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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선택실험기법을 활용한 조건부 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산림경관기능이 가지는 경제적 가

치를 추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경관의 속성과 수준을 선정하였는데, 속성은 산림형태, 임상, 소밀도, 휴양적

요소, 지불의사금액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SAS 9.1을 이용하여 Orthogonal과 Balanced를 이루는 96개 선택 집

합을 4개 타입으로 구성하였으며,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시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연간 가구당 지불할 의사

를 면접조사방법으로 총 280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Non-ASC 모형에서 Mcfadden' ρ는 0.21, 우도통계량은 -2,631

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림경관에 대한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266,723원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conomic value of forest landscape function using conditional

logit model, applied by Choice Experiment. For the study, we have chosen attributes and levels of forest landscape.

In specific, topographical forest type, forest type, forest density, recreational factor (side trip, accessibility of valley)

and WTP were included in attributes. Based on factors, we have made 48 choice sets with Balanced and Orthogonal

form using SAS 9.1. The efficiency of questionnaire was 6.02 (D-Error: 0.1) and choice set and socio-economic

variable were selected. In order to reduce cognitive load of respondent, 96 choice sets were divided into 4 types in

questionnaire so that respondent could respond to 12 choice sets respectively. Population was citizens from 7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and th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average annual WTP per

household for the total 280 interviewees. As a result, In the Non-ASC model, Mcfadden' ρ had 0.21, and Log

Likelihood: -2,631. Average annual WTP per household for forest landscape was 266,723 Won(Korean currency).

Key words : forest landscape, conditional logit, choice experiment, willingness to pa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림이 가진 주요한 기능으로는 목재생산기능과 산림

공익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목재생산기능은 산림을 벌

채·수확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반면 산림공익

기능은 공공재적 성격에 의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

공공재가 가진 특징으로는 비배제성(Nonexclusiv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비배제성이

란 공익기능의 편익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임승차가 되

려는 유인이 발생하며, 비경합성은 공익기능을 얻기 위해

그 편익을 얻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이러한 특성에 의

해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1996, 임봉욱). 특히, 산림은 절

대적인 양의 외부효과를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

공하고 있으며,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현상이 두드

이 연구는 산림과학 특정연구과제 중「신규 산림공익기능 계

량화에 관한 연구」과제의 일부를 논문으로 재작성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E-mail: kdh221@gnu.kr



892 韓國林學會誌 제99권 제6호 (2010)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의 현실은 1972년 치산녹화 이후 대부

분이 III영급, IV영급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산림에서

는 목재생산과 같이 산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부재산주

가 많은 우리나라 소유구조의 문제로 인해 산림이 관리되

지 못하고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산림의 목재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의 발휘를 극대화시키

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림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관리는

산림경영으로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우

리나라의 현실로 인해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이라는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 하에서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농업분야에서는 Amber Box,1) Green Box,2) Blue

Box3)로 구분하여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려는 추

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는 2006년부

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소득 직불

제를 실시하고 있다(2006, 김윤식). WTO 체제 하에서 임

업분야의 지원방식은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위

주의 지원과는 다른 형태의 지원, 즉 환경서비스 지불제

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산림지불

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과연 산림으

로부터 발휘되는 공익기능이 무엇이며, 이것이 가지는 경

제적 가치는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2005년에 산림과학원에

서는 총 7개의4) 산림공익기능을 분류하여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산림경관기능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림공익임에도 불

구하고 그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평가하지 않은 상

황에 있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산림경관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정욱주(2009)는 산림훼손에 의한 산림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산림경관

구조분석(오정학, 2007), 경관생태학적 해석(장갑수, 2007)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산림경관이 가지는 경제적 가

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에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

는 2002년에 Forestry Commission에 의해 산림경관의 경

제적 가치를 추정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

자 중심에서 기존에 평가되지 않은 산림경관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다.

2. 기존 방법론 검토

산림경관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데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현시선

호법(Revealed Preference Method) 중 하나인 헤도닉가격

법(Hedonic Price Method)이다. 헤도닉가격법은 특정한 재

화에 내재해 있는 속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다(문윤

식, 2009). 그리고 이 방법은 시장에 녹아있는 산림경관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Xiaolu and Yasushi,

2007). 하지만 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e Method)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이들 산림경관이 내재된 시장을 찾아야만

하며, 설사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범위가 한정되어 우리나

라 전체에 대하여 그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평가

하는 방법인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이 있

는데 이는 시장에 녹아있는 가치를 추정할 때 (잠재적)수

혜자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낸다는 데 있어 적용 범위

가 광범위하며,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평가함에도 용이하다.

