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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시계열 데이터, 당신은 얼마나 자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접한다. TV,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접하는 그 수많은 정보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데이터와 플롯이 사용된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가 유행
을 타면서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와 플롯은 양은 물론 그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러다 보니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아마도 이 책의 제목이나
목차를 보고 흥미를 느끼는 독자라면 적어도 머신러닝 알고리즘 몇 개쯤은 돌려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늘 접하는 언론 기사나 회사 보고 문서에서 머신러닝을 배우면서 사용
했던 박스 플롯, 점 플롯 등 그 수많은 종류의 플롯을 얼마나 보았는가? 또 실무에서 수없이 작
성하는 보고 문서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플롯을 그려 넣었는지 생각해 보라. 물론 각
자 맡은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20여 년간 교육 통계 업무를 수행했던 필자가 그린 플롯
의 대부분은 연도별 선 플롯 혹은 연도별 막대 플롯이 전부였던 것 같다.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와 시계열 플롯을 항상 보고 살아간다.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연도별
인구수 플롯으로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얘기할 때는
연도별 GDP 플롯으로 우리나라 경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 영역에
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올랐는가 떨어졌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 당신은 얼마나 잘 다룰 자신이 있는가?

시간이 흘러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필자가 통계업무를 처음 시작했던 1999년을 기억해 보면 통계부서에서도 통계 분석과 예측에
대해 큰 신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저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축적하는 데 큰 에너지를 쏟았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10년 즈음, 미래 예측 데이터에 대한 필
요성이 조금씩 얘기되면서 미래 예측 데이터를 생산하라는 요청에 어렵게 예측 모델을 만들고
예측 데이터를 생산했었다. 그때는 컴퓨터로 예측을 하면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도 공부깨나 했다는 분들께서. 그래서 마치 해답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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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듯이 몇 년 전 예측한 수치가 예측 연도의 실제값이 틀렸다고 이유를 밝히라고 종용받았었
다. 무슨 하느님도 아니고 예측이 오차 없이 어떻게 정확할 수 있겠는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도 아찔하다. 그래서 예산 낭비이니 어쩌니 해서 몇 년 못 가 예측 서비스를 종료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 많은 면에서 달라졌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R과
파이썬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변화는 통계를 데이터 사이언스로 바꿔 놓았고, 예측을 바라보는
시선도 확 바꿔 놓았다. 예측에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젠 많이 인식된 것 같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나는,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
지만, 적응되고 안정되면 안주하게 된다. 한동안 그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다. LG 트윈스는 20여 년간 우승을 못 하고 있고, 10여 년 전에 들어온 Sun
V880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내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여전히 부활의 노래로 가득하다. 그
런데 내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나는, 우리는 10년 전과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왜 시계열 데이터 분석만?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고 마음먹은 이후 머신러닝 책도 많이 읽고 DataCamp와 같은 온라인 콘
텐츠도 많이 접했다. 그런데 공부한 걸 써먹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처리, 시각화, 분석 방법은 찾기가 매우 힘들었고, 겨우 찾은 자료들은 온통 수학 공식뿐이
었다. 온통 수학식들이 범람하는 자료, 도서에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수없이 나열된 수학식으로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었고 플롯을 만들 수도
없었다. 겨우겨우 찾은 코드는 사용하는 샘플 데이터가 시계열 분석에 적합하도록 너무나도 간
결하게 정제된 데이터였기 때문에 샘플 코드가 너무 잘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어렵게
찾은 수많은 자료는 왜 다 똑같은 데이터에 똑같은 코드를 쓰고 있는 걸까? 하지만 내 데이터는
그렇게 간결하지도, 코드에 적합하지도 않았다. 데이터 처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플롯을 만들
것이며, EDA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할 것이며, 예측 모델을 만들 것인가?
게다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도 다 수학적 기반에서 나왔을 것인데, 필자가 본 머신러닝 책
에서 그 수학적 기반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소
개하는 책이든 인터넷 소스이든 시계열 모델의 설명에 수학적 수식을 잔뜩 넣고 설명하는 것인
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툴박스를 쓰듯이 쓰는데, 시계열 알고리즘은 왜 수학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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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책을 시작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샘플 데이터가 아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어서, 어려운 수학 공식에 대한 이해 없이 다른 머신러닝 툴박스 돌리듯이
시계열 알고리즘을 돌려 보고 싶어서, 이론 위주의 설명이 아닌 코드 위주의 설명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뤄 보고 싶었다.
어쩌면 이 책을 접하는 통계학, 경제학 전공자들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수학적 설명이
없다고 이 책을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비난은 필자도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들에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다. 실무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열 데이터의 수학적 수식보다는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 들이고, 어떻게 그루핑하고,
어떻게 합계와 평균을 낼 것이며, 어떻게 플롯을 만들고, 어떻게 예측 모델과 미래 데이터를 만
들 것인가에 대한 코드가 필요하다고! 수학 공식이 아니라고!

