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For. Soc. Vol. 99, No. 1, pp. 36~46 (2010)

36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수도권 거주자의 산림 방문수요 결정요인 분석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도봉산 방문객을 중심으로

박정열1·김태희1·김성윤1·박동균2·이희찬1
*

1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2국립산림과학원

A Study on the Factors Determining Visits of Seoul Metropolitan 
Citizens to Forests: Focusing on the Visitors of Mt. Bukhan, 

Mt. Gwanak, Mt. Surak, and Mt. Dobong

Jeong Yeol Park1, Tae-Hee Kim1, Sung-Yoon Kim1, Donggyun Park2 and Hee Chan Lee1*
1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Seoul 143-747

2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요 약: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산림방문수요를 분석하여 산림방문수요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

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산림선택속성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총 6개의 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산

림 이용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등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지난 1년간 산림 방문횟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산림방문수요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산림선택속성 중에서 관광자원요인, 인구통계

적 변수들 중에서는 남성, 서울 거주자일수록, 산림이용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인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방문수요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산림선택속성요인 중에서 산림외적요인, 인구

통계적 특성 중 화이트컬러 직업군 종사자, 대졸이상 학력자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방문

수요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rive political suggestion to increase the demand for forest visit

by analyzing the demand of forest visitors, focusing on the residents of Seoul and capital areas. The

determinants of demand, which is the number of forest visit in a year,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variables;

six factors from factor analysis on selective attribut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ther variables related

with the general matters when visiting a forest. As a resul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selective attribute

(tourism resource factor), gender (male), and residency (Seoul) were found out to have positive(+) effect on

demand for forest visit. However, other selective attribute (external factor of forestry), occupation (white-collar

employee), and level of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e) were found out to have negative(−) effect on demand

for forest visi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demand for forest visits were derived.

Key words : demand, marginal effect, forest visit

서 론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확연히 변화하고 있다. 삶의 질적

향상과 여가증진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

하면서 여가와 관광활동은 현대인의 소비문화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개인생활의 확산, 소

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주 5일제 근무 등과 같

은 사회변화로 인해 여가 및 관광활동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광산업은 국제적으로 가장 주

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대규모 상업적 관광의 활성화로 인해 대

중관광객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대량으

로 소비하여 환경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 및 특정 지역사

회에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기

존의 대중관광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생태관광,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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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녹색관광 등의 대안적 형태의 관광들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생

태관광의 경우 급속히 성장하는 관광의 일부분으로서 기

존 관광형태에 회의적인 관광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광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가 및 관광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대중

관광의 형태에서 가족단위의 단란한 야외 나들이와 같은

건전한 관광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며(양윤정, 2003), 여가

행태는 도시생활로부터의 일탈을 위한 자연친화형 및 휴

양체제형 여가행태, 자아실현 및 계발추구형 여가행태, 가

족동반형 여가행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김

문겸, 2002). 이렇듯 변화된 여가·관광행태에 부합하는

산림휴양 수요의 절대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그 유형

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하경량, 2002).

이와 같은 산림휴양 수요의 증가치는 전국의 휴양림 수

및 이용객 수의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IMF 이후 전

국의 휴양림 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1개소가

있으며, 이용객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약 620만 명에

이른다(통계청, 2008). 이처럼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로

인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중요성을 지각하고, 다양

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예컨대 과거 산림의 방문수요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

분 산악형 국립공원과 같이 특정한 대상에 한정되어 수행

되었거나 시계열자료의 분석을 통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었다(한상열, 2006; 한상열, 2005a; 이주희와 한상열, 2004;

윤여창과 윤영일, 1996). 또한 휴양림의 경우에도 휴양림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한

상열, 2005b; 김태진, 안성로, 변우혁, 1993). 이렇듯 국내

에서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들이 특정 산악형 국립공원, 혹

은 자연휴양림과 같이 대상 목적지가 지정된 상황에서 수

행되었으나, 산림방문수요의 실 소비자가 되는 방문객의

방문횟수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언급되었던 연구들과는 다르게 특

정 산림에 대한 방문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서울 및 수도

권 거주자의 지난 1년간 방문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방

문횟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방문수요 결정요인을 통해 향

후 정책수립 및 산림방문수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서울시 소재 산

서울의 주요 산줄기는 크게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

과 남쪽 지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

는 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을 포함하여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청계산, 불암산 등 잘 알려진 산들이 서울

외곽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도시 곳곳에 야트막한

산들이 산재하고 있다(김태희, 2009). 산림청(2006)에 의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은 설악산, 지

리산, 북한산 등의 순이며, 서울 소재의 산들 중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북한산 국립공원1)

북한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15번째 국립공원으로

1983년 4월 2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세계적으

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

화자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쾌적한 탐방 서비스를 국민들

에게 제공하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서울특별

시와 경기도에 걸쳐 약 79.916 km2(2,373만 평), 고도

836.5 m이며,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

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공원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둘러싸

여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는 고립된 “섬”의 형태로 분

류되지만, 도시지역에 대한 “녹색허파”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거주민들의 자연휴식처로 크게 애

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전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탐방객이 500

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

되어 있다. 

