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13ARIMA-SEATS를 이용한 한국
경제통계의 계절조정 방안 연구*
1)

세계적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계절조정방법으로는 미국
센서스국에서 개발한 X-12-ARIMA와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TRAMO-SEATS가
있다. 최근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Eurostat의 Demetra+에 대응하여 X-12-ARIMA와
TRAMO-SEATS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절조정 프로그램인 X-13ARIMASEATS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계절조정방법을 기존의 X-12-ARIMA에서 X-13ARIMASEATS로 전환해가고 있다. 현재 X-12-ARIMA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의 통계작성기관
들도 향후 X-13ARIMA-SEATS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X-12-ARIMA와 X-13ARIMA-SEATS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X-13ARIMASEATS를 이용한 경제통계 계절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X-13ARIMA-SEATS로 전환하여
계절조정통계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X-13ARIMA-SEATS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서 작성하고 있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통화 통계를 중심으로 계절조정을 실시한 후
이를 기존의 X-12-ARIMA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X11필터를 적
용하여 X-13ARIMA-SEATS로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와 X-12-ARIMA로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계절조정방법을 X-13ARIMA-SEATS로
전환해가더라도 통계공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X-13ARIMASEATS 문장이 X-12-ARIMA와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계절조정 프로그램인 BOKX-12-ARIMA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본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긍희 교수와 한국은행 통계기획팀 이혜영 과장이 작성하였음.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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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통계가 전 분기 또는 전 월
에 비해 나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경제통계에 있는 계절
변동은 이러한 경제통계의 분석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통계작
성 당국은 계절변동으로 인한 경제통계 분석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경제통
계에서 계절변동을 적절히 제거하는 방법인 계절조정방법을 연구하여 왔다. 그리고 경제통
계에 계절조정방법을 적용하여 계절조정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 통계에 대해 계절조정통계를 주기적으로 공표
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도 실업률, 산업생산 등의 통계에 대해 계절조정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은 발표되는 이러한 계절조정통계를 바탕으로 전기 대비 증감률을 포함
한 경제통계의 기조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절조정방법으로는 미국 센서스국에
서 개발한 X-12-ARIMA와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TRAMO-SEATS가 있다. 미국 센서
스국에서 개발한 X-12-ARIMA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이용되고
있고, TRAMO-SEATS는 이태리,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을 중심으로 계절조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성되
고 있는 주요 경제통계에 대해 X-12-ARIMA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BOK-X-12-A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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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발표해 왔다. BOK-X-12-ARIMA는 1999년 한국은행
이 SAS를 이용하여 메뉴방식으로 만든 계절조정 프로그램이다(이긍희 2000, 이긍희 2004).
통계청에서도 경기종합지수 작성시스템(KOSTAT-CIS)에 포함된 계절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발표되는 통계에 대해 계절조정을 실시하고 있다(통계청 2005). 이 프로그램 역시
X-12-ARIMA를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수정한 프로그램이다.
Eurostat (2009)은 모수적 방법인 TRAMO-SEATS와 비모수적 방법인 X-12-ARIMA가 각각
다소 다른 기본철학을 반영한 고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고
각국 통계작성기관이 각 국가의 사정을 감안하여 두 프로그램 중 어느 한 프로그램의 선
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Eurostat은 각국이 X-12-ARIMA와 TRAMO-SEATS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절조정 프로그램인 Demetra+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다 (Eurostat
2002, UN 2012). 이에 대응하여 2012년 미국 센서스국도 TRAMO-SEATS를 기존의
X-12-ARIMA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절조정 프로그램인 X-13ARIMA-SEATS를 공
식적으로 발표하였다. X-13ARIMA-SEATS 프로그램은 센서스국의 홈페이지(www.census.gov/
srd/www/x13as/)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련 통계의 계절조정방법을 X-12ARIMA에서 X-13ARIMA-SEATS로 전환해가고 있다. X-12-ARIMA를 이용하고 있는 영국, 일
본 등의 통계작성기관들도 계절조정방법을 X-13ARIMA-SEATS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서도 X-13ARIMA-SEATS를 이용한 경제통계 계절조정방안 연구
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X-13ARIMA-SEATS를 적용한 계절조정통계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BOK-X-12-ARIMA와 X-13ARIMA–SEATS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X-13ARIMA-SEATS를 이용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의 계절조정방안
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X-12-ARIMA를 X-13ARIMA-SEATS와 프
로그램 차원에서 비교하고,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통계, 통화통
계에 대해서 X-13ARIMA-SEATS를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X-13ARIMA-SEATS에서는 사실상 X-12-ARIMA와 TRAMO-SEATS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X-12-ARIMA와 TRAMO-SEATS를 비교하는 과정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명절변동,
공휴일 등 한국 고유의 변동에 대한 처리방안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계절조정 현황에 대해 정리한다. Ⅲ장에서는
X-13ARIMA-SEATS 주요 특성을 X-12-ARIMA와 비교한다. Ⅳ장에서는 한국 고유의 변동 추
출에 대해 정리하고, Ⅴ장에서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통화 통계에 대해 X-13ARIMA-SEA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절조정통계를 작성해 본다. Ⅵ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 내용을 요
약하고 향후과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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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절조정 현황

1. 계절조정 개요
경제통계는 월별, 분기별로 시간에 따라 측정되는 시계열이며 다양한 주기별 변동을 포
함하고 있다. 경제통계는 그 변동주기에 따라 추세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과 불규칙변동
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추세변동은 인구증가, 기술진보 등에 따른 장기적 변동이
며, 순환변동은 경제정책 변화, 재고변동 등에 따른 2∼5년 정도의 주기를 가진 변동이다.
계절변동은 계절에 따른 1년 주기의 변동이다. 통상 계절변동에는 달력에 따른 변동이 포
함된다. 달력에 따른 변동으로는 음력에 의한 설, 추석 등에 따른 명절변동과 영업일수변동,
요일구성변동이 포함된다. 불규칙변동은 경제통계 변동 중 추세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을
제외한 변동이다. 경제통계는 측정되지만 그 구성변동인 추세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
규칙변동은 측정할 수 없는 변동이므로 사실상 추정되는 계절변동은 추측되는 변동이다.
계절조정통계 또는 계절조정계열은 경제통계 내에 존재하는 1년 주기의 계절변동과 명
절변동, 요일구성 및 영업일수변동 등 달력변동에 해당하는 성분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한 통계를 의미한다. 또한 원래의 통계에서 계절변동을 통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계절조정방법이라 한다. 계절조정계열은 각 시점별 원계열을 연간화하여
상대적으로 평활화된 계절조정계열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

