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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입물가지수는 현재 서베이 방식을 통해 작성되고 있는데 일부 품목
들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이 보편화 되면서 소규모 샘플을 이용한 서베이 방식은
자칫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에서는 행정자료 등 빅데이타를 활용한 물가지수 작
성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행정통계(수출입 통관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단가지수를 산
출하고 이를 현행 서베이 방식의 물가지수와 비교해 봄으로써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산출된 단가지수를 물가지수의 대용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나프타(수입), 승용차(수출) 품목에 대해 수출입 대상국 또는 수출
입 기업별로 자료를 세분화하여 단가지수를 산출하였으며, DRAM(수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귀나무(regression tree)와 같은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세분화한
후 단가지수를 작성하였다.
분석결과, 보다 세분화된 또는 그룹화된 수출입 통관자료를 이용할수록 이로부터
산출된 단가지수는 현행 물가지수에 보다 근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서베이가 어려워지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동 방법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단가
지수를 물가지수의 대용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머리말
Ⅱ. 지수 산출의 이론적 검토
1. 수출입물가지수 산출방식
2. 단가지수 방식의 장 ․ 단점
3. 단가지수 방식 적용 방안 및 유의점

Ⅳ. 단가지수 시산 결과
1. 단가지수 방식 시산
2. 통계적인 방법론을 이용한 단가지수 보완

Ⅴ. 시사점

Ⅲ. 분석 방법
1. 회귀나무(Regression tree)의 개요
2. GUIDE 회귀나무 알고리즘

* 본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장영재 교수, 한국은행 김민수 과장 및 유재원 조사역이 작성한 것이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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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수출입물가지수는 현재 서베이(survey) 방식을 통해 작성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기구도 수출입물가를 포함한 물가통계를 서베이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들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이 보편화 되면서 소규모 샘플을 이
용한 서베이 방식은 자칫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중심으로 행정자료 등 빅데이타를 이용한 물
가지수 작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MIT의 경제학자 Roberto
Rigobon과 Alberto Cavallo에 의해서 시작된 The Billion Prices Project(BPP)를 통해 온라인 물
가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동 물가지
수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수백 개의 온라인 소매업체들로부터 수집된 일일단위의 가격
정보를 통해 산출된다. 또한 Ivanic, Diewert & Fox(2011) 및 de Haan & van der Grient(2011)
등은 대형마트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스캐너데이터(scanner data)를 이용한 물가지수 작성
방식과 관련하여 연쇄편의(chain drift)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 산식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및 스캐너데이터를 이용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동 데이터들이 지
난달 거래와 금번 거래 간에 매칭(matching)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달에 조사된 제
품이 지난달에 조사된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 제
품 하에서의 가격 비교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만 제품구성 변화(product mix change) 또
는 품질변화(quality change)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가격변동(pure price change)만을
물가지수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물가지수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다만 현재 입수
되고 있는 통관자료(customs data)는 현실적으로 지난 번 거래와 금번 거래 간의 매칭이 어
려워 스캐너자료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수출입 통관자료가 매칭이 어렵다는 제약 하에서 기존의 서베이 방
식으로 작성된 물가지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지수산출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각 작성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3장에서는 분석대상 자료의 특징과 분석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고 4장에서는 몇 가지 대표품목의 시산결과를 통해 지수작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로 한다. 또한 보다 세분화된 자료가 입수될 경우 지수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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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수 산출의 이론적 검토

1. 수출입물가지수 산출방식
수출입물가지수 산출 방식은 물가지수(price indices) 방식, 단가지수(UVI: unit value indices)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approach)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물가지수 방식은 서베이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먼저 특정 품목 내 대표업체의 대표제
품들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정된 대표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스펙(specification)을 자세히 설정하게 되며 이러한 스펙 하에서 즉, 동일한 품질(quality)
하에서 제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식의 장점은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제품 구성 또는 품질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제외한 순수한 가격
변동만을 물가지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표본의 대표성 확
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정된 제품들이 해당 품목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선정된 제품들의 스펙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
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수의 작성에 상당한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그동안 선정되어 표본으로 활용되던 제품이 더 이상 대표성을 지니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구 제품 간의 가격차이 중 순수한 가격변동분과 품질변화(성능 향상
또는 옵션 추가)에 따른 가격변동분만을 구분하여 전자만을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품질조정
(quality adjustment)을 실시하게 된다. 품질 조정 이슈는 물가방식 및 단가지수 방식 모두에
적용되며 물가방식이 서베이를 통해 제품 스펙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가지수(UVI: unit value indices) 방식은 주로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할 때 이
용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자료를 이용 물가지수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HS 코드1)내 거래
금액을 해당하는 거래량으로 나눠 단가(unit value)를 산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치

