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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립공원 탐방수요와 경제변수인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과

관계검정 결과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립공원 탐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격반

응분석 결과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산분해분석 결과 국립공원 탐방수요는 자체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경제변수는 휴양의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or uses of national parks and

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The results from the

Granger Causality test showed that 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influenced

visitor use at national parks. Also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ed that 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greatly influenced national park visitor use in the short term as well as the long

term. The study showed that national park visitor use was mainly influenced by variance decomposition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economic variables could be used to not only forecast the demand for recreation but also

establish recreation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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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하면 2009년 전국 20개 국립공

원을 방문한 탐방객이 총 3,822만 명으로 입장료가 폐지

된 2007년을 기준으로 5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77%에 달하는 수치로

입장료 폐지로 인한 탐방객 유입효과 이외에도 참살이 문

화 확산, 자연환경에 대한 대국민 관심, 주5일 근무제도

정착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가처분소득의 증대, 교통

의 발달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국립공원을 방

문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중요한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ttp://www.fnnews.com). 

 이와 같이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양자원

으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며,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립공원관리

는 우수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탐방객의 욕구충

족과 이용에 따른 공원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목표를 동시

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탐방수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휴양활동은 여행시간과 비용 등

의 제약요인과 관광이나 휴양에서 얻어지는 편익에 의해

서 그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에(배만규, 1998) 경제적인 요

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광재를 소유하

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을 관광위락 행위수요라고 본다면

이러한 재화의 소유욕을 결정하거나 변화시켜 주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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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관광위락 수요의 결정인자(determinants of demand

for tourist recreational goods)인 관광수요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권태일과 이강욱, 2008). Lim(1997)은 1960년

대 이후 100편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광수요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요약한 결과, 경제적인 영향요인인 소득

(84%), 상대가격(73%), 교통비용(55%) 등이 주요변수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국립공원의 탐방수요에 미치는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의 탐방수

요와 관광 및 휴양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인 소득과 가격 간의 인과성 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소득과 가격의 대리변수로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와

기존의 휴양수요 관련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휴양수

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휴양수요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셋째, 특정 시기 또는 국립공원에 국한된 일회

성 설문조사에 의존한 자료가 아닌 국가통계자료를 활용

하였기 때문에 휴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선행연구 고찰

관광분야의 경우 휴양 분야와 달리 특히 국제관광수요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소득수준, 여가시간, 여행비용, 잠재수요자의 가치관,

직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는 소득변수와 가격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사헌, 2003). 

소득은 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높은 설

명력을 지닌 변수로 탄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Akis, 1998; Convington et al., 1994; Crough, 1992;

Hui & Yuen, 1996; Lee et al., 1996; 임은순, 1990; 김

시중, 1993), 이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관광에 참여하

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oeb(1982)

는 소득변수의 개념을 ‘한 국가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관광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

고 가격변수와 관련하여 Crouch(1994)는 국제관광 수요의

기존 연구들의 경제이론 측면에서 볼 때 가격은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이지만, 관광대상지의 가격은 다양한 형태

로 표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관광객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연

구들에서는 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써 산업생

산지수, 명목 또는 실질 개인소득, 가처분소득, GDP, GNP

등을 사용하였으며(송근석과 송학준, 2006), 가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Akis, 1998;

Crouch, 1992; Greenidge, 2001; Lathiras & Siriopoulos,

1998; Qu & Lam, 1997). 

한편, 국립공원을 포함한 휴양 분야의 경우 산림휴양자

원의 물리적 및 생물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관리,

탐방의 편의와 자원의 보호를 위한 시설관리, 그리고 탐

방객의 휴양만족 제고를 위한 탐방객관리 등에 관한 연구

가 주로 진행된 반면, 휴양수요와 관련된 연구들은 상대

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윤여창과 윤영일(1996)은 산림

휴양의 수요예측을 위해 소득수준, 여가시간, 그리고 자동

차보유율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

이 산림휴양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정하광(1991)은 국립공원의 탐방객 변동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한 결과, 도시가구의 소득이 높

아질수록 여가비용 지출이 늘어나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증가할 것이며,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국

립공원 탐방객 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외 교통수단이나 도로여건 등 접근성의 개선여부와 숙

박시설의 확충 등이 국립공원 탐방객 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상열(2006)은 구조

