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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마케팅 관점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가격 전략을 개발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객실유

형(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객실규모(4, 5, 6, 7 인실)에 따른 가격민감성(PSM)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6개 국립

자연휴양림에서 236명의 객실 숙박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지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연휴양림 객실규모에

있어서는 객실규모가 클수록 가격민감성이 높았으며, 객실유형별로는 숲속의 집이 산림문화휴양관 보다 가격민감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성수기 객실가격은 6인실과 7인실 산림문화휴양관을 제외한 모든 객실에서 가

격수용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객실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가격 인하를

검토하거나, 가격인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지각할 수 있는 객실시설물 고급화 등 가격 이외의 다른 가치

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pricing strategy based on understanding about customer perceived

value of lodging facilities in national recreation forest. The technique known as PSM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was used for analysis of price sensitivity for two kinds of lodging (log-cabin and forest-hotel) and for room sizes (4,

5, 6, 7 persons). PSM questionnaire for on-site survey were distributed to 236 customers on their visit to the six national

recreation fores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rice sensitivity of big size was higher then small,

also, the price sensitivity of log cabin was higher then forest-hotel. Present prices were within the range of acceptable

prices except prices of the use of 6 and 7 person of log-cabin.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cluded that price

adjustment or price promotion strategy would effective for increase in sales and marketing strategies to enhance

consumers' perceptions of value should be conducted for two room types by situations. 

Key words : national recreation forest,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price sensitivity

서 언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

성정책은 국민들의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8년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으

며, 1990년에는 산림법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지정과 조

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후 기존의 산림법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경영·관리에관한법률’,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화 되면서,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휴

양의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2007년 말 현재까지 조성된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

양림1) 37개소(115,416 ha), 공·사립 자연휴양림 86개소

(19,307 ha) 등, 총 123개소(134,723 ha)로 산림휴양 공급

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양적(量的)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자연휴양림의 연간이용인원도 1989년 44천명에서 2005년

말 현재 5,023천명으로 16년간 약 114배의 폭발적인 증가

를 보이고 있다(산림청, 2007). 

특히, 2006년에는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휴양 서비

스 개선 및 산림휴양시설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국립자

*Corresponding author
E-mail: syhan@knu.ac.kr

본 연구는 2007년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국립자연휴양

림 객실요금 차등 정책 연구” 용역 결과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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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양림 경영을 민간경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책임운영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예약·

정산 및 부대시설물 관리 등을 기존 자연휴양림 이용객

(이하 ‘고객’이라 함)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산림휴양포

탈사이트 ‘숲에 On’과 연계하여 고객수요에 맞는 휴양정보

제공, ISO 9001/14001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및 Universal

Design 도입으로 환경친화적 경영시스템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자연휴양림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

요 충족과 대국민 산림휴양 서비스 개선, 비수기 경영수

지개선을 통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자연휴양림 운영에 민간경영 마인드를 접목한

운영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연휴양

림이 시장(market)에서 구매되는 상품과는 달리 장소수요

(site-specific demand)2)이기 때문에 경영 수입(收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 가운데 객실 가격

(요금)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산림휴양시설 이용

가격은 휴양림 이용객의 만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산림문

화·휴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마케팅적 측면에서 산

림휴양 시설 및 서비스 품질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가격을 마

케팅 관점에서 객실유형(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연립

동) 및 규모(객실면적이나 수용인원) 등 객실가격 영향 요

소들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하는 적정한 객실별 가격 및

가격수용대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만족을 증대

시키는 동시에 객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관점에서

의 가격전략3)을 제시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의 순서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현행 국립자

연휴양림 객실가격의 결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

고, 3장에서는 객실가격 차등화 정책을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에 이용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연구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마케팅 측

면에서 분석 결과들의 정책적 시사점과 객실판매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가격정책 방안들을 요약제시한다.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가격의 이론적 검토

가격(price)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

시한 것으로 이는 상품과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화폐액이라 할 수 있다(Stanton, 1987). 가격결

정은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공급주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

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무형성(無形性)의 특징으로 인해 가격이 서

비스 품질 평가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의 결정원리는 크게 서비스 원가주의

(cost-of-service principle), 서비스 가치주의(value-of-service

principle), 경쟁가격주의(competitive price principle), 그리고

사회적 원리주의(social principle of rate making)의 4가지

로 나누어진다(이재기 등, 1999). 

