측하여 실제 구입액을 비교함으로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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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nd Methods

분석모형

본 연구는 인공신경망 모형의 우리나라 가구의 과채류 구매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구매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패널모형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소비자 패널 자료
를 분석하였다. 패널 자료를 일반 회귀모형 방법으로 추정하게 되면, 변수 사이의 내생성 문제(endogenous problem)로 
인하여 과대추정(over-estimated)이 될 수 있다(Bell and Jones, 2015).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오차항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추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시행한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H0)는 �상수항과 설명변수는 상관관계가 없음(Cov(Xi, tn,μt) = 0)�이며,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경우 확률효과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Min and Choi, 2010; Zhu et al., 2015).
먼저 소비자 가구 패널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구의 과채류 구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
는 것이므로 식(1)과 같이 시간을 고려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식(1)의 Yi, t은 각 패널의 특정 시점의 과채류 구입액을 의미하며, Xi, t, n는 계절, 구입처, 소득 등 패널의 구입액에 
미치는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μi은 관찰되지 않는 시간 불변 오차항을 의미하며, εi, t는 순수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
러한 패널 모형에서는 오차항과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회귀분석 OLS (ordinary least 
square)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추정하면, 편의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횡단면 자료에서 내생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모형의 관측되지 않는 변수 μi를 
제거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μi를 확률변수가 아닌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여 추정한다.

           (2)

           (3)

식(2)는 식(1)을 변형한 식이며, (βo + μi)는 패널 개체별로 달라진다. 식(3)는 는 를 의미하며, 이는 
패널의 구입액을 각 시점의 전체 평균 구입액을 빼준 금액을 의미하며, 는 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여 사
용한다. 식(3)는 기존의 방정식에서 내생성 문제를 내포하는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속성 μi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
서 βn의 고정효과 추정 계수는 εi, t이 모든 시점에서 각각의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불편추정량의 성질을 갖는
다.
고정효과모형과 비교하는 인공신경망 모형은 인간의 두뇌에서 착안하여, 수학적으로 모방하여 고안한 방법으
로 최근 컴퓨터 성능 향상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모형이다. 인공신
경망은 입력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는 데이터 마이닝 모델링 기
법으로,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자료에서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선형적 모형(nonlinear models)이
다. 인공신경망은 기존의 전통적인 계량 분석과 달리 자유도(degree of freedom)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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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인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을 이용한 다층 퍼셉트론 모형(multilayer perceptron)을 이용하였다. 다층 퍼셉트론 모형은 입력층(input layer), 은닉
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로 구성되어 있다2). 각각의 층은 세포와 같은 노드(node)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층을 통해 입력된 정보(x1, t, x2, t, x3, t, …, xp, t)는 아래와 같은 식(4), (5)에 따라 계산 후 출력층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4)

           (5)

식(4)는 은닉층을 의미하며, 입력된 정보는 활성화 함수3)(Φ)에 의해 계산되어 출력층으로 전달할 중간값
(h1, t, h2, t, …, hq, t)이 된다. 식(4)에서 계산된 중간값은 또 다른 활성화 함수(Ψ)에 의해 가공되어 인공신경망에 의한 
예측값 ot를 도출한다. 이때 각 식의 ωih와 ωho는 일반적 회귀모형의 추정된 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중치를 의
미하며, 입력층과 은닉층의 정보는 각각 하나의 노드를 형성한다(Lee and Yang, 2017).
신경망 중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은 반복 과정에서 손실함수를 통해 계산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사 하
강법(gradient-descent method)�을 이용한다. 손실함수는 인공신경망 학습의 기준이 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실
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가 있다(식(6)).

           (6)

식(6)의 N은 예측한 수를 의미하며, 는 인공신경망을 통해 예측한 값을 의미한다. 또한 vt는 실제값으로 MSE
는 오차 제곱의 평균이다.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MSE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수정하여 반복 추정하여 정
확도를 높이게 된다. 반복 추정을 실시할 때, 학습률(learning rate)를 통하여 과거의 오류를 반영하는데, 학습률은 
이전의 오류 중 실제 오차 수정에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공신경망 모형은 전체 분석자료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예측과 검증을 진행한다. 전체 분석자료의 일부를 이용
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킨 후, 나머지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한다. 전자에 
이용하는 자료를 학습 집합(training set), 후자에 이용되는 자료를 검증 집합(validation set)이라고 하며, 각각을 7 : 3 
혹은 8 : 2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im and Won; 2018, Yu and Li; 2018).
학습을 마친 모형에 대한 정확도는 검증 집합의 자료를 이용하여 손실함수와 동일한 MSE를 이용하여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값을 계산한다. 이때 MSE가 낮을수록 정확한 예측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분석모형 
간의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Diebold and Mariano (1991)에 의해 고안된 DM 검정을 통해 실
시하였다. DM검정의 귀무가설(Ho)은 �두 모형의 예측력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식(7)).