1)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하나의 품
목번호(Heading)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
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동 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현재 10자리의 HS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2nd 2015

3

(outlier)가 발생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준 하에서 이상치를 제거한 후 가중평균하여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UVI 방식은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입수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
도 불구하고 순수한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제품구성 및 품질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적절히 구분해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 때
문에 물가지수 산출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나 충분한 서베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물가
지수의 대용지표(surrogate)로 이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물가지수 또는 단가지수중 한 가지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방식을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혼합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물가지수 방식을 활용하되 조사비용이 상당하거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단가지수 방식을 이용하여 지수를 편제하게
된다.

2. 단가지수 방식의 장 ․ 단점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지수편제 방법 중 단가지수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가지수 방식은 행정통계를 이용하는 경우 주된 지수 편제 방법으로 사
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가지수 방식의 장점을 꼽자면 무엇보다도 데이터 입
수 과정의 간소화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의 스펙 설정 및 가격조사를 위한 서베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입 물가지수의 경우 행정통계(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직
접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더불어 통상 한 개의
품목에 대해 5개 정도의 제품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물가지수 방식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많은 제품들을 포함하게 되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행 행정통계 체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단가지수를 산출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입수되는 통계의 경우, 각 품목의 HS코드 10자리를 이용하여 단가지
수를 산출하게 되면 관세청 자료만으로는 금월의 거래와 전월의 거래가 같은 제품의 것인
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제품 선상에
서의 가격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격조사에 있어서 매칭
(matching)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순수한 가격변동분만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제
한적이라는 것은 단가지수 방식을 적용하기에 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HS 코드 내
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고 동 제품들 간의 판매비중도 변하기 때문에 순수한 가격변
동 이외의 요인들도 반영되어 지수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소위 제품 구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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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편의라고 하며 이 이외에도 어떤 제품의 옵션 또는 품질 변화로 가격이 변동하
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발생하게 되는 품질조정(quality adjustment)
편의도 발생하게 된다.
<표 2-1>은 제품 구성 변화에 따른 편의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Size별로 3가지 제품
(small, medium, large) 또는 규격들로 구분되는 냉장고 수출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2배로 상승한 가운데 고급화로 인해 수출 구성비에 변화가 있었다면 냉
장고의 단가지수와 물가지수 간에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자.

제품 구성 변화에 따른 편의

<표 2-1>

규격 1 (small)

규격 2 (Medium)

규격 3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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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가격, 수량 및 거래금액을 의미

물가지수 방식에서는 서베이를 통해 개별제품들의 가격을 알 수 있으며 기준시점대비
비교시점의 가격비율(각각 2.0)을 식 (2.1)과 같이 가중평균하여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따라
서 어느 시점의 가중치를 이용하더라도 물가지수는 2배 상승하게 된다.
 
  
   




(2.1)

만약 행정통계(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한다고 가정한다면, size 별로 규격을




 

 