GDP 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추세순환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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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실질 GDP의 원계열과 계절조정계열이다. 이를 보면 실질 GDP에는 톱니모
양의 1년 주기의 변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계절조정계열에는 이러한 톱니모양의 계절변동
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는 GDP 원계열과 계절조정계열 로그차분 계열의 스펙트럼인데 이를 통해 계
절조정이 적절히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원계열의 경우 계절변동 주파수에
큰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계절조정계열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절조정계열
에 계절변동이 적절히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GDP 원계열과 계절조정계열 차분계열의 스펙트럼
(1) 원계열의 차분계열

(2) 계절조정계열의 차분계열

<그림 3>은 2013년 9월 5일자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 관련 보도자료이다. 이를 보면
실질 GDP의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 주지표로 활용되어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절조정계열은 경제통계분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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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절조정방법
가. 계절조정방법의 종류
<그림 4>는 현재까지 개발되었던 여러 가지 계절조정방법을 방법과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Ladiray and Quenneville(2001)가 정리한 도표에 최근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보
면 계절조정방법은 크게 이동평균법과 모형접근법으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각국 통계작
성기관에서는 이동평균법으로는 X-12-ARIMA, 모형접근법으로는 TRAMO-SEATS를 주로 이
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두 방법을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EUROSTAT은 Demetra+
를, 2012년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X-13ARIMA-SEATS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계절조정방법의 종류

<그림 4>

계절조정방법

이동평균법

이동
중앙값

모형접근법

이동 평균

LOWESS
(1979)
SABL
(1982)

회귀모형

X-11
(1967)

X-11ARIMA
(1975,
1988)

STL
(1990)

확률모형

X-12ARIMA
(1996)

국지 회귀
ARIMA모형

TRAMOSEATS
(1996)

구조모형

BAYSEA
(1980)
DECOMP
(1985)
STAMP
(1987)

전체 회귀

Buys-Ballot
(1847)
DAINTIES
(1979)
BV4
(1983)

X-13ARIMA-SEATS (2012)
Detmatra (2002)
Dematra+ (2010)
출처 : Ladiray and Quenneville(2001), 이긍희·이한식(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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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법의 대부분의 방법은 미국 센서스국(Bureau of the Census)의 오랜 실무적 통계
분석 경험에 통계학 이론적 내용이 추가되면서 개선, 확장되어 왔다. 1954년 미국 센서스국
은 Census MethodⅠ방법을 개발하였고, 1967년에는 X-11방법을 마련하였다(Shiskin, Young
and Musgrave 1967). 1980년 캐나다 통계청은 Box and Jenkins (1976)의 ARIMA모형으로 시계
열의 양단을 1~2년 예측․연장한 후 X-11법을 적용한 X-11 ARIMA법을 제안하였다 (Dagum
1980). 1996년 미국 센서스국은 이동평균법에 모형접근법을 결합한 계절조정방법인
X-12-ARIMA법을 제안하였다 (Findley et al. 1998). X-12-ARIMA방법은 <그림 5>에 나타나있
는 방식으로 사전조정-계절조정-사후진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는 요일구성
변동,   는 명절변동,   는 특이항이다.

<그림 5>

X-12-ARIMA의 수행과정

모형접근법의 대표적인 방법인 TRAMO-SEATS는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개발된 것으로,
ARIMA모형을 바탕으로 한 신호추출법을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Gomez and Maravall 1996). 이 프로그램은 경제통계를 ARIMA모형으로 추정하는 TRAMO
(Time series Regression with Arima noise, Missing observation and Outliers) 프로그램과 구성 변
동성분으로 분해하는 SEATS(Signal Extraction in Arima Time Series)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TRAMO-SEATS에 의한 계절조정 과정은 <그림 6>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TRAM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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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주어진 경제통계(    ⋅   ⋅   ⋅   ⋅   ⋅  )에 대한 ARIMA모형을 추정하
고 특이항( ), 요일구성변동( ), 공휴일 및 명절 변동( )을 사전조정한 후, 사전조정된
계열을 바탕으로 SEATS를 적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작성한다. SEATS는 TRAMO에서 도출
된 사전조정계열로부터 각 구성성분을 ARIMA모형으로 추정한 후 WK (Wiener–Kolmogorov)
필터를 이용하여 계절변동을 제거하는 모형접근법의 분해방법이다.

<그림 6>

TRAMO-SEATS의 수행과정

X-12-ARIMA와 TRAMO-SEATS는 여러 차례 비교되어 왔다(이한식 2010, Fisher 1995, Hood
et al. 1999, Planas 1996). TRAMO 프로그램에서는 ARIMA모형이 SBC 모형선택기준(Schwarz's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에 의해 자동적으로 식별되는 반면, X-12-ARIMA의 RegARIMA
방법은 통계량을 기준으로 주어진 모형 군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TRAMO가 RegARIMA 모형보다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면서 자동적으로 모형을 선택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X-12-ARIMA Ver 0.3에서는 사전조정방법으로 TRAMO방법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X-12-ARIMA Ver 0.2에서 이용했던 기존의 모형선택 방법도 다른 명령어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osell 2007).
계절변동추출 과정에서 X-12-ARIMA는 이동평균필터를 반복 적용하는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반면, TRAMO-SEATS는 신호추출법의 이론을 적용하여 비관측 변동요인을 분해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7>은 X-11과 SEATS의 계절조정 필터를 나타낸 것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SEATS 필터가 X-11 필터에 비해 계절변동을 보다 정교히 추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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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TRAMO-SEATS 방법이 우수하나, 실제 데이터로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경제통계의 특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계절필터의 이득도표

<그림 7>

출처 : Maravall(2003)

나. 국가별 계절조정방법
OECD, 헝가리 통계청, ESCAP 등에서 국가별 계절조정방법을 조사하였다. 2002년 OECD
가 회원국의 통계작성기관과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관들
이 X-11/X-12 방식의 계절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국가와 비EU국가로 나누
어 살펴보면 EU국가 중에서 많은 국가들이 TRAMO-SEATS를 이용하지만 비EU국가들은
TRAMO-SEATS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ilsson 2002).

OECD 조사 계절조정방법 이용현황(2002년)

<표 1>

계절조정방법
TRAMOSEATS

X11

X12

X12와 TRAMOSEATS

기타

OECD

10

47

16

19

8

EU

19

50

0

23

8

비EU

0

43

35

13

9

출처 : Nilsson (2002),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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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단은 2006년 헝가리 통계청이 유럽국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유럽국가 중 TRAMO-SEATS를 이용하는 국가 수는 X-12-ARIMA를 동시에 사용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7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는 TRAMO-SEATS만 사용하고 41%는 두 방법
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07). 이는 2002년에 비해
TRAMO-SEATS의 사용이 유럽 국가에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X-11에서 X-12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하단은 OECD에서 국민계정과 관련하여
2013년 조사한 결과로 아시아 주요국가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X-12 방법을,
유럽 국가들은 TRAMO-SEATS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SCAP에서는 2009
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체로 X-12-ARIMA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rysiak 2010).