           (7)
           (8)

           (9)

식(8)의 dt는 모형 간 손실함수의 차이를 의미하며, 식(9)의 는 dt의 평균을 의미한다. 모형 사이의 손실 함수 
차이(dt)의 분산( )은 다음의 식(10)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10)의 분산에서 추정된 DM 통계량은 식(11)과 같이 
나타낸다(Diebold and Mariano, 1991). 식(10)의 γk는 모형의 손실 함수의 차이 dt의 k기 시차 간의 자기공분산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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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추정된 를 이용하여 식(11)의 DM검정의 통계량을 추정할 수 있다.

         (10)

         (11)

본 연구에서 소비자 패널의 주요 시설 과채류의 구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구매 예측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
공신경망의 각 층의 노드 수, 은닉층의 수, 데이터 표준화 방식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입력층과 출
력층의 노드 수는 각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의 수로 구성한다. 입력 노드의 수는 계절, 구매처 등 가구의 과채류 구
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하였으며, 출력변수는 예측하고자 하는 구입액으로 하였다. 은닉층의 노드는 시행
착오를 통해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경우를 예측모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Yun et al., 2016; Lee and Yang, 
2017). 또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예측할 경우 출력변수 자료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시켰을 때 예측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식(12)과 같이 구입액을 표준화하여 예측을 실시하였다(Moon et 
al., 2008; Yun et al., 2016; Kim and Won, 2018; Yu and Li, 2018).

         (12)

식(12)의 zn는 표준화된 구입액을 의미하며, xn는 1회 구입액을 의미한다. 표준화 방법은 1회 구입액과 1회 구입
액의 최솟값의 차를 1회 구입액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분석자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구의 딸기, 토마토(완숙/방울), 파프리카 등 과채류의 구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소비지
출액에 대한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중 2010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일별 자료를 이용하였다4).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는 상품명, 구입처, 구입액, 중량, 브랜
드, 원산지, 구입 시 결제 수단 등 구매행위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의 나이, 직업, 거주지, 가족 구성원의 정보 등 인
구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10년 조사 초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나, 2018년 기준 전국 1,64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는 불균형
(unbalanced) 패널 자료의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패널 가구의 과채류 구매 결정요인 분석과 특정 조건에서 가구의 1회 구입액 예측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사된 소비자 패널의 1회 구입액을 사용하였다. 조사된 품목 구입액은 이상치(outlier)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 2단계를 통해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먼저 Tukey (1977) 방법을 통해 이상치를 제거한 후, 품목별 최소 단위 금액 
이하를 제거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였다5).
가구의 과채류 구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계절, 구매 지역, 구입처 등 구매 행위에 대한 변수와 주 구입원의 
연령, 가족 구성원 수, 직업(전업주부/취업주부),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 그리고 패널이 농·식품 구매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비용, 품질, 원산지, 안전성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 결정요인에 대한 변수로써 사용하였다. 
과채류 구매행위에 대한 변수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농식품 구매 시 구매 고려요인(비용, 품질, 원산지, 안전성) 변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네 변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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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각 품목별 1회 구매행위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Table 1, 2와 같다. 1회 구매행위에서 구입액은 완
숙토마토, 딸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순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가격의 편차는 완숙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
기, 파프리카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계절 딸기는 봄(3 - 5월)과 겨울(12 - 1월)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
으며, 완숙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는 봄(3 - 5월)과 여름(6 - 9월)에 주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주 구입원의 연령, 가족구성원수, 직업(전업주부/취업주부), 소득계층은 가구 특성 변수로 반
영하였다.

Table 1. Summary statistics of expenditure prices and demographics for strawberry and paprika.

