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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어느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은 해당 산업의 적정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항공분야의 수요예측도

마찬가지로 적정 시설규모의 결정과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의 수요예측은 중장

기 수요예측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정확성이 높지 않아 중장기 수

요예측의 실패는 ‘18년 현재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의 공

항시설 용량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체계적이고 정확한 단기

수요예측은 여객수요 급증의 추세를 보다 빠르게 예보하여 중장기

수요예측을 서둘러 보완이 가능케 하고, 포화된 공항의 운영측면

의 단기적 계획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그 필요성이 높다.

단기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항공수요의 특성이 일정한 계절성과

추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계열적인 수요예측 모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여객수요의 급증 및 급감의 단기적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트래픽에 주목하였다. 인터넷 활용이 높은 현

대 사회에서 여행 전 사전에 여행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행

태에 착안하여 인터넷 검색트래픽이 실제 항공수요 발생에 선행할

것으로 보아 이 검색트래픽의 추이를 단기 수요예측 모형에 적용

하였다.

본 연구의 단기 수요예측 모형은 제주공항 국내선 출·도착 여객

합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간의 여객처리 실적을 기반으로 시계

열 모형인 계절적 ARIMA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형성하였으며,

단기적 변동성으로 볼 수 있는 계절적 ARIMA 모형의 잔차를 보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잔차를 종속변수, 인터넷 검색트래픽을 독

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형성하여 이를 다시 계절적 ARIMA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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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결합하여 최종 혼합모형을 형성하였다.

잔차를 인터넷 검색트래픽으로 적합시키는 회귀모형을 형성을

위하여 제주여행과 관련된 검색어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이 검

색트래픽이 실제 수요변화에 선행한다고 보아 시간차의 개념을 적

용하였다.

잔차를 보정하지 않은 계절적 ARIMA 모형과 최종 혼합모형의

예측 정확성을 비교 결과 회귀모형 형성 구간인 트레이닝 세트에

서는 MAPE가 ARIMA 모형의 경우 3.84%, 혼합모형의 경우

3.21%로 0.63%p 향상되었다. 그리고 실제 예측으로 활용하는 구간

인 테스트 세트에서는 3개월 간 예측의 경우 MAPE가 ARIMA 모

형의 경우 3.21%, 혼합모형의 경우 2.54%로 0.67%p 향상되었다.

하지만 7개월 간 예측의 경우는 ARIMA 모형 2.95%, 혼합모형

4.27%로 오차율이 1.32%p 증가하였다. 이는 회귀모형을 형성하는

트레이닝 세트의 일부 기간에서 기존 추세와 다르게 감소하여 깨

끗하지 못한 시계열 추세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의 초단기 항공수요

예측에는 혼합모형이 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터넷 검색트래픽을 활용한 미래 수요예측

방법의 핵심은 적절한 검색트래픽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방법은 항공분야 뿐 아니라 분야를 확장하여 타

산업군의 수요예측에서도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보다 예측력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제주공항, 항공수요, 단기 수요예측, 검색 트래픽, 빅데이터

학 번 : 2018-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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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어느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은 해당 산업의 적정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SOC 분야에서의 수요

예측도 마찬가지로 적정 시설규모의 결정과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SOC 분야에 속하는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여객의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공항의 시설규모가

결정되며, 건설하여 운영 중인 공항에서도 수요 변화에 따라 신공

항 건설 또는 기존공항 증설, 리모델링 등의 시설 대응 방향이 결

정된다. 따라서 항공여객 수요예측은 공항의 건설과 운영계획 수

립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정확한 수요예측은

효율적인 규모의 공항건설과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공항계획 수립의 첫 번째 단계의 중요한 절차로서 그 중요성을 다

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의 항공운송 시장은 1978년 미국의 규제 완화 후 1980~90년

대를 거치면서 글로벌화, 자유화를 거치며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

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국내의 항공운송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성장속도가 더 빨라졌다. 국내의 항공수요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 2015년 MERS(중동

호흡기증후군) 등의 사태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 등의 일시적 수요



- 2 -

급감의 굴곡이 있었으며, KTX 개통 이후 국내선 항공수요의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경제성장 및 LCC(Low Cost Carrier)의 활성화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연

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0년~2009년 연평균 1.2% 증가율

에 비하여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항공수요의 예측은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신공

항의 건설, 기존공항의 증축 등의 공항 건설계획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며, 단기적으로는 항공스케줄 조정, 인력 투입

등의 공항의 단기 운영계획, 시설개선 계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항공수요예측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대부분의 연구가 중

장기 수요예측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 수요예측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공항개발 중장

기 계획에 따른 5년 주기로 향후 20년의 연간 단위의 중장기 수요

예측만 시행하고 단기 수요예측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수요예측은 그 정확성이 높지 않아 수요예측

의 실패로 인하여 국내의 대다수 지방공항들은 소규모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나, 김해공항 국제선

과 제주공항 국내선은 수요가 급증하여 2018년 현재 여객수용능력

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소규모공항은 수용

능력에 비하여 여객처리실적이 미비한 반면 김해 및 제주공항은

사전에 적정 공항용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운

영하는 원인은 그 첫 번째가 수요예측의 실패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소한 수요예측으로 적정

시기 적정규모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김해공항 혹은 제주공항의

용량포화문제이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의 수요예측을 예를 들어보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20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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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항공시장 전체의 항공수요는 연간 7,205만명 예측이

나 실제 실적은 연간 11,864만명으로 64%를 초과하여 큰 차이를

보이며, 2015년 김해공항 국제선은 연간 433만명 예측이나 실제

실적은 연간 631만명, 2017년 제주공항 국내선은 연간 1,840만명

예측이나 실제 실적은 2,835만명으로 수요예측 대비 여객처리실적

이 45~55%가 초과하는 큰 차이를 보여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보

기 어렵다.

이렇게 중장기 수요예측이 실제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수요예측의 방법이

GDP 위주의 단순한 변수를 사용한 예측방법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요예측모형을 아무리 정교화 한다고 해도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경제적,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고려

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쟁발발 혹은 돌발 경제상황 변수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지 않은 중

장기 수요예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요예측과는

다른 접근방식의 예측방법 혹은 단기 수요예측을 시행하여 중장기

수요예측을 피드백하는 등의 보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단기 수요예측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대응은 불가능하지만,

여객급증 예상 시 이를 사전에 단기적 조치로 공항의 시설개선 및

인력운영 등 공항운영의 탄력적 운영계획으로 사전에 원활한 여객

처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여객 급증의 신호를 사전에 예측하여

중장기 항공수요 재예측 등 한 발 빠른 중장기 계획의 조정으로

적정한 시설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항공수요 예측의 실패를 보다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요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예

측방법 또한 기존의 예측방법을 보완할 만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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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과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로 인하여 항공

수요의 중장기 수요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

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반면,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

한 빅데이터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예측

방법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유의미한

예측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중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검색 트래픽의 변화와 항공수요 변화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공항에 대하여 운

영측면의 효율적 대응과 항공여객 중장기 수요예측의 실패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공여객 단기 수요예측에 대하여 연구하였

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시계열모형을 기초 모형으로 형성하고 이에

시계열모형의 잔차를 줄이고자 인터넷 검색 트래픽과 항공수요의

추이와의 상관성을 활용한 회귀모형을 결합하여 시계열모형의 정

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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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 대표 항공여행지인 제주도의 제주공항 국내선은

현재 여객수용능력이 2,326만명이나, ‘17년 여객처리실적 기준으로

2,835만명으로 처리용량이 이미 포화된 상황이다. 여객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공항의 혼잡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제

2공항의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지만 공항건설이 여러 가

지 사유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비하여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제주공항은 항공기 지연이 일상화되는 등의 혼잡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할 단기 수요예측은 여객의 급증에 대

한 예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여유로운 공항

보다는 혼잡한 공항에서 보다 실효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단기 수요예측의 실효성이 높은 제주공항 국내선 여

객수요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제주공항 항공여객 단기 수요예측을 위한 방법으로는

시계열 분석 방법 중 하나인 ARIMA 모형을 형성하고 이에 인터

넷 검색빈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과분석법 중 하나인 회귀모형을

결합하여 단기 수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ARIMA 모형에 의한 예측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체

자료만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지만 외부환경 등 이외의 변수는 활용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단기예측의 경우 중장기예측에 비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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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기적 변동

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중 하나인 인터넷 검

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트래픽(빈도)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검색이 활성화되었고 많은 국

민들이 여행 전 인터넷으로 여행지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호

텔 및 항공권을 예약하는 행태에 착안하여 여행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 트래픽이 항공수요에 선행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러한 검

색 트래픽과 실제 여행수요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검색어 데이터를 선정하여 이를 단기 항공수요 예측에

활용하고자 한다. 사용된 인터넷 검색 트래픽 데이터는 네이버에

서 제공하는 ‘네이버 데이터랩’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네이버 데이터

랩은 2016년부터 일간, 주간, 월간 단위의 검색어의 검색 트래픽을

기간 내 최대치를 100으로 한 상대적인 빈도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00과 그림00은 2016년도부터의 제주공항 여객처리실적