이 가운데 서비스 가치주의는 적정가격 책정을 위해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

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Lovelock and Wirtz, 2004). 즉, 상품을 생산

하는 비용보다 표적시장(target market)에서의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며, 소비자들이 희망하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수준

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

적고객의 수용가능가격을 알아야 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 가격변화에 대한 민감도, 표적시장의 특성 등에 대

한 정보를 소비자 조사를 통해 획득하여 이를 가격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최미경, 이봉식, 2006).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고객의 가격공정성 지각이라고 하

는데, 이는 소비자의 준거가격(準據價格, reference price)4)

을 토대로 형성된다. 준거가격이 고객의 입장에서 지각하

1)산림청이 조성·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현재 국유(國有) 또는 국립(國立)자연휴양림으로 혼용되고 있다. 국유자

연휴양림은 국유림(國有林)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이란 의미에 가깝고, 국립자연휴양림은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조성·입지적 측면보다는 관리주체에 더 큰 관심이 있음으로 국립자연휴

양림이란 용어를 적용한다.
2)산림휴양의 소비란 일반 시장재와 같은 상품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산림휴양 장소(산림휴양지)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특정

한 장소와 시설을 누가 이용하며 또 얼마나 이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3)가격전략의 형태는 생산과 수요의 조건 차이에 따라 저가격정책, 고가격정책, 할인가격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저가격

정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고, 대량생산으로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하며, ②고가격정책은 수요의 가격탄

력성이 적고, 소량다품종생산인 경우의 가격결정에 주로 적용된다. ③할인가격정책은 특정상품에 대하여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

격을 설정하여 저렴하다는 인식을 고객에게 주어 구매동기를 자극하고, 총매출액의 증대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4)준거가격은 소비자들이 제품가격의 고저를 평가할 때 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격이다(안광호 등, 1994). Winer(1986)는 준거

가격을 소매가격뿐만 아니라 예정가격(reservation price) 혹은 지각된 가격(perceived price) 등의 합성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지각된 가격(perceived price)은 자주 지불되는 가격·과거에 지불된 가격·자주 구매되는 상표의 가격·유사제품의 평

균가격 등의 복합개념으로서 시장가격에 대한 소비자지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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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흔

히 일전에 지불했던 가격,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

불했던 가격, 혹은 공시된 가격에서 준거가격이 형성된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준거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

자들이 주어진 가격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격 자체를 절대

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준거가격에 기준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며 준거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Monroe, 1984). 즉, 소비자의 가격지각은

단순히 광고 또는 관찰된 제품가격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제품가격에 대한 소비자기대, 기대가격과 실제

가격의 일치여부, 제품가격과 품질간의 연상관계 등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복잡한 인지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가격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소비자

들의 경험에 의하여 기억 속에 존재한 상태로 내·외부적

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데 이용되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 또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준거가격을 중요하게

이해하여야 한다(이학식, 원호연, 1995).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가격과 같이 국가가 직접 관리

하는 가격정책은 사회적 공정성(social equality), 가격수용

성(price acceptability),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필

요재원의 충족 여부 등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5) 여기서 사회적 공정성이란 자연휴양림에서 혜택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과 이로부터 얻는 편익의 공평함

(fairness)에 관련된 문제이며, 가격수용성은 요금수준의 수

용여부를 고객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관

련된 문제이다(박종구, 2005).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는 대부분 공공재적 특성

을 지니고 있지만, 사용재적 특성을 지닌 경우도 있다.