Items
Strawberry Paprika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Purchase 7,224.568 2,673.278 2,797.726 1,282.259
Season

Spring (Mar. - May.) 0.535 0.499 0.332 0.471
Summer (Jun. - Aug.) 0.017 0.130 0.307 0.461
Fall (Sep. - Nov.) 0.020 0.141 0.174 0.379
Winter (Dec. - Feb.) 0.428 0.495 0.187 0.390

Purchase region
Metropolitan 0.730 0.444 0.953 0.212
Megalopolitan 0.108 0.311 0.004 0.064
Etc. 0.162 0.369 0.043 0.203

Purchase place
Supermarket 0.127 0.333 0.239 0.426
Traditional market 0.183 0.387 0.100 0.301
Corporate supermarket 0.327 0.469 0.597 0.491
Small market 0.191 0.393 0.000 0.016
Specialty store 0.071 0.256 0.041 0.198
Non-store sales 0.055 0.228 0.009 0.097
Department store 0.011 0.102 0.011 0.106
Etc. 0.036 0.185 0.002 0.049

Age
Under 30s 0.187 0.390 0.053 0.224
40s 0.367 0.482 0.152 0.359
50s 0.300 0.458 0.174 0.379
Over 60s 0.146 0.353 0.301 0.459

Family
1 person 0.062 0.242 0.321 0.467
2 people 0.140 0.347 0.025 0.157
3 people 0.258 0.437 0.155 0.362
4 people 0.418 0.493 0.297 0.457
5 people 0.093 0.291 0.423 0.494
Over 6 people 0.029 0.168 0.069 0.253

Housewife/working housewife 0.507 0.500 0.032 0.175
Income level

1st quartile 0.289 0.454 0.063 0.243
2nd quartile 0.195 0.396 0.332 0.471
3rd quartile 0.166 0.372 0.410 0.492
Quartile 0.206 0.404 0.195 0.396
Quintile 0.143 0.350 0.437 0.496

Purchase consideration factor
Cost 0.280 0.153 0.267 0.134
Quality 0.289 0.123 0.294 0.122
Country 0.216 0.130 0.213 0.116
Stability 0.216 0.114 0.2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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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는 두 모형 사이의 예측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구
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공신경망 모형의 예측 학습을 위한 자료(training set)과 실제 예측과 비교하는 검증 
자료(test set)를 8 : 2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의 통일성을 위하여 패널 회귀분석 역시 요인분석 자료와 예측 
검증 자료를 8 : 2로 분할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of expenditure prices and demographics for tomato and cherrytomato.

Items
Tomato Cherrytomato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Purchase 7,677.648 6,320.766 5,928.573 3,675.583
Season

Spring (Mar. - May.) 0.404 0.491 0.429 0.495
Summer (Jun. - Aug.) 0.382 0.486 0.360 0.480
Fall (Sep. - Nov.) 0.122 0.328 0.104 0.305
Winter (Dec. - Feb.) 0.092 0.289 0.106 0.308

Purchase region
Metropolitan 0.106 0.308 0.797 0.402
Megalopolitan 0.182 0.386 0.125 0.331
Etc. 0.324 0.468 0.078 0.268

Purchase place
Supermarket 0.144 0.351 0.194 0.396
Traditional market 0.064 0.246 0.141 0.348
Corporate supermarket 0.096 0.294 0.380 0.486
Small market 0.007 0.086 0.170 0.376
Specialty store 0.076 0.265 0.071 0.257
Non-store sales 0.642 0.479 0.009 0.093
Department store 0.289 0.453 0.010 0.100
Etc. 0.069 0.254 0.024 0.154

Age
Under 30s 0.267 0.442 0.178 0.382
40s 0.422 0.494 0.399 0.490
50s 0.242 0.428 0.293 0.455
Over 60s 0.069 0.254 0.130 0.336

Family
1 person 0.028 0.166 0.055 0.229
2 people 0.210 0.407 0.130 0.336
3 people 0.073 0.260 0.237 0.425
4 people 0.307 0.461 0.454 0.498
5 people 0.376 0.485 0.096 0.295
Over 6 people 0.006 0.076 0.019 0.137

Housewife/working housewife 0.629 0.483 0.512 0.500
Income level

1st quartile 0.224 0.417 0.265 0.441
2nd quartile 0.197 0.398 0.197 0.398
3rd quartile 0.300 0.458 0.170 0.376
Quartile 0.062 0.241 0.227 0.419
Quintile 0.216 0.412 0.141 0.348

Purchase consideration factor
Cost 0.249 0.092 0.272 0.149
Quality 0.295 0.122 0.288 0.121
Country 0.230 0.131 0.220 0.133
Stability 0.226 0.084 0.2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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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모형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인공신경망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반복횟
수(epoch)는 최대 1,000으로 하였고,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1로 설정하였다. Fig. 1은 딸기의 인공신경망 모형을 
표현한 것으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품목의 인공신경망 모형 은닉층 노드는 딸기 30개, 파프리카 24개, 완숙 
토마토 32개, 방울토마토 31개로 구성하였다.