모형의 일종인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15개 산악

형 국립공원의 탐방수요 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변수

로는 경제적 거리인 비용·시간거리, 국립공원 특성변수

인 자연자원·문화자원·경관자원, 여행출발지 특성변수

인 인구규모, 그리고 정책변수로 국립공원별 예산규모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거리가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휴양활동 의사결정 시 경제적인 요인이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는 특정 국립공원 또는 일회성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국립공원 탐방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림휴양지

의 자원특성과 이용객간의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

를 이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산림

휴양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한상열, 2006; 장병문과 배민기, 2002; 신원섭과 김

태운; 1998).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림휴양지의 과거 장기간에 걸친 산림휴양 이용객 수와

같은 정확한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의 축적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림휴양지의 장기적 수요패턴의

규명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주희와 한상열, 2003).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요인이 국립공원

탐방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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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립공원 탐방수요와 경제변수와의 인과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산

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국립공원 탐방객 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

지수는 매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국립공원

탐방수요(이하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에서 매월 각 공원별로 집계한 탐방객 수 자료를 이용하

였다. 

산업생산지수는 쌀이나 철강 등 특정 단위품목만을 추

출하여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광업, 철강, 기계, 섬

유, 화학제품, 식료 및 펄프 등 종류가 서로 다른 상품의

종합 생산지수로, 광공업 전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대

표적 생산지수이며, 경기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

표로 관광 및 휴양분야에서는 소득의 대리변수로 많이 이

용되고 있다. 또한 가격의 대리변수로 이용되고 있는 소

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

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

타내며, 항목은 식료품, 비주류음료, 의복, 신발, 보건 의

료 등 12가지로 세분되어 있다.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

국 18개소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월별 탐방객의 수를 의미

하며, 2008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업무가 이

관된 경주국립공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외하였다. 

2.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계열자료들은 단위근을 갖는 불

안정한 자료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자료를 이

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어(이홍

재 등, 2005)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단위

근 검정(unit-root test)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단위근이 없

어 시계열이 안정적이면 평균값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고 다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동하지만, 단위근이 존

재하는 경우 시계열이 불안정하게 되어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른 위치에서 다른 평균을 가지고 분산은

표본 크기에 대해 증가하게 된다(박미성과 김태훈, 2008).

따라서 원시계열에 단위근이 존재할 경우 차분이나 추세

제거를 통해 불안정한 시계열을 안정화시켜 주어야 한다. 

단위근 검정방법으로는 Dickey-Fuller(DF) 검정을 보완

한 Augmented Dickey-Fuller(ADF) 검정방법을 이용하였

다. 또한 개별 변수들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어 불안정한

경우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적

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립공

원 탐방객 수와 경제변수(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

수)와의 인과성 분석을 위해 Granger 인과관계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국립공원 탐방객 수와 경제변수는 서로의 충

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충격

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

측오차의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s)

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본 연구에 사용된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

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ugmented

Dickey-Fuller(ADF) 검정을 아래의 식 (1)과 같이 실시하

였으며, 이는 Dickey-Fuller(DF) 검정식에 시차차분변수가

포함될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단위근 의 추정치의 t-값은

그림 1.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그림 2. 국립공원 월별 탐방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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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t-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의해 구

해진 분포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시차변수의 t-값이 시뮬

레이션 임계치보다 절대값이 크면 “단위근이 존재한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귀무가설

을 기각할 수 없다(Dickey & Fuller, 1979). 

(1)

ADF 검정법을 이용하여 단위근을 검정한 결과는 표 1

과 같이 요약된다. 특히 ADF 검정시 시차차분변수는

Akaike의 정보판단기준(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의 최소치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차

2로 결정되었다. 국립공원 탐방객 수, 소비자물가지수, 그

리고 산업생산지수 자료 모두 ADF검정 통계량이 5% 유

의수준 임계치 보다 커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

계열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계열 자료를 1차

차분하여 단위근 검정을 한 결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자료의 단위근의 존재로 인하여 요한슨 공

적분 검정(Johanson‘s Cointegration Test)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간의 안정적인 관계 존재여부를 검정하였다. 이 검

정방법은 불안정한 두 개 이상의 시계열 간에 장기균형관

계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모형

으로, 공적분관계의 수와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최우추정

(MLE) 방법을 이용하여 VAR모형으로 공적분 관계를 추

정하는 한편 우도비(LR) 검정을 바탕으로 공적분 계수를

결정하게 된다(이홍재 외, 2005). 