과 인터넷 검색어 ‘제주여행’의 인터넷 검색 트래픽의 추이를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그림 1-1]은 동일시점의 비교 그래프이고 [그림

1-2]는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1개월 시차 뒤로 미뤄서 비교한 그

래프이다.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객수요와 검색 트래픽의

추이는 일정 시간차를 두고 검색 트래픽이 선행하며 유사한 흐름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항공수요와 검

색 트래픽의 두 변수의 직접적인 관계 보다는 시계열모형을 기본

으로 하여 시계열모형과 실제 항공수요의 차이인 잔차와 인터넷

검색 트래픽의 관계에 주목하여 수요예측모형을 형성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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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주 항공여객과 인터넷 검색 트래픽(제주여행)

추이(동일시점)

[그림 1-2] 제주 항공여객과 인터넷 검색 트래픽(제주여행)

추이(1개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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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8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10년간 기존의 항공수요

를 바탕으로 시계열 모형 중 하나인 ARIMA 모형에 의해 항공수

요 예측모형을 형성한다. 이 기간에는 실제 항공수요 실적과

ARIMA 예측모형과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ARIMA 모

형의 잔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발생한 잔차와 높은 상관

계수를 가지는 검색 트래픽 데이터(검색어 및 시간차)를 선정한

후 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적합시키는 회귀모형을 형성

하고, 이를 ARIMA 모형과 다시 결합하여 시계열 모형과 회귀모

형을 혼합한 단기 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회귀모형에 예측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 트래픽의 시

점이 항공여객 수요의 시점 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상

관계수를 가지는 검색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항공

여객 수요의 시점보다 일정 시간차를 두는 과거 시점의 인터넷 검

색 트래픽을 대응시켜서 모형을 형성하였으며 가장 적합한 검색어

와 시간차의 모형을 대응시키 위하여 제주여행 관련 여러 가지 검

색어를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시간차를 두는 모형을 비교하였고 최

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제주도 여행과 관련된 검색어와 시간차의

예측모형을 선정하여 회귀모형을 형성하였다. 이 회귀모형은 단기

적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로 ARIMA 모형과 실제 여객

수요와의 잔차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예측모형의 정확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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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여객처리실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ê

시계열(ARIMA) 예측 모형 모델링

ê

ARIMA 모형 예측과 실제 여객실적 잔차 도출

ê

잔차(종속변수)와 검색 트래픽(독립변수) 간 회귀모형 형성

ê

수요예측 혼합(ARIMA+회귀)모형  개발

ê

혼합모형의 시뮬레이션 및 예측성 검토

[그림 1-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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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항공시장과 수요

1.1 항공수요와 공항시설 용량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항공수요예측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항

공수요와 공항시설 관계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공항시스템의 처

리 프로세스는 항공기 이동지역(Airside)과 비이동지역(Landside)

에서 이루어진다[표 2-1]. 공항시스템이 문제없이 운영되기 위해서

는 항공기와 승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한부분이라

도 문제가 발생하면 공항시스템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시스

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공항시설

구분

항공기 

이동지역

(Airside)

공 역(airspace)

활주로(runways)

유도로(taxiways)

계류장(apron)

항법시설(air navigation facilities)

기타 이동지역 내 지원시설

(ground support equipment)

항공기 

비이동지역

(Landside)

여객터미널(airport passenger terminal)

화물터미널(cargo terminal)

주차장(parking)

지상 접근교통시설(access transportation)

기타 지원시설(other support facility)

[표 2-1] 공항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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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핵심시설은 여객터미널과 활주로이기 때문에 주로 공항의

용량은 에어사이드는 활주로의 용량, 랜드사이드는 터미널의 용량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활주로 용량은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판단

하며 터미널 용량은 여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항 내 모든

프로세스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수요예측이 항공여객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항계획수립 시에도 우선적으로 항공여객수

요를 예측하여 여객터미널의 규모를 먼저 결정하며, 이후 항공여

객수요에 따른 운항편수를 예측하여 활주로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운항편수의 수요 보다 근원적인 항공여객

수요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항시스템에서 항공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용량의 제약으

로 공항수요를 처리 못하거나 혼잡비용이 발생하여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시기의 공항시설 공급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

요를 원활히 처리해야 여객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항과 항공사의

수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시설 적기 공급 및 원활한

운영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공항의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이전에 정확한 수요예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2 항공수요 예측 방법

항공 수요예측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정책방향의 결정이나 투자

계획 수립에 선행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단기적으로는 공항운영 및

항공스케줄의 결정 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고, 다양한 예측모형

들이 개발․적용되어 왔다.

먼저 수요예측은 예측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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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CAO Doc 8991, 2006). 이 세 가지 분류의 기준은 업계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항공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기는 최대 1년, 중

기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장기는 5년 이상의 기간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대분의 수요예측 연구는 중장기 수요예측을 연구대

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예측 방법론으로는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ICAO Doc. 8991, 2006). 모형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와 예측자의 관점에 따라 계량경제학을 이용하여 객관성이 가

미된 정량적 분석방법(quantitative analysis method), 주관적 견해

가 포함된 정성적 분석방법(qualitative analysis method), 그리고

항공운송시장의 구조와 행태를 분석하는 결정분석방법(decision

analysis method)이 있다.

계량분석방법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성분석방법은 과거 시장자료가 존재

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수리적 모형화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다.

결정분석 방법은 계량분석과 정성분석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

다. 일반적으로 항공수요 예측모형 개발 시 분석가의 전문적인 판

단과 통계적 방법과 수학적 방법이 함께 고려되어 진다. 아래 [표

2-2]의 구분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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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예

측 

방

법

정량분석방법

(quantitative method)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

인과분석(causal method)

정성분석방법

(qualitative method)

델파이 분석(delphi technique)

기술예측(technological forecasting)

결정분석방법

(decision analysis

method)

시장조사 분석 및 산업조사

(market research and industry surveys)

확률분석(probabilistic analysis)

베이지안 분석(bayesian analysis)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표 2-2] 수요예측 방법

자료 : ICAO, Manual on Air Traffic Forecasting(Third Eddition,

2006)

이들 유형은 예측 시 이용되는 절대적 분류는 아니며, 연구방법

에 따라 또는 연구자에 따라 혼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계량분석방법 위주로 모형을 분류하면 다음의 [그림 1-4]와

같이 인과모형, 시계열 모형 그리고 시스템 모형으로 나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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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방법

(Macro Methods)인과모형

Causal 

Model

계량경제모형

Econometrics Model 미시적 방법

(Micro Methods)

연립방정식 모형

이동평균

평활법

Smoothing Methods
가중이동평균

상태공간모형

분해법

Decomposition Methods시계열모형

Time Series

Model 단일변량 모형

확률적 시계열모형

Stochastic Model
다변량 모형

선형모형

Linear Model

추세투사

Trend projection

포물선모형

Parabolic Model

지수모형

Exponential Model
콤페르츠모형

Gompertz Model

시스템모형

System 

Model

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isys

[그림 2-1] 수요예측을 위한 계량적 모형

자료 : 건설교통부, 항공수요예측 지침서 개발연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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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언급한 항공수요예측 방법은 다양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초자료의 제약과 미래 환경여건의 불

확실성으로 인한 오차나 에러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차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지만, 보다 정확하고 현실에 적

용 가능한 예측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확

한 수요예측은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

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은 중장기적 관점의 산업의 계획수립 혹은

단기적인 운영측면의 대응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는 기술발전에 따른 새

로운 접근방식의 수요예측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1.3 항공수요 예측 선행연구

1.3.1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우리나라 공항개발의 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공항개발 중장기 종

합계획의 수요예측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공항개발 중장

기 종합계획은 항공법 제89조에 의 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항개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음은 제2차 공항개

발 중장기 기본계획,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국내

항공수요 예측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내용이다.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국토해양부, 1999)에서 국제선

여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체수요에 공항별 분담률을 적용하는 2

단계 기법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의 국제선 여객수요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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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GNP를 독립변수로 회귀식을 사용하였으나, 모형의 설명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성장곡선식을 별도로 분석한 뒤 평균값을 사

용하였다.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5)에서 인천공항

의 국제선 수요는 회귀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수요와 우리나라 전체

의 국제선 수요에서 차지하는 분담률로부터 추정된 수요를 감안하

여 도출하였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수요 모형은 1980년부터 2004

년까지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국제선 여객실적을 종속변수로 하

고, GDP를 독립변수로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 수요 모형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제선 실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GDP를 독립변수로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10)의 우리나라

공항별 여객 및 화물수요를 2030년까지 GDP를 독립변수로 회귀식

을 추정하였으며,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15)은 4차 종합계획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요를 2035년까지 예측

하였다.