이 책에서는...
이 책을 기획할 때 여러 도서를 참고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시계열 전문 도서는 대부분,
아니 전부 다 대학 강의용 도서였다. 필자는 이 한계를 탈피하고 싶었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
러닝을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책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 이 책은 강의용 도서가 아닌, 실무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시계열 데이터를 쉽게 다루고 분
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책을 보고 시계열 데이터에 관심을 둔다면 이 책을
다 본 후 본격적인 시계열 모델링을 공부하기를 권하고 싶다. 따라서 이 책은 시계열 데이터의
입문을 목적으로 했고, 강의에 사용한다면 강의용 도서보다는 보조교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1장에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여타 데이터와는 다른 특징을 설명하였다. 계절성, 자기 회귀성과
같이 시계열 분석을 위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특징 몇 가지를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계열 객체들의 특징과 생성 방법, 엑셀, CSV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계열 객체
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ggplot2, timetk 등의 패키지를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 플롯 작성법을 설명하였다. 4장은 시

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월별 데이터를 연도별 데이터로 만들
거나, 지난해, 지난달 데이터와의 증감을 구하는 방법 등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위
주로 구성하였다. 5장과 6장은 시계열 모델링과 미래 데이터 예측 방법을 설명하였다. 5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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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평균 모델, 랜덤 워크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모델부터 ARIMA, 지수
평활화 모델과 같이 시계열 전용 모델, prophet, 신경망 모델과 같이 최신 모델을 사용하여 시
계열 모델을 만들고, 플롯을 그리고, 미래 예측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6장에서
는 여러 모델을 동시에 생성하고 분석하여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최신 시계열 전용 프레임워크
인 fable과 modeltime 프레임워크를 설명하였다.
실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EDA를 위주로 하는 독자는 4장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
며, 시계열 강의를 듣거나 모델 개발을 원하는 독자는 5, 6장까지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Thanks to...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드래프트 수준의 초고에서 가능성을 발견해 주
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김정준 부장님과 디자이너, 교정자 분의 도
움에 감사드린다. 책의 코드 검증에 시간을 할애해 준 장세영 선생님, 비문이 가득해서 이해되
지 않는 원고 초고를 불평 한마디 없이 손봐 준 손지혜 선생님과 구경아 선생님, 항상 고민을 같
이해 주시고 조언을 주시는 김창환 박사님, 임후남 박사님, 박성호 박사님, 스승 같기도 형님 같
기도 친구 같기도 한 강성국 박사님,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반상진 원장님, 술벤져스(한승, 창모),
일로 만났지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경신 대표님, 천종섭 상무님, 이동구 대표님, 윤여운 대표
님, 새로운 견문을 넓혀주는 조재동 선생님, 이원호 선생님, 이병남 국장님, 강상원 부장님, 이
인영 부장님, 한국 오라클 정우철 님,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마음은 옆에 있는 동호, 남흥, 주
호, 인철과 엽승현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한다.
절망했던 2017년 겨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의 암담함, 그 좋아하던 술, 담배와 맞바꾼 이 한
권의 책이 지금까지의 매너리즘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증거품으로, 인생
의 새로운 시작점의 의미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함께하는 정덕순 님, 김옥남 님, 찬진, 준우 그리고 멋진 아내 지현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이기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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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
정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업의 효율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 환경은 점점 커지는 대량의 데이터를 기존의 DB 운영 환경에서 클라우드, 데이
터 센터 환경으로 전환하여 빠르고 효과적이며 자동으로 관리되는 환경, 기업이 인프라에 대한
고민 없이 비즈니스와 서비스에 집중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 발전은 데이터의 관리만큼 활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의 생성부터 관리, 처리, 활용, 분석의
능력이 미래 비즈니스 환경에서 핵심적인 능력으로 간주되는 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많은 데이터 중에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데이터의 패턴을 가장 쉽고 잘 보여 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 많이 사용되어 온 데이터였지만, 어려운 분야로 여겨지던 탓에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
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어렵게만 여겨지던 시계열 데이터를 개념 위주로 설명하여 보다 쉽게 접근했다
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신 데이터를 예
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통계 데이터를 다뤄 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실무에서의
경험을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겪을 수 있
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가 언급했듯이, 이 책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해서 이
후 본격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이론을 공부한다면 다른 분야 데이터 분석에 비해 어렵게 느껴졌
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 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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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계열 데이터 전문 서적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도 책 제목에 ‘시계열’이 들어간
도서는 약 20여 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경영경제 분야에서 SPSS, SAS 등 통계 패키지를 사용
하는 대학 강의용 도서입니다. 몇 권 되지 않는 R, 파이썬 기반의 도서는 대부분 번역서이기 때
문에 우리나라 데이터로 실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다들 어려