2) 관악산2)

관악산은 한남정맥이 수원 광교산에서 북서쪽으로 갈

라져 한강 남쪽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솟은 산이다. 검붉

은 바위로 이루어진 관악산은 그 꼭대기가 마치 큰 바위

기둥을 세워 놓은 모습으로 보여서 ‘갓 모습의 산’이란 뜻

의 ‘갓뫼(간뫼)’ 또는 ‘관악(冠岳)’이라고 하였다. 관악산

은 1968년 1월 15일 건설부고시 제34호로 도시자연공원

으로 지정되었다. 관악산은 현재 총면적 1,922만 6,942 m2

로 행정구역상 서울 관악구에 1,141만 2,035 m2(59.4%),

금천구에 212만 595 m2(11%),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에

569만 4,312 m2(29.6%)로 분할되어 있으며 고도는 632.5

m이다. 관악산 자연공원은 행락 철에는 1일 평균 10~15

만 명에 이르는 등, 서울 시민들의 안식처로 이용되고 있

으며, 삼림욕과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숲길들이 넓게 펼쳐

져 있다. 

1)북한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bukhan.knps.or.kr
2)관악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gwan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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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봉산3)

도봉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

시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도봉산의 높이는 739.5

m이며, 선인봉, 자운봉, 만장봉등이 모두 거대한 화강암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봉우리들 사이로 수십 개의 계곡

이 형성되어 있다. 도봉산은 현재 공원면적이 약 24 km2

로 북한산에 비해 등산로가 더욱 조밀하며, 산 전체가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약 60여 개의 사찰이 있으며, 서울

과 의정부, 구파발 송추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연

중 참례객 및 관광객이 즐겨 방문하며, 전체적으로 연간

약 10,000여만 명이 찾는 관광지이다. 

4) 수락산4)

수락산은 북쪽으로 불암산과 연결되어 서울 노원구 상

계동, 경기도 의정부시 및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계를 이

루고 있다. 수락산은 서울특별시·의정부시·남양주시의

경계를 이루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어 시

설관리도 별도로 하는 실정이다. 서울 지역은 1977년 7월

9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미시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으로 지정되었다. 수락산의 면적은 공원면적 6,692,700 m2,

임야면적 6,672,577 m2이며, 고도는 638 m이다. 또한 최

근에는 수락산 남서쪽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서 주거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인구가 집중되어 연인원

2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2. 산림방문수요 관련 선행연구

최근까지의 산림 방문수요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시계

열 자료 혹은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한

상열(2006)은 그의 연구에서 시간거리를 이용한 중력모형

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탐방수요모형의 개발을 수행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립공

원탐방객 이용행태 연구 자료를 중력모형의 적용을 통해

수요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한상열(2005)은 자연휴양림

과 관련하여 수요의 탄력성을 운영개소수 변화에 따라 추

정한 바 있다. 이주희와 한상열(2004)은 중력모형을 이용

하여 산악형 국립공원의 수요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이

주희와 한상열(2003a)은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을 통해 가야산 국립공원의 휴양수요와 편익분석

을 수행하였고, 이주희와 한상열(2003b)은 국립공원 방문

객들을 시계열 분해법을 통해 분류한 바 있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산림 방문수요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립공원 등을 방

문하는 방문객들로 한정지어 수행된 연구들이다. 또한 주

로 1차 자료가 아닌 2차 자료, 혹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산림방문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

의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산림을 지정

하지 않고, 전체 산림에 대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방

문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3. 현장조사와 가산자료

수요연구에서 직면하는 하나의 특성은 종속변수가 ‘0’

인 표본은 표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는 것이다. 방문수요연구를 위한 현장조사가 이에 해당하

는데, 예를 들어 관광지나 백화점에 대한 방문수요연구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용빈도를 조사함으로써 수행된다. 다

시 말해서, 표본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를 표본

절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한번 이상 해당시

설을 이용한 응답자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희찬과 한진영, 2004).

표본절단(sample truncation)에 해당되는 종속변수는 절

단된 가산자료(truncated count data)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Grogger & Carson(1987)은 절단된 포아송 모형을

개발하여 낚시여행수요에 적용한 바 있으며, 쇼핑몰 방문

(Okoruwa et al., 1988), 사슴사냥(Creel & Loomis, 1990),

보팅여행(Gurmu & Trivedy, 1996), 산악 바이킹(Fix et

al., 2000)등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적용되어 왔다. 국

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실제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문

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절단된 포아송 모형

(Truncated Poisson Model)을 이용하여 가산자료(truncated

count data) 분석을 통한 수요결정요인연구를 진행한 바 있

다(한은진, 2009; 박정열, 이희찬, 안윤영, 2009; 소국섭과

이희찬, 2007; 이희찬, 2004; 이희찬과 한진영, 2004). 