1.3.2 국내 항공수요 예측방법

항공수요 예측과 관련한 국내연구는 해외 연구보다 수는 적지만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수요예측모형은 크게 인과모형,

시계열모형, 시스템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4]. 먼저 인과모

형을 적용한 연구부터 살펴보면, 박재성(2016)은 Sallier(2010)의 항

공수요모형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소득분포구조를 고려하여 항공수

요를 예측하였다. Sallier(2010)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항공수요

예측의 단점을 제시하였는데, 계량경제모형의 단점은 첫 번째 장

기예측을 위해 자료의 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과, 두 번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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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태 변화가 없음을 가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깨끗한 시계

열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91~‘94년은 걸프전, ‘01년

9/11사태,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MERS(중

동호흡기증후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사회가 급변하고 소비

자의 행태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예측

이 쉽지 않다. 박재성(2016)은 대한민국 국제선 항공시장를 중국,

일본,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기타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항

공수요모형은 소득분포구조를 감마 분포와 베타 분포를 사용하여

추정 하였다. 그 결과 성숙시장으로 분류되는 한국-일본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소득분포구조를 고려한 항공수요예측 방법의 수요

예측 안정성이 회귀분석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장은혁(2014)은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한 항공수요 계량경

제모형을 개발하였다.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이를 통해 기존 항공수요예측의 시계열 자료 분석 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분모형과 차분 +ECM을 제시하였다. 그 결

과 차분모형보다는 차분 + ECM이 설명력이 높고, 또한 GDP만

설명변수로 하는 것 보다 GDP와 요금 변수를 함께 사용했을 때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개발한 안정성을 고려한 항공수요 계량

경제모형이 과거 항공수요예측 시 사용했던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

하였고, 실제 우리나라 공항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제주공항 국내

선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백승한(2007)은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여객시장을 대상으로 10년

(1996년～2005년)간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계량

경제학적 수요모형 및 탄력성(소득 및 운임)을 추정하였으며, 소득

과 항공운임은 항공여객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고 소득탄력성은 탄력적이며 운임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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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다음으로 시계열모형을 적용한 연구로 김성민(2016)은 계절형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형을 이용

하여 인천공항의 LCC(Low Cost Carrier)여객수요를 예측하였다.

LCC의 급성장에 주목하였으며, 기존의 회귀분석 방식의 수요예측

과 차별화하여 시계열 모형인 계절형 ARIMA 모형을 인천공항

LCC 수요예측에 적용하였다.

송다영(2015)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 대하여 연구를 하

였다. 계절형 ARIMA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총 관광객 수를 예측

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여행목적 및 형태별 관광객 수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행목적으로는 레저 및 스포츠, 회

의 및 업무, 그리고 휴양 및 관람을 위한 여행으로 구분하고 여행

형태로는 개별여행, 패키지여행으로 구분하여 예측을 시행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로 박

진서(박진서, 2013)는 수요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항공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측하였다. 국제항공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항공

수요의 행태분석모델을 개발하고 공항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였으

며, 항공시장과 공항시설간의 인과지도를 작성한 후 변수의 파라

미터를 설정하고 수식화하여 기본모델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공항

시설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수요를 산출하기 위해서 동태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통해 인천공항의 항공수요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

였다.

1.3.3 해외 항공수요 예측방법

항공수요 예측의 해외연구는 국내연구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인과모형을 적용한 연구로 Duval and Schiff(2011)는 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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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 많이 여행 오는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등에 대

해서 국가 별로 여행객 수를 예측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하였

다. 이 예측모델은 각 나라별 GDP와 뉴질랜드 달러의 환율을 독

립변수로 사용하였다.

Aderamo(2010)은 나이지리아의 항공 여행객 수요를 예측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Aderamo는 1975년~2006년 약

32년간의 나이지리아의 항공여객 데이터와 농업생산, 광물생산, 제

조업생산 지표와 에너지소비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전력소비 지

표, 인플레이션 비율, GDP 및 정부지출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

다. Aderamo의 모형은 다중공선성을 고려한 결과 농업생산 지표

와 광물생산 지표 그리고 GDP가 가장 적합한 독립변수로 나타났

다. 또한 모형의 결정계수는 0.92로 나타났으며 변수와 예측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bed(2001)은 1971년~1992년까지 22

년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공여객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우디아라

비아의 항공여객 수요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예측 모형에는

Oil GDP, Non-Oil GDP, 인당 수입, 인구 등 총 16개의 독립변수

가 사용되었는데, 16개의 독립변수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관

련성을 대표할 수 있는 7개의 독립변수로 다시 선정되었다. 이렇

게 선정된 7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만든 회귀분석 모형 중 인

구와 총 지출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예측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높

게 나타났다.

Grosche(2007)는 독일의 베를린과 유럽 28개국의 공항간의 항공

여객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독일과 유럽 28개국

138개 도시와 1,228개의 여행경로 그리고 9백만 명의 항공 여행객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력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인구,

Buying Power Index, GDP, 두 도시간 거리 그리고 여객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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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비행시간 등이다. 이 중력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독립변수들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Tsekeris(2009)는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그리스 도서지역 항

공과 선박 수요를 모형화 하였다. 1968년~2000년까지 월간수요 자

료를 활용하여 성수기와 비수기 모델을 각각 도출하였다. 또한, 이

때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추세를 없애는 방

법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시계열모형을 적용한 연구로는 Samagaio and

Wolters(2010)는 1995년~2007년까지 약 12년의 항공여객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수 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모형으로 2008

년~2020년까지 리스본 공항의 항공여객을 예측하였다. 이모형은

2020년 리스본 공항의 항공여객을 1,870만 명으로 예측하였다.

Tsui and Balli(2011)는 2001년~2010년의 약 10년간의 월별 홍콩

국제공항의 항공여객 실적을 활용하여 ARIMA 모형을 기반으로

한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2011년~2015년의 홍콩 국제공항의 항

공여객을 예측하였는데 평균 -3% 정도의 오차율을 보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는

Ashley & Hanson(1996)는 스키폴 공항의 항공수요를 시스템 다이

나믹스 방법론으로 모형화 하였다. 이 연구는 항공수요를 수요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개발한 후 두 모형을 결합하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모형은 거시경제, 항공사 및 공항의 경제를 독립변

수로 활용하였다.

Suryani, Chou, & Chen(2010)은 항공수요와 여객터미널 용량 확

장 간의 관계를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으로 구현하였다. 대만 타

오위안 공항을 대상으로 1997년~2007년의 연간 항공실적을 이용하

여 활주로 및 터미널 수요를 예측하고 여객터미널 용량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항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항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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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GDP, 인구, 1일 운항횟수 등을 적

용하였다. 이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의 특성상 많은 변수

를 사용하여 항공수요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시된 모형

은 미래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확장

시기 판단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yneis(2000)는 항공운임과 GDP, 인구를 변수로하여 시스템다이

내믹스를 통해 항공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인구의 규모가 항공여객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모형을 결합한 연구도 존재한다.

Wickham(1995)은 시계열모형과 회귀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

형을 제시하였으며, 각 모형 간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Shen, Li &

Song(2011)는 다양한 방법론으로 예측한 홍콩 관광수요를 합성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항공수요 예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년 단위

의 중장기 수요예측과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단기 수요예측과

관련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인과분석법을 활용한 연구들의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GDP, 환율 등과 같이 다양하지 못한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과분석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하

여 예측하는 방식으로 항공여객 수요와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변수

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GDP 등의 변수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포함될 수 있으나 거시경제 지표 변수에 기반한 예측은 정확도가

제한될 가능성과 함께 단기적 변동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시계열 모형은 시간에 따른 과거 자료의 경향을 사용하여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과거의 경향이 미

래에도 반영된다는 가정 하에 과거의 항공여객 데이터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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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래의 항공여객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항공여객 수

요는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 외부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러나 시계열 모형은 이런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다(Xiao,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단기 항공수

요 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

고 단기적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시계열모형을 형

성하였으며 이모형의 잔차를 줄여 정확성을 높이고자 빅데이터 중

하나인 인터넷 검색 트래픽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터

넷 검색 트래픽은 항공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로 기

존연구에서 많이 활용했던 GDP, 환율, 인구 등에 의한 다양한 변

수의 복합적인 결과인 동시에 단기 변동성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

다. 독립변수로 활용할 인터넷 검색 트래픽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

에서 그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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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빅데이터 분석 예측

2.1 빅데이터 개요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데이터에 비해 생성되는 주기가

짧고 수치 데이터와 문자, 영상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

터이다(홍민석, 2016). 그리고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

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

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그리고 위키백과에서는 기존의 데

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할

수 있는 것을 넘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데이터의 집합으로부

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

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3.0 추

진에 따라 데이터의 공개․개방․공유로 활용 가능한 공공 빅데이

터의 양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분산처리 등 대용량 데이터(Big

Data)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데

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이후 IT업계 최대 화두는 ‘빅데이터의 활용’인 것으로 나

타났다고 할 정도로 최근 들어 빅데이터가 부각되고 있다. 빅데이

터는 의미 없는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가

공 분석하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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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인터넷 등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

에서 의미있는 정보만을 간추리고 정리하여 그 효용을 높일 수 있

는 기술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된 것은 기술 진보 측면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폭증하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화 촉진’의 시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

여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활용’의 시대로 정보화 패러다임의 전

환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는 생산성 향상, 정부 혁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미래 경

쟁력의 핵심 수단이다.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3가지 특성은 크기(Volume), 속도

(Velocity), 다양성(Verity)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TB(Terabyte) 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며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경우는