워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생성부터 처리, 분석, 예측까지를 모두 담은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 통계 시스템과 분석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구축한 저자의 실무 경험이 반영되
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분석가나 미래의 분석가를 희망하는 학생들
에게 필독서로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황수찬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매우 어려운 분석 분야였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방법도 어렵고, 경영경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과 예측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수학적 기초가 있
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고 분석가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시간
을 다루는 방법,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충실히 배울 수 있고, 특히 수학식 하나 없이
시계열 데이터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시계열 데이터를 보다 쉽게 다
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예측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KT 공공/금융고객본부 상무 김지훈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미 식상한 용어가 되어 버린 ‘빅데이터’가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의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관리되고 분석되어 활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
으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지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이고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
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시계열 데이터 사례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우리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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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대처할 방법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통
해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지, 예측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 코드의 차원을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문과 산업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부이사관 이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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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찬석(LG전자)
R로 학생, 취업, 코로나 등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법한 시계열 관련 데이터를 다룬다
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시계열 처리 기법 외에도 신경망과
Prophet 같은 비교적 최신 시계열 기법도 다루고 있어,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
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민서
시계열 분석의 이론과 실습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최근에 나온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데이터의 성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다르고 이 모델을 통계적으로 검
증하는 방식들이 서술되어 있어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뭘 써야 하는 거야?’ 할 때 직접
적인 답안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실험하여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하는 서술 방식이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시계열 분석에 특화된 각종 패키지 소개, 시각화 방법, 데이터 처리, 기반 개념을 배울 수 있으
며, 각종 예측 모델, fable/modeltime 프레임워크 실습을 통하여 관련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간단한 샘플 데이터를 통해 이해를 요구하는 기존 책들과 달리, 특징 있
는 세 가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코드 실행 결과 비교는 독자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석을 따라가다 보면서 만난 레퍼런스를 통해 저자분의 꼼꼼한 면을 간접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레퍼런스를 비교적 최근 문서로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최근 지식으로 검증하
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근(연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항상 중요하다고 들어 왔지만, 선뜻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실제로도 몇 번 관련 도서를 접했지만, 그때마다 지루한 설명에 책을 덮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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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하나하나 모두 코드와 그래프로 예시를 들어 각각의 분석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
고,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글도 깔끔하여 가독성까지 좋으니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박조은(오늘코드)
시계열 관련 패키지를 사용하면 그럴듯한 리포트와 시각화를 보여 줍니다. 하지만 이 그럴듯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다른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시계열 도구를 사용하며 궁금했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와 취업자 수를 통해 다양한 모델
을 비교해 보는 예제로 시계열 관련 저서 중 손꼽을 만한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출판
된 책은 너무 오래되었거나 번역서였는데, 내공이 깊은 국내 저자분이 쓰신 책이라 어려운 내용
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자세합니다.
이석곤(엔컴)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분석할 때 시계열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처
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 책에서는 시계열 기초 개념부터 예측 모델, 시각화
및 프레임워크 사용까지 다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에 좋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R로 코드 작성을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 기존에
해결하기 힘들었던 인과관계, 트렌드, 미래 예측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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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시계열 데이터
1.1 시계열 데이터란?
1.2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