나눌 수 있는 상세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총거래금액     과 총수량     만
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현행 관세청 자료를 통해서는 위의 물가지수 산출에서 보는 것처
럼 세분화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준시점에는 총거래금액 17 그리고 수량 10
이라는 정보만을, 비교시점에는 총거래금액 46 그리고 수량 10이라는 것만을 알게 된다. 이
로부터 기준시점의 단가는 1.7  이고 비교시점의 단가는 4.6  이 되어 단가
지수는 2.7배 상승하였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수출품 및 수입품의 제품 구성이 고급화 될
경우 UVI를 계산하여 물가지수의 대용지표로 사용하게 되면 상향편의(upward bias)가 발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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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품 구성 변화에 따른 편의는 석탄 및 석유제품 등 일반적으로 품질이 동질
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2). 따라서 단순히 제품이 동질적일 것
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가정이며 IMF 매뉴얼 등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
럼 특정 HS 코드 내에 속해 있는 제품들이 실제로 동질적인 지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
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Decoster(2003)는 단가지수 방식은 품질 변화를 제어(control)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발전이 빠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Siver(2008)는 단가지수와 물가지수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물가지수와 단가
지수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공적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1996.7월 ∼
2006.9월을 대상으로 독일의 수출입단가지수(UVI)와 수출입물가지수를 비교할 경우 둘 간
의 전월비 등락률의 차이는 0.9%p 및 1.1%p에 달했으며 전월비 등락률의 부호 또한 1/4
가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가지수 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89년 및 1996년에
수출입단가지수의 작성을 중단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입단가지수와 수출입물
가지수를 병행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단가지수는 디플레이터 보다는 교역조건 지수 산출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3. 단가지수 방식 적용 방안 및 유의점
UN 보고서(2004)에서는 단가지수 방식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지만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 통계작성 여건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기계류 및 수송장비(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등과 같이 제품
구성변화 또는 품질 및 옵션 차이에 의한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단가지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을 극
복하고 단가지수 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단가지수 방식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 것이 제품 구성변화에 따른 편의였음을
감안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통계의 가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입수
2) 예를 들어 IMF에 따르면 어떤 국가의 석탄 품목의 경우 단가지수 방식의 움직임이 예측가능하지 않거나
물가지수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석탄은 모두 동일한 석
탄이 아니고 발현 가능한 에너지 양, 정제과정(cleaning/filtering) 필요 여부, 석탄을 사용하고 발생하는 잔여
분의 가용성 등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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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관세청 통계에서 수출입국 또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까지는 암호화된 숫자
를 통해 구분 가능하므로 보다 세분화하여 단가지수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
출(수입) 제품의 경우 수출국(수입국)별로 세분화하거나 추가로 수출(수입)기업별로도 세분
화를 실시하여 적당한 범주로 병합하여 지수를 산출해 보는 것이다3). 근본적으로 단가지
수의 적용 여부는 지난달 거래 상품과 금월 거래 상품이 비교 가능한 정도까지 세분화될
수 있느냐의 여부인 매칭(matching)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완벽한 매칭은 아니지만 HS 코드 내의 모든 자료를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보
다는 분명 진보한 방법 또는 매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달 몇 십만 건의 수출
입 거래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입국별 또는 수출입기업별로 일일이 매칭하는 데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국 또는 수출입기업을 구분 변수로 하여
HS 코드 내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그룹핑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처럼 일부 품목들에 대해 업체들로부터 가격협조가 어려워지는 등 지수편제 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단가지수 방식이 갖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단점들에 유의하면서 일부 품목들에 대해 물가지수의 대용지표로서 단가지수를 적
용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통관자료를 이용한 매칭에 관해서는 IMF 등의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이 수출국 및 수입국별(country of
destination/origin), 사이즈별 또는 거래금액별(size of batch), 특정 무역대상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 및 수입
기업별(shipments by/to establishments to/from given countries)로 세분화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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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먼저 대표적인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에서처럼 HS코드 10 자리
내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대신에 모든 거래에 대해 수출입 국가 또는 수출입 업체를
기준으로 일일이 직접 매칭해 줌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그룹을 이용하여 단가지수를 산출
해 보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단가지수와 현재 편제되고 있는 수출입물가지수의
해당 품목지수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산출된 단가지수를 물가지수의
대용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HS코드 10자리 내의 통관자료를 간접적으로 그룹핑
함으로써 지수를 시산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청 통계의 특
징을 잘 반영하면서 세분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변수를 탐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어떠한 변수를 기준으로 하위 분류집단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지수 편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선택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회귀나무(Regression tree)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1. 회귀나무(Regression tree)의 개요
본고에서는 시산의 대상이 되는 행정통계의 특정 품목(DRAM) 내에서의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세분화할 수 있는 변수를 탐색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방법론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귀나무 기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나무(Regression
tree)란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공간을 재귀적으로 분할하고 해당 영역에서 종속변수의 예측
값을 찾고자 하는 비모수적 방법이다. 회귀나무 기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나무형태의 회귀
분석(tree-structured regress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나무모형이라는 이름은 최초 모
든 관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기준이 되는 변수의 값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분할(binary
recursive partitioning)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무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이렇
게 나무형태를 이루기 위해 분할의 과정이 거듭되는데, 이러한 분할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분기변수(split variable)라고 하며 분기변수에 따라 데이터를 나누게 되는 특정 값을 분기점
(split point)이라고 한다.
나무구조를 형성할 때 이러한 분기변수 선택과정은 독립변수 공간 분할과 직결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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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나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적절한 변수를 선택한 뒤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나뉜 각 독립변수 공간에서 종
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변수선택은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 간의 적절한 관계성을 찾고 모형을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
이다.
변수선택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변수선택의 기준이다. 회귀나무의 변수 선
택과정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적절한 관계성을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데이터를 더
욱 잘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수가 선택되고 분할이 진행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는 것은 그만큼 모형의 오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할의 각 단계에서 평균제곱잔차(mean squared residual)를 최소화하는 분기변수
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림 3-1>을 통해 회귀나무의 대략적인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상위 노드(node)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분기점에서 분기변수(split variable)로 선택된 설명변수
(x1,x2,x3 등)의 값에 따라 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상위 노드에서의 분기변수
는 x2가 되며, 분기점은 2.5가 된다. 만약 특정한 관측치의 x2 값이 2.5보다 작게 되면 좌측
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측으로 분기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림 3-1>