Fig. 1. Stru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for strawberry. O1, output node; B1-B2, bias node; H1-30, hidden node; 
I1-29, input node.

인공신경망의 경우 판별함수가 비선형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선형적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Garson (1991)은 가중치 분할법(weight partitioning 
method)을 제안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of contribution factor)로 평가
할 수 있게 되었다. Garson (1991)의 가중치 분할법은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ωih)와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
의 가중치(ωho)를 곱하여 절댓값을 취하여 Xij값을 구한다(식(13)).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Yij과 Si값을 식(14) 
- (16)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식(16)의 Zi값을 통해 
독립변수가 설명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각 품목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딸기, 완숙 토마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에 대한 인공신경망 모형을 통해 분석한 
상대적 중요도(Zi)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딸기의 경우, 가족 수의 상대적 중요도가 27.39%로 가구의 딸기 구입액
에 가장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입처와 소득수준이 10 - 14%대의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완숙토마토의 경우 주 구입원의 연령과 구입처, 구매 지역이 가구의 완숙토마토 구입액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품질, 원산지, 안전성과 같은 구매 고려요소로 판단했
던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연령대, 구입처, 가족수가 방울토마토 구입
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득, 지역, 가격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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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ve importance of independent variable (Zi, %).
Items Strawberry Paprika Tomato Cherrytomato
Season 8.42 12.98 10.25 4.15
Purchase region 6.11 1.04 13.22 10.00
Purchase place 14.82 13.79 14.20 13.13
Age 8.29 17.58 14.35 13.56
Family 27.39 10.85 9.15 13.09
Housewife 4.26 7.03 8.60 4.11
Income level 10.07 17.94 12.96 10.44
Cost 4.68 4.90 4.30 7.64
Quality 5.82 5.61 5.00 5.83
Country 4.97 4.03 3.77 8.77
Stability 5.18 4.24 3.79 9.29

파프리카는 소득과 연령의 중요도가 각각 17.94%와 17.58%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
처, 계절, 가족구성원수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회귀분석 모형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있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가운데 어느 것이 
사용하는 자료 분석에 적합한지 판정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4는 하우스만 검
정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딸기,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모든 품목에서 귀무가설(H0)을 기각하여, 확
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로 추정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 Result of Hausman test.
Items x2 statistics p-value
Strawberry 154.75 0
Paprika 48.91 0.009 
Tomato 91.25 0
Cherrytomato 50.01 0.005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과채류 구매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품목별로 Table 5와 Table 6으로 나타났다. 우
선 Table 5의 딸기는 계절, 구입처, 연령에 관한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지역, 가족구
성원수, 소득계층에서는 일부 설명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딸기는 봄에 비해 여름에 구
입액이 감소하고, 가을과 겨울에 구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을에는 봄에 비해 구입액이 증가하
는 요인으로는 전체 패널의 구입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딸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구입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처의 경우 대형마트
가 백화점을 제외한 다른 소매업태보다 구입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낮은 구입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프리카의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계절과 일부 지역 및 소매업태, 일부 연령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파
프리카의 경우, 봄철보다 가을과 겨울에 구매액이 높았으며, 여름은 봄에 비해 구매액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
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에서 높은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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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의 완숙 토마토의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계절과 구매 지역, 일부 구입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완숙 토마토의 구매액은 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 지역에서
는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는 구매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구입액
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의 구매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형 슈
퍼, 소형슈퍼, 전문점, 무점포 판매에서 대형마트보다 구매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의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는 계절과 일부 소매업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
를 보였다. 방울토마토는 완숙 토마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봄에 가장 높은 구입액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지역 구
분에서는 완숙 토마토와 다르게 수도권이 광역시보다 높은 구입액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 of fixed effect model for strawberry and paprika.