우리는 연도별 학생수, 일별 기온 변화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주식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가 변동, 주식 거래량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
터의 대표적인 예다.
삼성전자 주가
2019-01-01부터 2020-12-31까지

종가
일자

▲ 그림 1-1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고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금까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 중에서 우리가 가
장 많이 쓰는 사례는 뭐니 뭐니 해도 절기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달력에는 입동, 우수, 초복
등 날씨가 변경되는 각종 절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1년 중 시간
의 변화에 따라 기후의 변화를 파악했다. 이를 절기로 기록했고, 이를 통해 기후의 변화를 예측
했다.
지금도 이런 시간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변화량을 파악하여 응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특히 경제지표 예측, 상품 수요 예측, 관광객 수요 예측, 전기 수요 예측 등과 같이 경제, 경
영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사용된다. 이처럼 시계열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 패턴이 유
사하게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미래 특정한 기간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시간적 변화에 따른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에서 비즈니
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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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머신러닝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소개되고 사용
되고 있다. 그 알고리즘들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등으로 분류된다.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새로운 데

이터가 주어졌을 때 예측 모델을 통해 예측값을 산출해 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
를 위한 예측 모델은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Azure,
AWS, H2O와 같은 머신러닝 플랫폼에서는 대부분 시계열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
고,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는 시계열 데이터의 가치는 텍스트나 오디오, 비디오보다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1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에서 개발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prophet)을 소개
하는 등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도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계열 예측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1.1 시계열 데이터란?
시계열 데이터time series data는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른 정보량을 기록한 데이터다. 기록되는 정
보량은 여러 측정값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 가격, 온도, 인구수 등 수치적 측정값이 기록되
지만, 이들을 조작하는 인덱스는 반드시 시간형 타입으로 설정되거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데
이터로 설정되어야 한다.
사실, 시계열 데이터이든 관찰값 데이터이든 미래 데이터를 예측한다는 것은 데이터 간의 특정
한 패턴을 찾아내고 이 패턴을 반복 적용하여 미래의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빅데이터의 사
례를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인 미성년 고객에게 보낸 임신용품 쿠폰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유통업체인 ‘타깃’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무향 티슈, 마그네슘 보충제를 사는 고객들은
임신 중일 확률이 높다는 구매 패턴을 발견하였고 이 패턴을 통해 미성년 고객이 임신한 사실을
부모보다 먼저 알아내었다. 이렇게 데이터 간의 패턴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가 예측 성능을 좌
우한다.

1	https://mck.co/3vm3Q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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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시계열 데이터 예시

그렇다면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패턴을 뽑아내야 할까?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에서 예측 가능한 특성을 뽑아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 이는 마치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를 취하는 탈곡 과정과 유사하다. 향후 미
래 예측에 사용되는 패턴이 담겨 있는 알맹이를 뽑아내고 예측이 불가능한 찌꺼기인 백색잡음
을 제거하는 형태로 예측 모델이 생성된다.

시계열 패턴

백색잡음

▲ 그림 1-3 시계열 데이터 분석의 개념(© www.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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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계열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 세트data set와 달리 반드시 시간을 특성으로 가지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1.2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
1.2.1 시간 독립변수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시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종속
변수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필요하고, 이들 간의 관계성
을 알아냄으로써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예측값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동 거리는 길어지게 된다. 이를 그래프에서 보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 경
우는 제동 거리를 종속변수로, 자동차 속도를 독립변수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는 독립변수가 시간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변수와의 상
관관계 분석이라는 점에서 다른 데이터 분석과 다르다.

