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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crematory facility demand of Suwon city, using Seasonal ARIMA Mod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demand based on the number of currently operating crematory facilities, dividing into inward district and outward district of Suwon city.
Methods: As the construction of crematory facilities is greatly in need of supply along with the increasing funerals, it requests more accurate estimation
of the demand in specific area. This study employed Seasonal ARIMA Model which is useful to deal with time series data with small size and various patterns, instead of the Gompertz curve and logistic curve frequently used in the past. This study did analyses in four steps, discrimination of stationarity
(balance for average and dispersion), identification of functions (ACF, PACF), model diagnostic (estimation of parameter), and decision (forecasting of
crematory facilities). Results: First, the demand of cremation in inward district of Suwon was estimated to be 4,051 persons in 2017 and to be 5,129 persons in 2022 using the ARIMA (0,1,1)(1,1,0)S = 12 Model, which is to be increased 31.8 percent points compared to that of 2016. Second, the demand of
cremation in outward district of Suwon was estimated to be 6,731 persons in 2017 and 7,060 persons in 2022 using the ARIMA (0,0,3)(1,1,1)S = 12 Model.
Altogether the users of crematory facilities were estimated to be 10,782 persons in 2017 and 12,189 persons in 2022, which shows increasing trend of 3
to 4 percent points every year. Conclusions: This study proved that Seasonal ARIMA Model is a proper tools to estimate the crematory facility demand in
specific area. Demand and supply of crematory facilities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reliable statistics and data. Suwon city should provide more facilities to meet the increasing need of cremation. For this, Suwon city should input more investment for improving of quality of facilities and coordination of
th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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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한다[1]. 즉, 대부분의 장사시설은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익시설
들로서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현실적

장사시설은 타 시설보다 사전 투자규모가 비교적 크고 비선호시설

으로 어렵다. 특히 화장시설은 더욱 그러한 실정이며, 주로 정부 차원

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와 건립이 쉽지 않다. 비선호시설이

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해 공급이 이뤄져 왔다. 사실 화장시설의 입

란 사회 전체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개인적 또는 지역적

지는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켰고, 입지로 인한 부정적으로 예측되는 결

차원에서는 해악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닌 시설을

과-예를 들면 지가하락, 환경오염, 지역적 오염, 교통 혼잡, 교육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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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등-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역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

화장시설을 중심으로 유족을 관내·외로 구분하여 추정을 하였다. 이

역사회와 장사시설의 입지를 통해 전체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

를 위해서 기간은 2022년까지 하도록 하며, 공급에 대한 예측은 현재

익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자들 간에 대립과 마찰이 빈번이 일어

공급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더 이상의 공급은

났다. 그 결과, 2017년 현재까지 전국의 화장시설은 공설로만 운영되고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수도 60개소 뿐이며,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타 지역에 설치된 화장
1)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ARIMA 모형은 다양한 관측치를 이용할 수 있고 특정사건이나 수
요의 구조적 측정, 외부 충격이 가능한 다변량 시계열 예측모형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기관을 비롯한 장사관련 기
관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에 앞서 충분한 수요조사와 신뢰할 수 있

시계열모형의 단점인 수요의 구조적 측정과 영향력 측정의 부재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모형이라 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2].

는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요예측은
해당 시설 공급 및 수요를 현재 시점에서부터 과거 데이터나 정보를 통

이론적 배경

해 향후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과거와 현재의 시설 수급과 그에 따

수요예측

른 영향요인을 근거로 불확실한 미래의 공급과 수요를 추정하는 것을

수요예측에 사용하는 모형은 크게 정성적 모형과 정량적 모형, 그리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결과는 수요분석을 기초로 그에 따른 각종 예측

고 두 가지 이상의 모형을 복합 적용하는 결합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의 수요를 계량화한다.

그리고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모형은 다양하고 동일한 자료로 예측모

기존 장사시설 수요예측 연구에서는 초기발전단계, 중간확산단계,

형이나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로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모

최종포화단계로 성장형태를 보인다. 이때 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측 대상과 목적에 맞는 모형을 찾는 것이 중

콤페르츠 곡선(Gompertz curve)이나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을

요하다(Table 1).