<표 2>

계절조정방법 이용현황 조사결과
계절조정방법
TRAMO-SEATS

2006년
유럽국가에 대한
헝가리 통계청
1)
조사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2013년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OECD의
2)
조사

스페인, 스웨덴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벨기에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X12(X11)

X12(X11)와
TRAMO-SEATS

기 타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칼,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독일(BV4.1),
체코(Dainties)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멕시코

아이슬란드
러시아*
터키, 스위스

주 : 1)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07)를 바탕으로 재정리
2) OECD(2013)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AUGUST 2013 엑셀 파일, stat.oecd.org
*는 비OECD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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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헝가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유럽국가에서 사용되는 계절조정 프로그램(중복 응
답)으로는 Demetra 71%, TRAMO-SEATS 29%, X-12-ARIMA 26%, 기타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TRAMO-SEATS와 X-12-ARIMA를 Demetra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07, Andrysiak 2010).
반면 아시아 및 북미 국가들은 Demetra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X-12-ARIMA 프로그램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rysiak 2010).

다. 우리나라 계절조정 현황
한국은행 및 통계청 등에서는 미국 센서스국에서 개발한 X-12-ARIMA를 기반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명절 및 영업일수 효과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계절조정통계
를 작성해 왔다. 한국은행에서는 1999년 한국형 계절조정 프로그램으로 BOK-X-12-ARIMA
를 처음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X-12-Graph 기능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2007년 5월 X-12-ARIMA Ver 0.3이 발표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를 반영한
BOK-X-12-ARIMA v0.3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통계청은 자체개발 프로그램인
경기종합지수 작성시스템(KOSTAT-CIS)에 X-12-ARIMA를 기반으로 한 계절조정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이용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계절조정통계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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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계절조정통계 작성현황

작성기관

계절조정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전산업생산지수, 정보통신서비스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출출하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소매업태별판매액
지수, 소비재별판매액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 설비투자지수,
기계수주액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화지표, 국제수지, BSI, 생산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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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X-13ARIMA-SEATS의 주요 특성

1. X-13ARIMA-SEATS 개요
2012년 미국 센서스국은 X-13ARIMA-SEATS Ver 1.0(이하 X-13A-S)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였
으며 이에 따라 많은 계절조정통계가 X-13A-S를 이용하여 작성될 예정이다. X-13A-S는 기
본적으로 X-12-ARIMA에 스페인 중앙은행의 TRAMO-SEATS를 결합하고 여러 종류의 회귀
변수가 도입된 프로그램이다(Monsell 2009). X-13A-S는 유럽 국가들이 계절조정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 쉬운 Demetra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Demetra의 TRAMO-SEATS를 계절조정방법
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일본, 영국 등 X-12-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통계를 작성했던 국가들도 조만간 X-13A
-S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은 정부 중심으로 X-13A-S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X-12-ARIM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해 온 영란은행은 18개월
내에 X-13A-S로 전환할 예정이다(Meader 2013).

2. X-13ARIMA-SEATS의 주요 특성
X-13A-S는 X-12-ARIMA에 SEATS를 추가한 것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X-12-ARIMA와
SEATS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X-12-ARIMA와 가장 큰 차이이다. 만약 계절조정방
법으로 SEAT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X-13A-S는 X-12-ARIMA Ver 0.3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X-12-ARIMA Ver 0.3에 spectrum spec과 스톡 계열 관한 영업일, 부활절
처리 등이 추가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X-12-ARIMA Ver 0.2에서
X-12-ARIMA Ver 0.3으로의 변화, X-12-ARIMA Ver 0.3에서 X-13A-S로의 변화로 나누어 설명
하도록 한다. X-13A-S에 대한 내용은 Monsell (2009), U.S. Census Bureau (2012), 野木森 稔
(2013)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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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X-12-ARIMA Version 0.3의 주요 특징
X-13A-S에서 사용되는 X-12-ARIMA는 2007년에 출시된 X-12-ARIMA Ver 0.3을 이용한 것
이다(Monsell 2007). X-12-ARIMA Ver 0.3은 ARIMA 모형선택 시 모형의 새로운 자동식별 방
법인 TRAMO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automdl 문에서 TRAMO 방법을 이용하고, 과거 후
보모형에서 최적 모형을 구하는 모형선택 방식은 pickmdl 문으로 바꾸어 이용하도록 하였
다. 또한 원계열 연간 합과 계절조정계열 연간 합을 일치시키는 문인 force문에 캐나다 통
계청이 개발한 Regression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메타데이터를 진단 요약 파일에
첨가할 수 있도록 metadata 문도 도입하였다.

나. X-13ARIMA-SEATS의 주요 특징
X-13A-S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SEATS의 Wiener-Kolmogorov필터를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X-13A-S에서는 SEATS를 통해 얻어진 계절조정계열에 대해 Sliding
-Span 분석, Revision-History 분석으로 동 계열의 안정성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X-13A-S에
spectrum 문을 도입하여 원계열에서 계절변동을 충분히 제거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X-12-ARIMA Ver 0.3에서 series 문과 x11 문 등의 옵션으로 나뉘어져 있던 spectrum 관련 내
용은 하나의 spectrum 문으로 분리하였다. 프로그램의 예는 <표 4>와 같다.
아울러 regression 문을 통해 공휴일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개
별 공휴일 요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gression 문의 chi2test 옵션
을 통해 사용자가 정의한 회귀 변수 그룹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ictest 옵션을 통해 새로운 분기 길이, 윤년 등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절
회귀변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및 F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계열에 안정된 계절
성이 있는지 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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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3A-S 프로그램 spec 비교

<표 4>

X-12-ARIMA Version 0.3

X-13ARIMA-SEATS Version 1.0

SERIES {
TITLE = "GDP"
START = 1970.1
PERIOD = 4
FILE = 'c:\bokx12\data\gdp_2.txt'
spectrumstart = 1995.jan
savelog = peaks
save = sp0
}

SERIES {
TITLE = "GDP"
START = 1970.1
PERIOD = 4
FILE = 'c:\bokx12\data\gdp_2.txt'
}

TRANSFORM {function = log}
REGRESSION {
variables=(td)
user=( chua chub wd )
usertype=( holiday holiday td )
start= 1970.1
file="c:\bokx12\x12a\ghl.dat"
aictest=(td)
centeruser = seasonal }

TRANSFORM {function = log}
REGRESSION {
variables=(td)
user=( chua chub wd )
usertype=( holiday holiday td )
start= 1970.1
file="c:\bokx12\x12a\ghl.dat"
aictest=(td)
centeruser = seasonal }