1)

회귀나무 의 예시

주 : 1) 각 분기점에서 조건이 만족되면 좌측 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우측 가지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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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기과정이 거듭되면서 최종노드(t4, t5, t6, t8 및 t9)에 이르게 되고 최종 노드에
서는 설정된 모형에 따라 예측값이 정해지게 된다. <그림 3-1>에서는 예측값으로 최종노드
에서의 관측치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관측치에 대하여 이러
한 회귀나무 모형에 따른 예측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분기규칙을 따라가면서 결과적
으로 어떠한 최종노드에 도달하는지를 파악하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인 회귀모형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예측값을 산출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GUIDE 회귀나무(Regression tree)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변수선택에 있어서 선택편이(selection bias)의 최소화 등 장점이 풍부한
GUIDE 알고리즘을 이용하기로 한다. GUIDE(Generalized, Unbiased, Interaction Detection and
Estimation (Loh, 2002))는 유연한 모형적합과 우수한 예측력을 특징으로 한 비모수적 방법이
다. Breiman 등(1984)이 제안한 기존 회귀나무 알고리즘인 CART와 비교할 때, 변수선택 편
의(variable selection bias)가 거의 없으며 합리적인 분기변수 및 분기점 선택, 교호효과 고려
등을 통해 예측력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GUIDE 다중선형 회귀나무(Multiple linear regression tree) 모형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GUIDE 다중선형 회귀나무 알고리즘
1. 현 노드(node) t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 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 모형
을 적합
2. 만약 적합된 모형의 R2값이 0.99보다 크거나 현 노드에서 관측치 수가 2n0보다 작으
면 (n0은 사전 분석자에 의해 정해진 기준치) 분기하지 않음
3.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잔차의 부호에 따라 범주형 변수 Z를 정의. 즉, 어떠한 관측
치와 관련된 잔차가 양수이면 Z=1로 정의하고 음수이면 Z=0으로 정의
4. (curvature test)각 설명변수X에 대해 2×m 분류표를 작성
① X가 수치형 변수(numerical variable)일 경우
→ 각 행은 Z의 값으로 구분되며, 각 열은 각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4열로 구성
② X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 m 값은 해당 변수의 범주 수에 따라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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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각 X의 분류표를 바탕으로 카이제곱 통계량(chi-squared statistics) 및 p값
(p-value)을 산출
5. 위와 같은 curvature test와 함께 각 변수 쌍에 대해 교호효과 파악을 위한 카이제곱 검
정(chi-squared tests)을 실시하며, 여기서 각 변수 쌍은 수치형 변수간, 범주형 변수간
혹은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간의 조합으로 구성
⇒ 만약 이러한 교호효과 검정 중 어떠한 변수 쌍에서 가장 작은 p값이 나타난다면,
분기변수(split variable) 후보는 해당 변수쌍의 두 변수 중 하나가 되고 최종 변수의
선택은 curvature test에서 나타난 개별 p값을 고려하여 결정
6.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기변수가 결정되면 분기점(split point)을 결정
tL과 tR을 각각 현 노드인 t의 좌, 우 하위 노드라고 할 때,
• 만약 X가 수치형 변수이면 tL과 tR의 제곱잔차 합(total of the sums of squared
residuals)이 최소가 되게 하는 분기점을 선택 (tL과 tR의 관측치 수는 분석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기준인 n0 이상)
• 만약 X가 범주형 변수이면 해당 변수의 분기조건은 X ∈ C와 같은 형태 (C는 X의
값으로 구성된 부분집합)이며 하위 노드인 tL과 tR에서 각 Z값의 분산의 가중합이
최소(lowest weighted sum of the variances of Z in tL and tR)가 되게 하는 분기 조합
을 찾게 되며
→ 가중치는 각 노드의 샘플의 수가 됨 (tL과 tR의 관측치 수는 분석자에 의해 미
리 정해진 기준인 n0 이상)
7. 이상의 분기과정이 끝나게 되면, 시험 샘플(test sample)이나 cross-validation을 통하여 절
지단계(pruning)를 거쳐 최종 회귀나무를 구현
이상의 알고리즘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변수선택의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중요변수를
선택하여 이러한 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변수를 선택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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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가지수 시산 결과

