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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프로야구에서 관중수는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수입원이며 프로야구팀의 관심사이므

로 수요예측 모형이 있다면 프로야구구단들은 관중유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프로야구 관중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

관중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종속변수는 로그관중수로 두고

다양한 독립변수와 오차항의 분산을 등분산, 조건부 이분산을 가정한 여러 가지 일반화 자기회귀 모

형, 오차항의 분포가 t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이용한 일반화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모형들을 서로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고려된 모형 중에서는 t분포를 가정한 일반화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모형이

가장예측력이뛰어났다.

주요용어: 로그관중수, 수요예측모형, 일반화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모형, 한국프로야구.

1. 서 론

프로야구팀들의 중요한 관심사중의 하나는 관중수인데 관중의 유치는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수입원

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야구를 선도하는 메이저리그를 대상으로 관

중수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는데, 승률이 관중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Fort와

Rosenman, 1999; Meehan 등, 2007), 승률보다는 다른 요인이 관중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

석 (Gifis와 Sommers, 2006; Chupp 등, 2007), 마이너리그 관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Paul 등, 2009), GARCH 모형을이용한팀의승리와메이저리그관중수에관한연구 (Michael, 2009)

등이있으며, 한국프로야구에관한관중수를예측하는연구로는 Lee (2006)가있다.

관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날씨, 경기시간, 홈구장의 시설, 이벤트, 구단의 승률 등과 같은 많

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참고로하여한국프로야구에서영향을많이줄것으로간주되는관측가능한여러가지주

요 변수들을 고려하여 한국프로야구 관중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관중수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동성이 큰데 이러한 변동성을 등분산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건부 이분산성을 고려한 모형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화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모형 (GARCH)을 활용하였다. GARCH 모형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Park과 Lee (2007), Lee (2007),

Lee와 Ha (2007), Lee (2009)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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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데이터의 구성, 데이터의 처리, 통계분석을 위한 소프트웨

어및모형평가기준에대하여언급하였으며, 3절에서는고려된세가지모형에대한설명과결과분석을

하고,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력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끝으로 4절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그의의에대해언급하였다.

2. 자료 분석 및 모형평가

2.1. 자료의 구성

표 2.1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

변수 종류 변수 이름 설명

종속변수 로그관중수 자연로그를 취한 홈구장의 관중수

독립변수 (시간관련)

공휴일 해당일에 속하면 1, 속하지 않으면 0

주말 (토,일) (공휴일과 주말에 속하지 않는 경우 평일)

4월

해당 월에 속하면 1, 속하지 않으면 0

5월

6월

7월

8월

9월

더블헤더 경기가 더블헤더인 경우 1, 아니면 0

독립변수 (구단관련)

플레이오프
직전년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구단이면 1,

진출 못한 구단이면 0

승률 직전경기까지의 누적 승률

삼성

해당 구단에 속하면 1, 속하지 않으면 0

현대

기아

두산

SK

롯데

LG

독립변수 (자기상관관련)
로그관중수t−1 1시차 전의 로그 관중수

로그관중수t−2 2시차 전의 로그 관중수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 동안의‘한국프로야구 연감’에 기록된 경기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3,668경기를통해 2000년부터 2005년도의자료를훈련자료로, 2006년도의자료를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로그변환을 한 관중수 (로그관중수)이고 독립변수는 크게 시간, 구단,

자기상관에관한 3가지요인으로나누어분석하였으며변수에관한자세한설명은표 2.1에제시되어있

다. 그리고공휴일에는식목일, 제헌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을포함시켰다.

2.2. 데이터처리 및 통계분석

통계패키지 SPSS 17K와 MATLAB을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구하고 잔차의 정규성검정, 단위근 검

정및 ARCH 검정을시행하였다.

2.3. 모형평가 기준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형들의 효율성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추정량

선택기준인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 (RMSE, root mean square error)과 평균절대편차 (MAD,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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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deviation)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시간 i의 관중수를 yi, 추정된 관중수를 ŷi, 총 게임수를

n이라고 두면, RMSE와 MAD는 각각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되며, 추정량들의 RMSE와 MAD를 계산하

여값이가장작은것이제일좋은추정량이라할수있다.