종속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시간

일반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 그림 1-4 일반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변수 구성상의 차이(© www.freepik.com)

시간 독립변수를 설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기록되는 시간 간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매월 측정된 어떤 물품의 판매량이 있다면 데이터 전체적으로 월간 데이터가 기록되어야
한다. 특정 기간의 주간 데이터로 기록되거나 분기 데이터로 기록되면 올바른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 없다. 매시간, 매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데이터가 기록된 간격이 일정해야 시계열 데이
터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함수에 적용할 수 있다.

1.2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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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간격이 일정하더라도 결측값에 의해 모든 간격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은 것과는 다르
다.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의 플롯 plot 을 만들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모델링을 하고 예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측값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2.2 자기상관 관계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추세는 반복될 것이다. 이
처럼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라고 한다.
시계열 데이터는 일련의 시간 간격에 따라 기록되는 데이터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인접한 시간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는 서로 다른 두 변수 간의 경향성을 말한다.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자동차 속도와 제동 거리 등과 같이 한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
펴보는 것이 상관관계이고, 이를 수치화한 것이 상관계수다. 하지만 자기상관 관계는 자기 자신
의 n번째 과거 데이터(n차 지연lag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n차 지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 간의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의 왼쪽 표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수
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플롯은 1년 전 전체 학생수와 전체 학생수에 대한 플롯이다. 이 플롯
을 보면 1년 전 학생수가 증가하면 전체 학생수가 증가하는, 관계성이 매우 높은 플롯이 나타난
다. 이는 전체 학생수는 자기 자신의 데이터와의 상관성, 즉 자기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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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시각화
3.1
3.2
3.3
3.4
3.5

data.frame: ggplot2 패키지
xts: xts 패키지
ts: forecast 패키지
tsibble: feasts 패키지
data.frame: timetk 패키지

시계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가로축(X축)에 시간 인덱스가 위치하고, 세로축(Y축)에 값이 표현
되는 선 플롯이 많이 사용된다. 선 플롯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추세trend, 계절성
seasonality

등의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표현하고 파악하는 데 효율적이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

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직접적인 선 플롯 외에도 자기상관 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 편자기상
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 등의 다양한 플롯들이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data.frame,
ts, xts, tsibble 등 시계열 객체별로 시각화 방법을 설명한다.

3.1 data.frame: ggplot2 패키지
ggplot2 패키지는 시계열 데이터 이외에 다양한 플롯을 그리는 R의 대표적인 플롯 패키지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ggplot2는 R-Studio의 수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해들리 위컴Hadley
Wickham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패키지로 2005년 출간된 르랜드 윌킨슨Leland Wilkinson의 《The

Grammar of Graphics》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The Grammar of Graphics》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요
소를 통해 시각화할 것을 제안하였는데1 ggplot2의 플롯을 그리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ggplot2의 플롯은 ggplot()를 호출하면서 시작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 기호를 사용하여 연결시

켜 가면서 전체적으로 시각화한다.

ggplot2의 시각화 7요소
1. data
•	플롯에서 표현해야 할 데이터를 지정하는 요소로서 ggplot2 플롯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지정되
어야 함
•	추가적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로 연결되는 geom_ 함수에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ggplot은 데이터 프레임을 지원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객체가 설정되면 내부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
로 변환(fortify( )를 활용)하여 사용함
2. aesthetics
•	데이터의 칼럼을 시각적 속성에 매핑시키는 요소로서 aesthetics는 ggplot( )와 geom_로 표현되는 개별
레이어에서 aes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매핑함
•	매핑 가능한 시각적 속성은 X축, Y축, color, size 등임

