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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s a representative survey of Statistics Korea, which aims
to measure and analyze national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and their changes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household balances. Recently, the disconnection problem in these time series caused by the large-scale
reorganization of the survey methods in 2017 and 2019 has become an issue. In this study, we model the char-
acteristics of the time series i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up to 2016, and use the modeling
to compute forecasts for linking the expenditures in 2017 and 2018. In order to even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cross all expenditure item series and to reduce the impact of a specific forecast model, we synthesize a total
of 8 models such as regression models, time series models,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particular, the
noteworthy aspect of this study is that it improves the forecast by using the optimal combination technique that
can exactly reflect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ithout loss of
information as in the top-down or bottom-up method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forecast
expenditure series from 2017 to 2019, it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time series linkage and improved the fore-
cas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hierarchical time series forecasts by the optimal combination method
make linkage results closer to the actual survey series.

Keyword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ime series disconnection, hierarchical time series
forecasts, optimal combination

1.서론

가계동향조사는가구에대한가계수지실태를파악하여,국민의소득과소비수준변화를측정하고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 자료,
소득수준측정및소득동향파악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가계수지및가구의후생수준분석과국민
소득 추계 등 경제 ·사회 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주거 이전비 산정 및 취약 계층 지원 사업 그리고
근로자 임금 기준의 결정 등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 조사는 1942년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1950
년부터 1962년까지 한국은행이 실시하다가 1963년부터 통계청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
되어현재까지통계청에서조사하고있다. 2021년현재,작성주기와공표주기는분기별로되어있으며,전국
단위로공표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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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는 2017년과 2019년에 큰 개편이 이루어졌다. 개편된 조사체계는 2016년 이전의 조사와
차이가커,시계열구조의일관성에문제가발생하였다.이러한이유로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국가통계포털에서는 2017년과 2018년의지출부문자료를별도로구분하여제공하고있다.가계동향
조사가정책수립의기초자료및기준이되는조사임을감안할때,해당지출자료의시계열단절문제는사후
분석및정책수립과정에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

가계동향조사시계열단절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연구는 Kwon과 Hong (2019), Hong과 Park (2019)에
의해부분적으로수행되었다. Kwon과 Hong (2019)는가계동향조사와유사한타국가지출조사현황과시사
점을 살펴 보았으며 특히 해당 국가 조사들에서의 개편의 목적,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계열 단절과 그 대처
방안 및 추정량 생산 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Hong과 Park (2019)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기별 자료
를 이용하여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을 기반으로 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및 12개 대분류 항목별 지출에 대한 예측값과 신뢰구간을 구하고 공표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사전연구검토를통해다음과같은두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가계동향조사 세부항목마다 특성이 다양하여 소수의 모형족 기반의 예측으로는 예측력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모형을고려하여설명력과예측력을제고할여지가있음.

2. 분석모형이적절하다는가정하에서많은공표값이예측구간내에있지않은것은표본설계및조사방법의
개편에의해시계열단절이발생하였다는뜻이므로,개편의영향을조정하는방안이필요함.

이논문에서는가계동향조사지출자료의시계열단절문제극복에있어예측력과설명력이더높은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계동향 조사 자료의 구조와 주요 개편 연혁을 살펴본다. 가계동
향조사지출부분에서는총 121개항목에대한지출액을매월조사하고있는데지출항목별로시계열특성에
차이가있어하나의모형으로분석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하였다.이논문에서는각항목별로 8개모형
을 적용하여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형과 그 모형과 유사한 예측력을 가진 모형의 결과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1차시계열연계자료를구한다.또한가계동향조사의계층구조를반영해중분류예측값의합이대분류의값
과일치하도록예측값을조정하였다.하위시계열의합이상위시계열과같아야하는제약조건을만족시키는
계층적시계열조정방법인 optimal combination방법을적용하여최종시계열연계작업을수행한다.

2.가계동향조사자료의특성과개편내용

2.1.가계동향조사자료의특성

가계동향조사는매월조사가구별로소득과지출내역을조사하고분기별로자료를공표한다.이조사의마이
크로데이터에는소득과지출관련자료와더불어가구원수및구성형태,주거관련정보,해당가구의가중치
등가구와관련된다양한정보가포함되어있다.전체가구의월별소득및지출은가구의가중치를반영하여
가중평균으로계산한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출 부문 자료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가계지출은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뉜다. 소비지출은 12개의 대분류 항목으로 나뉘고, 각 대분류는 여러 중분류로 나뉜다. 비
소비지출도 7개의 중분류로 나뉜다. 소비지출의 각 중분류는 다수의 소분류로 나뉘며 중분류까지의 자세한
분류명들을아래 Table 1에서확인할수있다.