AUTOMDL {

AUTOMDL {

}

}

ESTIMATE {MAXITER = 3000}

ESTIMATE {MAXITER = 3000}

CHECK {save = spr}
OUTLIER { }
FORECAST {MAXLEAD = 12}

CHECK { }
OUTLIER { }
FORECAST {MAXLEAD = 12}

X11 {
save = (sp1 sp2)
}

X11 { }
SPECTRUM {
savelog = peaks
start = 1995.jan
save = (sp0 sp1 sp2 spr)
}

주 : Monsell (2009)을 바탕으로 변형

한편 X-13A-S에서는 TRAMO의 새로운 여러 종류의 회귀변수가 도입되었다. <표 5>에
새로이 도입된 회귀변수인 임시 수준 변화 변수(Temporary Level Shift), 계절 특이항 (Seasonal
Outlier), 스톡 부활절 변수, 스톡 요일구성 변수의 형태와 관련된 문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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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변수의 형태와 문장

<표 5>
더미변수

함수형태

스톡 부활절
변수



 ≥ 

 

   




    가  와 같은 월분기

 그 밖에
 




 








   
  


          

 ≤  ≤ 






스톡 요일구성
변수

REGRESSION {
variables = (
TL1997.Nov-1997.Sep
)}

  ≤ 
    

  ≥ 


 
    

임시 수준변화
변수

계절 특이항
변수

문장







                    




 



   


 

번째 날이 요일
월 
번째 날이 일요일
월 
기타

REGRESSION {
variables = (
so1985.dec)
}
REGRESSION {
variables = (
easterstock[8])
}
REGRESSION {
variables = (
tdstock1coef[31])
}

3. X-13ARIMA-SEATS의 수행
X-13A-S 프로그램은 <그림 8>의 미국 센서스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
다. 프로그램은 결과물을 text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html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다. X-13A-S는 Fortran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므로 이를 메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Win X-13을 <그림 9>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Win
X-13으로 수행하면 진단결과, 출력결과가 <그림 10>과 같이 나타나며 <그림 11>과 같이
그래프로도 정리할 수 있다. 그래프는 JAVA 또는 SAS 프로그램 이용하여 작성된다.
Win X-13에서 <그림 12>와 같이 ‘Create Spec’을 지정하여 spec 파일도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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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국 센서스국 X-13ARIMA-SEATS 홈페이지

<그림 9>

Win X-13 프로그램

<그림 10>

Win X13 프로그램 수행결과
(1) 수행결과 진단 화면

(2) 수행결과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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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JAVA 그래프 프로그램 수행결과

<그림 12>

SPEC 파일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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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emetra+의 구조

Demetra+는 Eurostat에서 계절조정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절조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http://www.cros-portal.eu/content/demetra)을 통해 자유롭게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윈도우 버전과 자바 버전으로 구분된다.
Demetra+는 미국 센서스국의 X-12-ARIMA Ver 0.3(2010년 12월)과 스페인 중앙은행의
TRAMO-SEATS(2012년 1월)를 메뉴방식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으
며 양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교차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엑셀, 데이터
베이스, 웹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 계절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경제통계에 적용하려면 달력정보, 명절정보를 적절히 입력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계절조정 관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면 동 프로그램의 디자인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

Demetra+를 이용한 계절조정 화면
(1) X-12-ARIMA

(2) TRAMO-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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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경제통계의 특성과 계절조정

계절조정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우리나라 경제통계 특성이 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사
전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음력을 바탕으로 한 설, 추석 등 불규칙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명
절효과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 공휴일 제도 변화 및 요일의 구성변화에 따른 영업일수 및
요일변동효과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외환위기, 제도변화 등에 따른 구조변화, 특이항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1. 명절 효과 조정
설과 추석은 음력을 바탕으로 불규칙적인 영향을 보이므로 이를 정교히 추정하여 제거
할 필요가 있다(이긍희 1999). 1996년∼2013년 중 명절 전후 일별 현금통화의 움직임은 <그
림 14>와 같다. 이를 보면 현금통화는 명절까지 증가하다 이후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절 전후의 움직임은 통화량, 소비자물가지수 등 스톡 변수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5>는 2006년∼2008년중 명절 전후 일별 수출
(통관)의 움직임인데 이를 보면 명절이 공휴일이므로 통관이 일어나지 않아 명절 휴일 수
출액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생산 등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명절 전후 일별 현금통화 추이
(1) 설 전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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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일별 수출(통관) 추이

<그림 15>

일별 통계를 바탕으로 <그림 16>과 같은 형태의 명절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형태1은
현금통화,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이 명절로 인해 증가했다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의 기
본모형이며, 형태2는 수출, 생산 등과 같이 명절로 인해 양이 줄었다 다시 증가하는 특성
을 가지는 경우의 기본 모형이다. 명절 효과는 다양한 형태로 측정할 수 있다. 이긍희(1998)
에서는 명절 파급효과의 형태로 Bell and Hillmer(1983)와 Dagum(1988)의 부활절 효과 추정방
법을 소개 하였고, Lee(2003)에서는 동 효과를 일반화하여  로 추정하였다.  는 형태별로
명절의 위치(월)에 따라 다르므로 일별 형태를 고려하여 값을 정하고 이를 적분하여 정
밀하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Lee 2003, 이긍희 ․ 이한식 2012). 값에 따라 그 형태는 다르
며,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명절의 파급형태

<그림 16>
<형태 1>

<형태 2>

4th 2013

37

명절이 1, 9월에 있는 경우

<표 6>

1월 / 9월

2월 / 10월



형태1

    
   
    

        

명절 후

   

     

명절 전

   
   
   

        

   

     

명절 전












형태2










명절 후
출처 : 이긍희 ․ 이한식(2012)에서 재인용

명절이 2, 10월에 있는 경우

<표 7>

1월 / 9월

2월 / 10월

명절 전

   

     

명절 후

    
   
    

        

명절 전

   

     

명절 후

  
   
  



형태1












형태2






        





출처 : 이긍희 ․ 이한식(2012)에서 재인용

2. 공휴일 효과 조정
매월 또는 분기별 요일구성 및 공휴일의 구성에 따라 영업일수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생산, 판매 등 경제활동에 불규칙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거 등의 휴일이 일정하지 않
고 또한 공휴일이 기존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등의 영향으로 영업일수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공휴일을 측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휴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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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밀하게 영업일수변동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등을 점검하여 만든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임시공휴일, 주 5일제 내역이 있다. 이를 바
탕으로 공휴일 관련 변수를 새로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휴일은 요일구성과 연계해
서 일정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구조변화와 특이항 처리
X-12-ARIMA에서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특이항 및 구조변화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Chang and Tiao 1983). 사전조정모형 설정 시 우선 원계열에서 특이항 및 구조변화를 자동
으로 식별하거나 또는 지정한 후 ARIMA모형과 함께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조변화와
특이항과 관련하여 X-13A-S에 다양한 더미변수가 도입되었으므로 경제변수의 특성을 면밀
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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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은행 작성통계의 계절조정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통계, 통화통계 등에 대해 X-13A-S를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X-12-ARIMA를 이용한 계절조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아울러 X11
필터를 이용하는 것과 SEATS 필터를 이용하는 것을 점검하였다.