본 논문에서는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해당 품목 내 규격들 간의 동질성(이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프타(수입), DRAM(수출), 자동차(수출)의 대표적 3개 품
목을 시산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기간은 2012.1월부터 2013.12월까지이며 관세청 통관통
계 자료를 이용하여 단가지수 방식을 통해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산출된 단
가지수를 수출 또는 수입물가지수의 해당 품목지수들과 비교하였다. 한편 주요 품목 중
DRAM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귀나무(regression tree) 기법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택한 뒤
선택 변수의 조합을 통해 하위 계열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수를 시산해 보았다.

1. 단가지수 방식 시산
가. 나프타(수입)
나프타 수입의 경우에는 하위분류를 고려하지 않고 상위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가
수입물가와 매우 유사한 동향을 보였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HS코드를 기준으로 한 지
수와 특정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 모두 수입물가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이는 나프타 품목이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낮은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제품간 가격
편차가 크지 않은 데 기인한다. 이처럼 품목 내 제품들이 동질적일 경우 비록 세부 분류를
통해 지수를 산출하지 않더라도 단가지수는 시세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상
적인 점은 <표 4-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나프타 물가지수 등락률과 단가지수
방식으로 산출한 신지수 등락률 간의 평균적인 차이가 0.1%p 내외로 매우 작은 데다 이를
나프타 물가지수 등락률의 표준편차로 나눈 상대표준편차가 0.01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동 결과는 향후 수출입 물가지수 작성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HS
코드 내 제품들 간의 동질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이와 같이 작성된 단가
지수가 현행 물가지수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어려워
지거나 서베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단가지수 작성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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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단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 비교

<그림 4-1>

나프타 단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와의 관계

<표 4-1>
구

분

HS코드 기준

수입 상위업체 기준

수입금액 비중

100%

38.9%

지수간 방향성

91.3% 일치

95.7% 일치

0.975

0.964

0.09

0.08

1.81

2.45

0.01

0.01

지수간 상관계수
지수간 등락률 차이의 평균 (a)
지수간 등락률 차이의 표준편차 (b)
상대 표준편차

1)

2)

주 : 1) 두 지수간 전월대비 등락률 차이의 표준편차
2) 두 지수간 전월대비 등락률 차이의 평균(a)을 해당 품목지수의 전월대비 등락률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