수 PB(Petabyte) 이상을 빅데이터라고도 한다. 크기는 범지구적

규모로 확장 가능하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비

용이 많이 들어 표본추출(Sampling)에 의한 데이터로부터 전체특

성을 알아내는 기법에 의존해 정보왜곡 현상이 발생했지만, 빅데

이터 수준의 큰 데이터를 통한 전수분석이 이루어지면 정보왜곡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빅데이터의 도입 및 운용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빅데이터로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추구

등 생활 변화, 개인 맞춤형의 사회생활 등 사회 변화, 실시간 대응

체제의 일상화 등 산업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다. 데이터마다 크기나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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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동영상, 음악, 소셜미디어의 텍스트 메시지

등과 같은 비정형데이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변

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글 독감

추세(Google Flu Trends)’가 대표적인데 기존에는 독감유행을 포

착하기 위해 정부 보건당국이 각 지역 병원으로부터 환자 통계 데

이터를 넘겨받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긴 시간이 걸린 반면

구글은 실시간으로 독감 관련 검색어가 얼마나 자주 검색되었는지

를 통해 인터넷주소를 역 추적해 위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로 독감이 언제 유행할지 예측하는 시스템을 선보인 결과 구글이

정부 보건당국보다 더 빨리 독감유행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표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Google trend의 대선 결과 예측이 큰 이슈가

되었다. 언론과 리서치 기관에서는 힐러리 후보의 당선율이 근소

하게 트럼프 후보를 앞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보도하였지만,

Google trend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고 이는 대선 결과와 정확하게 맞았

다. 이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빅데이터는 최근 관심사와

트렌드를 예측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정확하게

트렌드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

색 행동을 기반으로 한 미래예측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2 인터넷 검색 트래픽을 활용한 예측 선행연구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등의 연구

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트래픽을 활용한 연구도

최근에 그 연구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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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2015)은 인터넷 검색 중 대표적인 3가지 정보검색 수단에

대한 대용 변수인 인터넷 포털 검색어 빈도, 주택시장 관련 SNS

키워드 빈도, 주택시장 관련 뉴스 기사 키워드 빈도와 아파트 매

매 및 전세가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과 관련

된 인터넷 정보검색은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결정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포털에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는

정보검색 방식은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트위터나 뉴스 등에 나타난 주택 시장에

대한 어조는 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김한빈(2017)은 주택 거래량 단기 예측을 위한 시계열과 인터넷

검색어의 혼합모형을 개발하였다. 아파트 거래량의 보다 정확한

예측모형을 위하여 ARIMA 모형의 잔차를 인터넷 검색빈도로 적

합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써 ARIMA 모형과

인터넷 검색빈도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모형을 결합하여 아파트 거

래량을 예측하는 혼합모형을 형성하였다. 기존의 ARIMA 모형과

개발한 혼합모형의 예측성을 비교한 결과 테스트 세트 기준

MAPE가 약 6%p의 예측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서일선 외(2014)는 인터넷 검색빈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주

식시장 분석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예

측에 활용할 때 국내환경에 적합한 키워드를 도출해야한다고 하였

다.

김성도(2015)는 인터넷 검색어 빈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공항

항공 여행객 단기 수요 예측 모형을 연구하였다. 독립변수 후보군

으로 7,756개의 검색어의 빈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검색빈도가

높고 꾸준한 검색어 370개를 선정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의 출발

여행객 수와 각 인터넷 검색어 빈도간의 일정 시간차 별로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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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검증하여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시간차, 검색어를 회귀모

형으로 개발하였다. 항공 여행객 수요 예측 모형을 형성하고 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훈련집합(Training Set)과 검증

집합(Test Set)으로 나누고 여러 모형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훈련집합과 검증집합을 나누는 방식으로 K-겹 교차검증을 사용하

였다.

한혜림(2017)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국 관광시장의 한국

관광 인식을 분석하였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BAIDU)내

에서 한국 관광지 관련하여 웹가시성이 높고 온라인에서 많이 회

자되는 권역 및 관광지를 알아보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의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와 비교하였다. 서울, 제주의 도시 순위는

중국 관광객의 실제 방한 방문 순위와 빅데이터 결과가 일치하였

으나, 그 외 도시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지의

경우 명동은 한국관광공사 조사 보고서 순위와 빅데이터 결과에서

도 상위 빈도 1위로 일치하였다. 하지만 그 외 관광지는 빅데이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검색활동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선행하여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검색에 의한 검색빈도(트래픽)이 항공수요에

선행하여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착안하여 여행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 트래픽을 항공수요의 단기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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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항공여객 단기 수요예측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제주공항 국내선 단기 항공수요를 예측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시계열 특성을 반영하여 시계열모형

을 형성하였으며, 항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거시경

제와 관련된 변수가 아닌 단기적 수요변화와 연관이 높다고 판단

되는 인터넷 검색빈트래픽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형성하여

시계열과 회귀모형을 혼합한 모형을 형성하여 제주공항 항공여객

단기 수요예측의 예측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 1 절 항공수요 단기 수요예측모형 개발 절차

본 장은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의 단기 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그 절차는 [그림 3-1]과 같으며, 먼저 과거 제주공항 여

객처리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ARIMA 모형을 형성하여 ARIMA 모

형을 검증하고 예측성을 검토한다. ARIMA 모형 검증결과 실제

여객처리실적과 ARIMA 모형 예측치의 잔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잔차를 적합하기 위하여 잔차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인터넷 검

색빈도 데이터를 가진 인터넷 검색어와 일정 시간차의 모형을 선

정하여 검색 트래픽을 독립변수, 잔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

형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회귀모형을 다시 이전의 ARIMA 모형

과 결합시켜 최종적으로 혼합모형을 도출하여 여객처리실적과 비

교하여 예측성을 검증한다.

단기 항공수요 예측의 독립변수인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처리실적

자료는 한국공항공사 iFIS시스템에서 도착 및 출발여객수를 일,

주, 월 단위 등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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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홈페이지의 항공통계 란에서 1997년부터 인천공항을 제외

한 전국 14개 공항의 월단위의 각종 항공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관광지 공

항 특성상 비즈니스보다는 주로 여행목적의 수요이기 때문에 [그

림 3-2]에서와 같이 계절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는 자료이다. 또한

제주공항 항공수요의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à

⓵ 기초 시계열 자료 ⓶ ARIMA 예측모형 형성

à à

⓷ ARIMA 모형과

실제 실적 잔차 도출

⓸ 검색 트래픽-잔차 상관관계

높은 트래픽 데이터 선정

à
⓹ 검색 트래픽(독립변수)과

잔차(종속변수) 간 회귀모형 형성
à ⓺ 혼합모형 개발 및 예측성 검토

[그림 3-1] 단기 항공수요 예측모형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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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주공항 항공수요 추이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제주공항 항공수요의 시계

열자료이다. 시계열 자료는(Time Series Data)는 일, 주, 월, 분기,

또는 연도별과 같이 관측주기 또는 시간주기를 나타내는 시간변수

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계열변수로 구성되어있다. 시계열분석

의 목적은 자료가 생성된 시스템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

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가

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을 찾아야 하는데 자료종류 및 관측주기 등

에 따라 적용하는 모형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은

ARIMA 모형으로 ARIMA 모형은 시계열 자료가 추세와 계절성이

있을 때 예측하기 적합한 모형이며, 최근에 가까운 관측값이 먼

과거의 관측값 보다 예측값에 보다 영향을 준다는 개념에 기반한

예측방법으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그림 3-3] 연구모형 설명에서 보듯이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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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항 항공여객 단기 수요예측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2008년 10월

부터 2018년 9월까지의 1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2009년 10

월 이후의 ARIMA 모형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ARIMA 모형을

형성하게 되면 예측 기간에는 실제 여객처리실적과 ARIMA 모형

간의 잔차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예측모

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잔차를 보정하고자 한다. 잔

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잔차를 종속변수로 인터넷 검색

트래픽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형성할 것이며, 이 회귀모

형과 ARIMA 모형을 다시 결합하여 최종 혼합모형을 형성할 것이

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혼합모형과 실제 항공수요를 비교하여

예측성을 검증할 것이다.

회귀모형 및 최종 혼합모형의 형성을 위하여 트레이닝 세트와 테

스트 세트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림 3-3] . 우선 트레이

닝 세트에서는 ARIMA 모형에서 도출한 잔차와 인터넷 검색 트래

픽 간의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회귀모형을 형성한다. 그리고 테스

트 세트에서는 ARIMA 모형과 회귀 모형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혼합모형을 형성하고 그 예측성을 검증한기로 한다.

트레이닝 세트의 시계열 자료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의 31개 데이터이며, 테스트 세트의 시계열 자료는 2018년 10월부

터 2019년 4월까지의 7개 데이터로 하였다.