사용재적 특성을 지닌 재화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생산기술이 규모의 경제를

지니고 있어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독점이 나타날 가능

성이 큰 경우와, 라이프라인 서비스(lifeline service)로 저

소득층에게도 낮은 요율로 최소한의 공급이 필요한 경

우를 들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객실요금 설

정은 후자에 보다 큰 비중이 있다 할 수 있다(문영세,

1998). 

이러한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규제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후생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정부의 가격정책은 직접적

으로는 사회적 부(富)의 재분배를 통하여, 그리고 간접적

으로는 자원배분에 대한 신호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후생

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을 책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을 높이는 것이다.

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가격정책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게 되므로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가격에 대응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감지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격

민감성분석(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이다.

PSM기법은 Gabor와 Grager(1966)에 의하여 처음으로 연

구되었는데, 이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구매에 있

어 최대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얻어진 분포도

로부터 제품의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결

과 얻어진 범위 내에서는 가격이 품질에 대한 지표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게 되지만 절대적인 구매장벽으로서의 역할

은 하지 못하나, 그 범위를 벗어난 가격은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동시에

구매장벽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됨을 보여 주었다.

가격민감성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가격으로

부터의 누적분포도를 산출하여 구할 수 있다. 네가지 가

격은 고가(비싸다), 최고가(너무 비싸다), 저가(싸다), 최저

가(너무 싸다)로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질문으로부터

유도된다.

고 가 :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시고 계시는 ○○자연휴

양림의 ○○객실가격이 얼마부터 비싸다고 생

각하십니까?

최고가 :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시고 계시는 ○○자연휴

양림의 ○○객실가격이 얼마부터는 품질이 아

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서 이용을 안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 가 :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시고 계시는 ○○자연휴

양림의 ○○객실가격이 얼마부터 싸다고 생각

하십니까?

최저가 :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시고 계시는 ○○자연휴

양림의 ○○객실가격이 얼마부터는 너무 싸서

품질에 불안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림 1>의 (A)와 같이 먼저 ‘저가’시작점과 ‘고가’ 시

작점의 교점(A)으로 부터 ‘무관심가격(indifference price)’

이 얻어진다. 이는 ‘비싸다’라는 반응의 누적곡선과 ‘싸다’

라는 반응의 누적곡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동수(同數)의 응

답자가 자연휴양림 객실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동시에

5)법률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가격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2006. 8. 4 농림부령 제1536호)’ 제16조에서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각각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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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느끼는 가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교점(B)으로부터는 ‘최적가격점(optimal

pricing point)’이 얻어지는데, 이는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가장 적은 가격을 의미한다. 앞에서 도출된 무

관심가격과 최적가격점간의 거리(C)로부터 ‘가격의식긴

장(price stress)’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의식긴장 범위

가 넓을수록 고객이 가격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그림 (B)와 같이 ‘저가’와 ‘고가’의 그래프를

역회전시켜 ‘싸지 않은 가격’과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유도하여, ‘최저가격’과 ‘싸지 않은 가격’, 그리고 ‘최고가

격’과 ‘비싸지 않은 가격’의 교점들(D, E)로부터 ‘저가한

계점(point of marginal cheapness)’과 ‘고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을 규명한다. 이는 각각 해당

자연휴양림 객실이 너무 싸다고 느끼는 응답자와 싸지 않

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수가 같은 지점이며, 이 두 점간의

거리(F)로부터 ‘수용가격대(range of acceptable prices)’를

규명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상품의 가격민감성분석 결과가 무관심가격

형성비율이 낮고, 가격의식긴장 범위가 넓으며, 수용가격

대가 좁을수록 특정 상품의 가격변화에 대하여 소비자는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Lewis and Shoemaker, 1997).

마케팅 관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전략을 수립할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소비자 집단이 특정 상품에

대하여 가격변화에 민감할수록, 판매가 부진할 때는 저가

격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가격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

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대로 소비자 집단이 가격변화

에 둔감할 경우에는 고가격정책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지

만, 판매가 부진할 때는 가격전략이 아닌 프로모션

(promotion) 전략을 통하여 가격민감성과 판매실적과의 관

계를 고려하여 가격정책을 구사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Best, 2005). 