Items
Strawberry Paprika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eason

Summer (Jun. - Aug.) - 0.0618*** 0.0074 - 0.0189*** 0.0032
Fall (Sep. - Nov.) 0.0242*** 0.0068 0.0300*** 0.0038
Winter (Dec. - Feb.) 0.0772*** 0.002 0.0360*** 0.0037

Purchase region
Megalopolitan 0.0071 0.0085
Etc. 0.0172*** 0.0046 0.0662** 0.0334

Purchase place
Traditional market - 0.0547*** 0.0041 0.0008 0.0185
Corporate supermarket - 0.0646*** 0.0035 - 0.0380*** 0.0039
Small market - 0.0695*** 0.0038 - 0.0934 0.1052
Specialty store - 0.0436*** 0.0049 - 0.009 0.0083
Non-store sales - 0.0609*** 0.0066 - 0.0280* 0.0145
Department store 0.0445*** 0.0099 0.0387*** 0.0139
Etc. - 0.0260*** 0.0064 - 0.0127 0.0318

Age
40s 0.0200*** 0.0048 0.0248 0.0201
50s 0.0267*** 0.0071 0.0816*** 0.0247
Over 60s 0.0549*** 0.0095 0.0825*** 0.0274

Family
1 person - 0.0299*** 0.0107 - 0.0633 0.0867
2 people 0.0092* 0.0055 0.0153 0.0154
3 people - 0.0012 0.004 - 0.0057 0.0087
5 people 0.0148** 0.0065 - 0.0269 0.0219
Over 6 people - 0.0189* 0.0108 - 0.1272*** 0.0415

Housewife/working housewife - 0.005 0.0034 0.0103 0.0088
Income level

2nd quartile 0.0044 0.0035 - 0.0273 0.0192
3rd quartile 0.0082** 0.0038 - 0.0237 0.0212
Quartile 0.0176*** 0.0039 - 0.0142 0.0221
Quintile 0.0047 0.0047 - 0.0286 0.0227

Purchase consideration factor
Cost 3.8891 6.1324 - 0.0161 0.0325
Quality 3.8919 6.1323 0.0615* 0.0331
Country 3.8742 6.1321 - 0.0084 0.0354
Stability 3.8796 6.1324 0.0047 0.0326

Constant - 3.4182 6.1322 0.1581*** 0.0362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01.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05.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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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모형과 고정효과 패널모형의 분석결과, 비교적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딸기의 경우, 인공신
경망 모형에서 구입처와 가족구성원수, 연령, 계절 순으로 구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효과 
모형 역시 계절, 구입처, 연령과 일부 가족구성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파프리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연령, 소매업태, 계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고정효과 모형
에서는 계절과 일부 소매업태, 연령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 of Fixed effect model for tomato and cherrytomato.

Items
Strawberry Cherrytomato

Coefficiant Standard error Coefficiant Standard error
Season

Summer (Jun. - Aug.) - 0.0071*** 0 - 0.0074*** 0
Fall (Sep. - Nov.) - 0.0049*** 0.001 - 0.0030*** 0.001
Winter (Dec. - Feb.) - 0.0026*** 0.001 - 0.0026*** 0.001

Purchase region
Megalopolitan 0.0031*** 0.001 - 0.0067** 0.003
Etc. - 0.0029*** 0.001 0.0015 0.002

Purchase place
Traditional market - 0.0028*** 0.001 0.0004 0.001
Corporate supermarket 0.0039*** 0.001 - 0.0057*** 0.001
Small market 0.0066*** 0.001 - 0.0070*** 0.001
Specialty store 0.0070*** 0.002 - 0.0012 0.001
Non-store sales 0.0196*** 0.001 0.0069*** 0.002
Department store - 0.0011 0.002 0.0025 0.002
Etc. - 0.0042 0.003 0.0020* 0.001

Age
40s 0.0018 0.002 0.0001 0.001
50s 0.0001 0.002 0.0001 0.001
Over 60s 0.0003 0.002 0.0007 0.002

Family
1 person 0.0002 0.002 - 0.0027 0.002
2 people - 0.0002 0.002 - 0.007 0.001
3 people - 0.0007 0.002 - 0.0011 0.001
5 people 0.000 0.002 0.0005 0.001
Over 6 people 0.0007 0.004 0.0007 0.002

Housewife/working housewife - 0.0002 0.001 - 0.0006 0.001
Income level

2nd quartile - 0.0008 0.001 - 0.0002 0.001
3rd quartile - 0.0002 0.001 0.0001 0.001
Quartile - 0.0017 0.001 0.0006 0.001
Quintile - 0.0018 0.001 0.0007 0.001