사용하였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최종포화단계에서의 크기를 주로

우선, 정성적 모형은 중장기적 예측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예측기

관찰치를 시간에 따라서 각 곡선의 모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높은 편이고 연구자의 주관이나

현재의 장사시설의 예측은 초기 산업의 발전단계가 아닌 많은 발전을

판단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성과를 이룬 상태–대표적으로 화장률의 경우 1994년에는 20.5%이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자료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전

고, 2001년은 38.5%, 2015년은 80.8%–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정확도

문가적 식견 반영이 가능하다. 반면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가능하

가 높은 장래 수요예측으로 특히 화장시설 특성에 맞는 최적 모형 개

며, 정책적인 의지로 외부의 주관적 환경 반영으로 왜곡된 결과가 나

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적은 자료양과 다양한 패턴을 가진 시계

타날 수 있다.

열 자료에도 적용 가능한 ARIMA 모형을 제안한다. 최근의 관측값이

정량적 모형은 수집된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또는 계량적으

미래의 예측력에 영향력이 크다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자기회귀 모형

로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즉, 과거 자료를 통하여 과거의 변

(autoregressive model, AR)과 이동평균 모형(moving average, MA)이 결

화와 동향을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

합한 형태를 말한다.

측하는 모형이다. 이런 모형은 추세분형이 있는데 과거 추세가 계속 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최대 수요 기준으

속된다는 가정에 따라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형태에 적합한 함

로 수요를 추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형태를 적용하는 모형이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게 분석이 가능하지

Table 1. Model items for estimation supply and demand of funeral faculty
Variables

Model analysis

Qualitative model

Scenario, Delphi, Evaluation, Case analysis, Technological forecasting

Quantitative model

Time series analysis
Cause analysis

Combined model

Trending analysis
Moving average, Exponential smoothing,
Decomposition analysis
Spectrum, ARIMA, Filtering using
Econometric model, Spatial equilibrium
model

Marketing strategy, Probabilistic model, Bayesian model, System dynamics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7].
1)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사이트(http://www.ehaneul.go.k)의 장사시설 현황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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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과거의 조건들이 변화 없다는 가정 때문에 이후 환경변화의 반영이

Box and Jenkins [8]는 ARIMA 모형의 이점6)으로서 간결성(parsimo-

어렵다. 이러한 모형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은 콤페르츠 모형(Gmpertz

ny)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능한 최소의 추정 파라미터 사용하고 적

model) 과 로지스틱 모형 이 있다. 과거 대부분 관련 선행연구[3-6] 는

정한 차수의 아카이케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을

이런 추세분석법을 이용하여 수요예측을 시행하였다. 즉, 장사시설의

사용한다. 사실 시계열이 가지는 특징은 불충분한 자료의 수, 외부잡

수급분석을 위해서 인구수와 사망률 등 인구통계학적 조건과 지역주

음(white noise)의 상당한 개입, 일정 시간간격이 아닌 자료수집, 비정상

민들의 장사방법과 장사시설 선호도 등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수요추

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시계열분석과 예측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

계의 경우 사망자 추계와 인구 추계를 실시하고 화장률에 관한 추계

드는 요인이 된다[9]. 또한, ARIMA 모형은 단기예측에 주로 사용되는

실시와 이후 대상자별 유형에 따른 장사시설에 관한 추계를 각각 실시

데 이는 ARIMA 모형은 먼 과거보다는 최근 시점에 가까운 과거 관측

하였다. 반면, 장사시설 공급추계의 경우 기본적인 기존 시설의 분석을

값에 더 많은 비중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시점에 가까운 과거에 비중

통하여 화장장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

을 더 준다는 것은 AIRMA 모형에 근거하여 얻어진 장기 예측값이 단

하고 향후 수원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급을 추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 예측값에 비해 신뢰성이 적기 때문이다[10].

2)

3)

4)

수요와 공급을 추계한 결과를 토대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실시하고,

연구 방법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ARIMA 모형

ARIMA 모형은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의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예측 시 사용되는 관측데이터가 비정

축약어이다. 중요한 것은 ARMA 모형(Auto Regressive Moving Aver-

상적시계열(추세를 가짐)이고, 계절성을 갖고(패턴을 가짐) 있기 때문

age) 인데, 일반적인 시계열 자료에 자기상관이 존재하고 이러한 효과

에 ARIMA 모형을 적용하여 개념적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5)

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 중 하나이다. 종속변수의 직접적으로 과거 값에

예측 범위 및 데이터 수집

의존하는 부문(AR)과 직접적으로 과거 데이터에 무작위로 발생한 교

본 연구의 수요는 수원시 화장시설인 연화장의 이용률에 대한 것이

란요인에 영향을 받는 부문(MA)을 반영하여 설명력을 높여주는 모형

며, 예측범위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6개월로 예측하였다.