가장 대표적인 진술선호법 중 하나로서 가상가치평가

법(CVM: Contingent Value Method)이 있다. 그러나 가상

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e Method)이 가진 한계

로는 평가하려는 대상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들 각각에 대

한 평가가 쉽지 않으며, 편의(Bias)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 대상이 가진 다양한 속

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편의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선

택실험기법(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는 것 또한 하나

의 대안이 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분석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확률효용모형

한 개인의 효용인 Uin을 확률로 표현하면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Vin은 어떤 개인 n에 있어서 속성이 포

함된 선택지 i를 선택함에 의해 결정되는 확정효용

(Determistic Utility, Non-Stochastic)을 의미하며, ein은 관

측이 불가능한 오차항(Random Component, Stochastic)을

1)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 감축약속을 해야 한다.
2) WTO 농업협정은 농산물 무역 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극소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

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는 허용하고 있다.
3) WTO 농업협정 제 6.5조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하는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감축대상 보조금 총

액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4)수자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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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合岐英男, 2005). 이는 개인 n이 i번째 선택 집합

(choice set)을 선택한 경우라면 다른 선택항목인 j보다 높

은 효용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Uin=Vin+ein 또는 U=V(s, y)+e(s, y) (식 1)

Vin : 확정효용

ein : 확률 오차항

 y : 선택항목

 s : 선택항목의 속성

따라서 이를 (식 2)와 같이 개인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

는데 이를 정리하면 (식 3)과 같은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

다. (식 4)에서 분석자는 오차항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효용이 오차항보다 큰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를 응답자의 선호를 일반화시키면 (식 5)와

같은 선택 확률(Choice Probability)로 표현할 수 있다(合

岐英男, 2005).

Uin > Ujn all j≠i∈C  (식 2)

Vin+ein > Vjn+ejn  (식 3)

Vin−Vjn > ejn−ein  (식 4)

Pn(i|C)=Pr(Uin > Ujn)=Pr(Vin−Vjn > ejn−ein) (식 5)

2) 조건부 로짓 모델(Conditional Logit Model)

조건부 로짓 모델(Conditional Logit Model)은 선택실험

기법(Choice Experiment)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모형으로

서 로짓 모델에 기반한 통계적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세

개 이상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분석할 수 있

으며, 이는 다명목 로짓(Multinomial Logit)의 일반적인 형

태이다(Alberini 등 2007).

조건부 로짓 모델은 (식 5)에 제시된 개인의 확률효용

모형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오차항의 확률밀도함수를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식 5)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조

건부 로짓 모델은 Gumgel-Type Distribution을 따르는 것

으로 가정한다. 왜냐하면 Gumgel-Type Distribution은 ‘선

택됨(1)’과 ‘선택되지 않음(0)’과 같이 두 극단값이 중요

한 의미를 가질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合岐英男, 2005;

Haab and McConell, 2002; Kotz and Nadarajah, 2000).

이를 통해, (식 1)은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여

기서 확정효용은 선택지 i의 효용을 규정하는 속성변수 X

에 대하여 선형이고 가법적인 함수로 표현된다.

U = Vin + ε = Σk∈CβikXik + ε (식 6)

Vin : 개인 n의 선호 i에 대한 확정효용

K : 속성변수의 수

Xik : 선호하는 속성변수

βik : 속성변수의 계수

ε : 오차항

그리고 대안에 대한 각 개인의 선택 확률은 (식 7)과 같

이 일반화시킬 수 있다.

P(yi=n|xi) = (식 7)

i : 관측치(개인)

n : 대안 중 n 번째 대안 선택(n=1, 2, 3, …)

J : 파라미터의 수

P(yi=n|xi) : 주어진 xi에서 n번째 대안을 관측할 확률

조건부 로짓 모델에서 검증해야할 부분은 세 가지 정도

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비유관대안독립성(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의 가정이 있다.

이는 어떤 두 대안의 확률비가 다른 대안의 진·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정을 의미하며, 이 가정이 위배된다

면 모형의 설명력은 약해진다(Haab and McConell, 2002).

비유관대안독립성(IIA) 가정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안을

삭제한 제한모형과 완전모형과의 계수를 비교하여 그 차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Power and Xie, 2000).

둘째, 모형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Mcfadden의 ρ2 5)가 있

는데 보통 0.2~0.4에 포함되면 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Hensher and Johnson, 1981).

셋째, 대안특성상수(ASC: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s)

는 모형에 포함된 속성 이외에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자

체의 효과를 의미한다(이덕재 2006). 예컨대, 대안특성상

수는 회귀분석의 상수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Train. 2003).

일반적으로 대안특성상수(ASC)는 상품묶음이 여러 개의

브랜드로 분류할 수 있는 Branded Choice Modeling에 적

용되나 이 연구는 브랜드로 나눌 수 없는 Generic Choice

Model이기 때문에 ASC에 대한 고려는 다소 의미가 낮다.