4. 포아송 및 음이항모형

절단된 포아송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 포

아송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포아송 분포란 일정

한 시간 또는 공간 내에서 사건이 무작위로 발생할 때,

‘0’을 포함한 발생횟수와 그에 대응하는 확률분포를 의

미한다.

   j=0, 1, 2 (1)

여기서 Yi는 i번째 응답을, j는 Yi가 취할 수 있는 비음정

수 값으로써 관광지방문횟수를, λi는 추정되어야 할 포아

송 파라미터로서 방문발생횟수의 평균 및 분산을 나타낸

다. 위의 식 (1)은 상이한 λi를 허용함으로써 다음 식과 같

은 회귀식 형태로 확장된다.

(2)

Pr Yi j|Xi=( ) Fpoisson

exp λi–( )λi

j

j!
-------------------------= =

λi exp Xiβ( )=

3)도봉산 관광 홈페이지 참조. http://mountain.dobong.go.kr
4)두산동아 백과사전 참조. http://100.naver.com/mountain



수도권 거주자의 산림 방문수요 결정요인 분석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도봉산 방문객을 중심으로 39

식 (2)에서 X
i
는 측정된 변수의 벡터를, β역시 벡터로서

추정되어야 할 미지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지수형태를

취함으로써 적절한 분표를 위해 요구되는 λ
i
의 비음조건

이 유지될 수 있다.

표준 포아송모형은 오차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평균

과 분산이 같은 자료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

만, 자료의 현실성 때문에 이른바 특정 수(표준 포아송의

경우 ‘0’)의 빈도가 과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과산포의 특

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형측정의 효율성이 감

소될 수 있으며, 계수에 대한 통계적 검정의 신뢰성에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Karlaftis & Tarko, 1998).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써 제시

될 수 있는 것이 음이항(Negative Binomial: NB)모형이다.

음이항모형은 표준 포아송 파라미터에 오차항을 결합시

킨 것으로써 본 모형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j=1, 2,… (3)

위의 식에서 α는 과산포 파라미터로서 모형 내에서 독

립변수의 계수와 함께 추정된다. NB모형의 분산은 다음

과 같다: . 따라서 α>0일 경우 분산

이 평균(λ
i
)을 초과하게 되므로 과산포를 허용하는 모형을

얻게 된다. 만약 H0: α=0이 입증된다면 방문횟수는 등산

포의 특성을 보이며 따라서 본 가산자료에 대해 표준포아

송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4. 절단된 포아송 및 절단된 음이항모형

특정 재화나 서비스시장에 대한 수요조사의 경우 기

존참여자 뿐만 아니라 잠재 수요자(즉 비시장 참여자)를

포함하는 모집단에 대한 임의표본의 표본공간은 {0, 1,

2, ...}이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조사의 표본공간은 {1, 2, ...}로 표현된다. 산림방문수요

를 위한 현장조사에 있어서 특정 방문횟수를 j*라고 할

때 방문수요량은 가 ‘0’보다 클 경우에 한해 관찰될 수

있다. Shaw(1988)에 의하면, 전체 모집단 내의 i번째 사

람의 밀도함수를 라고 할 경우 현장의 모집단에 있는 같

은 관찰자에 대한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   j=1, 2, 3, ... (4)

식 (4)에서 조건부 밀도함수 가 포아송분포를 갖

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장표본의 밀도함수, 즉 절단된 포아

송(Truncated Poisson: TP)모형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아

진다:

,   j=1, 2, 3, ... (5)

위의 TP모형에 있어서 조건부 평균과 분산은 각각 다

음과 같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 포아송모형에 있어서 조건부 평균과 분산

이 같다는 가정은 종속변수가 과산포를 보일 경우 모형설

정의 오류를 야기하며, 이러한 오류는 현장표본조사자료

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표본절단 가산자료가 과산포를

보일 경우 평균 λ
i
와 과산포 파라미터 α

i
를 포함하는 음이

항분포를 갖는 밀도함수, 즉 절단된 음이항(Truncated

Negative Binomial: TNB)모형을 선택함으로써 과산포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j=1, 2, 3, ... (6)

TNB모형의 조건부 평균과 분산은 각각 다음과 같다: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α
i
>0일 경우 분산이 평균을 초과

하게 되므로 과산포를 허용하는 모형을 얻게 된다. 한편,

식 (6)의 TNB모형에서 α
i
=0일 경우 본 모형은 식 (5)의

TP모형으로 수렴될 수 있다. 