 (2)

식 (2)에서 µ는 변수가 시간에 걸쳐 성장하는 것을 나타

내는 표류항이고, ε
t
는 백색잡음(white noise)이며, Π

i
는

p×p의 상수행렬이다. 시계열자료는 불안정한 과정을 갖기

때문에 1차 차분을 실시하여 다시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3)

식 (3)에서 X
t-k
가 없으면 1차 차분한 VAR 모형으로, X

t-k

의 계수인 Π가 p이면 변수 X는 안정적이고, 0이면 1차 차

분한 후 안정적이며 r이 p보다 작으면 는 공적분되어 p×p

안 두 행렬 α와 β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분벡터가 r개라는 귀무가설은 다음의 식 (4)와 같다. 또한

특성근을 이용해 최고 r개의 공적분벡터가 존재한다는 우

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 통계치인 

을 산출하여 검정하게 된다. 

(4)

공적분 검정의 최적시차는 1로 하였으며, 그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일반적으로 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들간에 공적분 관계

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1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벡터

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VAR) 모형을 설정하고,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계뿐만 아니

라 장기적인 관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오차수정모형

(error correction model, ECM)을 이용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차수정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

으로 나타나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여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시차는

2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국립공원 탐방객 수(NPV)는 산

업생산지수(IPI)가 유의수준 1%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R2와

Adjusted R2를 살펴본 결과 각각 0.72와 0.69로 나타났다.

3. 인과관계검정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이란 한 변수에 대해 다른 변수

의 과거값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느냐를 검정함으로써 각

Xt∆ α0 α1 1–( )Xt 1– Σβj xt j– εt+∆+ +=

Xt Π1Xt 1– Π2Xt 2–– … ΠkXt k– µ εt+ + + +=

Xt∆ Γ1 Xt 1– …Γk 1– Xt 1– k–∆ ΠXt k– µ εt+ + + +∆+=

Γi I Π1– …Πi–( ) i 1 …k 1–,=( ) Π, , I Π1– …Πk–( )–= =

2ln Q( )– T ln(1-λi
ˆ )

i r 1+=

p

∑–

Π αβ′=

표 1.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Augmented Dickey-Fuller

수준변수 1차 차분변수

소비자물가지수 3.31*** -3.39

산업생산지수 1.17*** -3.30

국립공원 탐방객 수 -0.59*** -5.65

주) 적정시차는 2로 하였음.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
됨을 의미함.

표 2. Johanson 공적분 검정.

변수 특성근 우도비 5% 임계치 1% 임계치 Hypothesized No. of CE(s)

국립공원 탐방객 수 0.5578 99.84797 29.68 35.65 None**

산업생산지수 0.4584 49.24674 15.41 20.04 At most 1**

소비자물가지수 0.1656 11.22538 3.76 6.65 At most 2**

주)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함
최적시차는 AIC 기준을 1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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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상 최소자

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회귀식을 기초로 수행

된다. 즉 두 변수 Xt와 Yt가 0차로 적분되어 있는 경우 Xt

와 Yt의 인과관계 존재하는지 여부를 추정하며, 한 변수

가 다른 변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면 두 변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상호

독립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다. 

(2)

여기서 Y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이며, X는 산업생산지수

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시차의 결정은 AIC 기준

에 근거하여 시차 2로 결정되었다. 표 3에 나타난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 의하면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

가지수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에 대하여 유의수준 1%에서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립

공원 탐방객 수는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에 유

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관

광이나 휴양활동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여건이나 경기를

반영하는 국가통계자료를 향후 관광 및 휴양 수요를 예측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충격반응분석

충격반응분석은 한 변수에 충격이 가해질 때, 모형내의

어느 특정 변수에 대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결과를 확

인할 수 있으며, 변수간의 상호 연관관계뿐만 아니라 외생

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김무형과 임대봉, 2007). 안정적 벡터과정 x
t
의 벡터이동

평균모형 표현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는 의 i번

째 행과 j번째 열에 속한 원소 는 다른 시점에서의 오

차항들이 모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t시점에서 j번째

변수의 오차항 ejt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t+s)시점의 i번

째 변수 xi,t+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한다.