나. 승용차(수출)
승용차(수출)의 경우에는 HS코드 10자리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수출국 및 수출업체별로
추가로 세분화하여 지수를 작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물가의 흐름과는 전
혀 다르게 지수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단가지수 방식의 지수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자동차의 경우 트림 및 옵션 차이에 따라 가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단가지수 방식을 적용하면 지수가 순수한 가격변동 이외에도 제품 구성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모두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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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단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 비교

<그림 4-2>

승용차 단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와의 관계

<표 4-2>
구

분

1,305 kg 모델

1,140 kg 모델

수출금액 비중

5.1%

2.8%

지수간 방향성

34.8% 일치

65.2% 일치

지수간 상관계수
지수간 등락률 차이의 평균 (a)
지수간 등락률 차이의 표준편차 (b)
상대 표준편차

-0.143

-0.103

-0.03

0.01

2.57

1.32

0.02

0.02

1)

2)

주 : 1) 두 지수간 전월대비 등락률 차이의 표준편차
2) 두 지수간 전월대비 등락률 차이의 평균(a)을 해당 품목지수의 전월대비 등락률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

실제로 미국 수출분 1,305kg 모델과 1,140kg 모델내에서도 옵션 구성의 차이에 따라 수출
가격이 월평균 2% 내외의 가격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매달 자동차 수출품의 트림 및 옵션
에 변동이 있게 된다면 단가지수 방식으로 산출된 자동차 지수의 경우 2% 내외의 움직임
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기계류 및 수송장비 등의 경우 매칭이 되지 않은 단가
자료를 사용하여 물가지수의 대용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제품 구성변화 또는 옵션 차이에
의해 가격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입수 가능한 데이터 수준에서는 단가지수 방식
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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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RAM(수출)
DRAM(수출)은 특정업체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더라도 단가지수와 물가지수 간에 특
정 시점 이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계열을 세분화하
여 하위 계열의 지수를 산출할 경우 차이는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3>
에서 HS코드 기준 단가지수 방식의 지수와 DRAM의 물가지수가 일정 시점 이후 격차가
벌어지는 것(좌측)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기업의 특정 국가(중국)로의 수출로 제한하였을
경우에 DRAM 물가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기업의 특정
수출국 수출 제품의 판매 비중 변화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출시되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메모리의 용량이 1GB에서 2GB로 업그레이
드 될 경우 DRAM 수출에서 2GB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는
1GB 및 2GB 각각의 개별가격은 변화가 없더라도(따라서 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게 됨)
총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단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그림 <4-3>에서의 단가지수와
물가지수의 괴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3>

DRAM 단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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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단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와의 관계

<표 4-3>
구

분

HS코드 기준

중국수출

A기업 중국수출

수출금액 비중

100%

72.4%

69.4%

지수간 방향성

82.6% 일치

95.7% 일치

69.6% 일치

0.938

0.946

0.953

-1.99

-2.07

-2.48

7.17

8.33

11.00

-0.25

-0.26

-0.31

지수간 상관계수
지수간 등락률 차이의 평균 (a)
지수간 등락률 차이의 표준편차 (b)
상대 표준편차

1)

2)

주 : 1) 두 지수간 전월대비 등락률 차이의 표준편차
2) 두 지수간 전월대비 등락률 차이의 평균(a)을 해당 품목지수의 전월대비 등락률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

이러한 경우 궁극적으로는 세부 계열까지 확대된 기초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
안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의 규격 등을 충분히 식별하고 시계열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
으며 매칭이 가능한 통계가 입수된다면 근본적인 지수 산출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기초통계를 입수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통
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하위 계열을 생성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보완적인 방
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회귀나무 기법을 이용하여 변
수를 선택한 뒤 변수의 조합을 통해 하위 계열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지수
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2. 통계적인 방법론을 이용한 단가지수 보완
가. 분석변수의 선택
본고에서는 각 품목 내에서 하위분류 구분 기준 변수를 찾기 위해 앞서 살펴본 회귀나
무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중요변수 선택의 기준으로는 회귀나무의 분기변수 및 분기점
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표 4-4>는 나프타 수입과
DRAM 수출에 관해서 GUIDE 방법을 이용한 회귀나무를 구현하며 산출된 카이제곱 통계
량을 기준으로 중요변수를 선별한 결과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수출기업(NUM) 및 수입국
또는 수출국(CTY) 등이 중요 분류변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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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나프타 수입 및 DRAM 수출 중요 변수 선택 결과