연구 설계

1. 표본설계 및 설문지 구성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산림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산

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은 서울 및 수도권 지

역에 거주하는 산림 방문 경험이 있는 산림 방문객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절단된 포아송

(Truncated Poisson)모형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 응답자

를 대상으로 먼저 최근 1년간 산림 방문 경험이 있는지

를 질문하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산림청(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산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산은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의 조사지역으로 선정되

었다. 또한 두산대백과사전(2009)에 의하면 서울 근교 4

대 산으로서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을 지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락산의 경우도 조사지역에 포함시

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원을 2009년 4월 25일부터 5월 25일 까지 한 달 동

안 각 산의 입구로 파견하여 열 번째로 입산하는 등산객

을 대상으로 계통임의표집방법(systematic random sampling)

E Yi|Xi( ) λi var Yi Xi( )= =

Pr Yi j|Xi=( ) FNB

Γ j α
1–

+( )

Γ j 1+( )Γ α
1–

( )
----------------------------------  αλi( )

j
1 αλi+[ ]

j α
1–

+( )–
,⋅= =

var Yi|Xi( ) λi 1 αλi+( )=

Pr Yi j|Xi=( )
j f j|Xi( )⋅

t f j|Xi( )⋅

t 0=

∞

∑

----------------------------=

f j|Xi( )

Pr Yi j|Xi=( ) FTP

exp λi–( )λi
j 1–

j 1–( )!
-------------------------------= =

E Yi|Xi( ) λi 1 var Yi|Xi( ),+ λi= =

Pr Yi j|Xi=( ) FTNB

j Γ j α
1–

+( )⋅

Γ j 1+( )Γ α
1–

( )
---------------------------------- α

j
λi
j 1–

1 αλi+[ ]
j α

1–
+( )–

,⋅= =

E Yi|Xi( ) λi 1 αiλi+ += var Yi|Xi( ) λi 1 αi αiλi αi

2
λ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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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해 성실하게 설문을 작성한 응답자에게는 500원 상

당의 즉석복권이 제공되었다. 

총 4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350부의 설문이 회수되

었으며, 이들 중 결측치가 없는 총 332부의 설문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모수의 평균 혹

은 그 자체를 추정하는 연구가 아니라 인과모형을 통해

산림방문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을 파악

하는 연구이므로 332개의 유효표본의 수는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표본의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을 위해 SPSS 15.0 for

Windows가 사용되었으며, 포아송 모형을 이용한 산림방

문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LIMDEP 8.0이 사용되었다. <표

1>는 본 연구에서 규정한 모집단에 대한 설명 및 표본추

출방법을 요약하여 기술한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산림 방문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지난 1년

간 산림방문횟수, 동반자 유형, 이용교통수단 등 총 4개

측정항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림’이

라는 개념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차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등산이 가능하며, 주변에 다

양한 음식점 등의 즐길 거리가 있는 산이라 정의한다.

또한 산림방문횟수는 앞서 연구의 조사 지역으로 선정

된 4개 산의 방문횟수가 아닌, 지역에 관계없이 응답자

가 지난 1년(2008년 4월~5월) 동안의 산림 방문횟수를

의미한다. 

두 번째 부분은 산림선택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김인

정(2008)의 연구에서는 산림·생태환경, 시설 이용성, 운

영관리, 목적지까지의 접근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자연

휴양림의 선택속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일휘(1997)

의 연구에서는 자연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선형적 보

행 공원시설, 휴식 및 활동공간, 편익·관리시설, 상업·

숙박시설 등을 산악형 국립공원의 선택속성에 포함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김인정(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연

휴양림 선택속성과 정일휘(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산악

형 국립공원 선택속성을 수정·보완하여 산림선택속성으

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산림선택속성이란,

산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 이용객이 산림을 이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고 정의하며, 총 26개 문항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의 마지막 부분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

련된 측정문항으로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거

주지, 소득, 직업 등 총 7개 문항이 명목척도 및 서열척도

로 측정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1. 연구표본의 특성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최근 1년간 산림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산림방문객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을 배

포하여 총 35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결측치가 있

는 설문지 332부의 유효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와 요인분

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요약하

여 제시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최근 1년간 산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산림 방문객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60명(49.7%), 여성이 162명(50.3%)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

의 경우도 성별과 유사하게 기혼이 158명(49.1%), 미혼

이 159명(49.4%), 기타 5명(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이 173명(53.7%)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원 이

상이 76명(23.6%), 전문대졸 60명(18.6%)의 순으로 나

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이 가장 많은 229명(71.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및 인천 거주자가 각각

59명(18.3%), 33명(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119명(37.0%)

으로 나타났으며, 30대 81명(25.2%), 50대 52명(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

무직이 60명(18.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50명(15.5%), 전문직 49명(15.2%), 서비스직 34명

(1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표본의 산림이용 성향에 대한 특성

방문객들의 산림 방문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의 <표 3>와 같다. 먼저 서울 시내의 도봉산, 수락산, 관

악산, 북한산을 최근 1년간 방문한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표 1. 모집단의 규정.