여기서 ARIMA 모형에 의한 예측모형의 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임에도 트레이닝 세트를 2016년 이후의 좁은 범위로 설정한 이유

는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활용할 인터넷 검색 트래픽 자료가 포

털사이트에서 2016년의 자료부터 제공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는 트레이닝 세트에 31개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이는 많지 않은 데이터이나, 일반적으로 회귀모형을 위한 데이

터가 최소 30개 이상의 자료가 요구되므로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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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예측성을 검증할 데이터 역

시 7개 데이터로 표본 수가 적지만, 향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

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다 신뢰성 높은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08년10월 ‘09년10월 ‘16년3월 ‘18년9월 ‘19년4월

▼ ▼ ▼ ▼ ▼

기초데이터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처리실적)

①
ARIMA 모형 형성 및

실제여객실적과 ARIMA 모형 간 잔차 도출    

+

②

회귀분석

(잔차-검색 

트래픽)  

회귀모형 형성

③
혼합모형

예측 및 검증

← 트레이닝세트 → ← 테스트세트 →

[그림 3-3] 연구모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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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RIMA 모형 개발

2.1 ARIMA 모형 이론

조신섭·이정형(2014)에 따르면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은 시계열의 현재 값(Zt)을 자신의 과거 값

(φpZt-p)들로 설명하는 자기상관모형(Autoregressive Model, AR)과

현재 값(Zt)을 현재의 오차항(εt)과 과거의 오차항(εt-p)들로 설명하

는 이동평균모형(Moving Average Model, MA)이 통합된 모형으

로 가까운 과거의 관측 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기 때

문에 단기예측에 적합하며 보다 신뢰성이 높다. ARIMA 모형은

BOX와 Jenkins(1976)에 의해 일변량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이 제안된 이후 가장 보편화된 시계열분석 모형으로 BOX-Jenkins

모형이라고도 한다. ARIMA 모형은 현 시점의 관측값 Zt를 자신

의 과거 관측값 Zt-1, … , Zt-p 와 백색잡음이라고 부르는 오차 εt

들의 선형함수를 설명변수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Zt = δ + φ1Zt-1 + φ2Zt-2 + … + φpZt-p + εt - θ1εt-1 - θ2εt-2 - … -θpεt-p (1)

ARIMA 절차는 BOX-Jenkins에 의한 3단계 적합 과정에 의해

ARIMA 모형을 적합한다. 모형적합의 3단계는 모형식별(model

identification), 모형추정(model estimation), 모형진단(model

checking)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단계들을 거친 최종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forecasting)한다. 아래 [그림 3-4]는 모형구축 절차

를 도식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 34 -

[그림 3-4] Box-Jenkins의 모형구축절차

ARIMA 모형의 기본 형태는 ARIMA(p,d,q) 모형으로 p는 AR항

의 차수, q는 MA항의 차수 d는 차분회수이다. 시계열이 정상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ARMA(p,q) 모형을 적합하고, 정상성을 만족하

지 않는 경우에는 차분을 하여 정상화 한 후에 ARMA(p,q) 모형

을 적합한다.

ARMA(p,q) 모형의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Wt = μ + θ(B)/φ(B) * εt (2)

t : 시간지표

B : BWt=Wt-1 의 역할을 하는 후향연산자

μ :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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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B) = 1-φ1B-φ2B
2-…-φpB

p : AR연산자

θ(B) = 1-θ1B-θ2B
2-…-θpB

q : MA연산자

εt : 서로 독립인 N(0,σ2)을 따르는 오차(백색잡음)

φ(B)(Wt-μ) = θ(B)εt (3)

또는

φ(B)Wt = δ+θ(B)εt (4)

와 같이 쓰기도 하는데 δ=φ(B)μ는 상수항이라고 한다.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차분이 필요한데 d번 차분한

ARIMA(p,d,q) 모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φ(B)(1-B)dZt = δ+θ(B)εt (5)

또한 주기가 s인 계절성을 가질 경우에는 계절적(Seasonal)

ARIMA 모형이라고 하며 계절적 ARIMA 모형의 기본은

ARIMA(p,d,q)(P,D,Q)s 모형이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φ(B)Φ(Bs)(1-B)d(1-Bs)DZt = δ+θ(B)Θ(Bs)εt (6)

Θ(Bs) = 1-Φ1B
s-Φ2B

2s-…-ΦpB
Ps : 계절형 AR 연산자

Φ(Bs) = 1-Θ1B
s-Θ2B

2s-…-ΘqB
Qs : 계절형 MA 연산자

여기서 B는 후행연산자(Backshift operator)이며, 또한 Φ, Θ는

차수 P, Q의 Bs에 대한 다항식, d는 일반 차분, D는 계절 차분, s

는 계절주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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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열 모형은 시계열 그림이 추세

와 계절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아 계절적 ARIMA 모형인

ARIMA(p,d,q)(P,D,Q)s 모형으로 예상하고 분석을 하였다.

2.3 ARIMA 모형 개발

[그림 3-5] 및 [그림 3-6]은 2008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10년간 제주공항 여객처리실적의 월별자료를 분석한 자료의 기초

통계량 및 백색잡음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모형의 식별을 위한

정상성 검정 이전에 시계열의 백색잡음 여부를 먼저 확인 할 필요

가 있다. 만약 시계열이 백색잡음이라면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

지 않기 때문이다. 시계열의 백색잡음 여부는 6개의 lag들을 그룹

으로 묶어서 유의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림 3-6]에서 lag 6,

12, 18, 24에서 유의확률들이 0.001보다 작아 주어진 시계열이 백

색잡음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백색잡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분석을 시작한다.

[그림 3-5] 원시계열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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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원시계열 백색잡음검정 결과

정상성이라는 것은 시계열의 평균(mean) 수준과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또한 상관함수들이 시차(time lag)만의

함수로서 시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시계열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계열 그림으로 시계열 수준에 증가하거나 감소하

는 추세를 알아보고, 자기상관함수(AotoCorrelationFunction: ACF)

가 느리게 감소하면 시계열에 추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단위근 검정을 통하여 단위근이 존재한다면 추세 혹은 계절성

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추세, 계절성 또는 다른 형태

의 비정상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분을 한 후 분석

한다.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이상 차분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

고 계절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절주기 s에 해당하는 계절차분을 통

해 비정상적인 시계열을 정상화 한다.

원시계열자료인 [그림 3-7]을 보면 1년 주기의 계절성을 볼 수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동 폭이 커져서 분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ACF를

보아도 지수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상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먼저 시계열

의 평균(mean) 수준과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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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단계로 증가하는 추세를 없애기 위하여

1차 차분하고, 계절성은 계절차분을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그림 3-7] 원시계열 추세 및 상관분석

차분 시 주의할 점은 필요 없는 차분을 시행하여 과대 차분을 할

경우 차분된 시계열의 분산이 더 커지거나, ACF도 유의한 lag가

늘어나 그 형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과대차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계절차분을 시행한 후 시계열 그림을 보면 전체 lag에서는

뚜렷한 추세를 보기는 어려우나 lag1부터 lag50까지는 부분적으로

감소 추세, lag51부터 lag95까지 증가 추세, lag95 이후 lag12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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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포가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여전히 비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ACF도 서서히 줄어드는 경

향이 남아있어 원 시계열의 비정상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1차 차분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한다.

[그림 3-8] 계절차분 자료 추세 및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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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계절차분 기초통계량 및 백색잡음검정 결과

계절차분과 1차 차분을 모두 실시한 후의 백색잡음검정 결과는

원 시계열자료와 같이 lag 6, 12, 18, 24에서 유의확률들이 0.001보

다 작아 차분된 시계열이 백색잡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

으며, 기초통계량의 평균을 확인하면 계절 및 1차 차분을 동시에

실시하기 전 자료보다 0에 가까워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세 및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시계열 그림의 추세가 사라졌고

ACF도 기존과 같이 완만히 감소를 하지 않고 절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정상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절 및 1차 차

분을 모두 시행함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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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계절 및 1차 차분 자료 추세 및 상관분석

[그림 3-11] 계절 및 1차 차분 기초통계 및 백색잡음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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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p,d,q)(P,D,Q)s에서 계절차분(12개월)과 1차 차분을 모두

실시하였기 때문에 d=1, D=1, s=12가 되어 잠정적인 모형은

ARIMA(p,1,q)(P,1,Q)12으로 식별되며 p,d,P,Q를 식별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표 3-1]은 정상과정의 ACF(AutoCorrelation Function)

와 PACF(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의 이론적인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ARMA 모형의 차수 p와 q를 결정하는데 유용

하게 쓰인다.