RMSE =

√∑n
i=1(yi − ŷi)

2

n
, MAD =

∑n
i=1 |yi − ŷi|

n

3. 모형 설정

3.1. 모형설정 및 결과분석

시계열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시도하는 경우, 단위근의 유무를 확인하는 이유는 허구적 회귀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허구적 회귀 (spurious regression)란 단위근이 있는 시계열은 일시적으로 확률적

추세 (선형적 추세)가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무의미한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되

는 현상이다 (김명직 등, 2003). 따라서 회귀분석 이전에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여

시계열의 확률적 추세 존재유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관중수에 대하여 최근 많이

사용되고있는단위근검정법인 ADF검정 (Augmented Dickey Fuller test)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ADF검정은 오차항이 자기상관 (autocorrelated)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상관의 효과를 완

화시키기 위해 오차항이 백색오차 (white noise)가 되도록 충분한 수의 시차 차분항 (lagged differ-

ence terms)을 추가하는데, 차분추가항의 차수는 표본자료의 정보량을 잘 반영하는 Akaike의 정보기준

AIC에 의거하여 AIC값이 최소가 되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3.1의ADF의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면

2차 차분한 경우에 추세항을 모두 포함한 검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귀무가설을기각할수있어서시계열에확률적추세가없고따라서이로인한허구적회귀문

제를피할수있다고할수있다.

표 3.1 ADF의 단위근 검정

구 분
ADF검정

시차 ADF 통계치 유의확률

로그관중수 2 -44.8498 0.000

본연구에서사용되는기본적인통계모형은다음 <모형1>과같다.

<모형1 >

로그관중수t = α0 + α1로그관중수t−1 + α2로그관중수t−2 + α3더블헤더t + α4공휴일t + α5주말t

+ α64월t + α75월t + α86월t + α97월t + α108월t + α119월t + α12플레이오프t + α13승률t

+ α14삼성t + α15현대t + α16기아t + α17두산t + α18SKt + α19롯데t + α20LGt + ϵt

= xt
′α+ α1로그관중수t−1 + α2로그관중수t−2 + ϵt

<모형 1>의 회귀계수를 추정한 표 3.2에서 VIF와 R2값에 대해 살펴보면 VIF가 전부 10을 넘지 않

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 측도인 R2값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의전체분산의 65.6%를설명한다고할수있다. 또한 t-검정을통한개별회귀계수들은변수기아를제

외하고 유의수준 5%에서 전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고려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관중수에 영향을

미친다고판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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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건부 이분산성을 고려한 추가 모형 설정

<모형1>에 대한 잔차들의 왜도는 -0.401, 첨도는 1.119로 첨도의 값이 0보다 커서 정규분포보다 꼬

리가 두터운 분포를 갖는다. 이 경우 변수 로그관중수 대신 관중수를 사용하면 첨도의 값은 5.14로서

꼬리가 매우 두터운 분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잔차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Jarque-Bera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수준 1%에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

으로나타났으며, Engle (1982)의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

ticity: ARCH) 모형의 도입여부를 위하여 Engle (1982)의 ARCH 검정을 수행하면 ARCH 효과 존재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데, 표 3.3을 통하여 유의수준 1%에서 ARCH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오

차항을 꼬리가 두터운 t분포로 가정한 여러 가지 ARCH류 모형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되어진다.

표 3.2 <모형 1>에 대한 회귀계수의 추정

모형1

계수 유의확률 VIF

(상수) 2.374 0.000 -

더블헤더 -0.343 0.000 1.077

공휴일 0.648 0.000 1.045

주말 0.499 0.000 1.032

4월 0.510 0.000 4.966

5월 0.578 0.000 6.088

6월 0.421 0.000 5.597

7월 0.471 0.000 4.759

8월 0.483 0.000 5.365

9월 0.327 0.000 4.707

플레이오프 0.073 0.004 1.514

승률 1.148 0.000 1.694

삼성 0.115 0.014 2.295

현대 -0.279 0.000 2.160

기아 -0.020 0.624 1.790

두산 0.405 0.000 2.050

SK 0.221 0.000 1.829

롯데 0.270 0.000 1.919

LG 0.648 0.000 2.272

t−1 0.351 0.000 2.503

t−2 0.184 0.000 2.333

R2 0.656

표 3.3 Engle의 ARCH 검정

ARCH 검정 통계치 유의확률

53.5728 0.00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ARCH 모형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Bollerslev (1986)의 GARCH

(Generalized ARCH) 모형 중 단순한 GARCH(1,1)모형으로도 반복적 대입과정을 통하여 ARCH(∞)

모형으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ARCH 모형대신 GARCH(1,1) −t와 Nelson (1991)의 EGARCH

(Exponential GARCH)중간단한 EGARCH(1,1) −t의두가지모형을고려하였다. <모형 2>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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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3>에서벡터 xt는 <모형 1>의정의와같으며, β와 γ는각각 xt에해당되는회귀계수벡터이다.