1	https://bit.ly/30NQz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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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ometry
•	geometry는 플롯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point, line, bar 등의 그래픽 요소를 설정함
•	하나의 geometry는 하나의 레이어에 표현되는데, 여러 geometry가 표현되는 플롯은 각각의 geometry
가 표현된 여러 개의 레이어가 겹쳐져서 플롯이 생성됨
4. facet
•	플롯에 표현되는 데이터가 일변량(univariate)이 아닌 다변량(multivariate)인 경우 하나의 플롯에 다변량
데이터가 표현되어 데이터 분석이 어려움
•	이런 경우 다변량을 일변량화하여 일변량 플롯을 여러 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요소임
5. statistics
•	mean, median 등 데이터의 통계값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요소임
6. coordinates
•	플롯에 표현되는 2차원 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소임. X축과 Y축의 limit, label 등을 설정할 수 있음
7. theme
•	플롯 제목, 축 제목, 축 단위, legend 등 플롯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꾸며 줄 수 있음
•	미리 정의된 theme를 적용하여 설정할 수 있음

시계열 플롯은 주로 geometry 요소가 선으로, aesthetic 요소의 X축이 시간으로 사용된다. 2장
에서 생성한 전체 학생수(students) 데이터 프레임을 ggplot()을 사용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
화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library(ggplot2)
students %>%
ggplot(aes(x = 연도, y = 학생수계)) +
geom_line(aes(group = 1)) +
labs(title = '연도별 학생수 추이')
연도별 학생수 추이

학생수계
연도

▲ 그림 3-1 연도별 학생수 추이 ― 기본 플롯
3.1 data.frame: ggplot2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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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ggplot를 사용하여 시각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파이프(%>%)로 ggplot( )에 전달
•aesthetic 요소를 설정하기 위해 aes( )를 하는데, X축에 바인딩될 칼럼은 연도, Y축에 바인딩될 칼럼
은 학생수로 설정(aes(x = 연도, y = 학생수계))
•geom_line( )을 사용하여 선 geometry 레이어를 생성. 선 geometry는 같은 라인으로 표현될 데이터
를 group으로 묶어 주어야 하는데 단변량 데이터의 경우 group을 1로 설정(aes(group=1))
•labs( )를 사용하여 플롯 제목을 설정(title =)

위의 예제에서 X축에 연도 칼럼을 연결했는데 students 데이터 프레임에 전체 연도가 다 나타
나지 않는다. 연도 칼럼은 date 클래스이기 때문에 ggplot()이 스스로 적절한 표기 범위를 잡는
데 이를 1년 단위로 표기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ggplot(data = students, aes(x = as.factor(lubridate::year(연도)), y = 학생수계)) +
geom_line(aes(group = 1)) +
theme(axis.text.x=element_text(angle=90,hjust=1)) +
labs(title = '연도별 학생수 추이', x = '연도')
연도별 학생수 추이

학생수계
연도

▲ 그림 3-2 연도별 학생수 추이 ― 연도 변환
코드
설명

•앞선 코드에서 사용한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ggplot( )에 직접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
해야 함(data =)
•date 클래스로 연-월-일로 설정된 연도 칼럼에서 lubridate 패키지의 year( )를 이용하여 연도만 추출

(lubridate::year(연도))하고 factor( )를 사용하여 factor로 변환
•theme( )를 사용하여 theme 요소를 추가. 추가된 요소는 X축에 표기되는 텍스트(axis.text.x)의 방향
을 90° 회전(angle = 90)시키고 정렬을 맞춤(hjus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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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s( )를 사용하여 X축 제목을 추가로 설정(x =)

이번에는 다중 선 플롯을 그려 본다. 앞 장에서 생성했던 데이터 중에 students.all 데이터 프레
임을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선 geometry는 여러 그룹들을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지역규
모별로 플롯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ggplot(data = students.all, aes(x = 연도, y = 학생수계)) +
geom_line(aes(group = 지역규모, linetype = 지역규모)) +
theme(axis.text.x=element_text(angle=90,hjust=1)) +
labs(title = '연도별 학생수 추이', x = '연도')
연도별 학생수 추이

학생수계
연도

▲ 그림 3-3 연도별 학생수 추이 ― 다변량 플롯
코드
설명

•g eom_line( )을 사용하여 선 geometry 레이어를 생성. 선 geometry로 표시될 다변량 칼럼을
group(group = 지역규모)과 선 형태로 설정(linetype = 지역규모)