모집단
최근 1년간 국내 산림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

표본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최근 1 년간 국
내 산림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

설문조사방법 자기응답기입법

표본추출방법 계통임의추출방법

조사기간 2009년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표본의 크기 4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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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3회 이용한 방문객이 161명(50.0%)로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는 16회 이상이 60명(18.6%), 4회~6회 46

명(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을 방문하는 경우 친

구와 함께 방문하는 방문객이 153명(47.5%)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족과 함께 90명(28.0%), 직

장동료와 함께 36명(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을 방

문하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66명(20.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방문한

산에 대한 질문에 북한산을 가장 최근에 방문한 응답자가

127명(3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악산 90명(28.0%), 도봉산 58명(18.0%), 수락산 47명

(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산림선택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산림 선택속성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해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선택

속성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한 총 26개 문항에 대한 요

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요인추출모형으로는 주성분기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법으로는 요인간의 독립

성을 가정하는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

다. 요인항목에 사용된 표본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측정치

인 KMO(Kaiser-Meyer-Olkin) 계수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이며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고, 최소 0.5이상이면 요인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KMO 계수

는 0.716이므로 요인분석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이라

고 판단된다. 

제 1요인은 다양한 편의시설, 깨끗한 휴식시설, 편리한

시설 이용, 다양한 운동시설 등과 같은 시설과 관련된 측

정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요인’이라 명명하였

다. 제 2요인은 문화자원, 역사자원, 주변관광지와의 접근

성 등과 같은 관광자원과 관련된 측정항목들이 포함되어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60 49.7

여 162 50.3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 4.0

전문대졸 60 18.6

대졸 173 53.7

대학원이상 76 23.6

거주지

서울 229 71.1

경기 59 18.3

인천 33 10.2

기타 1 0.3

소득
단위:만원

~100 16 5.0

100~200 53 16.5

200~300 60 18.6

300~400 59 18.3

400~500 44 13.7

500~600 39 12.1

600~700 11 3.4

700~800 11 3.4

800~ 29 9.0

결혼여부

기혼 158 49.1

미혼 159 49.4

기타 5 1.6

연령

10대 3 0.9

20대 119 37.0

30대 81 25.2

40대 40 12.4

50대 52 16.1

60대 21 6.5

70대 이상 6 1.9

직업

전문직 49 15.2

사무직 60 18.6

생산·기술직 6 1.9

서비스직 34 10.6

자영업 19 5.9

학생 50 15.5

퇴직·무직 9 2.8

교직·공무원 19 5.9

주부 25 8.7

기타 48 14.9

표 3. 응답자의 산림이용 성향에 대한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방문횟수

1회~3회 161 50.0

4회~6회 46 14.3

7회~10회 35 10.9

11회~15회 20 6.2

16회~ 60 18.6

동반
자유형

가족 90 28.0

동호회 14 4.3

연인 4 1.2

직장동료 36 11.2

친구 153 47.5

혼자 25 7.8

이용
교통수단

도보 8 2.5

버스 67 20.8

버스,지하철 110 34.2

자가용 66 20.5

지하철 62 19.3

지하철,택시 9 2.8

최근
방문산

도봉산 58 18.0

수락산 47 14.6

관악산 90 28.0

북한산 127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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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관광자원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야생식물, 야생동물 등과 같이 산림 서식 생물들과 관련

된 측정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물요인’이라 명명

하였다. 제 4요인은 가까운 여행거리, 편리한 교통수단,

혼잡도 등과 같이 관광지의 편의성과 관련된 측정항목

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광 편의성 요인’이라 명명하

였다.

제 5요인은 청정한 환경, 안전성, 자연경관 등과 같이

추로 환경과 관련된 측정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경요인’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요인은 주

변사람들로부터의 추천, 주변 유명식당, 등산코스 시간

등과 같이 산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산림 외적 측

정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림외적요인’이라 명

명하였다.