Predictor variables sorted by importance
scores(F and R variables are excluded)
Importance Scores
Scaled
Unscaled
Rank
Variable
100.0 8.09763E+02
1
NUM
23.8
1.92589E+02
2
CTY
22.5
1.82156E+02
3
NATN
19.2
1.55644E+02
4
CND
13.6
1.09963E+02
5
STL
13.1
1.06188E+02
6
BL

Predictor variables sorted by importance
scores(F and R variables are excluded)
Importance Scores
Scaled
Unscaled
Rank
Variable
100.0 7.95142E+03
1
CND
51.8
4.12178E+03
2
CTY
33.6
2.67070E+03
3
NUM
26.4
2.09701E+03
4
LOC
23.0
1.83184E+03
5
GUBUN
19.6
1.55891E+03
6
STL
6.8
5.37532E+02
7
EXCL
5.6
4.43235E+02
8
CUR

나. DRAM 수출 계열의 세분화
대표적인 수출품인 DRAM 품목에 대하여 회귀나무 모형을 통해 하위분류에 따른 단가
지수 방식의 새로운 지수를 시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과세가격(달러기준, 거래금액/중량
또는 대)을 종속변수로, 시점 t(월)를 독립변수로 하고 범주형 변수를 분기변수로 갖는 회
귀나무(Regression tree)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에 사용한 변수는 앞서 분석한 중요변수 선
택 결과를 참고하여 수출국, 날짜, 금액, 중량, 수량, 수출기업 등 26~27개 변수 중 의미 있
는 변수만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2.1월부터 2013.12월로서 앞서 살펴본 대표 품
목의 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수출국과 수출기업 변수 조합을 통해 세 가지 그룹을 정의하고 지수를 산출하였다. 즉,
동일한 HS 코드(DRAM)를 선택하고 (ⅰ) 품목 내 수출국(CTY)을 범주형 변수로 설정, (ⅱ)
품목 내 수출기업(NUM)을 범주형 변수로 설정, (ⅲ) 품목 내 수출국(CTY) 및 수출기업
(NUM) 등을 모두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는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회귀나무 모형을 추
정하였다. 적합된 회귀나무 모형에서 각 범주형 변수로 분기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범주
별 분류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과 수출대상국의 조합을 통
해 데이터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재하고 있는 품목의 특징별 범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열 세분화의 효과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세부 계열별 자료에서 금액기준 상위
75% 업체에 대하여 월별로 이상치를 제거하고 지수를 산출하였다.
회귀나무를 이용하여 DRAM 수출 통계를 분석해 보면, 결측치를 제외한 총 125,339 건의
거래가 각각의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그림 4-4>에는 분류된 결과가 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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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국을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총 거래가 세 가지 경우(노드 번호 2, 6, 7)
로 분류되었으며 수출기업을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각 분류에 속하는 해당 거래 건수도 서로 비슷한 수준
(58,617건 vs 66,72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국과 수출기업 모두를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
면 보다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조합별 회귀나무 모형

<그림 4-4>

(i) 수출국(CTY)을 범주형 변수로 설정(그룹1)

(ii) 수출기업(NUM)을 범주형 변수로 설정(그룹2)

(iii) 수출국(CTY) 및 수출기업(NUM) 등을 모두 범주형 변수로 설정(그룹3)

주 : 색으로 구별 되어 있는 최종 노드 아래의 수치는 거래 건수이며 동 수치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해당 거래의
가격(금액/수량) 평균치