하지만 ASC 모형과 Non-ASC 모형을 동시에 평가하는 이

유는 두 모형 중 가능한 산림경관을 대변할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추정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3)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는 한계지불의사금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여 구하게 된다. 선택실험기법에서는 평가

exp xinβ( )

xinβ( )exp

k 1=

j

∑

---------------------------------

5)모형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Mcfadden의 결정계수 및 우도비지표(likelihood ratio index)

로 불리는 것이 있으며, 이는 ρ2 = 1−[lnL(β)/lnL(0)]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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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효용함수는 (식 8)과 같이 응답자의 화폐 단위로

표현되는 속성변수 P와 비화폐 단위인 속성변수 X1, X2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식에서 각 β는 추정해야 할 계수

를 의미한다(合岐英男, 2005). 

 (식 8)

비화폐 단위인 속성변수 X1의 한계지불의사금액

(MWTP1)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성변수 X1을 1단위 증가

시킴으로써 효용의 증가분을 구하고, 이를 상쇄시킬 수 있

을 만큼의 화폐 단위 속성 P를 인상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

다. 즉 MWTP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 9)과 같이 효

용함수를 전미분한다. (식 9)에서 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

지(dV=0)시키는 한편, 속성변수 이외의 속성, 즉 X2를 변

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속성변수 X1의 한계지불의사금액

은 (식 10)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合岐英男, 2005). 

(식 9)

Marginal WTP = (식 10)

예를 들어, 숲가꾸기 사업과 같이 정책을 통한 사업의

효과가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수준과 사업을 실시했을 때

의 효용수준을 비교하여 구할 수 있는데, 실제 분석에 있

어서는 정책의 실시 이전의 효용수준과 실시 후의 효용수

준을 일치시키도록 속성변수 P의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비화

폐단의 속성을 X1이라고 할 때, 사업이 실시되기 이 전의

상태는 로 나타낼 수 있고, 사업이 실시된 이후의 상

태는 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고 하면 정책에 의하여 사업이 개선되고 이는 결국 개인

의 효용수준을 높이게 된다. 여기서 개인으로부터 일정 수

준의 소득을 징수하게 되면 사업의 실시로 인한 효용수준

의 증가분을 상쇄시킬 수 있게 되는데, 징수되는 소득이

바로 사업 실시로 인한 경제적 가치로 간주할 수 있다. 정

책의 실시 이전의 효용수준과 실시 이후의 효용수준을 V0

과 V1로 표현하면 (식 11)과 (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1)와 (식 12)가 같도록 하는 (식 13)의 ∆P를 구함으로

써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시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合岐英男, 2005).

(식 11)

 (식 12)

(식 13)

위의 식을 이용하여 96개의 선택 집합으로 구성된 산림

경관 유형에 대하여 각각의 WTP 도출이 가능하며, 이들

유형에 따라 최대 WTPMax, 최소 WTPMin 그리고 평균

WTPMean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WTP는 각 속성들

이 모두 선택되어 졌을 때 계산이 되는 것이며, 최소 WTP

는 이와 반대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지불의사금

액의 최대 또는 최소 보다는 평균 지불의사금액이 더 의

미가 있다.

2. 설문 설계

1) 설문 설계 방향

설문 설계를 위해 산림 경관에 대한 정의는 ‘비일상적

인 경관으로서 숲이라는 자연배경을 바라봄으로써 시각

적인 품질과 외관을 향상시켜 주는 외관적 가치’로 정의

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2008). 그리고 산림경관은 주로

산림휴양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산림휴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uy Garrod, 2002). 그 예로 De

Lucio와 Múgica(1994)는 스페인의 국립공원에서의 휴양

만족은 경관과 관련성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인과관계

가 역전된 견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휴양적 요소에

의해 산림경관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설문지 설계 시 산림휴양에 관한 인자를 고려하였다.

Naveh(1995)는 산림경관과 문화는 상호 연관관계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문화라는 광대한 영역과 산림경

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기에는 모형의 구

조적 한계6)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2) 속성과 수준

산림경관은 매우 다양한 속성과 인자들로 구성되어 이

모두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림경관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 설정이 필요

하다(박우희, 2005).