2.2.가계동향조사개편내용

가계동향조사의조사체계는시간이흐르면서여러차례개편이되었으며크게조사대상자,표본설계방식,
자료수집기간,자료수집방법,공표주기의관점에서어떤개편들이있었는지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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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erarchy of expenditure items i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지출 지출세부 대분류 중분류

가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및비주류음료 곡물,곡물가공품,빵및떡류등
주류및담배 주류,담배
의류및신발 직물및의의,내의,기타의복등

주거및수도광열 실제주거비,주택유지및수선등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가구및조명,실내장식등

보건 의약품,보건의료소모품등
교통 자동차구입,운송기구유지및수리등
통신 우편서비스,통신장비,통신서비스

오락및문화 영상음향기기,정보처리장치등
교육 초등교육,학원및보습교육등

음식및숙박 식사비,숙박비등
기타상품및서비스 이미용서비스,보험등

비소비지출 경상조세,비경상조세,연금등

• 조사대상자

2003년 전에는 도시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2003년 이후 섬 가구를 제외한 비도시지역 가구를 포함한 전
국단위조사로확대되었다. 2005년부터는 1인가구도조사대상에포함되었으나 2016년까지농림어가를
제외한 2인이상가구에대해서만공표하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소득과지출의조사대상및공표주기
가다르게설정되었으며 2019년부터농림어가를포함분기별로 2인이상가구,연간 1인이상가구결과를
공표하고있다.

• 표본설계방식

2016년까지 조사에서는 표본추출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구가 사용되었다. 가구수에 비례한 확률
비례추출을이용하되조사구내농림어업비중이 40%미만인조사구만표본으로선정하였으며표본규모
는월별로약 8,700가구이다.이를다목적표본이라고하는데다목적표본추출과정에서농림어업의비중이
높은조사구를제외한이유는농림어업가구의지출에는순수한가계지출과사업관련지출의혼재되어있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목적 표본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 연구와
시범조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부터 지출부분에서 농어업 가구를 포함하고 대표성을 향상시킨 전용
표본을사용하게된다 (Lim와 Park, 2016).이기간동안표본추출은권역,주택유형,가구구성등을이용한
집락추출방식을이용하였고,표본규모는월별약 1,000가구이다. 2019년부터는소득과지출조사모두전
용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표본규모는 월별 약 7,200가구이다. 2019년에는 전용표본과의
비교연구를위해추가적으로다목적표본을대상으로소득조사를병행하였다.

• 자료수집기간

자료 수집 기간은 한 조사구가 표본으로 선정되면 지속되는 조사 기간을 의미하며 연도에 따라 상이하다.
2004년까지는 5년고정표본으로조사가이루어졌는데,이는응답부담을키우고표본변경시시계열단절
문제를발생시킬여지가있다.따라서 2005년부터표본으로선정된가구를대상으로,표본규모(8,700가구)
가유지되도록매달표본일부를교체하면서 36개월간조사를진행하는연동표본제를도입하였다.하지만,
해당방식또한응답부담의문제가발생하여 2017년과 2018년지출부문조사에는매월 1,000가구씩순환
조사하는 1개월고정표본방식이이용되었다. 2019년부터는 6-6-6연동방식이도입되었다.구체적으로는,
표본규모(7,200가구)가유지되도록응답가구를교체하며 12개월간조사를진행하되응답부담을줄이기
위해 6개월조사, 6개월휴식, 6개월조사로기간을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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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s of the operational strategy updates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조사시기 2016년이전
2017–2018년

2019년이후
소득 지출

조사대상자
일반가구 일반가구 일반가구 일반가구

(농림어가제외) (농림어가제외) (농림어가포함) (농림어가포함)
표본설계방식 다목적표본 다목적표본 전용표본 전용표본

자료수집기간 연동표본제 연동표본제 순환표본 6-6-6연동표본
자료수집방법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면접조사표 가계부

공표주기 분기 분기 연간 분기

• 자료수집방법

2016년까지는가계부기입방식으로소득과지출을파악하였다. 2017년과 2018년의경우에는면접조사표
로소득을,가계부및면접조사표로지출을파악하였다.가계부는월단위로수집하지만,면접조사표는 1년
간의소득및지출내역을회상하는방식으로자료를수집한다. 2019년부터는다시가계부기입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공표주기

2016년까지는 분기별로 소득과 지출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지만,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지출부문은
연간결과만공표하였다. 2019부터는공표주기가다시분기로개편되었다.

위에서설명한가계동향조사개편내용을정리하면다음의 Table 2와같으며단기간(2017년과 2019년)에
걸쳐큰개편이두번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3.분석모형

3.1.로지스틱회귀모형 +로그변환회귀모형

가계동향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에는각조사가구의지출,소득및가구특성을알수있는정보가포함되어
있다. 2016년까지 조사에서는 어떤 조사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되면 36개월 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구의 정
보가제공된다면패널또는경시적분석을할수있다.하지만개인정보유출을우려하여이를공개하지않고
있으며이사등으로조사가구가변경되는경우도있어,이연구에서는가구별자료는서로독립이라는가정
하에서분석한다.특정항목에대한가구의월지출액이 0인부분을고려하여지출액 Y의분포는다음과같은
혼합분포(mixture distribution)를가정한다.

fY (y) = (1 − δ)I(Y = 0) + δ fY+ (y), y ≥ 0, (3.1)

여기서 δ는 지출액이 0보다 클 확률을 의미하며, I(·)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의미한다. 또한 fY+는

지출액이 0보다 큰 지출액 Y+의 확률밀도함수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개별 가구의 지출액 Y의 기댓값은
다음과같다.

E(Y) = (1 − δ) × 0 + δ

∫ ∞

0
y fY+ (y)dy = δE(Y+).

지출액이 0보다클확률인 δ는가구의소득및특성과시기에따라다르기때문에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

가구별 δ를 추정한다. 즉, δit를 어떤 항목의 t 시점에서 i-번째 가구 지출액이 0보다 클 확률이라고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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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소득및특성과시기등 δit에영향을줄수있는변수를 xit = (xit1, xit2, . . . , xitp)라고하면다음과같은
모형을가정한다.

log
(

δit

1 − δit

)
= α0 + α1 xit1 + · · · + αp xitp.