<모형2 > AR(2)−GARCH(1, 1)− t

로그관중수t = xt
′β + β1로그관중수t−1 + β2로그관중수t−2 + ϵt, ϵt = etσt, et ∼ iid(0, 1)

σ2
t = ω + φϵ2t−1 + ψσ2

t−1

<모형3 > AR(2)− EGARCH(1, 1)− t

로그관중수t = xt
′γ + γ1로그관중수t−1 + γ2로그관중수t−2 + ϵt, ϵt = etσt, et ∼ iid(0, 1)

log(σ2
t ) = ω + ψ log(σ2

t−1) + φ

[
|ϵt−1|
σt−1

− E

(
|ϵt−1|
σt−1

)]
+ L

ϵt−1

σt−1

표 3.4 GARCH(1,1)−t 모형과 EGARCH(1,1)−t 모형의 계수 추정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t 계수 표준오차 t

(상수) 2.2659 0.1088 20.8268 2.2907 0.10883 21.0477

더블헤더 -0.33002 0.026417 -12.4927 -0.327 0.026386 -12.3928

공휴일 0.62043 0.065386 9.4887 0.60285 0.062943 9.5778

토일 0.48775 0.020499 23.7941 0.4851 0.020345 23.8441

4월 0.55574 0.058204 9.5481 0.56183 0.058706 9.5702

5월 0.61253 0.056569 10.8281 0.61245 0.056795 10.7836

6월 0.48673 0.056031 8.6869 0.48933 0.056428 8.6717

7월 0.49004 0.057056 8.5887 0.49225 0.057232 8.6009

8월 0.49937 0.056131 8.8966 0.50193 0.05651 8.8821

9월 0.36173 0.055795 6.4832 0.35421 0.056142 6.3091

플레이오프 0.06956 0.022818 3.0484 0.066945 0.022656 2.9548

승률 1.1972 0.096862 12.3596 1.198 0.096103 12.4662

삼성 0.10839 0.044742 2.4226 0.116 0.044065 2.6324

현대 -0.27226 0.042161 -6.4577 -0.27358 0.04168 -6.564

기아 -0.02154 0.038318 -0.562 -0.01614 0.03797 -0.4251

두산 0.40446 0.039967 10.1198 0.4069 0.039559 10.2859

SK 0.20128 0.039491 5.097 0.20102 0.039021 5.1516

롯데 0.31215 0.03889 8.0266 0.32329 0.038555 8.385

LG 0.6428 0.043145 14.8987 0.65165 0.042636 15.2841

로그관중수t−1 0.37185 0.016044 23.1767 0.3724 0.015925 23.3848

로그관중수t−2 0.17223 0.014962 11.5106 0.16846 0.014895 11.3097

ω(상수) 0.073757 0.016621 4.4377 -0.24787 0.057005 -4.3482

ψ 0.63374 0.064795 9.7807 0.79034 0.047576 16.6123

φ 0.13904 0.025366 5.4814 0.27083 0.040043 6.7634

L - - - -0.01058 0.019639 -0.5387

자유도 8.0646 1.22 6.6103 8.2281 1.2797 6.4295

모형의 추정은 Matlab에서 제공하는 GARCHSET와 GARCHFIT 절차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인

표 3.4를 보면 t분포의 자유도는 8.0646로 낮게 추정되었는데, 보통 자유도가 20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꺼운 꼬리를 갖는 분포로 볼 수 있으므로 잔차들의 분포가 정규분포보다 좀 더 두터운 꼬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오차항을 t분포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속성 모

수 φ + ψ은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현재의 변동성 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으므로 표 3.4의 <모형 2>를 보면 그 값이 0.77278로 1에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현재와

유사한 변동성 수준이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효과란 음의 충격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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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크기의 양의 충격보다 다음 기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모형 3>을 보면 레버리지

L은 t통계량의값으로부터유의수준 5%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고해석할수있다. 이러한이유

의 한 가지 가능성은 고정 팬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 구단의 성적이 좋지 않아 관중수가 줄

어들 것이라고 기대되어도 꾸준히 홈구장을 방문하는 충성도가 높은 고정 팬들이 존재하므로 비대칭 효

과가적다고할수있으며이점은대부분의금융데이터들과다른점이라고볼수있다.

