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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프로야구 총 관중수 예측에 대해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변량을 고려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과 성장곡선 모형을 이용

하여 프로야구 관중 수에 대한 예측 모형을 제시하고 기존의 선행 연구 모형과 비교하고자 한다. 공변

량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선행 연구 모형보다 보다 개선된 예측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 자료분석에서 한 가지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후 비교, 논의를 통하여 자료를

가장잘설명해줄수있는최적방법을찾아야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주요용어: 공변량, 공변량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관중 수 예측, 성장곡선, 자기회귀누적이동평

균모형.

1. 머리말

한국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2006년 22조 3000억 원에서 7년 뒤인 2013년에는 57조 4000천억 원

으로 성장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GDP의 3%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스포츠산업 시장 종사자 수는

34만 2000명, 사업체 수는 8만 4246개로 추산된다. 국내 프로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프로야구이다. 그 인기를 입증하듯이 최근 프로야구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Kim,

2012; Lee, 2014a; Lee, 2014b; Lee, 2014c; Seung과 Kang, 2012).

관중수측면에서살펴본다면, 한국의프로야구는시작이래 2013년까지 32년동안총 116,249,167명

의 관중을 동원하였다 (한국프로야구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baseball.com). 연간 총

관중 수는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인기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이다. 또한 프로야구단의 전체 수

익구조에서 관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관중 수가 중계권과 머천다이징 판매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확한 관중 수 예측에 대한 연구는 구단의 운영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바꾸어 말하면, 이전까지의 관중수를 통해 앞으로의 관중 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프로야구

단의 수익구조 중 하나인 중계권을 협상하는 중요한 논거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으며 머천다이징 등 파

생상품들을판매할때수요예측에대한준비로불필요한비용을줄일수있다.

관중 수가 구단의 가치와 운영에 중요한 척도로 인정받고 있기에, 프로 스포츠의 수요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야구의 경우, 시계열 분석을 통한 프로야구 관중현황 예측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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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개발이 선행연구로 진행되어졌다 (Kim, 2009; Sul 등, 2010; Kim과 Chae, 2012). 미국 프로야구의

경우에도관중수예측에대한연구는이루어지고있다 (Lemke 등, 2010).

위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들에서 관중 수 예측을 위하여 공통적 사용된 통계적 방법은 자기회귀누적이

동평균 모형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을 사용하면, 2013년도 예상 총관

중 수는 7,865,462명이다. 이 수치는 2012년 실제 관 중수 7,156,157명보다 약 60만명 정도 많은 값이

지만, 2013년도실제관중수는 6,441,945명로전년대비 11% 감소를하였다. 즉 7,865,462명으로예상

된 2013년관중수는동년실제관중수를약 22.0% 과대추정된수치이다.

이는 기존의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만을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논문의목적은공변량을이용한프로야구총관중수예측모형들의개발과기존연구인자기회귀누적

이동평균모형과 비교, 분석에 있다. 이를 통해 프로야구의 총 관중 수에 대한 예측은 보다 정확해 질 수

있음과 본 논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다양한 통계적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관중 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논하고자한다.

본논문에서사용된시계열통계기법과단위근 (unit root) 검정은각각통계소프트웨어 R의 TSA 라

이브러리와 fUnitRoot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두산 관중 수와 총 관중 수에 대한 자료는 한국프로

야구공식홈페이지의기록실에서구하였다 (http://www.koreabaseball.com/History/Spectator.aspx).

2. 통계적 방법 고찰

본절에서프로야구관중수예측을위해사용되는통계적방법에대해설명한다. 본절에서소개하는

통계적 방법들은 시계열자료 분석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피할 것이다. 자세

한설명은 Cho와 Son (1999)과 Box 등 (1994)에기술되어있다.

2.1.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에 앞서 자기회귀

이동평균 (autoregressive-moving average; ARMA)모형을설명하도록한다. 순수한자기회귀모형이나

이동평균모형만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모형화 할 경우 자기회귀모형의 차수 p와 이동평균모형의 차

수 q가 커질 수 있고, 모수의 증가로 추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하나

의 해결 방법으로 자기회귀모형과 이동평균모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차수를 줄이는 자기회귀이동평균 모

형을 사용한다. 시계열자료 (Yt)에 대하여 자기회귀모형의 차수 p와 이동평균모형의 차수 q인 ARMA

모형에대한일반적인표현식은아래와같다.