위에서 그려진 플롯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편리하지만 연도별 데이터의 위치를 가늠하기
에는 조금 어렵다. 각 연도에 점을 찍어 주면 더욱 보기가 편리할 듯하다. 이럴 때에는 점point
geometry 레이어를 추가하면 되는데 geom_point()를 사용한다.
ggplot(data = students, aes(x = as.factor(lubridate::year(연도)), y = 학생수계)) +
geom_line(aes(group = 1)) +
geom_point(shape = 'circle') +
theme(axis.text.x=element_text(angle=90,hjust=1)) +
labs(title = '연도별 학생수 추이', x = '연도')

3.1 data.frame: ggplot2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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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생수 추이

학생수계
연도

▲ 그림 3-4 연도별 학생수 추이 ― 점 사용
코드
설명

•geom_point( )를 사용하여 점 geometry layer를 추가. 점 모형은 circle로 설정(shape = 'circle')

ggplot(data = students.all, aes(x = 연도, y = 학생수계)) +
geom_line(aes(group = 지역규모, linetype = 지역규모)) +
geom_point(shape = 'circle', size = 0.5) +
theme(axis.text.x=element_text(angle=90,hjust=1)) +
labs(title = '연도별 학생수 추이', x = '연도')
연도별 학생수 추이

학생수계
연도

▲ 그림 3-5 연도별 학생수 추이 ― 다변량 플롯 + 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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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시계열 forecasting Part II
- 시계열 예측 모델
6.1 평균 모델
6.2 단순 모델
6.3 계절성 단순 모델
6.4 랜덤워크 모델
6.5 회귀 모델
6.6 지수 평활 모델
6.7 ARIMA 모델
6.8 TBATS 모델
6.9 prophet 모델
6.10 신경망 모델

A future like the past: 과거와 같은 미래
시계열 예측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에
의해 단기 미래 예측에서는 데이터가 발생되는 환경이 현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작
아 예측이 잘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 미래 예측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발생되는 환경이 달라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며 오류들이 계속 쌓이면서 예측 데이
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계열 예측은 외부 충격이나 원인 모를 이유에 의한 갑작스러운 데이터 흐
름 변화를 예측해 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 지점을 전환점turning point이라고 한다. 이 전
환점은 시계열 분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환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기법보다는 다른 기법을 활용해야 할 수 있다.1
본 장에서는 시계열 예측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들을 설명한다. 과거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전통
적classical 방법부터 최근에 개발되어 사용되는 최신 모델까지 각 모델의 특성과 구축 방법을 설명
한다. 시계열 모델에 많이 사용되는 forecast 패키지를 위주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forecast
패키지의 기본 데이터 클래스인 ts 객체를 위주로 설명하겠다. 하지만 timetk와 같은 최신 패키
지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대
상으로 하는 방법도 설명하겠다.
이번 장의 앞에 소개하는 몇몇 알고리즘을 보면 ‘이게 무슨 예측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실무에서도 3년치 평균, 6개월치 평균과 같이 단순한 모델을 사용해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면 복잡한 모델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번 장에서는 일단 ‘이런 모델들이 있구나’ 하는 모델의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좋다. 과거
에는 여러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각각 생성하고 성능
평가 지수를 사용해서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모델을 지원하
는 하나의 프레임워크framework에서 여러 모델을 동시에 생성하여 가장 좋은 모델을 선정하는 방
법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모델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다음 장에서 시계열 모델 평
가, 예측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https://bit.ly/3tJnn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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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평균 모델
평균 모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을 미래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forecast 패키지는 시계
열 데이터의 평균을 활용해서 미래 예측값을 반환하는 함수인 meanf()를 제공한다.
meanf()는 시계열 데이터 전체에 대한 평균 모델로 정확한 평균값을 사용한 점 예측값point
forecast뿐