1. 연구대상 시계열
경제활동별 국민소득통계 18개 분기 계열과 국제수지 17개 월별 계열, 통화 10개 월별
계열을 대상으로 계절조정을 실시하였다. X-13A-S(X11필터, SEATS필터)로 계절조정 시
Win-X13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요인, 공휴일은 회귀변수로
BOK-X-12-ARIMA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X-13A-S와 X-12-ARIMA Ver 0.2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회귀계수의 유의성과 별개로 Spec파일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2. X-13A-S에 의한 계절조정
분기 통계의 경우 추석 전후 효과, 공휴일 효과, 특이항을 포함하여 사전조정한 후 계절
조정을 실시하였다. 추석 전후 효과의 경우 파급기간 10일의 Dagum형 가중치를 이용하였
다. 한편 월별 통계의 경우 설 전후 효과를 추가하였고 통화통계와 같은 스톡 통계는 해당
특성이 반영되도록 프로그램화 하였다.
ARIMA모형은 SBC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식별된 적분 수()와 모형 차수( )를 선택
하였고, 요일구성변수는 유의한 경우 포함하였다. 명절 전후 효과 변수, 공휴일 등 사전조
정변수의 경우 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형에 포함하였다.

가. 국민소득통계의 계절조정
국민소득통계에 대해 사전조정 요인을 감안하여 사전조정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추정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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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통계의 사전조정모형 추정결과

<표 8>
계열명

ARIMA 모형

추석전

추석후

공휴일

예측오차

농림어업

(1 0 0)(0 1 0)

-0.007

0.008

-0.006

5.357

광업

(0 1 1)(0 1 1)

0.009

-0.002

0.000

6.517

제조업

(0 1 0)(0 1 1)

-0.008

0.010

-0.001

2.834

전기가스및수도사업

(0 1 1)(0 1 0)

-0.000

-0.016

0.002

2.048

건설업

(3 0 1)(0 1 1)

-0.007

-0.010

0.001

3.145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 1 1)(1 1 1)

-0.004

-0.007

-0.000

1.783

운수및보관업

(0 1 0)(0 1 1)

0.007

0.007

-0.004

3.242

금융,보험업

(0 1 1)(0 1 1)

-0.035

0.014

-0.003

1.872

부동산및임대업

(0 1 1)(0 1 0)

-0.000

-0.007

0.002

0.89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1 1 1)(0 1 0)

-0.006

0.002

0.003

1.001

사업서비스

(0 1 1)(0 1 0)

0.005

-0.002

-0.001

1.642

공공행정및국방

(0 1 1)(0 1 1)

-0.005

0.002

-0.000

0.931

교육서비스업

(0 1 1)(0 1 1)

-0.001

0.002

-0.000

0.891

보건및사회복지

(0 1 2)(0 1 0)

0.003

-0.002

-0.002

2.161

문화및오락

(0 1 1)(0 1 1)

-0.008

0.009

-0.002

1.427

기타서비스

(1 1 1)(0 1 1)

0.006

-0.003

0.000

1.079

순생산물세

(0 1 0)(0 1 1)

0.002

0.001

-0.001

1.515

국내총생산(GDP)

(1 1 1)(0 1 1)

0.002

-0.000

-0.001

1.068

주 : 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공휴일 효과는 운수 및 보관업,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석 전후 효
과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기, 가스 및 수도업, 운수 및 보관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민소득통계에 대해 3년간 예측력을 보면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대한 모형이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이항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전기, 가스 및 수도업, 기타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MSR을 바탕으로 정한 X-13A-S 계절조정 필터는 대체로 3×3필터가 선정
되었으나 광업과 건설업, 운수 및 보관업, 공공행정 및 국방은 3×5 필터가 선정되었다.
계절조정 후 구성계열에 대해 M1-M11, Q통계량과 Sliding-Span분석을 통해서 안정성을 평
가하였다. Q통계량의 경우 모두 1보다 작아 계절조정계열이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SlidingSpan분석 결과도 광업을 제외하고 모두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도 Findley et
al. (1990)의 기준에는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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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수지통계
월별 국제수지통계에 대해 사전조정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공휴일 효
과는 상품수출입(FOB), 운송수입, 여행수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지급, 이전소득지급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명절효과는 상품수출, 사업서비스수입, 정부서비스수입 및 지급 등에
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년간 예측력을 보면 상품수출, 사업서비스지급이 우수하게 나타났
다. 특이항은 여행지급, 사업서비스지급, 투자소득수입 등에서 다수 나타났으며, 계절필터
로는 모두 3×5필터가 선정되었다.

<표 9>

국제수지통계의 사전조정모형 추정결과
추석전

추석후

공휴일

요일
구성1)

-0.07

0.01

-0.05

-0.02

0.00

6.00

-0.00

-0.02

0.01

-0.02

-0.02

0.00

7.22

(0 1 1)(0 1 1)

0.03

0.01

0.05

0.00

-0.01

운송지급

(0 1 1)(0 1 1)

0.04

-0.02

-0.0

0.01

-0.0

0.00

8.14

여행수입

(0 1 1)(0 1 1)

0.05

0.07

0.06

0.03

-0.02

0.00

12.15

여행지급

(0 1 1)(0 1 1)

-0.04

-0.02

-0.04

-0.02

-0.01

0.00

8.94

컴퓨터및
정보서비스지급

(1 1 1)(0 1 1)

0.05

-0.08

0.03

0.10

-0.08

0.00

27.11

지적재산권등
사용료지급

(3 1 1)(0 1 1)

-0.00

0.08

0.09

0.06

-0.03

사업서비스수입

(0 1 1)(0 1 1)

-0.03

0.07

-0.12

0.04

-0.00

사업서비스지급

(1 1 1)(0 1 1)

-0.00

-0.06

-0.04

0.06

-0.01

정부서비스수입

(0 1 1)(0 1 1)

0.25

-0.30

0.58

-0.20

-0.03

정부서비스지급

(0 1 1)(0 1 1)

0.05

-0.13

0.24

-0.28

0.01

급료및임금수입

(0 1 1)(0 1 1)

-0.08

0.13

-0.13

-0.04

-0.01

투자소득수입

(0 1 1)(1 0 1)

-0.04

0.05

0.09

-0.06

0.01

12.68

투자소득지급

(0 1 1)(0 1 1)

-0.04

0.05

0.09

-0.06

0.06

18.73

이전소득수입

(0 1 1)(0 1 1)

-0.01

0.01

0.01

-0.03

-0.03

0.00

7.57

이전소득지급

(0 1 1)(0 1 1)