이다.

ARIMA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에 대하여 “ARIMA 모형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본의 크기가 필요한데 Box and Jenkins
는 최소 50개 이상의 관측값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Jung은 추세를 고
려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과 이용”이 필요하다[10,11].

2) 이 모형은 1825년 영국의 수학자 Benjamin Gompertz에 의하여 모형이 소개되었으며, 초기 사망률을 설명하였고, 이후 장기 소득분포를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되었다. 현
재에는 최초 시장에 소개된 제품이 도입기에 가파른 성장을 하다가 성장기 단계에서는 점차 그 사용이 둔화되는 과정을 나타나내는 장기예측 모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즉,
시점 0에서

값으로부터 점차 한계값 k로 점차적으로 접근해간다.

콤페르츠 함수형태는

기본:
시간 t 대신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 형태:

3) 이 함수는 S모양의 형태를 취하며, 곡선의 변곡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양(positive)이다. 역시 위의 식을 직분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형태가 유도된다.
로지스틱의 함수형태는

기본:

4)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사망자 추세는 그대로 인용하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보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대부분 연구들은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단기 예측의 한계점에 대한 미비점과 이미 높은 화장률에 기존 분석방법은 무의미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기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장
률에 대한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이 모형을 장사시설 수요예측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본 모형에 대해 장사시설 수요의 영향요인이 분석이 선행되어야지만 미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 사회, 정치, 환
경 등 여러 가지 대외적 사건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선행연구를 볼 때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민감성과 산업 자체의 수요의 불확실성은 예측의 정확
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볼 수 있다.
6) ARIMA 모형은 1950년 대 후반 Box와 Jenkins 두 사람이 정형화하였기 때문에 Box-Jenkins 모형 혹은 Box-Jenkins ARIMA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많은 경우 월별 자
료나 분기별 자료가 ARIMA 모형에 이용되고, 이 경우 시계열 통계가 계절적으로 주기적인 증감이 나타나는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이를 함께 분석한다. 이러한 ARIMA 모형을
특별히 계절적 ARIMA 모형 혹은 Seasonal ARIMA 모형, 축약해서 SARIMA 모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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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collection and range of forecasting
Data collection

Variables
Creation rate (Inside)
Creation rate (Outside)

Range of forecasting

Start

End

Count

Start

End

Jan. 2001
Jan. 2001

Dec. 2016
Dec. 2016

192
192

Jul. 2017
Jul. 2017

Dec. 2022
Dec. 2022

Suwon city insider data [12].
Jan, January; Dec, December; Jul, July.

Step 1

Discrimination of stationarity
-Check balance for average and dispersion

Step 2

Identification of function
-Auto correlation function (ACF)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PACF)

Step 3

Step 4

다음으로 모형에 대하여 식별은 두 개의 이론적 상관함수인 자기상
관함수(auto correlation function, ACF)와 편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PACF)를 이용하여 추정된 ACF와 PACF가 두 개
의 이론적 상관함수와 각각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게 된다. 이 단계는
관측값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ARIMA (p,d,q) 모형
을 구성하는 자기회귀(AR) 요소인 p와 이동평균(MA) 요소인 p를 선

Model diagnostic
-Estimation of parameter
-Verification of independence for white noise

택하는 단계로, ACF와 PACF의 형태에 따라 모형을 식별하게 된다.
그리고 추정단계의 경우 앞서 고려한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고, 모수

Decision
-If dissatisfaction of mode Forecasting for funeral faculty l
then go to step 1
-Forecasting for funeral faculty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추정하
고, 시계열 자료가 그 모형에 얼마나 잘 적합되는지를 진단한다. 또한
적합도가 좋은 모형 측정하는 통계량인 R 2와 정상 R 2가 있는데, 시계
열 자료가 특정적인 추세가 있거나 분산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this study.

변수변환을 실시했다면 정상화 R 2 사용을 한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 장사시설의 화장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시 사용

마지막으로 모형진단에서는 모형의 적합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때

되는 데이터는 200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

통계적으로 적절한 모형인지는 백색잡음(white noise)7)들이 서로 독립

였다. 즉, 실제 관측값의 수는 192개이다(Table 2).

(즉, 자기상관되어 있지 않음)이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Box와
Ljung의 통계량값 및 이상값 수를 확인하게 된다.