각항목별로회귀계수 α = (α0, α1, . . . , αp)를최대가능도법으로추정하고위식에대입하여 δit의추정값 δ̂it를

유도한다.

E(Y+)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Y+의 분포는 양의 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자료 대신

로그변환을한후에다음과같은모형으로로그변환회귀모형을사용할수있다.

log
(
Y+

it
)

= β0 + β1 xit1 + · · · + βp xitp + εit, εit ∼ N
(
0, σ2

)
,

여기서 β̂ = (β̂0, β̂1, . . . , β̂p)를최소제곱추정값이라고하면로그척도하에서의평균지출액에대한예측값은

̂log(Y+
it ) = β̂0 + β̂1 xit1 + · · · + β̂p xitp

가된다.하지만우리가사용해야할지출액은로그척도가아닌원자료의척도로표시해야하기때문에역변
환을이용해야하며이과정에서편향을줄이기위해서다음의식을이용한다 (Duan, 1983).

µ̂+
itR = Ê(Y+

it ) = exp
(
̂log(Y+

it ) +
σ̂2

R

2

)
, (3.2)

여기서 σ̂2
R은로그변환회귀분석의오차항에대한분산추정값을의미한다.최종적으로 t시점에 i-번째가구에

부여된가중치를 wit라고하면 t시점의해당지출항목에대한월지출액은다음과같다.

µ̂tR =
1

Wt

∑
i

witδ̂itµ̂
+
itR, Wt =

∑
i

wit. (3.3)

3.2.로지스틱회귀모형 +일반화선형모형

앞의 3.1절에서는 Y+에대한분석에서로그변환한변수에대해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분산안정화변환(vari-
ance stabilizing transformation)의관점에서로그변환은평균과표준편차가비례관계,즉변동계수가상수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감마분포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분석모형에서는 가구 자료에 대
해식 (3.1)과같은혼합분포에서 Y+의감마분포를가정하고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
을 적용한다. E(Y+

it ) = µ+
itG라고 표시하면 Gamma-GLM에서 로그연결함수(log link function)를 가정했을 때

다음과같은관계식이성립하고

log
(
µ+

itG
)

= β0 + β1 xit1 + · · · + βp xitp

최대가능도추정법으로 β를추정할수있다. 3.1절에서와같이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추정한 δ̂it와 GLM
을통해 µ+

itG를다음과같이추정한다.

µ̂+
itG = exp

(
β̂0 + β̂1 xit1 + · · · + β̂p xitp

)
.

최종적으로식 (3.3)의 µ̂+
itR을 µ̂+

itG로대체한후계산된가중평균 µ̂tG로 t 시점에서의해당항목에대한월지출
액을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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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utoML &랜덤포레스트

AutoML(automatic machine learning)은 넓은 의미로 전처리, 모델학습 및 평가 등을 되풀이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프로세스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AutoML은 반응변수와 독립
변수가 정의된 문제에서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의 구동, 성능비교, 모형선택을 자동으로 구동하여 모델 개발
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AutoML을 구현하는 라이브러리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기법들과성능지표가다르며 H2O AutoML라이브러리는언어의호환성,사용의간단함,실시간서비스로의
이식성에장점이있어널리사용되고있다. H2O AutoML라이브러리의기본옵션에서는입력된분석자료를
K-fold로분할하여, Lasso회귀,랜덤포레스트,부스팅,기본신경망과같은모형에적용하여교차검증기반의
예측오차를최소화하는모형을제한시간동안탐색후자동으로선택한다.

AutoML를 사용하여 3.1절과 같이 각 가구별로 항목별 지출이 0보다 클 확률과 0보다 큰 지출액 자료를
로그변환하여 지출액 추정 작업을 하였다. 설명변수는 앞에서 다루었던 변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AutoML
에서의최적모형을통해 t 시점에서 i번째가구의지출액이 0보다클확률에대한추정값 δ̂itM를구하고로그

척도하에서지출액의추정값 ̂log(Y+
itM)를구한다.추정값은식 (3.2)와같은방식으로

µ̂+
itM = exp

(
̂log(Y+

itM) +
σ̂2

M

2

)
구하는데여기서 σ̂2

M은로그척도하에서의 AutoML에의해나온예측값과관측값의평균제곱오차로추정한
다.나머지과정은 3.1절의식 (3.3)에 δ̂it 대신 δ̂itM를 µ̂+

itR 대신 µ̂+
itM를대입하는것으로이렇게계산된가중평균

µ̂tM으로월지출액을추정한다.
Breiman (2001)이 제안한 랜덤 포레스트는 표본을 재표집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여러개 만들어 예측값을

조합하는앙상블(ensemble)기법이다.랜덤포레스트에서는분기과정에서분류기준의변수를무작위로선택
하는데이를통해다양한설명변수의영향력이반영되고예측성능을높이는효과를얻을수있다.
랜덤포레스트에서도 AutoML과동일하게지출액이 0보다클확률과 0보다큰지출액자료에대해로그

지출액을추정하였다.시점 t에서 i번째가구의설명변수를랜덤포레스트에서만들어진 1000개분류나무에
대입하여 0보다 큰 범주에 속한 비율 δ̂itF로 0보다 클 확률을 추정하고 1000개의 회귀나무에서 유도된 로그
지출액의평균 ̂log(Y+

itF)를계산하고식 (3.2)와같은방식으로 E(Y+
it )를추정한다.