한편, <그림 4-5>에서는 <그림 4-4>와 같이 회귀나무 모형이 추정되었을 때, 각각의 나
무모형에서 분할의 기준이 되는 변수 값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i) 수출국(CTY)
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수출국(CTY)이 S1이라는 집단에 속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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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S2라는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전체 거래 데이터가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출국이 S1이라는 집단에 속하는 거래, S2라는 집단에 속하는 거래, 그리고 S1과 S2 어디
에도 속하지 않는 나머지 거래로 분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ii) 수출기업(NUM)만을 기준
으로 구분한 경우에서도 수출기업이 S1이라는 집단에 속하는 거래들과 나머지로 구분되고
있다. 수출국을 기준으로 분류한 (i)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분류가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실제 S1이라는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나무구조가 단순하게 형성된 데 기인한다. 분류되는 속성이 S1과 S1이 아닌 집단, 두
가지로 나뉘면서 전체 거래데이터의 관측치가 거의 비슷하게 배분된 결과를 통해서도 이
를 확인할 수 있다. (iii) 수출국(CTY)과 수출기업(NUM) 두 변수 모두를 이용하여 구분하였
을 때에는, 가장 복잡한 구조의 회귀나무 모형이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 모형을 통하여 전
체 거래를 분류하게 되면 (i), (ii)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집단이 형성되면서 변수 조
합에 따른 하위계열도 그만큼 많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그림 4-5>의
각 경우의 최종노드의 개수가 세분화된 하위 계열의 개수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적인 정보변수가 더욱 더 많이 확보될수록 계열 세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4-5>

GUIDE를 이용한 DRAM 수출 통계 분석
(i) 수출국(CTY)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경우(그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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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출기업(NUM) 변수만으로 구분한 경우(그룹2)

(iii) 수출국(CTY)과 수출기업(NUM) 두 변수 모두를 이용하여 구분한 경우(그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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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귀나무를 이용한 단가지수 산출 - DRAM
앞에서 분석한 회귀나무 모형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DRAM의 단가지수 방식의 지수를
산출해 보았다. 즉, 회귀나무 모형을 통해 얻은 DRAM 수출 통계의 변수선택 정보를 기반
으로 세분화 계열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그림 4-6>에서 그룹1은
수출국(CTY) 만을 기준으로 세분화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룹2는 수출기업(NUM) 변수만으
로 세분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룹3은 수출국(CTY)과 수출기업(NUM) 두 변수 모두를 이
용하여 세분화한 경우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열을 세분화할수록 더욱 물가지수에 가까운
지수가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HS 코드 내 제품들을 비록 간접적인 방식
이지만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세분화할수록 더욱 실제 물가에 가까운 지수가 편제됨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매칭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단가지수가 물가지수에 근접함을 실제
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 받
을 경우 매칭을 통한 물가지수에 근접한 지수 산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매칭이 가능한 수준까지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기존의 서베이 방식을 통한 모
니터링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가격 변동 요인 및 품질 변화에 대한 정보 등 물가지수 작성
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4-6>

변수조합에 따른 그룹별 DRAM 단가지수 산출 (20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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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본고에서는 행정통계(수출입 통관자료)를 대상으로 보다 세분화된 단가지수를 직접 또는
통계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해 봄으로써 현행 물가지수 작성 방식인 서베이 기법을
보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나프타, 승용차 품목에 대해 수출입 대상국
또는 수출입 기업별로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 단가지수를 산출하여 물가지수와 비교하였
으며, DRAM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귀나무와 같은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세분화된
계열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가지수를 산출해 보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HS코드 3~5자리 이상에서만 단가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상
황이며 본 연구처럼 HS코드 10자리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추가로 거래대상국 및 기업 등
을 고정(통제)하는 방식의 세분화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듯 기존 문헌들보
다 세분화된 수준에서 단가지수를 시산해 보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
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적인 분석 도
구가 되었는데 물가지수에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다는 것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또한 자료를 세분화할수록 이로부터 산출된 단가지수가 물가지수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었다. 다만, 통계적 기법의 경우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시계열적인 특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판매비중 변화와 순수한 가격변동 등이
혼재되어 나타날 경우 둘을 잘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호주, 뉴질랜드 및 네덜란드 등 통계 선진국은 일부 품목들에 대해 스캐너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등 최근 통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캐너자료를 활용한 물가지수 산출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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