가격수용대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

책정은 권장되지 않으며, 이 범위 내에서 가격은 품질의

상대적 지표일 뿐 구매결정을 이끌지는 못한다. 하지만 가

격이 수용가격대를 벗어나게 되면 가격은 품질의 절대적

지표가 된다.

고가한계점을 넘어선 경우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기보

다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것이고, 저가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품질을 의심하게 된다. 객실유형 및 규모별 가

격긴장범위는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2. 현지조사 자료

가격민감성분석을 위한 현지조사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와 수요규모(이용객수)를 고려하여

2007년 8월말과 9월초 기간 동안 총 6개소 국립자연휴양림

(유명산, 대관령, 청태산, 속리산말티재, 신불산폭포, 운문

산)을 선정하고, 각 자연휴양림 객실이용객(숙박투숙객)을

대상으로 가격민감성분석을 위한 4가지 설문항목 이외에

도 객실유형 및 규모별 소비자 선호도와 이용객이 인지하

는 현행 객실가격의 공정성 등의 내용을 조사원 직접면담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별로는 <표 1>과 같이 유명산자연휴양

림 56개 객실, 청태산자연휴양림 46개 객실, 운문산과

대관령자연휴양림이 각각 36개 객실, 신불산폭포자연휴

양림 35개 객실,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27개 객실 등

총 236개 객실 이용객을 조사하였다. 

객실유형별로는 산림문화휴양관 121개 객실, 숲속의 집

90개 객실, 그리고 연립동 25개 객실이용객을 조사하였으

며, 객실규모별 조사규모는 <표 2>와 같이 4인실 76개 객

실, 5인실 62개 객실, 6인실 37개 객실, 7인실 36개 객실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한편, 현지 조사원 직접면담 설

그림 1. 가격민감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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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객실유형에 따른 휴양림별 조사 규모 (단위: 동)

휴양림명
객실유형

전체
휴양관 숲속의집 연립동

 대관령 12 20 4 36

 속리산말티재 - 27 - 27

 신불산폭포 23 8 4 35

 운문산 26 6 4 36

 유명산 22 21 13 56

 청태산 38 8 - 46

합 계 121 90 25 236

주) 객실조사는 객실당 투숙객 1인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음.

표 3. 국립자연휴양림별 객실유형 및 규모에 따른 성수기 가격 현황.

인실
면적
(m2)

숲속의 집 휴양관 연립동
인실

면적
(m2)

숲속의 집 휴양관 연립동

개수 가격 개수 가격 개수 가격 개수 가격 개수 가격 개수 가격

3

10 1 15,000 2 15,000

9

49 4 98,000

10 2 39,000 50 2 98,000

16 2 50,000 52 2 98,000

20 3 55,000 53 1 98,000

23 2 55,000 56 6 98,000 1 98,000

4

20 10 50,000 18 50,000

10

49 5 98,000

23 68 55,000 68 55,000 53 2 98,000

26 14 55,000 45 55,000 4 55,000 59 5 110,000 2 110,000

33 1 70,000 2 70,000
11

63 7 110,000

5

26 20 55,000 66 1 110,000 1 110,000

29 17 70,000 90 70,000 4 70,000

12

59 1 110,000

30 2 70,000 66 1 110,000

33 17 70,000 28 70,000 7 70,000 70 1 150,000 1 150,000

36 12 80,000 14 1 150,000

6

33 4 70,000 8 70,000 13 76 1 150,000

34 2 70,000 15 83 1 150,000

36 4 70,000 25 70,000 2 70,000 16 1 150,000

39 8 85,000 32 85,000 6 85,000 24 66 1 260,000

40 4 85,000 40 168 1 280,000

43 6 85,000 합계
(731동)

244 405 82

7

41 3 85,000

43 12 85,000 31 85,000

 주)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편백나무, 느티나무)은 현지조사 결과 
연립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였음.