-0.01

0.05

0.08

-0.01

-0.04

0.00

9.20

계열명

ARIMA 모형

설전

설후

상품수출

(0 1 1)(0 1 1)

0.026

상품수입

(0 1 2)(0 1 1)

운송수입

예측
오차

9.41

30.06
0.00

16.40
5.98

0.00

13.67
22.92

0.00

25.37

주 : 1) 유의확률값으로 유의한 항목만 표시
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계절조정 후 구성계열에 대해 M1-M11, Q통계량과 Sliding-Span분석을 통해서 안정성을 평
가하였다. Q통계량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지급, 정부서비스수입 및 지급, 급료 및 임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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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투자소득수입의 경우 1보다 크게 나왔으며 Sliding-Span분석 결과는 컴퓨터 및 정보서비
스지급,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지급, 정부서비스지급, 급료 및 임금수입, 투자소득수입 및
지급의 경우 기준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국제수지통계의 일부 계절조정계열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통화통계
월별 통화통계에 대해 사전조정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ARIMA모형과 사전조정요인 등은
<표 10>과 같다. 공휴일 효과는 현금통화(평잔, 말잔), M2(평잔)에서 유의하였으며, 명절효
과는 현금통화(평잔, 말잔), M1(평잔, 말잔), M2(말잔), L(말잔)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년간
예측력은 L(말잔)이 우수하였다. 특이항은 현금통화(평잔)에서 다수 나타났으며 계절필터로
는 모두 3×5필터가 선정되었다.
계절조정 후 구성계열에 대해 M1-M11, Q 통계량과 Sliding-Span분석을 통해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Q 통계량의 값이 모두 1보다 작아 계절조정계열이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Sliding-Span분석 결과도 모두 0%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통화통계의 사전조정모형 추정결과

계열명

ARIMA 모형

설전

현금통화(평잔)

(0 1 0)(0 1 1)

0.02

M1(평잔)

(0 1 1)(0 1 1)

M2(평잔)

설후

요일
구성1)

예측
오차

추석전

추석후

공휴일

0.03

0.04

0.02

0.00

2.42

0.01

-0.00

-0.00

0.01

0.00

2.40

(0 2 2)(1 0 0)

0.00

-0.00

0.00

0.00

-0.00

0.67

Lf(평잔)

(0 2 2)(1 0 0)

-0.00

0.00

0.00

-0.00

-0.00

0.73

현금통화(말잔)

(2 1 2)(0 1 1)

0.12

0.17

0.07

0.09

0.01

2.54

M1(말잔)

(0 1 1)(0 1 1)

0.03

0.02

0.04

0.02

0.00

M2(말잔)

(2 2 1)(0 0 1)

0.00

0.01

0.01

0.01

0.00

1.06

Lf(말잔)

(3 2 1)(0 0 1)

-0.00

0.00

-0.00

-0.00

-0.00

0.58

L(말잔)

(0 1 0)(1 0 0)

0.00

0.00

0.01

0.01

0.00

0.51

0.00

2.06

주 : 1) 유의확률값으로 유의한 항목만 표시
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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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12-ARIMA와 X-13A-S의 비교
X-12-ARIMA와 X-13A-S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국민소득통계 18개 계열, 국제수지
통계 17개 계열, 통화통계 9개 계열에 대해 X-12-ARIMA와 X-13A-S로 계절조정을 하였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spec 파일(사전조정)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X-13A-S로 계절조정할
때 X11, SEATS 계절필터를 각각 적용하였다. X-12-ARIMA(Ver 0.3)과 X-13A-S(X11 계절필터)
는 같은 결과로 나타나 X-12-ARIMA(Ver 0.2)를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X-13A-S와 X-12ARIMA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D16(계절지수)와 D11(계절조정계열) 결과에 있어 각각에
    

대해  ×  을 계산하여 평균을 구했다. 여기서 D16계열은 계절변동에 명절변동

과 요일구성변동 등 달력변동이 포함된 계절지수이다. 이 비교는 이긍희 ․ 이혜영(2013)의 내
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림 17>∼<그림 19>는 각각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통계, 통화통계의 계절필터별 계
절지수와 계절조정계열을 비교한 그림이다. X11_D16, SEATS_D16은 각각 계절지수에 대한
X11필터, SEATS필터를 적용한 결과이고, X11_D11, SEATS_D11은 각각 계절조정계열에 대
한 X11필터, SEATS필터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국민소득통계와 국제수지통계의 경
우 X-13A-S(X11필터)의 계절지수와 계절조정계열이 X-12-ARIMA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X-13A-S(SEATS필터)의 계절지수와 계절조정계열은 X-12-ARIMA의 결과와 차이 있게
나타났다. 한편 통화통계의 경우 X-13A-S(X11필터)와 X-12-ARIMA의 차이가 X-13A-S(SEATS
필터)와 X-12-ARIMA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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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X-13A-S의 계절필터별 D16과 D11의 비교(국제수지통계)

<그림 19>

X-13A-S의 계절필터별 D16과 D11의 비교(통화통계)

4. X-13A-S로의 전환과 새로운 계절조정프로그램 개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통계, 통화통계에 대해 X-13A-S와
X-12-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X-13A-S의 X11 계절필터
에 의한 계절조정 결과는 기존 X-12-ARIMA Ver 0.3의 결과와 유사하고, 국제수지통계 몇
개 계열을 제외하고는 X-12-ARIMA Ver 0.2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X-13A-S의 SEATS 계절필터를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산출하는 경우 X-12-ARIMA Ver 0.2, 0.3
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절조정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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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2-ARIMA에서 X-13A-S로 전환할 때 당분간 X-13A-S의 X11 계절필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하지만 X-13A-S의 SEATS 계절필터를 이용하여 구한 계절조정 결과도
공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존 X-12-ARIMA의 결과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SEATS
계절필터에 의한 계절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X-13A-S 프로그램에서 X11 계절필터를 이용하는 경우 X-13A-S의 일부 spectrum 등 일부
문장의 변화를 감안하여 기존의 BOK-X-12-ARIMA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X-13A-S 프로그램에서는 SEAT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려면
BOK-X-12-ARIMA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계절조정의 제
약조건이었던 다양한 입력 자료의 활용, SAS 의존도 탈피 등의 제약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은 Eurostat의 Demetra+ 개발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urostat은 프로그램 전에 계절조정 관련 지침을 만들고,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면서 이용자
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프로그램인 Demetra+를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유럽국가에 제
공해 왔다. 그 결과 Demetra+는 유럽국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X-13A-S의 이용 편리성을 위해 Win-X13 등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
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46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X-13ARIMA-SEATS를 이용한 한국
경제통계의 계절조정 방안 연구

Ⅵ.