아니라 예측구간 80%와 95% 구간값도 산출해 준다. 예측구간을 산출할 때 매개변수

를 설정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해 산출할 수도 있다.
meanf()는 숫자 벡터나 ts 클래스 객체를 사용한다. meanf()의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meanf()로 생성한 모델을 autoplot()을 사용하여 플롯을 생성할 수 있다.
library(forecast)
# meanf()를 사용하여 ts 객체의 학생수계 열에 대한 평균 모델을 생성하고 summary()로 상세 내용을 출력
summary(meanf(students.ts[,2]))

Forecast method: Mean
Model Information:
$mu
[1] 7598603
$mu.se
[1] 189914
$sd
[1] 890775.4
$bootstrap
[1] FALSE
$call
meanf(y = students.ts[, 2])
attr(,"class")
[1] "meanf"
Error measures:
ME
RMSE
MAE
MPE
MAPE
MASE
ACF1
Training set -1.694451e-10 870295.1 780669 -1.422719 10.7441 6.074563 0.8753895
Forecasts:

6.1 평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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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수 열에 대한 단순 모델의 상세 정보와 플롯
employees.ts[,2] %>% naive() %>% summary()

Forecast method: Naive method
Model Information:
Call: naive(y = .)
Residual sd: 261.7975
Error measures:

ME
RMSE
MAE
MPE
MAPE
MASE
Training set 23.56842 261.4803 194.5579 0.08782727 0.7411892 0.6138395
ACF1
Training set 0.4208691
Forecasts:
Point Forecast
Lo 80
Hi 80
Lo 95
Hi 95
Jan 2021
26526 26190.90 26861.10 26013.51 27038.49
Feb 2021
26526 26052.10 26999.90 25801.23 27250.77
Mar 2021
26526 25945.59 27106.41 25638.34 27413.66
Apr 2021
26526 25855.80 27196.20 25501.02 27550.98
May 2021
26526 25776.69 27275.31 25380.03 27671.97
Jun 2021
26526 25705.17 27346.83 25270.66 27781.34
Jul 2021
26526 25639.41 27412.59 25170.07 27881.93
Aug 2021
26526 25578.19 27473.81 25076.45 27975.55
Sep 2021
26526 25520.70 27531.30 24988.52 28063.48
Oct 2021
26526 25466.32 27585.68 24905.36 28146.64
employees.ts[,2] %>% naive() %>% autoplot(main = '신규 취업자수 단순 모델 플롯', xlab = '연도',
ylab = '취업자수')
신규 취업자수 단순 모델 플롯

취업자수
연도

▲ 그림 6-6 신규 취업자수의 단순 모델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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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세 코로나 확진자수에 대한 단순 모델의 상세 정보와 플롯
covid19.ts[,2] %>% naive() %>% summary()

Forecast method: Naive method
Model Information:
Call: naive(y = .)
Residual sd: 6.0029
Error measures:
ME
RMSE
MAE MPE MAPE MASE
ACF1
Training set 0.04318937 5.993075 3.465116 NaN Inf NaN -0.3127329
Forecasts:
Point Forecast
Lo 80
Hi 80
Lo 95
Hi 95
1.827397
15 7.3195658 22.68043
3.253790 26.74621
1.830137
15 4.1382258 25.86177 -1.611650 31.61165
1.832877
15 1.6970978 28.30290 -5.345033 35.34503
1.835616
15 -0.3608683 30.36087 -8.492421 38.49242
1.838356
15 -2.1739729 32.17397 -11.265325 41.26533
1.841096
15 -3.8131447 33.81314 -13.772222 43.77222
1.843836
15 -5.3205188 35.32052 -16.077552 46.07755
1.846575
15 -6.7235483 36.72355 -18.223300 48.22330
1.849315
15 -8.0413025 38.04130 -20.238631 50.23863
1.852055
15 -9.2876654 39.28767 -22.144779 52.14478
covid19.ts[,2] %>% naive() %>% autoplot(main = '코로나19 확진자(0-9세)의 단순 모델 플롯',
xlab = '기간', ylab = '확진자수')
코로나19 확진자(0-9세)의 단순 모델 플롯

확진자수
기간

▲ 그림 6-7 코로나 19 확진자(0-9세)의 단순 모델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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