46 2 85,000 4 85,000

49 5 98,000

8

39 2 85,000 4 100,000

40 4 100,000

43 2 85,000

46 15 85,000 4 85,000

48 2 98,000

49 13 98,000 15 98,000 10 98,000

50 4 98,000

53 6 98,000 4 98,000

표 2. 객실유형에 따른 규모별 조사 규모 (단위: 동)

객실규모
(인실)

객실유형
전체

휴양관 숲속의집 연립동

4 42 28 6 76

5 31 20 11 62

6 23 10 4 37

7 21 15 - 36

8 2 7 - 9

9 2 4 - 6

10 - 2 4 6

14 - 4 - 4

합 계 121 90 25 236

문조사에 의한 객실이용객 조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객실당 투숙객 1인에 한하여 면담 설문조사가 이루

어졌으며, 조사대상 투숙객은 각각의 객실별 숙박이용객

가운데 국립자연휴양림으로의 여행을 결정하고, 객실요금

을 직접 지불한 이용객을 선별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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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 국립자연휴양림 객실수량 및 가격 현황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가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2007년 현재까지 조성된 전국의 37개소의 국립자연휴양

림 가운데, 산림청이 지자체에 위탁하여 관리되는 자연휴

양림인 ‘서귀포자연휴양림’과 ‘제주도일몰자연휴양림’, 그

리고 조성은 완료되었지만 현재 운영이 중단된 ‘가곡자연

휴양림’과 ‘박지산자연휴양림’ 등 4개소 자연휴양림을 제

외한 총 33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유형(숲속의 집, 산

림문화휴양관, 연립동) 및 규모(인실, m2), 그리고 성수기

의 객실수량 현황과 객실요금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33개소 국

립자연휴양림의 전체 객실수량은 731동으로, 객실유형별

로는 산림문화휴양관 405개동(55.4%), 숲속의 집 244개동

(33.4%), 연립동 82개동(11.2%)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

는 4인실이 230동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다음으로 5인실 26.9%, 6인실 13.8%, 8인실 11.6%, 7

인실 7.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정된 성수기 객실가격은 객실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규모(인실, m2)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으나, 인실

(人室)의 범위가 면적(m2)과 통일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

고 있었다. 3-4인실(20 m2)의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연립동, 그리고 5-6인실(36 m2)의 산림문화휴양관, 8인실

(39m2와 40 m2)의 산림문화휴양관과 연립동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상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 따라서 객실 규모에 따라서 객실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현행 요금기준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객실가격 책

정은 정확하게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객실가격의 이용객 지각 분석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시설 가격은 사회적 공정성

(social equality)과 가격수용성(price acceptability)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공정성이란 자연휴양림에서 혜

택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과 이로부터 얻는 편익의 공평

함(fairness)에 관련된 문제이며, 가격수용성은 요금수준의

수용여부를 이용객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관련된 문제이다(박종구, 2005). 

만약 요금수준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반면 다른 집

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상대적 소외감을 지닌 집

단은 자연휴양림 운영기관의 각종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협조와 지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며, 관리

주체와의 상호신뢰감의 훼손, 각종 규범의 의도적 침해,

이용 수요량의 감소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비협조적 요

소들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한상열, 2007). 특히,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적인 시설사용료 가격정책의 논의 쟁

점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평한 부담, 사회적 약자의 권

익보호, 그리고 합리적 운영 등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

서 국립자연휴양림 객실요금에 대한 가격정책 수립과 실

행에 있어 자연휴양림 고객의 평가는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인지하는 객

실가격 수준의 공정성에 대하여 고객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4). 먼저, 국립자연휴양림의 현행 객실가격(요금)에 대

한 공평성에 관한 사항에서는 ‘공정하다’라고 평가한 응

답자가 전체의 54.7%(12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0%(92명), ‘매우 공정