Purchase consideration factor
Cost - 0.0025 0.005 - 0.2753 0.957
Quality - 0.001 0.005 - 0.2747 0.956
Country 0.0047 0.005 - 0.2761 0.956
Stability - 0.0025 0.005 - 0.2797 0.957

Constant 0.0288*** 0.004 0.308 0.956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01.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05.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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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완숙 토마토의 경우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소매 구입 업태, 연령, 구입 지역,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패널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계절과 구입 지역, 일부 소매업태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인공
신경망과 패널 회귀 분석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계절과, 지역, 소매업태가 소비자의 구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공신경망은 연령과 소득에 대한 변수의 중요도를 고정효과 분석에 비해 크게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의 경우 인공신경망과 고정효과 분석모형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인공신경망 모형
의 경우 구입액에 대해 연령과 구입처, 가족구성원수, 소득과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계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고정효과에서는 일부 지역과 소매
업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인공신경망 모형과 반대로 계절 변수에 대해 가장 많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7은 위에서 분석한 인공신경망과 고정효과모형의 계수를 이용하여 가구의 구입액을 예측한 결과와 실제 
구매액을 MSE를 통해 나타낸 결과이며, 해당 오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분석하는 DM 검정 결과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통해 예측한 결과가 고정효과 모형의 예측한 결과보다 모든 품목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신경망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보다 딸기의 경우 80.4%, 완숙 토마토의 경우 94.2%, 방울토마토의 경
우 93.9%, 파프리카의 경우 90.7% 예측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예측력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하는 DM 검정 결과 완숙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1% 유의수준에서, 파프리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딸기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각 가구의 어떤 특성이 주요 시설 과채류 소비를 
위한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분석하고, 그리고 개별 가구의 시설 과채류의 지출액을 예측하였다. 분석모
형은 패널모형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인공신경
망 모형을 활용하여, 기존 패널 회귀분석 방법과 각 가구의 과채류 소비지출액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소
비지출액을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딸기의 경우 인공신경망 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품목을 구입하는 소매 업태와 소비자의 
가족 구성원 수, 소비자의 연령이 구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숙 토마토는 소매 업태와 구입하는 
계절, 구입 지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소매 업태와 구입 지역이 공통적으로 
구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파프리카의 경우 계절과 연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완숙토마토의 경우 연령과 소득이 구입액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정효
과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보였다. 또한, 방울토마토의 경우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상대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계수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통해 예측한 결과 인공신경망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보다 예측 오차가 작게 나타났으며, 각 예측 오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신경망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보다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예측한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able 7. Result of mean squared error (MSE) and Diebold and Mariano (DM) test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ANN) and Fixed effect model (FEM).
Items ANN FEM DM
Strawberry 0.054 0.275 - 2.536*

Paprika 0.013 0.14 - 2.809** 
Tomato 0.009 0.155 - 3.731***

Cherrytomato 0.009 0.148 - 3.635***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01.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05.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alculated values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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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
1) Lee and Choi (1999)는 6가지의 과일류(사과, 배, 감귤, 포도, 감, 복숭아)와 4가지의 과채류(딸기, 참외, 수박, 토
마토)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됨. 입력층은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인공신경망 모형 내로 입
력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계이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은닉층에서 활성함수를 통하여 계산
을 진행함. 은닉층에서 계산된 결과는 출력층을 통해 인공신경망 모형의 결과로 도출함.

3) 활성화 함수는 은닉층 내에서 계산되는 함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sigmoid)함수, ReLu 함수, 하
이퍼 볼릭 탄젠트(hyperbolic tangent)함수 등을 이용함. 본 연구에서는 수치 예측에 적합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함.

4) 파프리카의 경우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한 소비자 가격 자료가 2017년 1월부터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함.

5) 2차로 진행한 품목별 최소 단위 금액 이하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방울토마토와 완숙토마
토는 500 g을, 파프리카는 200 g의 월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딸기의 경우 패널 자료상 1 - 
12월까지 구입액이 있으나, 소비자 가격이 1 - 6월, 11 - 12월까지 존재하여, Tukey (1977) 방법만을 이용하여 이
상치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신경망 모형이 소비자의 선호를 판단하는데, 기존의 패널분석 모형보다 정확하게 요인을 분
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소비패턴이나 구
매에 미치는 요인을 기존의 패널 분석과 동시에 인공신경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식품관련 다양한 의사결정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인공신경망은 파프리카와 같이 자료의 양이 적을 경우 반복 추정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자료의 양이 적어 분석이 불가한 품목여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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