측정항목의 내적 신뢰도의 경우 개별 문항수준인 경우

에는 0.9 이상, 문항전체 수준인 경우 혹은 요인 수준의 문

항수의 경우 알파계수가 0.5 이상인 경우이면 신뢰도가 높

다고 할 수 있다(강병서와 김계수, 2009). 또한 Nunnally

(1978)는 Cronbach's α에 대해 정확한 임계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초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0.5~0.6 수준이

많이 쓰인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요인분석을 통

해 추출된 각 요인들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계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들의 내적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

3. 절단된 포아송 모형을 통한 산림방문수요 결정요인

분석

절단된 포아송 모형을 통해 산림방문수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각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의 정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조사된 자료에 절단된 포아송(TP) 및 절단된 음이항모

표 4. 요인분석 결.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아이겐값 분산비율 신뢰계수

F1

시설요인

다양한 편의시설 0.827

4.298 22.619 0.737
깨끗한 휴식시설 0.772

편리한 시설이용 0.722

다양한 운동시설 0.430

F2

관광자원요인

문화자원 0.874

2.015 10.605 0.740역사자원 0.854

주변관광지와의 접근성 0.566

F3

생물요인

야생식물 0.875
1.686 8.873 0.862

야생동물 0.850

F4

관광 편의성 요인

가까운 여행거리 0.820

1.385 7.287 0.586편리한 교통수단 0.739

혼잡도 0.482

F5

환경요인

청정한 환경 0.769

1.351 7.112 0.530안전성 0.568

자연경관 0.558

F6

산림외적요인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추천 0.717

1.187 6.245 0.533주변 유명식당 0.655

등산코스 시간 0.620

주)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Varimax 직각회전
총분산 : 62.741, KMO : 0.716
Bartlette's 구형성 검정 : x2=1845.038, p<0.000

표 5. 절단된 포아송 모형의 변수 정의.

구 분 변 수 정 의

종속변수VISIT 최근 1년간 산림 방문횟수

독립
변수

F1 시설요인

F2 관광자원요인

F3 생물요인

F4 관광 편의성 요인

F5 환경요인

F6 산림외적요인

male 남성=1, 여성=0

MARRY 기혼=1, 기타=0

INCOME 소득 (단위: 백만 원)

AGE 연령 (단위: 세)

JOB 화이트컬러 직업군(전문직-사무직-공
무원-교직원)=1, 기타=0

EDU 대졸이상=1, 대졸이하=0

SEOUL 서울 거주자=1, 기타 지역 거주자=0

ALONE 혼자 방문=1, 기타=0

PUBLIC 대중교통 이용=1, 기타=0

HOUR 산림방문시 소요 시간 (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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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TNB)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추정된 결과의 평가를 위한 신뢰성 검정 중 이론

적 검정은 파라미터의 부호가 이론적으로 예상된 부호와

일치하는가를 보며, 통계적 검정은 개별 독립변수에 대해

서는 t-검정하고 전체 모형에 대해서는 우도검정(likelihood

test)하였다.

가산자료인 종속변수의 과산포는 다수의 독립변수를 포

함한 모형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산포에 대

한 별도의 검정절차가 필요하다. Camaron & Trivedi

(1986)는 가산자료의 과산포검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산포 파라미터에 대한 귀무가

설 H
0
: α=0의 기각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Cameron &

Trivedi(1998)에 의해 제안된 회귀분석 검정방법을 이용하

였다. 검정결과에 의하면 t-값은 각각 6.299, 5.126으로 추

정되었으며, 따라서 산림방문횟수를 나타내는 본 가산자

료가 과산포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

영하기 위해 절단된 포아송(TP)모형이 추정된 후 절단된

음이항(TNB)모형을 같은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재 추정하

였다.

절단된 음이항(TNB)모형에서는 분산 파라미터 α를 독

립된 변수형태로 추정한다. 만약 이 될 경우 절단된 음이

항(TNB)모형은 절단된 포아송(TP)모형으로 수렴된다. 결

과에 의하면, α>0이며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료의 과산포문제를 내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과산포를 허용함에 따라 절단된 음이항

(TNB)모형의 우도함수 역시 절단된 포아송(TP)모형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절단된 음이항(TNB)모형의 우도함수

는 -864.985로 나타나 절단된 포아송(TP)모형의 -1193.316

에 비해 유의하게(χ2=656.661, p<0.000) 증가하였다. 추정

모형의 독립변수에 대한 t-값에 있어서 절단된 포아송(TP)

모형이 절단된 음이항(TNB)모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상은 등산포를 가정하는 포아송모

형의 특성에 의해 표준오차가 과소평가된 결과에 따른 것

이다. 따라서 산림방문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해석은 절단

된 음이항(TNB)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른다.