하다’ 0.4%(1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정하지 못하다’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보인 응답자

는 각각 5.5%(13명), 0.4%(1명)로 5.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은 국립자연휴양림의 현행 객실가격과 최근 자연

휴양림과 대체관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펜션(pension)

이나 혹은 리조트와의 가격수준 비교를 평가하였다. 그 결

과 <표 5>와 같이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요금이 대체재

와 비교하여 ‘저렴하다’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44.1%(104명),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44.1%(104명)로 나타났으며, ‘비싼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

율이 11.9%(28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에서 공급되는 대표적인 공공재의

일종인 국립자연휴양림이 사유재와 시장재 특성을 지닌

펜션 혹은 리조트와 비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싸다’

표 4. 객실가격의 공정성 평가.

항 목
전체 휴양관 숲속의 집 연립동

N % N % N % N %

 매우 공정하다 1 .4 1 .8 - - - -

 공정하다 129 54.7 66 54.5 50 55.6 13 52.0

 보통이다 92 39.0 50 41.3 33 36.7 9 36.0

 공정하지 못하다 13 5.5 3 2.5 7 7.8 3 12.0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1 .4 1 .8 - - - -

합 계 236 100.0 121 100.0 90 100.0 25 100.0



124 韓國林學會誌 제 97권 제 1호 (2008)

혹은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이용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만족도와 관련하

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가격전략 정책 방안

모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고객이 인지하는 객실유

형별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선호하는 국립자

연휴양림 객실유형은 ‘숲속의 집’이 전체의 73.3% (173

명)로 월등하게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산림

문화휴양관’ 20.8%(49명), ‘연립동’ 4.7%(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문화휴양관’이나 ‘연립동’을 이용

하고 있는 63%에서 76%까지의 응답자들도 ‘숲속의 집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

립자연휴양림 객실요금 차등화 정책 방안 모색과 관련

하여 객실유형과는 상관없이 규모(인실, m2)만을 고려

하여 책정되는 현행 객실가격 정책을 객실유형에 따라

서 차별화 하여 책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3. 객실유형 및 규모에 따른 가격민감성 분석 결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인지하는 객실유형 및 규모

별 가격민감성분석(PSM)을 적용한 결과는 <표 7,  8>과

같다. 객실유형은 연립동까지 고려하였으나, 국립자연휴

양림에서 연립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실증분석에서

는 이를 제외한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만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객실규모에 있어서도 8인실 이상

객실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4인실에서 7인실

까지 네 가지 경우만을 실증분석 하였다. 

객실규모 및 유형별 가격긴장범위를 살펴보면, 전반적

으로 객실고객들은 규모가 클수록 가격에 보다 민감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규모 하에서 객실유형별로는 숲

속의 집이 산림문화휴양관보다 가격에 보다 민감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7). 또한, 규모별로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

휴양관과의 최적가격 차이 수준을 살펴보면 1,586원에서

17,862원까지 숲속의 집이 산림문화휴양관보다 높게 나타

났다. 

표 5. 국립자연휴양림과 대체재와의 가격수준 인식.

항 목
전체 휴양관 숲속의 집 연립동

N % N % N % N %

매우 비싼 편이다 - - - - - - - -

비싼 편이다 28 11.9 54 12.4 11 12.2 2 8.0

비슷하다 104 44.1 52 43.0 39 43.3 13 52.0

저렴하다 104 44.1 15 44.6 40 44.4 10 40.0

매우 저렴하다 - - - - - - - -

합 계 236 100.0 121 100.0 90 100.0 25 100.0

표 6.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유형별 선호도.