확률과정 ACF PACF

AR(p)
지수적으로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sine함수 형태

p 시차 이후에는 0으로의

절단(cut off) 형태

MA(q)
q 시차 이후에는 0으로의

절단(cut off) 형태

지수적으로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sine함수 형태

ARMA(p,q) 시차 (q-p) 이후부터는 소멸 시차 (p-q) 이후부터는 소멸

[표 3-1] 정상과정의 ACF와 PACF의 특성

계절차분과 1차 차분을 모두 시행한 [그림 3-10] 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ACF는 lag2 까지는 유의하며 이후 0으로 절단하는 형태

를 보이고 있으며, PACF는 lag2 까지 유의하고 이후에 0으로 절

단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p=2, q=2로 판단하고, ACF는

lag12에서 유의, lag24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Q=1, PACF는 lag12에

서 유의하지 않아 P=0로 식별한다. 따라서 계절차분과 1차 차분하

여 정상화하여 도출한 ARIMA 모형은 ARIMA(2,1,2)(0,1,1)12 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론에 의하여 식별한 모형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식별한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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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에서 제공하는 시계열 예측시스템으로 확인하여 교차 검증

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SAS 프로그램에서는 시계열 예측시스템(Time Series

Forecasting System: TSFS)으로 메뉴 방식으로 시계열자료를 분

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예측모형을 명령문을 입력하

지 않아도 메뉴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또한 분석

하고자 하는 시계열자료에 적합한 예측방법을 자동적으로 찾아주

는 기능 등의 여러 그림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2]는 분석하고자 하는 원시계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SAS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ARIMA 모형의 목록이다. 모형의 적

합도 기준으로 Root Mean Square Error를 보면 추천하는

ARIMA 모형 중 ARIMA(2,1,2)(0,1,1)s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100,802.3으로 다른 모형들과 비교하여도 가장 작

아 적합이 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Forecas Model 열의 체

크박스가 체크된 것으로도 가장 잘 적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그림 3-13]에서도 볼 수 있듯이 R-Square의 값을 기준으로

확인하여도 선정한 모형의 적합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4]과 [그림 3-14]는 ARIMA(2,1,2)(0,1,1)12모형 잔차의

상관분석 결과와 백색잡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잔차의 ACF와

PACF 및 백색잡음검정 결과도 잔차를 백색잡음이라고 보는데 문

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합된 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는 [그림 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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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ARIMA 모형 적합결과 비교(RMSE)

[그림 3-13] ARIMA 모형 적합결과 비교(R-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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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ARIMA 모형 적합 후 잔차의 상관분석

[그림 3-15] ARIMA 모형 적합 후 잔차의 백색잡음 및 단위근검정



- 46 -

[그림 3-16] ARIMA 모형 모수 추정결과

ARIMA(2,1,2)(0,1,1)12 의 예측모형 결과는 [그림 3-17]에서 보여

주고 있으며, 미래 예측수요는 [그림 3-18]과 같다.

ARIMA(2,1,2)(0,1,1)12 에 의한 예측수요를 실제 수요와 비교해보

면 [표 3-2]와 같이 평균 2.95%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7] ARIMA 예측모형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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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ARIMA 예측 미래수요

일 시 실제 항공수요(명)
ARIMA 

예측수요(명)

ARIMA 

오차율(%)

2018년 10월 2,386,159 2,539,405 6.42

2018년 11월 2,228,073 2,267,355 1.76

2018년 12월 2,081,524 2,111,898 1.46

2019년  1월 2,202,193 2,185,997 -0.74

2019년  2월 2,129,037 2,084,770 -2.08

2019년  3월 2,193,351 2,205,571 0.56

2019년  4월 2,590,341 2,590,341 7.60

MAPE 2.95

[표 3-2] ARIMA예측수요와 실제 항공수요비교



- 48 -

다음 장에서는 ARIMA 모형과 실제 항공수요 간의 잔차와 인터

넷 검색 트래픽간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회귀모형을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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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 및 혼합모형 개발

2절에서 도출한 ARIMA(2,1,2)(0,1,1)12 모형의 잔차는 [그림

3-19]와 같다. ARIMA(2,1,2)(0,1,1)12 모형에서 도출한 잔차는 자기

상관성이 없는 독립성을 만족하는 자료인 동시에 정규성을 만족하

고 있다[그림 3-14, 3-15]. 이 의미는 도출된 잔차가 불규칙한 변

동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시계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

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도출된 잔차는 새로운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시계열분석이 아닌 회귀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제주공항

단기항공수요 예측을 위하여 ARIMA(2,1,2)(0,1,1)12 에 의하여 도

출된 잔차를 추가적으로 적합시켰다. ARIMA(2,1,2)(0,1,1)12 에 의

하여 도출된 잔차를 새로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인터넷 검

색 트래픽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잔차

를 인터넷 검색 트래픽을 통해 적합한 후 이를 다시

ARIMA(2,1,2)(0,1,1)12 모형과 결합한 혼합모형을 형성하여 예측하

고자 한다. 계절적 시계열 모형인 ARIMA(2,1,2)(0,1,1)12 모형보다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림 3-19] ARIMA 모형-실제항공수요 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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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변수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엔진은 네이버, 다음, 구

글을 들 수 있다. 검색엔진 유입률을 보면 2018년 1분기 네이버가

79.33%, 다음이 9.45%, 구글이 8.81%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 2분

기에는 네이버가 79.10%, 다음이 8.76%, 구글이 9.89%을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AceCounter, 2018) 따라서 회귀분석의 독립변수인 인터넷 검색

트래픽 데이터로 사용할 검색엔진을 네이버로 정하였으며,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검색어 후보군 목록

제주도항공권 제주항공권 특가 제주 땡처리

제주도펜션 제주 호텔

제주가족여행 제주도여행지추천 제주도 여행지도 제주도 명소

제주가볼만한곳

제주여행코스 제주여행지추천 제주 관광지 제주여행지추전

중문여행코스

제주렌트카 제주드라이브

거문오름 곽지해수욕장 비자림 서귀포 올레시장 성산일출봉

세화오일장

쇠소깍 용눈이오름 절물 휴양림 정방폭포 제주 동문시장

제주 둘레길

제주 오름 제주고기국수 제주도 둘레길 제주도 오름

제주아쿠아리움

천지연폭포 한라산 등산코스 한라산 코스 한라산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표 3-3] 인터넷 검색어 후보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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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 활용될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

주 항공여행 수요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정보를 얻기 위하여 검

색하는 검색어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검색어 후보군으로는 ‘제

주여행’, ‘제주항공권’ 및 이들의 연관검색어들과 주요여행지들로

선정하였으며 총 41개의 검색어를 검토하였다. 검색어 후보군은

[표 3-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인터넷 검색 트래픽 자료가 2016년부

터 제공되는 한계로 인하여 [그림 3-20]에서처럼 회귀분석기간을

트레이닝 세트의 기간인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로 설정하

였다.

3.2 시차개념을 적용한 상관관계 검토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활용할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을 위하여 제주공항 항공수요와 연관이 있을 만 한 검색어 후

보군 목록을 선정하여 ARIMA(2,1,2)(0,1,1)12 모형의 잔차와의 상

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상관관계 검토과정에서 김성도(2015)가 제시한 시차의 개념을 적

용하였다. 현재시점의 검색 트래픽과 현재의 항공수요와 상관관계

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행 시작 일정 시점 전에 여행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예약하는 행태를 고려하고, 모형에 예측성을 부

여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트래픽의 시점이 항공수요 발생 시점 보

다 선행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공수요의 발생시점보다 과거시점

의 인터넷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대응시켜 모형을 형성하는 시차

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그림 3-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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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월 2월 3월 4월 5월 ……  ‘18.4월 5월 6월 7월 8월 ‘18.9월

종속변수

(잔차)

독립변수

(1개월차)

독립변수

(2개월차)

[그림 3-20] 시차의 개념

회귀모형에 포함될 인터넷 검색어 후보군 자료의 1개월 선행하는

트래픽 데이터와 2개월 선행하는 트래픽데이터에 대한 종속변수인

잔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계수가 0.3이상으로 높은

상관도를 가진 검색어를 도출하였으며, 도출결과는 [표 3-4]와 같

다.

시차
인터넷 검색어

(상관도)

1개월차
성산일출봉

(.379)**

정방폭포

(.371)**

제주도

여행지도

(.347)*

제주도펜션

(.320)*

천지연폭포

(.303)*

2개월차

제주

가족여행

(.477)***

제주도펜션

(.434)**

제주

여행코스

(.411)**

중문

여행코스

(.335)*

제주도

둘레길

(.326)*

* p<.10, ** p<.05, *** p<.01

[표 3-4] 인터넷 검색어 상관계수(시차별, 상관계수 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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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귀모형의 도출

회귀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표 3-4]와 같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관계수가 0.3이상인 10개의 검색어트래픽 후

보군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고

잔차를 종속변수 검색 트래픽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 후보군의 유의성을 검정하여

후방소거법(backward elimination)으로 유의한 변수들만 포함된 최

종 회귀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본모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는 [표 3-5]와 같다.

[표 3-5]에서 알 수 있듯 기본모형의 F값에 대한 p-Value는 0.1

미만으로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지만, 후보군으로 포함된 독립변

수 중에는 t-Value가 유의하지 않아 모형의 독립변수로 포함되기

어려운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을지라도 종속변수에 대한 noise가 크게 되면 예측

변수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수들을 추려내고 유의한 독립변수들만 최종 회귀모형에 포함시

키기 위해 후방소거법을 이용하여 최종 회귀모형을 형성하였다.