자료 분석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관측데이터를 연구모형
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정상성(stationarity)을 알아보기 위

정상성 및 계절성 점검

하여 주어진 관측데이터에 대하여 시계열자료의 정상성을 만족해야

본 연구에서 수집된 관측데이터의 정상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퀀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성이란 데이터의 일정한 주기로 나누었을 때, 각

스차트를(순차도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비정상성이 파악되었다. 이

주기에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분산과

뿐만 아니라 2006년도와 2013년도에 아웃라이어(outlier)인 이상치가

평균이 비정상적일 경우 정상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각 변수 차분

발생하였다. 즉, 2006년도와 2013년도에 화장률이 급증한 이유는 윤달

과 변화 등으로 이를 만족시켜야 한다[10]. 또한 분산이 비정상적인 계

로 일반적인 시체가 아닌 개장유골을 통계상 잡힌 것으로 관계자의 말

열로 나타나면 보통 자연로그를 취하게 되면 정상성이 회복된다. 그렇

이 있었다. 이런 경우 시계열 분석의 흐름상 일시적인 이용률 급증으

지 않을 경우 평균의 정상성을 위하여 차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1차 차

로 판단되어 보정하였다. 보통 보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특정 이상으

분은 자주 사용한다.

로 판정되었을 때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상

7)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 2인 동일분포로부터 독립적으로 얻어진 시계열테이터 Yt 를 백색잡음(white noise)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상관계수는 Chi−square 분포에 근사한다.
Ljung modified Box−Pierce Q 통계량

통계량은 시계열 데이터의 백색잡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원 시계열 자료는 백색잡음이 아니어

야 모형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모형 설정 후 잔차는 백색잡음이면 모형 설정이 올바로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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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ate of cremation inside (before correction) /: inside (after correction).

점으로 판정된 자료의 가중치는 모두 1이 되도록 하고 이상점이 아닌
자료의 가중치에 의해서 보정되지만 이상점인 자료와 이상점이 아닌

0.4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Figure 2).

0.2

순차도표 분석 결과, 관내 화장장 이용의 수요는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월 평균 0.9%, 연 평균 11.3%로 증가 추세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

0.0

내 수요는 보통 3년마다 있는 윤달에 맞춰 평소 2-3배 증가하기도 하였

-0.2

다. 이렇듯 관내 화장장 이용 실적은 전반적으로 평균이 증가하는 추

-0.4

세이긴 하나 분산 또한 전체 수준이 커지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이 모
두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시계열 자료와 같이 분산이 비정
상적이면서 평균 또한 비정상적일 경우 변수변환을 사용하여 분산을
정상적으로 만든 후 그 다음 차분을 통해 평균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야 한다. 왜냐하면 자료를 먼저 차분하게 되면, 가끔 부호가 음인 값이

-0.6
-0.8

Fen Dec Oct Aug Jun Apr Feb Dec Oct Aug Jun Apr Feb Dec Oct Aug Jun Apr
200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2013 2014 2015 2016

Figure 3. Seasonal differential after converting the natural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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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side crematory facilities demand data of ACF, PACF. Bar factor, Reliability upper value, Reliability lower limit value.
ACF, auto correlation function; PACF, 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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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되어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10]. 이에 따

며,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추정된 계수들의

라 관내 화장장 수요 데이터를 자연로그 변환한 후 1차 차분한 결과는

유의수준이 모두 0.05 이하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Figure 3과 같다.
그 결과 Figure 3의 그래프를 보면 분산과 평균 모두 정상성을 만족

모형 진단 및 예측결과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내 화장장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로그변

모형진단은 추정된 모형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

환, 계절차분, 1차 차분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정상성이 마련되었다고

는 단계인데, 이때 자기상관함수와 검증 통계량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

할 수 있다.

게 된다. 우선, 수원시 연화장의 관내이용자 수요에 대한 ARIMA 모형
의 통계량은 Table 5와 같으며 ARIMA(0,1,1)(1,1,0)S =12 모형의 Ljung-

모형 식별

Box Q(18)란의 유의확률값인 0.544로 유의수준 5%보다 월등히 크기

모형 식별을 위해 앞서 자연로그변환, 계절차분, 1차 차분된 관내 화

때문에 백색잡음항이 독립이며,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장장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의 ACF 및 PACF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ACF에서 ACF(1), ACF(12)에서 크게 스파이크가 발생한다. 그러
나 대부분 값들이 신뢰한계선 안에 있다. 반면 PACF(1), PACF(12),
PACF(36)에서 크게 스파이크가 발생하였지만 ARIMA(0,1,1)(1,1,0)

500
400
300

S =12로 식별하였다(Figure 4).