(3)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충격에 대한 국립공

원 탐방객 수의 반응은 그림 3, 4와 같다. 산업생산지수 충

격에 대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개월 후 가장 큰 반응

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 충격에 대한 국립

공원 탐방객 수는 2개월까지 급격한 영향을 미친 후 점차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변화 충격

의 파급효과는 초단기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 장기적으

Yt∆ αi Yt i– βj Xt j– et+∆

j 1=

n

∑+∆

i 1=

n

∑=

∂x
t s+

∂e
1

------------ Ψ
s

=

Ψs

i j,( )

xt et Ψ1et 1– Ψ2et 2– …+ + + µ Ψ L( )et+≡=

표 3. VECM 계수추정 결과 .

변수명 D(NPV) t-value

CointEq1 0.041387 -2.9763**

D(NPV(-1),2) -0.86583 -7.95109**

D(NPV(-2),2) -0.51944 -5.21776**

D(IPI(-1),2) 819183.9 -2.73248**

D(IPI(-2),2) -467033 -1.59647

D(CPI(-1),2) -690455 -0.84422

D(CPI(-2),2) 162778.4 -0.25454

상수항 -20995.5 -0.14080

R2 0.723569

Adj. R2 0.687735

주 ) NPV; 월별 국립공원 탐방객 수 , IPI; 산업생산지수 , CPI;
소비자물가지수
**는 1%, *는 5%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Granger 인과관계 결과.

인과관계 F-통계량 p-value

산업생산지수→국립공원 탐방객 수 4.76945 0.01

국립공원 탐방객 수→/           산업생산지수 0.87243 0.42

소비자물가지수→국립공원 탐방객 수 8.04032 0.00

국립공원 탐방객 수→/         소비자물가지수 0.47206 0.62

그림 3. 산업생산지수 충격에 대한 국립공원 탐방객 수의
반응.

그림 4. 소비자물가지수 충격에 대한 국립공원 탐방객 수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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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산분해분석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측오차의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

sitions)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산분해

는 예측기간별 설명력의 상대적 강도를 포함하는 동태적

인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상열 외, 1999).

국립공원 탐방객 수의 경우 예측단계 10에서 자체변수에

의해 약 70.9%, 산업생산지수 약 18.3%, 그리고 소비자물

가지수가 10.8%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립

공원 탐방객 수는 자체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수준의 대리변수인 산업

생산지수, 가격의 대리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소득수준과 탐방 시 소

요되는 비용이 외생변수로서 국립공원 탐방이용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수요 시계열자료인 월별 국립

공원 탐방객 수와 관광이나 휴양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인 소득과 가격의 대리변수인 산업

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공적분검정, Granger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그리

고 분산분해분석을 적용하여 상호간의 인과성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

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시계열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물가

지수와 산업생산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

계열로 나타나 1차 차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휴양수

요를 나타내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경기(景氣)와 동행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동행지수인 산업생산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 검

정을 실시한 결과 국립공원 탐방객 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생산지수 충격의 파급효

과는 초단기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효과는 상

당기간 지속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물가지수 충격의 파급효과는 초단기적으로 반

응하기 시작해 점차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분산분해를 실시한 결과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자체변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국립공원 탐방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

악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와 같

은 경제적 요인이 국립공원 탐방객 수에 미치는 효과의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급변하는 환

경과 지속적인 휴양수요의 증가로 인한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 건전성을 확보하고 탐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휴양수요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미래의 수요를 과소 또는 과

대 예측할 경우 수용력이 초과되어 혼잡성이 증가되어 탐

방객의 만족도가 저하되거나 자연자원의 훼손을 가중시

키는 결과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의 필요

성과 정확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양 수

요의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대로 규명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관광이나 휴

양수요의 변화는 경기 동향이나 경제 여건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수준을 의

미하는 경기의 움직임을 반영할 경우 휴양수요의 예측과

관련 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

용된 특정 시기나 공원에 한정된 일회성 조사 자료가 아

니라 국가기관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계열자료의 확보가 용이하며, 분석결과의 신

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

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 중 실물경기 지표

인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여러 경기 동향 지표들과 최근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요인 등을 고려한 많은 후속연구들이 뒤따

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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