Yt = δ + φ1Yt−1 + · · ·+ φpYt−p + ϵt − θ1ϵt−1 − · · · − θqϵt−q. (2.1)

식 (2.1)에서 φ1Yt−1 + · · ·+φpYt−p은자귀회귀모형을나타내는부분이고, −θ1ϵt−1 − · · · − θqϵt−q은

이동평균모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식 (2.1)에서 제시된 모형을 보편적으로 ARMA(p,q)으로 표현한

다. 그리고 ARMA(p, q)의 정의에 의해 ARMA(p,0)는 p차 자기회귀모형이 되고, ARMA(0,q)는 q차

이동평균모형이된다.

시계열 자료가 비정상적일 때 차분을 통해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우선 d차 차분된 시계열자료를

Zd
t = Yt − Yt−d로 정의하자. 만약 d차 차분에 의해 Zd

t가 정상화 되었고, Zd
t가 ARMA(p, q)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시계열 자료 Yt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RIMA) 모형을 따른다고 하고, 이를

ARIMA(p, d, q)로표시한다.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모형의표현식 ARIMA(p, d, q)에서중간의 d는차

분의 차수를 의미하고, p와 q의 의미는 ARIMA(p, q)에서 p와 q의 의미와 동일하다. 모형의 정의에 의

해 ARIMA(p,0,q)은 ARMA(p, q)와동일하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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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변량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공변량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planatory vari-

able or transfer function; ARIMAX) 모형은 ARIMA모형을 따르는 시계열자료에 공변량 Xt를 고려

한모형이고, 이에대한식은아래와같다.

Zt = δ + β0Xt + φ1Zt−1 + · · ·+ φpZt−p + ϵt − θ1ϵt−1 − · · · − θqϵt−q. (2.2)

ARIMAX모형은 ARIMA모형과 선형귀모형의 결합모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공변량 Xt를

ARIMA모형에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계열자료 Zt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공변량 Xt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잡음의 변이를 줄여 Zt의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ARIMAX는 공변량을 고려하기 때문에, ARIMA보다 추가적인 가정

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가정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ARIMAX 모형이 ARIMA모형보다 더 좋은

예측결과를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ARIMA와 ARIMAX 모형 적합 후 모형 점검과 예측력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이에 대

한자세한내용은 Box 등 (1994; Chapter 10)에기술되어있다.

2.3. 성장곡선 모형

시계열자료 Yt에대한공변량 Xt를고려한 r차성장곡선 (growth curve; GC) 모형은아래와같다.

Yt = α0 + α1t+ α2t
2 + · · ·+ αrt

r + γXt + ϵt. (2.3)

식 (2.3)에 나타난 정의된 표현식을 시계열분석에서는 다항식추세모형이라고도 부른다. 공변량을 고

려한 성장곡선모형은 선형회귀모형 중 독립변수가 시간과 공변량인 다항회귀분석과 동일하다. 그리고

만약 Yt와시간과비선형관계가존재한다면, 독립변수를시간의함수로대체가된다. 성장곡선모형에서

모형적합 및 진단은 선형회귀모형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ARIMA나 ARIMAX처럼 고급 시

계열분석방법에대한구체적인지식이없다고하더라도, 충분히사용할수있는모형이다.

공변량 Xt의 고려로 인해 잔차의 자유도가 감소하여, 잔차의 분산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져 검정력이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공변량 Xt가 Yt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잔차의 변동을 줄여줌으

로써 검정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 (2.3)에 제시된 모형을 공변량 성장곡선 (GCX) 모형이라

고지칭할것이다.

3. 연구결과

3.1. 2008년, 2010년, 2012년 총 관중 수 예측 비교

우선공변량모형들의우수성을검정해보이기위해, 198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총관중수 (Yt)를

이용하여 2절에서소개된방법을이용하여 2008년, 2010년, 그리고 2012년전체관중수를예측해보았

다.

공변량으로 사용할 변수 선택을 위해 전체 관중수와 프로야구가 시작된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

영되고 있는 두산, LG, 롯데, 기아, 삼성 구단들의 연 총관중 수와 전체 관중수와의 표본상관계수를 살

펴보았고, 이결과는 Table 3.1에제시되고있다.

Table 3.1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otal attendances and teams

Doosan LG Lotte Kia Samsung

0.958 0.889 0.831 0.77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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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를 살펴보면 다른 구단에 비해 두산의 관중 수와 전체 관중 수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산의 관중 수를 공변량으로 사용한다면, 전체 관중 수의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줄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차년도예측을위해서는두산야구단의차년도관중수에대한예측값이필요하다. 이에대해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우선 2011년도까지의 두산구단의 관중 수 자료에 대해 자기상관함수 (autocor-

relation function; ACF)와 편자기상관함수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를 살펴보았고,

Figure 3.1에제시하고있다.