맺음말과 향후과제

본 연구는 X-13A-S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통계, 통화
통계를 중심으로 계절조정을 실시한 후 이를 기존 X-12-ARIMA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X-12-ARIMA로부터 X-13A-S로의 전환
을 어떻게 진행할 지를 점검하는 한편 BOK-X-12-ARIMA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검토
하였다.
X-13A-S는 X-12-ARIMA와 TRAMO-SEATS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X-13A-S를 문장 차원에서 X-12-ARIMA와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에서의 변화는 seats문과
spectrum문이 추가되고 보다 다양한 회귀변수가 추가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통계, 통화통계에 대해 X-13A-S와 X-12-ARIMA를
비교하였다. X-13A-S(X11필터)의 계절조정결과는 기존 X-12-ARIMA(Ver 0.3)과 차이가 거의
없고 X-12-ARIMA(Ver 0.2)와의 차이도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X-13A-S(SEATS필
터)의 계절조정결과는 기존 X-12-ARIMA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공표할 때 통계의 수정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당분간
X-13A-S의 X11필터를 이용하여 계절조정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 주요 통계에 대해 두 계절필터를 바탕으로 계절조정통계를 병행 작성하여 두 방법
을 비교하고 방법의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X-12-ARIMA를 이용하는 많은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X-13A-S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조만간 X-13A-S로 계절조정방법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X-13A-S의
확산은 X-12-ARIMA와 TRAMO-SEATS를 서로 공정하게 비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점에서 X-13A-S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TRAMO-SEATS 계절조정에 대한 연구
가 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 계절조정방법을 X-13A-S로 전환하게 되는 현재 시점이 우리나라 계절조정방법
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통계청 등 계절조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가 모여 연
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계절조정방법 표준화 연구, 계절조정지침 마련, 새로운 계
절조정 프로그램 개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계절조정지침은 Eurostat(2009)의 계절조정 관련 지침과 미국 센서국의 지침(U.S. Census
Bureau 2010)을 바탕으로 계절조정통계 작성, 공표, 수정 등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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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에는 음력 명절과 공휴일과 관련된 달력변동을 효과적으로 추출하
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된 내용을 반영하여 BOK-X-12-ARIMA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극복한 새로운 계절조
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 개발 시 Eurostat과 벨기에 중앙은행이
개발한 JAVA 기반의 Demetra+와 미 센서스국의 Win-X13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된 계절조정 프로그램을 계절조정통계를 공표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제공함으로써 우
리나라 통계작성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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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가. 관공서의 법정공휴일 지정현황
시행일

법정공휴일 지정

비 고

1949.6.4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1950.9.18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제연합일 추가

1956.6.6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6월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현충기념일 추가

1959.3.27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6월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공휴일로 지정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3월 15일(사방의 날), 6월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사방의 날 추가
식목일 제외

1961.1.1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3월 15일(사방의 날), 6월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공휴일로 지정 폐지

1961.2.27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6월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사방의 날 제외
식목일 추가

1968.5.27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6월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공휴일로 지정

19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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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법정공휴일 지정

비 고

1970.6.15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2일, 3일
4월 5일(식목일), 6월 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 9일(한글날)
10월 24일(국제연합일), 12월 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전부개정
내용 변화는 없음

1975.1.27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2일, 3일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추수절), 10월 9일(한글날)
10월 24일(국제연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 날 추가
기독탄신일을 기독탄생일로,
현충기념일을 현충일로
변경

1976.9.3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2일, 3일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추수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군의 날 추가
국제연합일 제외

1985.1.21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2일, 3일
민속의 날(음력 1월 1일),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추수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민속의 날
(음력 1월 1일) 추가

1986.9.11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2일, 3일
민속의 날(음력 1월 1일),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추수절), 추석다음날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추석 다음날 추가

1989.2.1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2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월 3일 제외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가

1991.1.1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2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군의 날, 한글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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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법정공휴일 지정

비 고

1999.1.1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월 2일 제외

2005.6.30

일요일, 국경일(제헌절 제외 2008년부터)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식목일 제외
제헌절(2008년부터 제외,
경과규정)

2006.9.6

일요일, 국경일(제헌절 제외 2008년부터)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일 추가

2012.12.28

일요일, 국경일(제헌절 제외)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한글날 추가

2013.11.5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1.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2. 5월 5일(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
일과 겹칠 경우 5월 5일 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대체공휴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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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현황 <행정안전부>
년 도
1962년

1963년
1965년

1967년

1969년

1971년

임시공휴일 지정사유

4.19

4.19 기념일

5.16

5.16 기념일

12.17

헌법개정 국민 투표일

10.15

제5대 대통령 선거일

11.26

제6대 국회의원선거일

12.17

제5대 대통령 취임일

10.15

체육의 날(반일휴무)

1.4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5.3

제6대 대통령 선거일

6.8

제7대 국회의원선거일

7.1

제6대 대통령 취임일

7.21

아폴로11호 달착륙기념일

10.17

헌법개정 국민 투표일

4.27

제7대 대통령 선거일

5.25

제8대 국회의원선거일

7.1

제7대 대통령 취임일

11.21

헌법개정 국민투표일

12.15

제1대 통일주체국민의회 대의원선거일

12.27

제8대 대통령 취임일

1973년

2.27

제9대 국회의원선거일

1974년

8.19

육영수여사 국민장일

1975년

2.12

헌법(유신헌법)개정 국민투표일

5.18

제2대 통일주체국민의회 대의원선거일

12.12

제10대 국회의원선거일

12.27

제9대 대통령 취임일

11.3

박정희대통령 국장

12.21

제10대 대통령 취임일

9.1

제11대 대통령 취임일

1972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10.22

헌법개정 국민투표일

2.11

대통령선거인 선거일

3.3

제12대 대통령 취임일

3.25

제11대 국회의원선거일

1982년

10.2

추석 익일

1985년

2.12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일

10.27

헌법개정 국민투표일

12.16

제13대 대통령 선거일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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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사유

2.25

제13대 대통령 취임일

1988년

1991년

4.26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일

9.17

제24회 서울올림픽개최일

3.26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회 의원선거일

6.20

광역자치단체(시·도)의회 의원선거일

3.24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일

12.18

제14대 대통령 선거일

1995년

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동시선거)

1996년

4.11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일

1997년

12.18

제15대 대통령 선거일

1998년

6.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992년

2000년
2002년

4.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7.1

2002한일월드컵경기대회 폐막일 다음날

12.19

제16대 대통령 선거일

2004년

4.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

2006년

4.2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2007년

12.19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2008년

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2010년
2012년

6.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다. 주 5일제 시행
기간구분

사업장

2004년 1월 ∼ 6월

행정기관

공기업 ․ 금융업 ․ 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월 2회

2005년 7월 ∼

300인 이상 사업장

전면실시

2006년 7월 ∼

1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 ∼

5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 ∼

20인 이상 사업장

2011년 7월 ∼

20인 미상 사업장

2004년 7월 ∼

초중고

월 1회

월 1회(3월부터)
월 2회(3월부터)
전면실시
(2012년 3월부터)