µ̂+
itF = exp

(
̂log(Y+

itF) +
σ̂2

F

2

)
,

여기서 σ̂2
F은 로그척도 하에서의 랜덤 포레스트에 의해 나온 예측값과 관측값의 평균제곱오차로 추정한다.

AutoML에서와같이 δ̂itF와 µ̂+
itF를식 (3.3)에대입하여가중평균 µ̂tF를구하고이를통해월지출액을추정한다.

3.4.지수평활모형

앞의 3.1부터 3.3절까지의 분석자료는 개별 가구의 자료를 이용했는데 지금부터는 각 가구의 자료를 미리
가중평균한 월 지출액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분석방법인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은 시계열이 생성되는 시스템이 시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최근에 생
성된 시계열 자료에 더 비중을 크게 주어 시계열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동평균법과 더불어 예측 및

평활에사용되는주요방법이다.지수평활모형은계열분해기법에서흔히사용되는시계열성분들의조합으
로시계열자료를모형화하는방법으로상태공간모형(innovations state space models)과결합하여최근다양한
형태의모형으로발전하고있다.시계열자료에대한지수평활모형에서는기본적으로시계열성분은다음과
같은형태를가진다고가정한다.

Yt = f (Lt,Tt, S t, ε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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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t은 Yt의 단기적 절편 또는 수준 성분(level component), Tt는 단기적 기울기 또는 추세 성분(trend
component), S t는 계절 성분(seasonal component), 그리고 εt는 불규칙 성분(irregular component)으로 가우시
안백색잡음으로가정한다.

가법지수평활모형에서는각성분들은오차항 εt와평활상수 α, β, γ에의하여다음과같은방정식에따라
서움직인다.

Lt = Lt−1 + Tt−1 + αεt, Tt = Tt−1 + βεt, S t = S t−m + γεt,

여기서 m은계절주기(seasonal period)를나타낸다.분석에서많이사용되는대표적지수평활모형으로는다
음과같은가법,승법,추세완화모형이있다.

• 가법모형: Yt = Lt−1 + Tt−1 + S t−m + εt

• 승법모형: Yt = (Lt−1 + Tt−1 + S t−m)(1 + εt)

• 추세완화모형: Tt를 φTt로대체(0 < φ < 1)

Yt = Lt−1 + φTt−1 + S t−m + εt 또는 Yt = (Lt−1 + φTt−1 + S t−m)(1 + εt)

지수평활법에서는 평활상수 α, β, γ 및 추세완화모형에 추가되는 완화모수 φ와 더불어 각 성분들의 초기값,
L0, T0, S 0, S −1, . . . , S −m+1를 추정해야 하며 최대가능도 추정법을 흔히 사용한다. 다양한 지수평활모형 중 최
적의모형선택을하기위해 AIC, AICc, BIC와같은정보량기준을사용하며,최적모형을이용하여예측값과
상태공간모형을 사용하여 예측값의 신뢰구간을 계산한다. 실제분석에서는 Yt 대신 log(Yt)를 사용했고 로그
척도하에서예측값 l̂og(Yt)과분산추정량 σ̂2

E 구한후식 (3.2)과같이 t시점에서의월지출액을다음과같이
추정한다.

µ̂tE = exp
(
l̂og(Yt) +

σ̂2
E

2

)
. (3.4)

3.5. ARIMA모형, ARIMAX모형 &자기회귀오차모형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은 Box and Jenkins (1970)의 이름을 따서 Box-Jenkins ARIMA 모형이
라고도하며시계열분석에서가장핵심이되는모형이다.이모형에서는시계열자료의종속구조를나타내는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를 바탕으로 시계열 자료를 모형화한다. 지수평활모형이 비정상성 모
형인 반면에, ARIMA 모형은 정상성(stationarity)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으로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정상화를위한차분(differencing)이중요한역할을한다.

ARIMA 모형은 ARIMA(p, d, q) × (P,D,Q)s 와 같이 자기회귀항과 이동평균항의 차수를 모형식에 같이

표시하는데여기서 s는계절주기를의미하며다음과같은모형식을가진다.

φp(B)ΦP(Bs)(1 − B)d(1 − Bs)DYt = µ + θq(B)ΘQ(Bs)εt,

여기서 d는 비계절차분의 차수, D는 계절차분의 차수를 의미하며, φp(B)와 ΦP(Bs)는 AR연산자, θq(B)와
ΘQ(Bs)는MA연산자로다음과같이정의되고 εt는백색잡음을의미한다.

φp(B) = 1 − φ1B − · · · − φpBp, ΦP(Bs) = 1 − Φ1Bs − · · · − ΦPBPs

θq(B) = 1 − θ1B − · · · − θqBq, ΘQ(Bs) = 1 − Θ1Bs − · · · − ΘQB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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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형태의 ARIMA모형중하나로,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 xt = (xt1, . . . , xtk)를모형에포함시
킨것을 ARIMAX모형이라고하며다음과같은모형식을가진다.