3.3. 예측력 분석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ARCH타입의 모형을 토대로 <모형 1>부터 <모형 3>까지의 여러 가

지 모형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의 3,164개의 경기 자료를 사용하여 만

든 모형을 이용하여 2006년 한 해 동안의 504경기의 관중수를 예측하였는데, 표 3.5는 3가지 모형으

로 2006년 관중수의 실제값과 예측값을 이용하여 구한 RMSE와 MAD를 제시한 결과이다. RMSE와

MAD를 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GARCH모형을 사용하여 만든 <모형 2>가 가장 좋은 모형으로 나

타나나 EGRACH를 사용한 <모형 3>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림 3.1은 RMSE와 MAD가 가장 작은

<모형 2>를 이용하여 2006년도 관중수 및 예측값을 나타낸 도표이다. 전반적으로 현대가 가장 예측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며, 두산, 롯데, LG도 추세는 잘 예측하지만 갑자기 많아지는 관중수를 추적하여 예

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세 팀은 타 팀에 비하여 관중수도 많고 구장이 넓기 때

문에관중수의변동이심하다고할수있겠다.

표 3.5 세 가지 모형에 대한 RMSE와 MAD

팀명
RMSE MAD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삼성 1,653.08 1,687.16 1,689.72 1,246.96 1,292.09 1,296.73

한화 2,551.95 2,570.40 2,569.10 1,731.32 1,772.63 1,767.14

현대 881.68 874.59 874.24 659.72 658.59 659.83

기아 2,193.34 2,180.66 2,174.03 1,326.36 1,327.95 1,324.40

두산 6,683.98 6,576.87 6,607.90 4,883.19 4,787.56 4,812.26

SK 3,027.90 3,055.26 3,052.57 1,835.43 1,862.21 1,864.66

롯데 4,260.52 4,023.78 3,993.95 3,140.84 3,008.20 2,989.79

LG 5,941.91 5,887.72 5,896.50 4,283.62 4,305.19 4,316.49

평균 3,399.29 3,357.06 3,357.25 2,388.43 2,376.81 2,378.91

순위 3 1 2 3 1 2

4. 결 론

프로야구 관중수는 구단의 수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프로야구 구단의 큰 관심사가 된다. 이런 연유

로 관중수를 예측하는 모형이 많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관중수를 예측하는

모형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프로야구 관중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모형으로 AR(2)-GARCH(1,1)−t 모형을 선택하였는데, 모형분석 결과

로그변환한 관중수 및 ARCH류의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좀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ARCH류의 모

형을 설정할 때,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보다 t분포를 가정한 모형이 더 적합하였다. 또한 지속성 모

수의 추정값이 1에 비교적 근접한 수치로 볼 수 있어서 현재와 유사한 변동성 수준이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EGARCH (1,1)−t 모형보다는 GARCH(1,1)−t가 더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되었지만 그 차이는 근소했다. 아울러 AR(2)-GARCH(1,1)−t 모형에 대한 MAD의 평균값으로부

터 2006년의 예측치가 실제보다 구단별로 평균적으로 2,000명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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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GARCH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관중수 그림 3.1 GARCH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관중수
그림 3.1 GARCH−t 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관중수

이유는 현실적인 제약여건 관계로 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날씨 등의

변수를추가로보완한다면예측력을좀더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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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attendance is the largest source of revenue for

development of professional baseball and the highest concern of professional baseball

teams. So, if there is demand forecasting model, it will be helpful for pennant chasers

to work out the strategies for drawing attendance.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intends

to suggest the model which estimates Korean professional baseball’s attendance and

uses all usable variables which have an effect on attendance in limited circumstances.

We supposed that dependent variable is attendance as well as several independent vari-

ables and error term are homoscedastic variance. And then, we compared the models

which assume conditional heteroscedastic variance like GARCH and EGARCH with

GARCH−t models which use the assumption that error term’s distribution follows

student-t distribution. In result of that, we could confirm that the models which were

made by using GARCH(1,1)−t made estimates the most accurately among the several

models considered.

Keywords: Attendance, demand forecasting model, EGARCH, GARCH, Korean pro-

fessional bas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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