각각의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먼저 산림선택속성 요

인의 경우, 관광자원요인, 산림외적요인이 산림방문수요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화자원, 역사자

원,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 등이 포함된 관광자원요인의

경우 산림방문수요에 정(正)의 영향(5% 유의수준)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추천, 주변 유명

식당, 등산코스 시간 등과 같이 산림의 본질적인 특성들

과 관련이 없는 산림외적요인의 경우 산림방문수요에 부

(負)의 영향(1% 유의수준)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성별, 연

령, 직업군, 교육수준, 거주지의 경우 산림방문수요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서 남성일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산림방문수요에 정(正)의 영향,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1% 유의수준에서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의 경우 화이트컬러 직업

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산림방문수요에 부(負)의 영

향(5% 유의수준)을 미치고,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많을수

록 부(負)의 영향(1% 유의수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거주지의 경우 경기권 거주자에 비해 서울 거주자의

경우 산림방문수요에 정(正)의 영향(1% 유의수준)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이용과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

여 산림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할수록 산림방문수요

에 유의한 정(正)의 영향(10% 유의수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방문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들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표 7>와 같다.

4. 한계효과 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설명변수가 산

림방문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설

명변수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변화를 의미하는 한계효과

표 6. 절단된 포아송 모형을 통한 산림방문수요 결정요인
분석결과.

구분

절단된 음이항모형
(TNB)

절단된 포아송모형
(TP)

계수 t-값 계수 t 값

Constant  0.108 -0.296  4.928 -4.230***

F1 -0.082 -1.300 -0.624 -3.057*** 

F2  0.146 -1.958**  0.668 -3.157***

F3  0.060 - 0.964  0.212 -1.114

F4  0.024 -0.355  0.341 -1.705*

F5  0.013 -0.193 -0.024 -0.130 

F6 -0.146 -2.040** -0.889 -4.263***

male  0.598 -4.535***  2.598 -5.286***

MARRY -0.128 -0.660  0.453 -0.866

INCOME -0.026 -0.839 -0.043 -0.456

AGE  0.036 -4.713***  0.162 -6.317***

JOB -0.254 -1.958** -1.232 -2.702***

EDU -0.404 -2.768*** -1.894 -3.695***

SEOUL  0.529 -3.530***  3.738 -5.871***

ALONE  0.184 -0.689  1.698 -2.657***

PUBLIC  0.263 -1.946*  0.485 -1.189

HOUR  0.000 -0.053  0.000 -0.204

Alpha  0.791 -5.493*** - -

Log-L -864.985 -1193.316

Rest. Log-L -1193.316 -1633.562

Chi squared 656.661 (p<0.000) 880.432 (p<0.000)

No of Obs. 32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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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effects)5)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표 8>.

산림선택속성 중 관광자원요인이 산림방문수요에 미치

는 한계효과는 1.042(1% 유의수준)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

른 해석은 다양한 선택속성 중 관광자원요인은 다른 요인

과 비교해 볼 때,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산림방문수요량

을 약 1.042회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반면 산림외적요인

은 속성의 척도 당 약 1.044회(5% 유의수준)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산림방문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추천, 유명식당, 등산코스 시간 등과 같

은 산림외적요인 보다는 산림이용의 본질적인 특성과 관

련된 관광자원요인이 산림방문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미변수로 구성된 성별, 직업군, 교육수준, 거주지, 이

용 교통수단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남

성)의 한계효과는 4.270(1%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산림방문수요에 있어 4.270

회만큼 수요량을 증가시켰다는 의미이다. 직업군(화이트

컬러)의 한계효과는 -1.818(10% 유의수준)로 나타났다. 이

는 화이트컬러 직업군의 경우 비화이트컬러 직업군에 비

해 산림방문수요에 있어 1.818회만큼 수요량을 감소시켰

다는 의미이며, 비교집단(비화이트컬러 직업군)에 비해 약

18.29%의 산림방문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자 집단의 한계효과는

-2.887(1% 유의수준)로서 비교집단(고졸이하)에 비해

27.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울 거주자 집단의

한계효과는 3.779(1% 유의수준)로서 비교집단(수도권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68.5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중교통 이용집단의 한계효과는 1.878(10% 유의수준)로

서 비교집단(자가용 이용집단)에 비해 27.13%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연령의 한계효과는 0.259(1% 유의

수준)으로서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산림의 방문횟수가 0.259

회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

수록 산림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 추정된 산림방문수요의 특성으

로 볼 때, 산림선택속성 중에서 관광자원요인과 산림외적

요인의 경우 그 중요성의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나, 관광

자원요인의 경우 수요량을 증가시키나 산림외적요인의 경

우 수요량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림

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성별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가 여

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요량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산림방문수요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비화

이트컬러 직업군 종사자, 서울에 거주자,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산림을 방문하는 경우 각각 비교집단에 비해 수요량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인 가산자료 수요모형의 설정을 통해 수

도권 거주자의 산림방문수요에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최근 1년간 산림

방문경험이 있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방문

횟수는 ‘0’에서 절단되는 비음정수인 가산자료(즉 방문수

요량이 1 이상)로 표현되므로 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

는 모형으로써 절단된 포아송 및 음이항모형을 설정하였

다. 또한 가산자료의 과산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

으로써 절단된 음이항모형을 이용하여 수요의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322개의 표본은 2009년 4

월 25일~2009년 5월 25일 까지 최근 1년간 산림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모집단으로부터

표 7. 산림방문수요 결정요인 요약.