Yt = β0 + β1 xt1 + · · · + βk xtk + ηt,

여기서 ηt는 ARIMA(p, d, q) × (P,D,Q)s를따르는오차항을의미한다.소득이나지출관련항목들간에는관
련성이 있어 개별 항목에 대한 분석보다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수있는다변량시계열모형으로 VAR(Vector AR)모형이있지만추정해야할모수가많고시계열길
이가상대적으로짧아이모형을적용하는데무리가있다는판단하였으며대신 ARIMAX의설명변수에상위
항목의지출액을대입하는방법을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고려되는모형은,자기회귀오차모형(autoregressive error model; AEM)이다.일반적회귀모형

은오차항들간의독립이라는가정하에서분석이이루어지나자기회귀오차모형에서는오차항들간상관관

계가존재한다는가정하에분석이이루어진다.본모형은위의 ARIMAX에서 p, d, P, D가모두 0인모형으로
생각할수있으며다음과같이쓸수있다.

Yt = β0 + β1 xt1 + · · · + βp xtp + εt, εt = φ1εt−1 + · · · + φkεt−k + εt

본연구에서는설명변수 xt에조사가구전체의월평균소득자료와월,해당월에설과추석이포함되어있는
지와같은정보를대입하였다.
모형의식별및추정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이분석할시계열이정상시계열인지비정상시계인지를판단

하는것으로이는차분의차수와연계되어있다.차분차수또는비정상성의판단은시계열그림, ACF(자기상
관함수)및단위근검정(unit root test)이사용되며단위근검정은디키-풀러검정(ADF test) (Hamilton, 1994)
과KPSS (Kwiatkowski등, 1992)검정이널리사용되고있다. AR, MA의차수결정을위하여ACF및 PACF(부
분자기상관함수)가자주사용되고대용량시계열자료의모형적합을위해서는지수평활에서사용했던 AIC,
AICc, BIC와같은정보량기준을사용하는것이더욱편리하다.
항목별지출액은어떤항목인지에따라모형식즉차수가다르기때문에상당수의항목에대해모형선택

을효과적으로수행해야하는데분석에서는 R에서제공하는 auto.arima()함수를이용하여자동적으로모형을
선택하도록하였다.실제분석에서는 3.4절에서와같이 Yt 대신 log(Yt)로분석하였으며식 (3.4)과같은방법으
로월지출액을추정하였다.이렇게추정된값을 ARIMA의경우 µ̂tBJ , ARIMAX의경우 µ̂tX , AEM의경우 µ̂tA

로표시한다.

4.계층간시계열조정

시계열들이소분류,중분류및대분류로계층적구조를가지는경우,이들간의관계,즉하위항목의지출액
합이 상위 항목의 지출액과 같아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예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를 만
족시키며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것을 계층 시계열 예측(forecasting hierarchical time series) 또는 그룹 시계열
예측(forecasting grouped time series)라고한다 (Hyndman과 Athanasopoulos, 2018).계층적또는그룹화된시
계열 구조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간단한 방법으로 하위 시계열을
예측하고 이를 더해 가면서 상위 시계열을 예측하는 bottom-up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Orcutt 등
(1968), Dunn등 (1976), Shlifer와 Wolff (1979)등이있다.이와반대로가장상위시계열을예측하고하위로
분할해가는 top-down방식이있으며 Park과Nassar (2014)는베이지안프레임에서계층적시계열을예측하는
Top-down방식을소개하였다.
통계적 관점에서 Bottom-up 및 Top-down 방식 모두 문제가 있다. Bottom-up 방식에서는 독립적으로 추

정된 하위 시계열의 합을 더해 상위 시계열을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위 시계열과 연계된 하위 시계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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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있을 수 있는 연관성 및 종속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Top-down 방식의 경우 Hyndman 등 (2011)은 전체
예측값이 비편향인데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예측값에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ickramasuriya 등 (2019)이 제안한 optimal combination 방법을 사용
한다. Optimal combination에서는계층구조가반영된 h-시점미래예측값(h-step-ahead coherent or reconciled
forecasts) ỹh을구성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관계식을이용하여계층구조조정을한다.

ỹh = SPŷh,

여기서 P는 ŷh를최하위계층의예측값으로변환해주는행렬, S는 P행렬에의하여만들어진최하위예측값
에 계층구조를 반영하여 최종 예측값 ỹh를 만들어 내는 행렬을 의미한다. 예측값 ŷh가 비편향성을 만족하고

SPS = S를 만족할 경우, ỹh도 비편향 추정량이 된다(Hyndman 등, 2011). 또한, h-시점 미래 예측 오차의
분산-공분산행렬은다음과같이유도된다.

Vh = Cov(yT+h − ỹh) = SPWhPT ST ,

여기서 Wh = Cov(yT+h − ŷh)를 의미한다. 행렬 S의 구조는 계층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예측 오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행렬 P를 구하는 것이 optimal combination의 목적이다. Wickramasuriya 등 (2019)은
SPS = S 조건 하에서 오차의 분산-공분산 행렬 Vh의 trace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때, 최소화
조건을만족시키는행렬 P는다음과같다.

P =
(
ST W−1

h S
)−1

ST W−1
h .

따라서, optimal combination을위한 h-시점미래예측값 ỹh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ỹh = S
(
ST W−1

h S
)−1

ST W−1
h ŷh,

이추정량을 ‘MinT’(Minimum Trace)추정량이라고부른다.여기서Wh는 OLS(ordinary least squares)나WLS
(weighted least squares)와같은방법을이용하여추정할수있으며자세한과정은 Wickramasuriya등 (2019)
를참조하기바란다.