4th 2013

53

참고문헌
․ 이긍희 (1998), “한국경제시계열의 계절조정방법(X-12-ARIMA법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4, 205-242.
․ 이긍희 (1999), “음력설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응용통계연구> 12(2), 357-395.
․ 이긍희 (2000a), “한국형 계절변동조정 프로그램 BOK-X-12-ARIMA”, <응용통계연구> 13(2),
225-236.
․ 이긍희 (2000b), “영업일수변동이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 <응용통계연구> 13(2), 321-328.
․ 이긍희 (2004), “한국형 계절변동조정 프로그램 개편 : BOK-X-12-ARIMA 0.2”, <계간 국민
계정>, 제4호, 73-117.
․ 이긍희 ․ 이한식 (2012), <경제통계 분석의 원리와 응용>, 에르피스테메.
․ 이긍희 ․ 이혜영 (2013), “X-13ARIMA-SEATS로의 전환을 위한 계절조정결과 비교”, manuscript.
․ 이한식 (2010), “X-13A-S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절조정방법 분석 - X-12 필터와 SEATS 방
법의 비교”, <응용통계연구> 23(6), 997–021
․ 전경배 (2003), “TRAMO-SEATS를 이용한 계절변동조정”, <계간 국민계정>, 제1호, 73-117.
․ 전백근 (2002), “산업생산통계의 계절변동조정방법”, <통계분석연구>, 7, 1–48.
․ 통계청 (2005), <NSO-CIS 사용자 매뉴얼>, 통계청 산업통계과(전백근 외), 통계청.
․ 野木森 稔 (2013), “季節調整法に関する最近の動向：X-12-ARIMA からX-13ARIMA-SEAT”,
季刊国民経済計算 150, 41-58.
․ Andrysiak, A. (2010), “Seasonal Adjustment Methods and Country Practices”, ESCAP 발표자료.
․ Bell, W.R. and S.C. Hillmer (1983), “Modeling Time Series with Calendar Vari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8, 1983, pp 526～534.
․ Box, G.E.P. and G.M. Jenkins (1976),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and Control. San

Francisco. Holden Day. 575 p.
․ Chang, I. and G. C. Tiao, “Estimation of time series parameters in the presence of outliers”,
Technical Report 8, Statistics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1983.
․ Dagum, E.B. (1980), The X11ARIMA Seasonal Adjustment Method.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 12-564E.
․ Dagum, E.B. (1988), The X11ARIMA/88 Seasonal Adjustment Method - Foundations and
User's Manual. Time Series Research and Analysis Division. Statistics Canada
Technical Report.

54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X-13ARIMA-SEATS를 이용한 한국
경제통계의 계절조정 방안 연구

․ Eurostat (2002), Demetra User Manual, Version 2.0, Seasonal Adjustment Interest Group (J.
Dosse and F. Hoffmann), EUROSTAT.
․ Eurostat (2009), ESS Guidelines on Seasonal Adjustment, EUROSTAT.
․ Findley, D.F., B.C. Monsell, W.R. Bell, M.C. Otto, and B.C. Chen. (1998), “New Capabilities
of the X-12-ARIMA Seasonal Adjustment Program”,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Vol. 16. p. 127-77.
․ Fischer, B. (1995), “Decomposition of Time Series Comparing Different Methods in Theory
and Practice”, Eurostat Working Paper.
․ Gomez, V. and A. Maravall. (1996), Programs TRAMO (Time series Regression with Arima
noise, Missing observations, and Outliers) and SEATS (Signal Extraction in Arima
Time Series). Instructions for the User. Working Paper 9628, Research Department,
Banco de España.
․ Grudkowska S. (2011), Demetra+ User Manual, National Bank of Poland. [www.cros‐
portal.eu/sites/default/files/Demetra+%20User%20Manual.pdf]
․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07), Seasonal Adjustment Methods and Practices,
www.ksh.hu/hosa.
․ Hood, C. C., J. D. Ashley, and D. F. Findley (1999),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RAMO/SEATS on Simulated Series”,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 C.
․ Lee, G.H. (2003), “Korean Traditional Holiday Adjustment with regARIMA”, ISI Proceedings.
․ Lin, Jin-Lung and Tian-Syh Liu, “Modeling Lunar Calendar Holiday Effects in Taiwan”, Bureau
of the Census, 2002.
․ Ladiray, D. and Quaenneville, B. (2001), Seasonal Adjustment with the X-11 Method,
Springer-Verlag, New York.
․ Laytras, D. P., Feldpausch, R. M. and Bell, W. R. (2007), “Determining seasonality: A
comparison of diagnostics from X-12-ARIMA”, U.S. Census Bureau Seasonal
Adjustment Papers.
․ Lothian, J. and Morry, M. (1978), “A Set of quality control statistics for X-11 ARIMA
seasonal adjustment program”, Statistics Canada.
․ Maravall, A. (2003), “A class of diagnostics in the ARIMA-model-based decomposition of a
time series”, Seasonal Adjustment, European Central Bank.
․ Monsell, B. (2007), “Release Notes for Version 0.3 of X-12-ARIMA”, U. S. Census Bureau.
4th 2013

55

․ Monsell, B. (2009), “Update on the development of X-13ARIMA-SEATS”, Joint Statistical
Meetings Proceedings, Alexandria:VA.
․ Nilsson, R. (2002), “Harmonising Seasonal Adjustment Methods in European Union and
OECD countries”, OECD.
․ Planas, C. (1996), “Short-Term Variability in Seasonally Adjusted Time Series”, Eurostat
Working Paper.
․ Planas, C. (1997), “Estimation of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s: A Comparative
Study”, Eurostat Working Paper.
․ Meader, R. (2013), “Seasonal adjustment: results of 2012 annual review”, Bank of England.
․ Shiskin, J., A.H. Young and J.C. Musgrave. (1967), “The X-11 Variant of the Census Method
II Seasonal Adjustment”, Technical Paper No. 15, Bureau of the Census, U.S.
Department of Commerce.
․ United Nations (2012), Practical Guide to Seasonal Adjustment With Demetra+, http://www.
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Practical_Guide_to_Seasonal_Adjustment_
final_web.pdf
․ U.S. Census Bureau (2010), “Seasonal Adjustment Diagnostics, Census Bureau Guideline 18-0_
v1.1.”,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 C.
․ U.S. Census Bureau (2011), X-12-ARIMA Reference Manual, Version 0.3, U.S.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 U.S. Census Bureau (2012), X-13ARIMA-SEATS Reference Manual, Statistical Research Division,
U.S. Census Bureau.
․ U.S. Census Bureau (2013), Win X-13 Version 2.1: A Windows Interface for X-13ARIMA-SEATS,
U.S. Census Bureau.

56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