Figure 3.1를 살펴보면 자기상관 함수에서 시차 1이 크게 신뢰한계선 밖으로 값이 크게 나온 것을 알

수있다. 이를통하여자료의평균이정상분포를보이지않음과차분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다.

이에 따라 두산의 관중 수에 대해 1차 차분을 하였고, 1차 차분된 자료의 ACF와 PACF을 Figure

3.2에제시하고있다. 그리고 1차차분된두산관중수의정상성을확인하고자확장 Dickey-Fuller 단위

근 검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유의 확률 값이 0.03으로 유의수준 5%에서 정상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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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CF and PACF for Doosan attendances upto yea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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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CF and PACF for the 1st order differencing Doosan attendances upto year 2011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위한 모형으로 두산 관중 수를 이용한 ARIMA 모형을 사용하였다.

ARIMA(1,1,0), ARIMA(0,1,1)과 ARIMA(1,1,1)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적합을 실시했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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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IC기준을 통해 ARIMA(1,1,1)이 선택되었고, ARIMA(1,1,1)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두산 관중

수가 Table 3.2에제시되고있다.

Table 3.2 Predicted attendances of Doosan (unit, person)

2008 2010 2012

Predicted attendances 751527.5 1031618 1201564

Actual attendances 929600 1070673 12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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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ACF and PACF for total attendances upto year 2011

다음으로 ARIMA 모형과 두산의 관중 수를 이용한 ARIMAX 그리고 GCX에 대해 2008, 2010,

2012년도전체관중수의추정에대해모형비교를하였다.

우선 ARIMA 모형의 경우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모형인 ARIMA(1,1,1)를 사용하였다. ARIMA

(1,1,1) 모형의 사용을 위해 2011년도 자료까지의 총 관중 수와 1차 차분된 총 관중 수의 ACF와

PACF를 각각 살펴 보았고, 그 결과가 Figure 3.3에 제시되고 있다. 또한 1차 차분된 총 관중 수에 대

해 확장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유의 확률 값이 0.03으로 유의수준 5%에

서 정상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RIMAX 모형의 경우 기사용된 ARIMA(1,1,1) 모형의 차수

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GCX의 경우 시간의 차수를 증가시키면서, AIC를 이용하여 최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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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2008, 2010, 2012년도 예측을 위하여 모두 4차식이 선택되어졌다. 총 관중 수

의 1차 차분된 변수를 Zt = Yt − Yt−1로 정의하고, 선택된 모형들의 추정식이 Table 3.3에 정리되어 있

다.

Table 3.3 Estimated models for predicting total attendances

Estimated models

2008

ARIMA Ẑt = −0.992Zt−1 − 0.887ϵt−1

ARIMAX Ẑt = 4.386Xt + 0.105Zt−1 + 0.559ϵt−1

GCX Ŷt = 1496990.31 + 3.59Xt − 387368.65t + 87565.22t2 − 5730.95t3 + 112.44t4

2010

ARIMA Ẑt = −Zt−1 − 0.981ϵt−1

ARIMAX Ẑt = 4.538Xt + 0.605Zt−1 + ϵt−1

GCX Ŷt = 1365000 + 3.775Xt − 311300t + 72820t2 − 4823t3 + 94.84t4

2012

ARIMA Ẑt = −0.996Zt−1 − 0.9814ϵt−1

ARIMAX Ẑt = 4.614Xt + 0.607Zt−1 + ϵt−1

GCX Ŷt = 825181.35 + 4.738Xt − 26606.410t + 16551.62t2 − 1416.62t3 + 3032t4

Table 3.3에서 제시된 추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2008, 2010와 2012년도들의 총 관중 수는 Table

3.4에정리되어있다.

Table 3.4를 살펴보면, 기대되어진 바처럼 ARIMA모형보다 공변량을 사용한 ARIMAX와 GCX가

더 작은 MSE를 갖는다. 총 관중 수의 점추정에서 ARIMA와 ARIMAX는 실제 총 관중 수를 과소

추정하는 반면, GCX는 과대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총 관중 수의 점추정에서 ARI-

MAX의 추정값이 ARIMA보다 실제 총 관중 수에 가깝다. 2008년도의 경우 ARIMA와 ARIMAX의

추정값에대한 95% 신뢰구간에실제총관중수가없지만, GCX의경우실제총관중수를포함하고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변량을 사용하는 모형들이 기존의 ARIMA모형보다 더 나은 추정값과 신뢰

구간을제공함을확인할수있다.