선호유형
전체 숲속의 집 투숙객 휴양관 투숙객 연립동 투숙객

N % N % N % N %

 숲속의 집 173 73.3 78 86.7 76 62.8 19 76.0

 휴양관 49 20.8 9 10.0 37 30.6 3 12.0

 연립동 11 4.7 3 3.3 6 5.0 2 8.0

 숲속수련장 3 1.3 - - 2 1.7 1 4.0

합 계 136 100.0 90 100.0 121 100.0 25 100.0

표 7. 무관심가격, 최적가격 및 가격긴장범위. (단위: 원)

규모 종류
현재가격

(성수기주중)
무관심가격

(A)
최적가격

(B)
긴장범위
｜A-B｜

4인실
휴양관 55,000 49,132 47,694 1,438

숲속의 집 55,000 52,967 49,280 3,687

5인실
휴양관 70,000 56,002 60,000 3,998

숲속의 집 70,000 60,000 60,000 -

6인실
휴양관 70,000 57,143 57,138 5

숲속의 집 85,000 70,000 75,000 5,000

7인실
휴양관 85,000 66,008 59,580 6,428

숲속의 집 85,000 76,435 66,675 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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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유형 및 규모별 수용가격대를 객실가격 전략과 대

비하여 살펴보면, 6인실 숲속의 집과 7인실 숲속의 집의

현재 판매가격인 85,000원은 가격수용대의 범위를 벗어나

는 가격으로 나타났다(표 8). 

이러한 결과는 만약 객실가격인상 정책이 적용될 경우

를 가정하여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인상의 폭으로는 4인

실의 경우 산림문화휴양관의 객실요금 인상범위는 현재

가격보다 3,247원 인상이 가능하며, 숲속의 집은 3,422원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인실의 경우는 산림문

화휴양관의 객실요금 인상범위는 현재 가격보다 10,444원

인상이 가능하며, 숲속의 집은 11,053원 인상이 가능할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인실과 7인실의 경우에는 고가한

계점이 현행가격 수준보다 더 낮게 나타나 인상이 실행된

다면 소비자의 가격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그림 2>는 객실유형과 규모에 따라 분석된 결과

가운데, 4인실 규모의 숲속의 집에 대한 가격민감성분석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마케팅 관점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유

형 및 규모 등 객실가격 영향 요소들에 대하여 고객이 인

지하는 적정한 객실별 가격 및 가격수용대를 파악하여, 고

객 만족과 객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가격전략 방안을 제

시하고자 가격민감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객실유형 및 규모별 가격민감성과 수용가격

대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먼저 객실규모를 기준으로 한 가격긴장범위를 살펴보

면, 객실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가격에 민

감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객실의 판매가 부진할 때

는 저가격 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격인상 정책은 가

능한 한 배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동일한 규모 조건하에서 객실유형에 따른 최

적가격의 차이는 숲속의 집이 산림문화휴양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행 객실가격이 규모(인실,

m2)에 따라서 책정되는 기준에서 탈피하여 객실유형에 따

라서도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경우

객실유형에 따른 요금 차등화 범위는 규모별 최적가격의

차이 평균금액이 6,630원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약 5,000

원 수준에서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 요금가격 차이

를 차별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객실유형 및 규모별 수용가격대 분석 결과,

6인실과 7인실 숲속의 집의 현재 성수기 판매가격인 85,000

원은 가격수용대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나타나, 이

들 객실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가격

표 8. 저가 및 고가한계점과 가격수용대. (단위: 원)

규모 종류
현재가격

(성수기주중)
저가 한계점

(D)
고가 한계점

(E)
수용가격대
｜E-D｜

4인실
휴양관 55,000 40,000 58,247 18,247

숲속의 집 55,000 45,906 58,422 12,516

5인실
휴양관 70,000 45,015 80,444 35,429

숲속의 집 70,000 51,579 81,053 29,474

6인실
휴양관 70,000 47,781 83,680 35,899

숲속의 집 85,000 56,667 84,444 27,777

7인실
휴양관 85,000 56,501 85,000 28,499

숲속의 집 85,000 58,186 80,838 22,652

그림 2. 4인실 숲속의 집의 가격민감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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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를 검토하거나, 가격인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고객

이 지각할 수 있는 객실시설물 고급화 등 가격 이외의 다

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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