계층및그룹구조가있는시계열의예측을위한 R패키지로는 ‘hts’패키지가있다.이패키지에있는 hts()
함수와 forecast.gts() 함수를 사용하여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R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외생적으로 만들어진
예측값을계층구조로조정할경우, Wickramasuriya등 (2019)의알고리즘의구현이필요하다.

5.시계열연계분석결과

각지출항목마다시계열적특성,타지출항목과의관계,외생변수와의관련성이다를수있으므로,하나의특
정한 모형만으로 모든 항목의 지출액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든
지출항목에대해 3절에서살펴본 8개분석모형을적용하여예측력을비교하고예측력이높은분석모형들을
지출항목별로선정한다.지출항목별로두개이상의모형이예측가능모형으로선정될때에는해당모형들의
결과를 합성하여 지출액 예측값을 잠정적으로 도출한다. 위의 작업을 통해 도출된 잠정 지출액 예측값들은
지출액 항목 간 계층적 구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Wickramasuriya 등 (2019)의 optimal combination(이
하MinT)방법을적용하여계층적구조를만족시키는예측값을도출하였다.모형참조를간단하게하기위해
로지스틱회귀모형 &로그변환회귀모형을 LM,로지스틱회귀모형 &감마일반화선형모형을 GLM,랜덤포
레스트를 RF라고표시하고나머지모형은모형설명에서사용한약자를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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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s of interest, programming languages, and libraries/functions for each model

Model Parameter Language Library/Function(Procedure)

LM
δ R glm, step
µ+ R lm, step

GLM
δ R glm, step
µ+ R glm, step

AutoML
δ Python h2o/H2O.AutoML
µ+ Python h2o/H2O.AutoML

RF
δ Python sklearn/ensemble.randomForestClassifier
µ+ Python sklearn/ensemble.randomForestRegressor

ETS µ R forecast/ets
ARIMA µ R forecast/Arima, auto.arima

ARIMAX µ R forecast/Arima, auto.arima
AEM µ SAS autoreg

5.1.분석자료및프로그램

가구별자료를사용하는 LM, GLM, AutoML, RF에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자료로모형을적합하였으
며연도,월(요인),가구원수와같은인구학적특성,소득,해당월에명절이나국제이벤트가있었는지여부를
설명변수로사용하였다. LM과 GLM에서 step()함수는후향제거(backward elimination)법을적용하여변수선
택을진행하였다. ETS와 ARIMA모형에서는항목별로가구의지출액에가구의가중치을반영한가중평균을
전체가구의월평균지출액으로사용했다. ARIMAX의경우 ETS와 ARIMA분석에사용된월평균지출액과
더불어소득에대한월가중평균자료를구하고지출부분의최상위에있는가계지출에대한외생변수로설정

하고 나머지 지출액은 상위 지출액을 외생변수로 설정했다. AEM의 경우 ARIMAX에서 사용한 소득자료를
세분화하여가구주소득,배우자소득,기타가구원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공적연금으로나누어
가중평균한값을설명변수에추가했으며월을요인으로처리하고해당월에설과명절포함되어있는지를나

타내는가변수를추가했다.이렇게구성된자료에대해 Table 3과같은분석프로그램과함수또는프로시저를
사용하여분석하였다.

5.2.적합모형선택및합성예측값

항목별지출액에대해 3절에서살펴본 8개모형을적합하고각모형별로해당기간의월지출액을예측한다.
각추정모형에대해 2016년까지의예측값을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예측값을다음과같이구한다.
LM, GLM, AutoML, RF의 경우 2017∼2019년의 다목적 표본 소득자료와 월별 요인 및 명절 여부 등을 추정
모형에 적용하여 예측값을 유도한다. 외생변수가 없는 ETS나 ARIMA에서는 추정모형을 통해 36개월치 예
측값을유도하고 ARIMAX경우가장상위계층인가계지출을예측할때 2017∼2019년의다목적표본월평균
소득을 외생변수로, 나머지 하위 지출의 예측에서는 상위 지출에서의 예측값을 외생변수로 처리하여 예측
값을 유도한다. AEM의 경우에는 2017∼2019년의 가구주 소득 등 7가지 소득자료와 월별 요인, 명절 여부를
설명변수로설정하여예측값을구한다.

적합모형을선택하기위한예측력비교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자료에 2019년자료를포함한총
5년(60개월)치자료를이용했다. 2013∼2016년자료는적합모형이얼마나기존자료를잘설명하는지를확인
하기 위함으로 2016년 기준으로 최근자료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 자료부터
비교에포함하였다.본연구의목적은 2016년이전의시계열특성을반영하여이후의시계열을예측하는것
으로 2016년조사와비교해 2017년과 2018년에비해오히려 2019년조사요소의개편정도가덜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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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eight models in three main categories(O: Selected, X: Not selected)

항목 LM GLM AutoML RF ETS ARIMA ARIMAX AEM
가계지출 X X X X X X X O
소비지출 X X X X X X X O
비소비지출 X X X X X X O O

2019년이후의비교결과를예측력비교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하였다.다만, 2020년이후의
지출 자료는 COVID-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지출 패턴이 기존과 달라졌음을 감안하여, 예측력 비교에
사용하지않았다.추가적으로, 2017년과 2018년조사에서는다른가구를대상으로소득(다목적표본)과지출
(전용표본)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 소득의 경우 전용표본과 다목적 표본 대상으로 병행조사가 이루어졌
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자료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형에서 2019년 지출의 예측값을 계산할 때는
다목적 표본의 소득만을 활용했는데 이는 소득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모든 예측결과가 다목적

표본을기반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모형비교의형평성을고려한것이다.
이들기간의조사값과 k번째분석모형에서예측된값을비교하여잔차를유도하고이잔차의제곱평균인

MSE를계산한다.