Table 3.4 Predicted total attendances (unit, person)

Actual attendances Predicted attendances (95% confidence interval) MSE

2008

ARIMA

5256332

3575360 (2554367, 4596352) 491172.5

ARIMAX 3771506 (2964622, 4591514) 144766.5

GCX 5981741 (4785186, 7178296) 451307.9

2010

ARIMA

5928626

5557280 (4397893, 6716667) 818778.8

ARIMAX 5709190 (4915616, 6565271) 105599.5

GCX 6916922(5639531, 8194314) 509951.1

2012

ARIMA

7156157

6435975 (5294853, 7577096) 953204.1

ARIMAX 6489314 (5722945, 7315750) 111553

GCX 7394631 (6059421, 8729841) 526689.3

3.2. 2013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2014년도 총 관중 수 예측 비교

본 절에서는 3.1절에서 적용된 통계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2013년도까지의 총 관중 수와 두산 관중 수

를 이용하여 2014년도 관중을 예측하였다. ARIMA(1,1,1)를 이용한 두산 구단의 2014년도 예측 관중

수는 1,149,655명이다. 이 추정된 두산 관중 수를 이용하여, 3.1절에서 사용된 ARIMA(1,1,1)와 ARI-

MAX(1,1,1) 그리고 4차 GCX모형을 이용하여 2014년도 관중 수를 예측하였다. 추정된 모형식과 총

관중수는 Table 3.5에정리되어있다.

한국프로야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4년 10월 17일 기준 정규시즌 총 관중 수는 6,509,915명

으로 집계되었다. 점추정 측면에서 보면 ARIMA(1,1,1)모형과 ARIMAX(1,1,1)모형은 실제 관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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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각각 232,366명과 170,823명을 각각 과소 추정하였고, 4차 GCX모형은 336,418명을 과대

추정하였다. 실제 관중 수와의 편차는 ARIMAX(1,1,1) 모형이 가장 적다. 신뢰구간의 길이는 ARI-

MAX(1,1,1) 모형이 가장 짧고, ARIMA(1,1,1) 모형과 4차 GCX 모형은 매우 비슷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를통하여 ARIMAX 모형이기존의 ARIMA 모형보다더정확하게총관중수를추정할수있다

는것과 GCX 모형역시 ARIMA 모형의좋은대안이라는점을재확인할수있었다.

Table 3.5 Predicted total attendances of year 2014 (unit, person)

Estimated modelsPredicted attendances
MSE

(95% confidence interval)

ARIMA
Ẑt = −0.975Zt−1 − 0.886ϵt−1

910332.5
6277549 (5065191, 7489906)

ARIMAX
Ẑt = 4.706Xt + 0.611Zt−1 + ϵt−1

106074.2
6339092 (5593409, 7141523)

GCX
Ŷt = 587337.563 + 5.332Xt + 80571.179t−5934.887t2 − 76.099t3 + 5.623t4

338525.2
6846333 (5608712, 8083954)

4. 논의

본 논문의 목적은 공변량을 이용한 프로야구 총 관중 수 예측을 위한 모형 개발에 있었다. 기존의 선

행 연구에서 제시되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RIMA)모형이 좋은 예측 값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Box 등 (1994)에 따르면 ARIMA모형을 이용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기위해서는 50개 이상의 관측 값의

사용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한국프로야구는 1982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도까지 32개의 관측 값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관중 수 예측을 위해서는 ARIMA모형 이외의 다른 대안의

필요성이제기될수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산구단의 관중 수라는 공변량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ARIMA모형보다

더나은모형이제시될수있음을보였다. 또한성장곡선모형을함께고려함으로써관중수예측모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모형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증가

하였다.

야구는 ‘기록과 통계의 스포츠’라고 불린다. 야구에서 시계열 분석은 단지 과거의 관중현황에 대한

패턴을통해분석되기때문에여러변수에따라변할가능성이크다. 이런시도를바탕으로날짜별관중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구단의 마케

팅기초자료로활용되어질수있다. 이를위하여날씨별, 접근성, 구단시설, 구단별마케팅효과와같은

구단별상황요인을반영할수있는통계시스템이구축이필요하다. 본연구를통하여구단별자료가정

확한추정을위해매우중요하다는점을인식할수있다.

어떠한 통계적 방법도 100% 옳은 모형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

용하여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통계분석가의 임무이다. 본 논문은 한국 프로야구 총 관중

수 예측이라는 문제에 이러한 방향에 맞게 두 가지의 추가 방법을 이용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고, 이 결

과가다른종목의프로경기에응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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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predicting yearly total attendances in Korean probaseball games, ARIMA mod-

els have been widely adopted so far. In this paper, we discuss two other ways of ARI-

MAX and growth curves with an exogenous variable to predict the attendances. By

using the exogenous variable, it turns out that the prediction has been improved com-

pared to ARIMA. It is concluded that various statistical methods must be considered

for better prediction, and its results can be applied to predict the attendances of other

pro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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