200

모형 추정
상기에서 식별된 모형을 바탕으로 ARIMA(0,1,1)(1,1,0)S =12의 모형

100
0

추정 결과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상수항 유의수준 값이 0.05 이상이므로 제외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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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side crematory facilities demand observed and predicted value.

Table 3. Inside crematory facilities demand by ARIMA model parameter (A constant is included)
Type
ARIMA(0,1,1)(1,1,0)S = 12

constant
Lag
MA
AR, Seasonal
MA, Seasonal

Lag1
Lag1
Lag1

Estimate

SE

t

p-value

0.006
1.000
0.639
0.978
0.944

0.004

1.307

0.193

0.060
0.133
0.206

10.683
7.351
4.575

0.000
0.000
0.000

SE, standard error; ARIMA,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A, moving average; AR, auto regressive.
Table 4. Inside crematory facilities demand by ARIMA model parameter (A constant is not included)
Type
ARIMA(0,1,1)(1,1,0)S = 12

Lag
MA
AR, Seasonal
MA, Seasonal

Lag1
Lag1
Lag1

Estimate

SE

t

p-value

1
0.620
0.986
0.952

0.060
0.098
0.189

10.310
10.024
5.043

0.000
0.000
0.000

SE, standard error; ARIMA,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A, moving average; AR, auto regressive.
Table 5. Inside crematory facilities demand by ARIMA model statistic
Type
ARIMA(0,1,1)(1,1,0)S = 12

Number of
predictors
0

Model fit statistics

Ljung-Box Q(18)

Stationary
R-squared

MAE

Statistics

df

p

Number of
outliers

0.164

0.800

13.752

15

0.5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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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2017년 관내이용자의 수요는 4,051명으로 예측되었고,

준 5%보다 크기 때문에 백색잡음항이 독립이며,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이는 2016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2022년에 관내 화장장

있게 된다. 분석과정에서 이상치 8개(2002년 1월, 3월, 6월과 2006년 9

수요는 5,129명으로 2016년 대비 31.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Fig-

월, 2013년 2월과 7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이상점 보정을 실시하였다.
2017년 관외이용자 수요는 6,731명으로 예측되었고, 2022년에 관외

ure 5, Table 6).

이용자 수요는 7,060명으로 예측되었다(Table 9).

관외이용자의 수요예측 결과
앞서 관내 화장장 수요예측과 같은 방법으로 관외이용률 모형의 추
정, 진단 및 예측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식별된 모형인 ARIMA(0,0,3)(1,1,1)S =12의 결과값은 Table 7과 같다. 이때 상수항 유의수
준 값이 0.05 이상이므로 제외하도록 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로서 추정된 계수들의 유의수준이 모두 0.05 이하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ARIMA 모형의 통계량은 Table 8과 같으며 ARIMA(0,0,3)
(1,1,1)S =12 모형의 Ljung-Box Q(18)란의 유의확률 값인 0.071로 유의수
Table 6. Short-term demand result for inside crematory facilities
Variables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Sum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40
340
335
341
341
347
4,051

344
340
364
358
351
345
356
356
351
358
357
363
4,242

361
357
381
375
368
362
373
373
368
375
374
380
4,445

378
374
399
393
386
379
391
391
386
393
392
399
4,659

396
392
418
412
405
398
410
410
405
412
412
419
4,887

416
412
438
432
425
418
430
430
425
433
432
439
5,129

Table 9. Short-term demand result for outside crematory facilities
Variables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Sum

522
483
494
613
601
581
6,731

561
500
615
686
617
555
543
509
520
633
623
589
6,951

563
499
615
697
627
563
550
518
529
639
630
592
7,023

563
499
615
701
631
566
552
521
533
642
633
593
7,048

564
499
615
703
632
567
553
522
534
642
633
593
7,057

564
499
615
703
632
567
553
523
534
643
634
593
7,060

Table 10. Short-term demand result for inside and outside crematory facilities
Variables

Year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Inside

Outside

Sum

4,051
4,242
4,445
4,659
4,887
5,129

6,731
6,951
7,023
7,048
7,057
7,060

10,782
11,193
11,468
11,707
11,944
12,189

Table 7. Outside crematory facilities demand by ARIMA model parameter (A constant is not included)
Type
ARIMA(0,0,3)(1,1,1)S = 12