MSE =
1

60

∑
t

(Yt − µ̂tk)2,

여기서 µ̂tk는모형별로 µ̂tR, µ̂tG, µ̂tM , µ̂tF , µ̂tBJ , µ̂tX , µ̂tA를의미한다.
MSE가 작다는 것은 조사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예측력이

좋은모형인지를판정하는기준이된다.각모형별로MSE를계산하고이렇게계산된 8개MSE중가장작은
값을가지는모형을우선적합모형으로선정한다.이논문에서는하나의우선적합모형으로결과를도출하는
것보다유사한예측력을가지는모형의결과를합성하여보다안정적인예측값을유도하였다.이를위하여우
선적합모형과예측력에유의한차이가없는모형선정방법을고려하였다.적정모형하에서의오차는일종의
백색잡음으로독립성을만족한다고가정하며서로다른모형에서의오차들간에도독립성이만족된다고볼

수있다.위의MSE는분산추정량이기때문에분산과분산의비를이용하여두분산간유의한차이가있는지
를검정하는 F-검정을고려하였다.비록분석과정에서로그변환과역변환인지수변환을실시하여예측값을
구하고 조사값과 비교하는 것이라 분포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어

다음과같은방법으로적합모형을선정하였다.우선적합모형의MSE를MSE0이라고하고 i번째모형의MSE
를MSEi라고하면다음과같은기준에서비교를진행한다.

Fi =
MSEi

MSE0
w F59,59,

여기서 F59,59는 자유도 59, 59인 F-분포를 의미하며 만약 Fi가 1.54(자유도가 59, 59인 F-분포의 95분위수)
보다 크면 i번째 모형의 예측력이 우선적합모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크지 않다면 예측력이 우선적합모
형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판정한다. Table 4는 1인 이상 가구에 대해 가장 상위에 있는 가계지출과
바로하위에있는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에대해어떤모형이선택되었는지를나타낸것으로,모든항목에서
자기회귀오차모형(AEM)이선택되었으며비소비지출의경우 ARIMAX모형이추가로선택되었다.
이들 항목의 하위 항목인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에서는 항목별로 다양한 모형이 선택되었으며 1인 이상

가구에서 ‘실내장식’, ‘기록매체’, ‘오락문화내구재’, ‘오락문화내구재유지및수리’항목의경우 8개모형이
모두 선택되었다. 각 분석모형에 대해 예측모형으로 선택된 빈도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가장 많은 항
목에서 선택된 모형은 AEM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ARIMAX, ETS, ARIMA 순으로 시계열적 요소를 반영한
모형이자주선택되었으며 AutoML과 GLM기반모형도적지않게선택된것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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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the eight models by selection frequencies in all categories

Models LM GLM AutoML RF ETS ARIMA ARIMAX AEM
선택빈도 17 34 41 27 56 53 75 83

적합모형이선택되면이들결과를합성하여하나의예측값을만들며,선택된적합모형이하나밖에없으
면그적합모형의결과를그대로이용하여해당항목의지출액을예측한다.적합모형이 2개이상인경우에는
예측력 기준으로 사용된 MSE의 제곱근인 RMSE(root MSE)의 역수를 다음과 같이 가중치로 반영하면 조금
이라도예측력이높은모형의결과에가중치를더많이반영할수있다.

w∗ik =
1

RMSEik
I(Mik ∈선택모형), W∗

i =

8∑
k=1

wik,

여기서 RMSEik는 i번째 항목에서의 k번째 모형의 RMSE 값이고 I(Mik ∈ 선택모형)은 i번째 항목에서 k번째
모형이적합모형으로선택되었는지를표시한지시함수이다. RMSE가작다는것은예측력이높다는것을의
미하고해당결과에대한가중치를크게반영한다.이가중치를반영한합성예측값은 5.2절에서언급했던각
모형의예측값 µ̂itk와결합하여다음과같이계산한다.

µ̄it =
1

W∗
i

8∑
k=1

w∗ikµ̂itk

5.3.시계열계층구조보정

각항목에대한합성예측값은하위항목의합이해당상위항목과일치해야하는계층적구조를만족하지않기

때문에 시계열 전체에 대해 계층구조를 만족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계열의 예측값
특성을훼손시키는부분을최소화해야한다.이논문에서는 4절에서설명한MinT방법을적용하여시계열예
측에대한보정작업을진행하였다.계층및그룹시계열의적합및예측을위해 R패키지 ‘hts’를사용했으며
이패키지에있는 hts()및 forecast.gts()함수를이용하여예측값을구하였다.