구 분 내 용

정(正)의 
영향

관광자원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부(負)의
영향

산림외적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화이트컬러 직업군 종사자일수록

대졸이상 학력자일수록

표 8. 산림방문수요의 한계효과 분석결과.

구분 한계효과 증감율(%) 또는 비교

F1 -0.583 0.0

F2 -1.042*** 1.042회/scale 

F3 -0.431 0.0

F4 -0.169 0.0 

F5 -0.092 0.0

F6 -1.044** -1.044회/scale 

MALE -4.270*** 4.270회/명

MARRY -0.913 0.0

INCOME -0.189 0.0 

AGE -0.259*** 0.259회/세

JOB -1.818** -18.29%

EDU -2.887*** -27.13%

SEOUL -3.779*** 22.26%

ALONE -1.316 7.75

PUBLIC -1.878* 27.13%

HOUR -0.000 0.00 

5)주어진 독립변수에 대한 기대수요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Greene(1993). Econometric Analysi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p. 6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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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

석을 통하여 산림선택속성에 대한 선호요인을 정리하였

다. 요인분석결과, 산림선택속성은 시설요인, 관광자원요

인, 생물요인, 관광 편의성요인, 환경요인, 산림외적요인

의 6가지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둘째, 산림방문수요 결정요인분석을 위한 절단된 음

이항 산림방문수요모형에 의해 추정된 주요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관광자원요인에 대한 응답자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산림방문수요에 정(正)의 영향(5% 유의수준)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림외적요인에 대

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산림방문수요에 부(負)의 영향(5%

유의수준)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선택속성

6개 요인 중에서 관광지로서 산림의 본질에 충실한 관

광자원요인의 경우 산림방문수요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산림 본질 그 자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산림외적요인을 중요시 하는 경우에는 산림방문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산림선택속성요인 중 관광자원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방문객의 경우 산림외적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문객에 비해 그 방문 횟수가 많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산림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산림을 이용할 때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산림방문수요에 정(正)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수들의 경우 남성일

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산림방문수요

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화이트컬러 직업군 종사자, 그리고 대졸 이상 학

력자의 경우에는 산림방문수요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산림방문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산림방문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보다 나은 산림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첫째, 산림 방문객들의 특성과 관련되어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비교적 연령이 높으며, 비화이트컬러 직업군의

대졸이하 학력자들의 경우 산림을 보다 빈번하게 방문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위의 특성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산림방문수요 확대 및 이용시 편의를 위해 비교적 고연

령층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판 혹은 산림 안내지도 등

을 개선하거나, 등산로의 안전성 개선 등이 필요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교적 학력수준이 낮은 이용객의

경우 산림방문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의 간소화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산림선택속성과 관련하여 관광자원요인 및 관광

편의성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산림방문수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판단

컨대 방문객들은 단순히 산림을 방문하여 등산 혹은 삼림

욕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산림 내에 산재하는 다양한

문화·역사자원을 감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이러

한 욕구가 다시 수요의 증대에 이바지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산림선택속성 중에서 시설요인과 산림외적요인의 경

우 산림방문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

루어 판단컨대, 산림 방문객들의 경우 특별히 편의시설

혹은 운동시설, 주변 유명식당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산림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본원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문화·역사자원과 접근 편의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산림을 방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앞서 언급하였던 산림 안내지도 혹은 유인물에 이

러한 문화·역사자원, 그리고 주변 관광지 등을 자세하

게 소개하여 산림방문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셋째, 산림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경우 산림방문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미루어 판단컨대, 앞서 언급한 산림 안내지도, 혹은

개별 산림 홈페이지 상에 산림 방문시 이용이 가능한 대

중교통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언급을 함으로써 방문객

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전반적인 산림방문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

용시 인근에 위치한 산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응

답자에게 방문 가능한 산림을 인식시켜 주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교적 남성의 경우 산림 이

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남성 방문객들

이 선호할 수 있는 간이주점, 혹은 약수터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

들의 산림방문수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표

본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분

포를 기준으로 다양한 계층의 전국적 샘플링을 실행하지

못하고, 각각의 유형을 결정하는 변수의 충분한 수(數)적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성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객수요의 창출을 목적으로 각 유

형의 특성을 이용한 마케팅전략의 적용에 다소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변수를 개발하고 찾아내어

개별 산림에 대한 시장세분화 및 수요결정요인 분석을 통

해 각 산림별 운영정책 수립에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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