MA

AR, Seasonal
Season lag
MA, Seasonal

Lag1
Lag2
Lag3
Lag1
Lag1

Estimate

SE

t

-0.866
-0.460
0.275
0.341
1.000
0.957

0.078
0.096
0.077
0.133

-11.097
-4.811
-3.555
3.014

0.000
0.000
0.000
0.003

0.259

3.703

0.000

p-value

SE, standard error; ARIMA,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A, moving average; AR, auto regressive.
Table 8. Outside crematory facilities demand by ARIMA model statistic
Model fit statistics
Type

Stationary
R-squared

MAE

Statistics

df

p

Number of
outliers

0

0.798

0.665

21.100

13

0.071

8

ARIMA(0,0,3)(1,1,1)S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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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ng-Box Q(18)

No of predictors

| http://www.e-jhis.org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Estimation of Crematory Facility Demand Using Seasonal ARIMA Model

이를 종합해 수원시 연화장의 이용자 수요는 Table 10과 같이 나타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주인인 수원시민이 화장시설의

났다. 향후 2020년에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설 화장장이 운영 될

이용의 상대적 차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한 것으

경우 수요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수원시 연화장 이용자 수요에 감

로 판단된다. 또한 추모시설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격과 사용

소가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 논외로 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기간 및 만료 시 후속조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화장장 이용자수는 10,782명으로 예측되며, 매년 약 3-4%씩 증가 추세

셋째, 장사시설 수요에 대비하는 신규 장사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해

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2,189명이 이용할 것

야 한다.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으로 예측된다.

질적인 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장사시설 수요자 중심에 입각하여 개
성의 다양성, 차별성을 고려한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과 기존 시설의 경

결론 및 제언

제적,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저출산, 핵가족, 고령화라
는 선진국들의 공통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장법과 시설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수원시 관내 화장장 이용의

대체로 “저비용”, “공동 사용”과 “영구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수요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월평균 0.9%, 연평균 11.3%로 증가 추세

볼 수 있다. 수원시의 여건상 새로운 추모시설 공간 입지가 어렵기 때

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내 수요는 보통 4년마다 있는 윤달에 맞춰 평소

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한 품격 있는 장사시설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검

2-3배 증가하기도 하였다. 관외 화장장 수요에 대한 예측을 종합적으

토가 필요하다.

로 판단한 결과 수원시 화장장의 수요예측은 2017년 4,051명에서 2020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추계에 대한 분석결과 화장시설과 자연장에

년 4,659명으로, 2022년에는 5,129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

관내 화장장 수요예측과 같은 방법으로 관외 화장장 이용률 모형의

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이해를 통해 장사시설의

추정과 예측 결과 2017년 관외 화장장 수요는 6,731명으로 예측되었고,

공동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022년에 관외 화장장 수요는 7,060명으로 예측되었다.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장사시설의 수

이와 같이 수원시 화장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요는 증가하고 있다. 화장시설은 여전히 비선호시설로서 시설 확충과

나고 있으므로 수급추계를 근거로 수원시 중장기 수급계획의 기본방

정비를 둘러싼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수원시는 화장장 수요에 맞

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은 증가하는 화

춰 화장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바람직한 장사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장장 수요에 대비하여 장사시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모색하도

있다. 수원시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당

록 한다. 화장시설 운영의 기본 원칙과 새로운 패라다임을 정립하고,

면한 과제인 장사시설 등에 대한 분석과 수급추계 결과에 따라 장사시

효율적인 제도와 첨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장시설의 효율성을

설의 확충 및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제고하여야 한다.

연구의 한계점 및 보완과제로서 수원시의 장사시설의 수요추계는

이상의 장사시설 수급추계 논의의 결과는 장사시설에 관한 체계적

경기도 전체 또는 전체의 장사시설 수요와 공급의 상당한 영향관계에

인 정보제공과 장사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시설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있으며, 현실과 달리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지역 간 이동 수

기여할 수 있다. 체계적인 장사시설에 관한 통계는 장사시설을 계획적

요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

으로 공급하여 수급을 균형화시킴으로써 사후복지수준을 향상시키

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사용된 변수들이 장사시설 수요에 유의한

며, 무분별한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

향후 화장률에 따른 화장시설과 화장 후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 봉

후에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의 개입변수를 포함하며 정교한 수요예측 모

안시설, 자연장 시설의 공급과 확충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수

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원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기초적인 정책방안에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장사시설 수급정책은 통계적 자료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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