Figure 1은 관측값과 더불어 MinT 방법을 적용하여 월별로 예측값의 보정 전과 후의 시계열을 그린 것
으로검은선은조사자료를,빨간선은계층구조를반영하지않는합성예측값,파란선은계층구조를반영한
합성예측값을 나타낸다.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서의 선들을 비교해 보면 모형 추정 과정에서 사
용되었던 2016년까지의예측에서는조사자료인검은선과예측값인파란선과빨간선이모두거의일치하나
2019년의예측값에서는예측값이실제값보다낮은경향을확인할수있다.이결과는예상된차이로,조사방식
의차이에서기인한것으로추측된다.실제로 2016년까지는다목적표본을대상으로, 2019년에는전용표본을
대상으로 지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전용표본과 다목적표본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1인 이상가구의
경우 전용표본의 소득이 다목적표본보다 약 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가계지출에 대한
적합모형으로 소득 자료를 유의한 설명변수로 포함한 AEM가 선택되었고, AEM에서는 다목적표본 소득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2019년의 예측지출액은 다목적표본 소득에 기반한 추측이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목적 표본 기반의 예측액이 전용표본의 지출보다 적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수있다.
Figure 2는 2019년에 병행 조사되었던 전용표본을 기반으로 AEM 모형으로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

비지출의 예측값을 구하고 3개 항목에 대해 MinT를 적용한 결과를 표시한 것으로 실선은 가계지출, 점선은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금액 차이가 커 그림에 표시하지 않은 비소비지출을 포함하여, 지출 항목
에서전용표본에의한예측값(주황)이다목적표본의예측값(파랑)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조사자료에더
근접한것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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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s of predicted and actual values of expenditure in 2019(black: survey data, blue: prediction
based on multipurpose data, orange: prediction based on dedicated data).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에 대한 예측을 보면 가계지출은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
으며일부아래·위뾰족점에서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소비지출에서는앞부분에서조정전의빨간선이,
뒤부분에서 조정 후의 파란 선이 부분적으로 높았으며 비소비지출에서 조정 후의 파란 선이 빨간 선에 비해

전반적으로조금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의경우상대적으로큰범주로
전체시계열의조정과정에서큰변화를보이기힘든항목이기때문에시계열조정의효과가확연히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통신’과 같은 일부 항목에서는 Figure 1의 (d)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층구조를 반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큰 경우도 있었다. ‘통신’ 항목은 대분류에 속하는 부분이며 적합모형으로 AEM,
ETS, ARIMA, ARIMAX가 선택되었다. 순수 시계열 정보만 사용하는 ETS와 ARIMA의 예측값이 사용되고
있어서 2019년도와 같은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 또한 급격한 상승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 전의 합성예측값이 거의 횡보를 하고 있으며 다른 대분류의 예측값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력이떨어진경향이있었다.통신의경우새로운서비스제공이나통신료에대한정부개입에따라변동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 계층적 시계열 조정과정에서 다른 시

계열에의한조정에대폭반영되어 2019년기준으로볼때계층조정후의예측값이조사자료에보다근접한
결과를만들어낸것으로해석된다.

6.결론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수준과 그 변화를 측정 및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 및 소득 동향 파악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국민 소득 추계 등 경제 사회 통계 작성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확하고 일관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
시계열의일관성은중요한문제임에틀림없다.본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이뤄진가계동향조사지출
자료시계열의단절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그동안연구들의방법론에서는,가계동향조사
자료가가지는계층구조에의해서예측의편향성및상하위시계열들의연관성및종속성을반영하지못하는

단점이존재하였다.그러나,본연구에서는그러한계층구조를정확하게예측에반영할수있는MinT방법을
도입하여 단절 기간 동안의 시계열을 연결하기 위한 예측값을 계산한다. 예측을 위한 모형으로는 총 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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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 시계열모형 및 머신러닝 기법의 합성 또는 앙상블 방식을 사용하여, 가능한한 전체 시계열들이
가지는특징을골고루반영하고특정모형에의해서예측값이영향을받지않도록하였다.분석결과에서살
펴볼수있듯이, MinT에의한합성예측이계층구조를반영하여단절된시계열을회복하는훌륭한도구임을
확인할수있었다.향후가계동향조사자료가매년누적됨에따라서,본연구결과에의한시계열연결성회복
효과가어떻게변화하고유지되는지모니터링하는연구작업이추후연구과제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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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시계열연계방안에관한연구

김시현a,성병찬a,최영근b,여인권1,b

a중앙대학교통계학과 b숙명여자대학교통계학과,

요 약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소득·소비 수준과 그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이다.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2017년과 2018년의 가계동향 지출
부문에서 발생한 시계열 단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기간에 대한 시계열 연계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진
행하고있다.본연구에서는 2016년까지의가계동향조사시계열특성을파악하고,이를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을 연계하는 예측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출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 예측 모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총 8개의 회귀모형, 시계열모형, 머
신러닝기법을합성하여사용하였다.특히본연구의주목할만한특징은, Top-down또는 Bottom-up방식이
아닌, 정보의 손실없이 가계동향조사의 계층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optimal combin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력을향상시켰다는점이다. 2017년부터 2019년자료에대한가계동향지출부문의연계분석결과,본연
구가제안하는연계방식이시계열단절성회복및예측력향상에기여하며,또한 optimal combination기법에
의한계층조정후의예측값이조사자료에보다근접한결과를보여줌을확인하였다.

주요용어:가계동향조사,시계열단절,계층시계열예측, optimal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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