애초부터 t-test를 통하여 유의한 변수를 선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최종 회귀모형으로는 유의할 수 있지만 누락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기본모형을 구성한 후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종모형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후방소거법

을 적용하여 형성한 최종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3-6] 과 같

으며 최종모형의 독립변수에 선정된 인터넷 검색 트래픽은 정방폭

포(Lag1), 제주도 둘레길(Lag2), 중문여행코스(Lag2)의 3개 데이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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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Lag

(개월)
Coef. Std. Err. t-Value p-Value

Intercept -503,227 177,502 -2.84 0.0102

성산일출봉 1 2,204.851 2602.816 0.85 0.407

정방폭포 1 2,362.622 1660.924 1.42 0.1703

제주도

여행지도
1 1,952.239 1967.234 0.99 0.3329

제주도펜션 1 -2,640.088 2179.690 -1.21 0.2399

천지연폭포 1 -2,469.832 2350.026 -1.05 0.3058

제주가족여행 2 3,940.687 2210.554 1.78 0.0898

제주도 둘레길 2 4,314.150 2525.269 1.71 0.103

제주도펜션 2 1,529.646 2847.968 0.54 0.5971

제주여행코스 2 -2,355.393 2083.236 -1.13 0.2716

중문여행코스 2 1,086.276 934.449 1.16 0.2587

Number of obs 31

R-squared 0.5134 Adj R-squared 0.2702

Root MSE 96,052 F Value 2.11 p-Value 0.0744

[표 3-5] 기본모형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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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Lag

(개월)
Coef. Std. Err. t-Value p-Value

Intercept -439,869 131,884 -3.34 0.0025

정방폭포 1 2,176.573 834.631 2.61 0.0147

제주도 둘레길 2 4,196.191 1885.425 2.23 0.0346

중문여행코스 2 1,743.017 782.104 2.23 0.0344

Number of obs 31

R-squared 0.3705 Adj R-squared 0.3006

Root MSE 94,031 F Value 5.3 p-Value 0.0053

[표 3-6] 최종모형 회귀분석 결과

αt = -439869 + 2,176.573X정방폭포(Lag1) + 4,196.191X제주도 둘레길(Lag2) (7)

+ 1,743.017X중문여행코스(Lag2) + εt

αt : ARIMA 모형의 잔차

X정방폭포(Lag1) : 검색어 ‘정방폭포’의 1개월 시차 선행 검색 트래픽

X제주도 둘레길(Lag2) : 검색어 ‘제주도 둘레길’의 1개월 시차 선행 검색 트래픽

X중문여행코스(Lag2) : 검색어 ‘중문여행코스’의 1개월 시차 선행 검색 트래픽

εt : 회귀모형의 잔차

[표 3-6]에서 볼 수 있듯 최종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들의 βｉ값들

은 각각 유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추정모형의 p-value 또

한 0.05미만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상 본 장에서 도출한 최

종 회귀모형은 시계열모형인 ARIMA 모형의 잔차를 적합하는 추

가모형으로 활용되어 최종 혼합모형의 개발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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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혼합모형 시뮬레이션 및 정확성 검증

ARIMA(2,1,2)(0,1,1)12 예측모형과 최종 회귀모형을 결합한 최종

혼합모형의 식은 식(8)과 같다.

Z‘t = Zt - 439869 + 2,176.573X정방폭포(Lag1) + 4,196.191X제주도 둘레길(Lag2) (8)

+ 1,743.017X중문여행코스(Lag2) + εt

Z‘t : t시점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수요 혼합모형 예측치

Zt : t시점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수요 시계열모형 예측치

X정방폭포(Lag1) : 검색어 ‘정방폭포’의 1개월 시차 선행 검색 트래픽

X제주도 둘레길(Lag2) : 검색어 ‘제주도 둘레길’의 1개월 시차 선행 검색 트래픽

X중문여행코스(Lag2) : 검색어 ‘중문여행코스’의 1개월 시차 선행 검색 트래픽

εt : 최종 회귀모형의 잔차이자 최종 혼합모형의 잔차

[그림 3-21]에서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 전 구간에 대한

ARIMA 예측모형의 추정·예측값, 최종 혼합모형에 의한 추정·예측

값, 실제값을 비교하였다. 트레이닝 세트에서 최종 혼합모형의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는 3.21%로 ARIMA 모형

의 MAPE인 3.84%에 비하여 적합도가 0.63%p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테스트 세트에서의 최종 혼합모형과 ARIMA 예측모형의 MAPE

는 [표 3-8]에서 비교하였다. 3개월간의 단기간의 경우 ARIMA 예

측모형의 MAPE는 3.21%임에 비하여 혼합모형의 MAPE는 2.54%

로 최종 혼합모형의 오차가 기존에 비하여 0.67%p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7개월 예측의 경우 ARIMA 예측모형의 MAPE는 2.95%

임에 비하여 혼합모형의 MAPE는 4.27%로 최종 혼합모형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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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에 비하여 1.32%p 증가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도

출했다. 이는 트레이닝 세트의 기간인 최근 2018년도 중 일부 기

간 동안 전년 동월에 비하여 여객이 감소하여 기존의 증가추세에

반하여 항공여객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시계열 추세

로 인하여 혼합모형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의 초단기 항공수요 예측에

는 혼합모형이 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1] ARIMA 모형 및 혼합모형의 추정·예측값과 실제실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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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실제 

항공수요(명)

ARIMA모형 

예측수요(명)

ARIMA모형 

오차율(%)

혼합모형

예측수요(명)

혼합모형

오차율(%)

2016년3월 1,986,918 2,036,756 2.51 1,937,489 -2.49

2016년4월 2,360,642 2,367,353 0.28 2,331,964 -1.21

2016년5월 2,394,119 2,393,216 -0.04 2,383,782 -0.43

2016년6월 2,358,793 2,148,009 -8.94 2,245,176 -4.82

2016년7월 2,463,307 2,321,548 -5.75 2,420,752 -1.73

2016년8월 2,552,962 2,602,470 1.94 2,644,454 3.58

2016년9월 2,268,992 2,210,556 -2.58 2,247,718 -0.94

2016년10월 2,485,544 2,616,098 5.25 2,609,104 4.97

2016년11월 2,170,870 2,306,527 6.25 2,240,519 3.21

2016년12월 2,043,085 2,096,341 2.61 2,053,713 0.52

2017년1월 2,163,445 2,141,560 -1.01 2,050,508 -5.22

2017년2월 1,987,275 2,125,376 6.95 2,019,018 1.60

2017년3월 2,119,599 2,142,946 1.10 2,049,994 -3.28

2017년4월 2,546,340 2,545,993 -0.01 2,605,880 2.34

2017년5월 2,575,808 2,517,015 -2.28 2,583,542 0.30

2017년6월 2,523,035 2,351,107 -6.81 2,390,202 -5.26

2017년7월 2,459,887 2,512,375 2.13 2,519,778 2.43

2017년8월 2,577,427 2,700,919 4.79 2,639,009 2.39

2017년9월 2,474,587 2,332,075 -5.76 2,368,285 -4.30

2017년10월 2,483,600 2,700,363 8.73 2,691,266 8.36

2017년11월 2,277,950 2,323,657 2.01 2,318,906 1.80

2017년12월 2,138,458 2,210,085 3.35 2,214,265 3.54

2018년1월 2,189,022 2,210,528 0.98 2,153,334 -1.63

2018년2월 1,887,038 2,170,433 15.02 2,009,031 6.46

2018년3월 2,143,638 2,157,651 0.65 2,023,819 -5.59

2018년4월 2,520,186 2,583,384 2.51 2,429,774 -3.59

2018년5월 2,530,980 2,504,713 -1.04 2,477,139 -2.13

2018년6월 2,492,929 2,383,305 -4.40 2,354,373 -5.56

2018년7월 2,329,147 2,478,310 6.40 2,447,837 5.10

2018년8월 2,455,847 2,612,573 6.38 2,535,848 3.26

2018년9월 2,311,284 2,299,461 -0.51 2,276,232 -1.52

MAPE(2016년3월~2018년9월) 3.84 3.21

[표 3-7] ARIMA 모형과 혼합 모형 트레이닝 세트 오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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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실제 

항공수요(명)

ARIMA모형 

예측수요(명)

ARIMA모형 

오차율(%)

혼합모형

예측수요(명)

혼합모형

오차율(%)

2018년10월 2,386,159 2,539,405 6.42 2,510,712 5.22

2018년11월 2,228,073 2,267,355 1.76 2,248,826 0.93

2018년12월 2,081,524 2,111,898 1.46 2,112,060 1.47

2019년 1월 2,202,193 2,185,997 -0.74 2,115,227 -3.95

2019년 2월 2,129,037 2,084,770 -2.08 1,939,118 -8.92

2019년 3월 2,193,351 2,205,571 0.56 2,116,684 -3.50

2019 년4월 2,407,049 2,590,341 7.60 2,549,675 5.93

MAPE(2018년10월~12월) 3.21 2.54

MAPE(2018년10월~12월) 2.95 4.27

[표 3-8] ARIMA 모형과 혼합 모형 테스트 세트 오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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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공항의 건설과 운영계획에 있어 항공 수요예측은 적정 시설규모

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공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공항계획의 첫 번째 단계의 절차이다. 하지만, 2018년 현

재 제주 및 김해공항은 여객의 급증으로 수용능력이 포화되어 운

영 중이며 이러한 포화의 원인은 GDP 위주의 다양하지 못한 변수

를 활용한 중장기 수요예측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 수요예측의 실패를 서둘러 피드백하기 위해

서는 단기 수요예측이 필요하며, 수요예측의 방법도 기존의 GDP

위주의 예측방법에서 벗어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의 항공 수요예측 방법은 중장기 수요예측이 주를

이루었으며, 단기 수요예측도 단순 시계열 모형이나, 회귀모형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공항 항공여객의 단기 수요예측

을 위하여 항공교통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시계열모형인 계절적

ARIMA 모형과 인터넷 검색트래픽을 활용한 회귀모형을 결합한

혼합모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한 정확한 단기 수

요예측이 혼잡한 공항의 운영측면의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

여객급증 시 중장기 수요예측에 대하여 보다 빠른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어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 1 절 연구방법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여객 단기 수요예측을 위하

여 시계열 모형인 계절적 ARIMA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였으며,

계절적 ARIMA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ARIMA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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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인터넷 검색트래픽으로 적합하는 방법

으로 접근하였다. ARIMA 모형은 시계열적으로 추세를 설명할 수

있으나 여타 단기적인 변동성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 트래픽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실적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항공통

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여객실적을 기초로 전통적 방법인

시계열 모형을 형성하였는데 자료에 추세와 계절성이 있어 계절적

ARIMA 모형을 적용하였다. ARIMA 모형을 형성하면 예측값과

잔차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잔차를 외부 변수에 의한 단기 변동으

로 보았으며, 제주여행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의 빈도가 실제 제주

여행 항공수요에 선행하여 단기 변동성을 설명한다고 보고 잔차를

종속변수 인터넷 검색트래픽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형성

하였다. 이 회귀모형을 원래의 시계열 모형인 계절적 ARIMA 모

형과 결합하여 최종적인 혼합모형을 개발하였다.

인터넷 검색 트래픽 자료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수집하였다.

검색어의 후보군으로는 제주여행과 관련된 ‘제주여행’, ‘제주항공권’

등 여행 전에 미리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만한 교통, 여행

지 등과 관련된 검색어 41개를 선정하였다. 회귀모형의 형성을 위

하여 앞서 도출한 ARIMA모형의 잔차와 검색 트래픽의 후보군과

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상관관계 검토 시 검색트래픽이 선

행한다고 보아 시차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상관관계 검토 결과 후

보군 중 10개의 검색 트래픽/시차 자료가 선정되었으며, 회귀모형

형성을 위하여 후방소거법 적용 결과 3개의 검색 트래픽/시차 자

료가 최종 회귀모형의 변수로 활용되었다. 이 최종 회귀모형은 처

음에 도출한 계절적 ARIMA 모형과 결합되어 최종 혼합모형을 형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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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 요약

잔차를 보정하지 않은 계절적 ARIMA 모형과 최종 혼합모형의

예측 정확성을 비교 결과 트레이닝 세트에서는 평균 적합오차가

ARIMA 모형의 경우 오차율이 3.84%, 혼합모형의 경우 3.21%로

0.63%p 향상되었다. 그리고 실제 예측으로 활용하는 구간인 테스

트 세트에서는 3개월 예측의 경우 평균 적합오차가 ARIMA 모형

의 경우 오차율이 3.21%, 혼합모형의 경우 2.54%로 0.67%p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7개월 예측의 경우는 ARIMA

모형 2.95%, 혼합모형 4.27%로 오차율이 1.32%p 증가하였다. 이는

회귀모형을 형성하는 트레이닝 세트의 일부 기간에서 항공여객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여 깨끗하지 못한 시계열 추세로 오히려 정확

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3개월까지의 초단기 항공수요 예측에는 혼합모형이 보다 정확

도가 향상되었다.

항공여객 수요예측에서 ARIMA 모형의 불규칙 변동으로 판단한

항공수요 변화를 인터넷 검색 트래픽이 일부 설명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이용함으로 ARIMA 모형만을

이용했을 때 보다 모형의 적합도와 예측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검색트래픽이 수요예측을 위

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경제의 발전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항공여객 지속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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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늘어나는 항공여

객에 대비하여 적기에 적정규모의 공항시설을 공급하는 공항계획

수립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공항계획의 수

립을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정확한 항공수요의 예측에서부

터 시작된다. 하지만 현재 제주 및 김해공항의 여객 급증으로 인

하여 공항의 여객수용능력이 초과되어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중장기 수요예측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중장기 수요예측은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로 인

하여 기존의 단순한 GDP 위주의 변수들로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변수를 다양화 하여도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객급증

시 중장기 수요예측을 보다 빨리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요

예측이 필요하며 그 정확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재 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공항의 경우 공항의 운영측면의 보

다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단기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본적인 항공수요의 추세는 시계열 모형으로 설명하

였으며, 외부 변수에 의한 단기 변동은 인터넷 검색 트래픽이 선

행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항공여객 수요예측

에서 볼 수 없었던 혼합모형으로, 시계열 모형으로 기본으로 하고,

빅데이터 중 하나인 인터넷 검색 트래픽을 항공 수요예측에 활용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초단기 예측 정확성이 향상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항공수요 예측에서 검색 트래픽을 활용하였는데 검색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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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자료의 활용에 있어 포털사이트를 네이버로 선정하였기 때문

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

초자료로 활용한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수요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

체 실적으로서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내·외국인을 구분함이 보

다 타당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회귀모형의 독립변수인 검색 트래

픽 자료를 포털사이트에서 2016년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회귀분석

을 수행한 트레이닝 세트의 기간이 31개월로 짧았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는 30개 이상의 데이터를 충족하지만

보다 정확한 회귀모형 형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간이 필요하

다, 이는 향후 시간이 경과되면 보다 많은 기간의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셋째, 제주여행은 국내여행으로서 항공여객들의 여행시점에 비

하여 여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시점의 선행기간이 길

지 않기 때문에 1~2개월 선행하는 검색 트래픽자료를 활용하여 예

측기간이 짧았다. 일반적으로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의 준비기간

이 길기 때문에 해외여행의 검색 트래픽의 선행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선 여객 수요예측의 경우 보다 장기간의 수요예측이

가능하여 더 유용성이 높으리라 기대된다.

인터넷 검색트래픽을 활용한 미래 수요예측 방법의 정확성을 높

이는 관건은 적절한 검색트래픽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방법은 항공여객 뿐 아니라 분야를 확장하여

타 산업군의 수요예측에서도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보다 예측력

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산업군의 여러 가지 정

책결정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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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hort-Term Demand

Forecasting Model of Jeju Airport

Passenger Using Internet Search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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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demand forecasts for any industry are important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supply for that industry.

Likewise, demand forecasts for aviation are essential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ize of the facility and to establish a facility operating

plan. However, in domestic airport policy, only mid- to long-term

demand forecasts are implemented and the accuracy of the mid- to

long-term demand forecast is not high.

So, the failure of the mid- to long-term demand forecast has led to

the capacity saturation of airport facilities in Gimhae, Jeju and Daegu

airports as of 2018. Thus, systematic and accurate short-term demand

forecasts are needed to predict the trend of a surge in passenger

demand more quickly. The recognition of the expected surge in

passenger traffic makes it possible to quickly supplement mi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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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demand forecasts and facilitate short-term planning

adjustments on the operational side of the saturated airport.

For short-term demand forecasts, the characteristics of air demand

have a constant seasonality and trend, so a time-series demand

prediction model was based on the basis of a time-series demand

prediction model, and the Internet search traffic was noted to reflect

the short-term volatility of the sharp increase and decline in

passenger demand. In today's society with high Internet utilization,

people search for trave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efore traveling.

Thus, the trend of search traffic was applied to the short-term

demand forecast model, as Internet search traffic is expected to

precede actual air demand.

Based on past passenger demand, a time series model, the seasonal

ARIMA model, was formed as a basic model. To compensate for the

residuals of the seasonal ARIMA model, which can be referred to as

short-term variability, a regression model with residuals as dependent

variables and Internet search traffic as independent variables was

formed. It was then combined with the seasonal ARIMA model to

form the final mixed model.

To form a regression model that fits Internet search traffic into

residuals, a group of search words related to Jeju trip was selected

and the concept of time difference was applied as it was assumed

that this search traffic precedes actual demand changes.

Comparing the predicted accuracy of the final mixed model with the

seasonal ARIMA model that did not calibrate the residuals, the

MAAPE improved 0.63%p to 3.84% for the ARIMA model and 3.21%

for the mixed model in the training set, which is the regression

model formation segment. In addition, in a test set that is used as an

actual forecast, MAPE improved 0.67%p to 3.21% for ARIMA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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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2.54% for mixed models over a three-month period. However, for

the seven-month forecast, ARIMA model 2.95% and mixed model

4.27% increased the error rate by 1.32%. This result may be the

result of a series trend that is not clean, decreasing differently from

normal trends in some periods of the training set forming the

regression model. Nevertheless, short-term air demand forecasts up to

three months confirmed that the mixed model was more accurate.

The key to the future demand prediction method using Internet

search traffic used in this study can be to find appropriate search

traffic data. This research method is expected to achieve more

predictive results if it expands the aviation sector as well as other

industrial groups' demand forecasts.

Keywords : Jeju Airport, Air demand, Short-term demand forecast,

Search traffic,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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