산림경관 모형을 구성하게 될 속성과 수준을 선정하기

에 앞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경관

을 대표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산림의 일부분을 대변하

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산림

지불제 적용을 위한 산림경관 평가는 의미가 없다. 따라

서 속성의 설정은 응답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직관적, 경험적 관점에 의존하여 선발하였다.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 숲과 관련된 속성으로

산림형태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악형 산림, 반도 국

가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해안형 산림, 도시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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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속성과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Fractional Full Factorial이 증가하며, 의미 있는 선택 집합의 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개인

에게 질문해야할 선택 집합의 수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인지적 부하 및 응답 거부로 인해 설문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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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도시림형 산림 그리고 농촌에서 주로 볼 수 있

는 구릉지형 산림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임상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으로 구성하

였고, 숲과 관련된 정책 변수는 소밀도7)를 선정하였다. 또

한 산림경관은 아니지만 산림경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림휴양에 대한 속성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계 접

근 여부, 관광 접근 여부 등으로 설정하였다. 끝으로 응답

자들이 지불할 수단으로 세금8)을 선정한 후 설문을 설계

하였다.

3) 설문지 설계

일반적으로 속성과 수준의 조합인 선택 집합은 직교성

(Orthogonal)과 균형성(Balanced)를 만족해야한다. 특히 직

교성은 완전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며, 조건부

로짓 모델(Conditional Logit model)의 비유관대안독립성

(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의 위배를

검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다.

7)소밀도는 산림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산림관리를 통해 소밀도 ‘밀’에서 간벌강도에 의해 ‘중’, ‘소’로 변할 수 있으며, 소밀

도가 없는 것은 나지 또는 무임목지로서 숲이 없는 상태를 대변하며, 현재 산림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현재까지 산림관리

가 시행되지 않은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의 상황에 따라 소밀도 ‘중’ 또는 ‘소’로 산림의 밀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8)지불수단에 대하여 기금과 세금을 고려하였는데 기금으로 할 경우,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납부 의사로 인해 평가 금액에 있

어서 과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 세금으로 할 경우 응답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액의 과대치보다는

일정 부분 응답저항을 감수하더라도 진실된 지불의사금액을 구하기 위해 지불수단을 세금으로 선택하였다.

표 1. 산림경관의 속성과 수준.

속성 수준

산림형태 도시림, 산악림, 해안림, 구릉지

임상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무임목지

소밀도 중, 밀

관광 접근성 가능함, 불가능함

수계 접근성 있음, 없음

세금 5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지불하지 않음

주 - 밑줄 친 속성의 수준은 각 속성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의
미함

 - 베이스라인은 각 속성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가장 흔
하거나, 좋지 않은 상태에 대한 기준임

그림 1. 설문지 효율.

그림 2. 설문에 활용한 선택 집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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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SAS 9.1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설문지

를 설계하였는데, Fractional Factorial은 384개로 나타났으

며(Train, 2003), Full Fractional Factorial을 가지는 대안

을 사용한다면 응답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설문의 양이 많

아지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몇 개의 의미 있는 대

안으로 추릴 수 있는데, 의미 있는 대안의 수는 48개와 96

개로 나타났다. 48개의 선택집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응

답자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6개의 대안

을 선택하였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응답자에서 주어진

설문지는 4개 타입에 각 12개의 선택집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지의 효율은 6.75(D-Error:

0.15)9)로서, 효율성 기준인 1.0보다 작기 때문에 효율적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는 사회경제적 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가구 전체 소득,

직업, 가족 구성원 수, 결혼 여부, 연령, 학력 등 총 7개의

변수로 모형을 통제시켰다.

3. 모집단 선정 및 설문 방법

모집단은 산림경관을 의식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의식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은 7

개 특광역시 주민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경관이 수

려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도시민은 산림경관을 조망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고자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산림경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것이

고 가치를 인식함은 지불의사금액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설문방법은 개별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지

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각 40부씩 총

280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부수는 Orme

(1998)가 제안한 방법을 따라서 계획하였다. 그리고 분석

에 사용된 설문지 수는 응답저항10)이 발생한 설문지 20부

를 제외한 260부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50.38%, 여자는 49.62%로 남

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전문

직(28.85%)과 자영업(15.77%), 공무원과 생산직은 각각

6.15%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여부에 있어

서 미혼(71.04%)보다는 기혼이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

9) D-Error의 관계식은 1/Efficiency이며, 1.0 이하일 때 선택 집합의 효율성을 가진다.
10)설문조사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으나,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름

표 3.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31 50.38

여자 129 49.62

직업

기타 112 43.08

공무원 16 6.15

전문직 75 28.85

생산직 16 6.15

자영업 41 15.77

결혼
미혼 184 71.04

기혼 74 28.57

구성원 수

2인 19 7.42

2인~4인 172 67.19

4인~6인 60 23.44

6인 이상 5 1.95

표 2. 설문조사 지역.

 지역 가구수
조사된 
부수

분석에 
사용된 
부수

결측처리

서울 3,341,352 (21.0) 40 40 0

광주 461,387 (2.9) 40 30 10

대전 480,466 (3.0) 40 32 8

대구 817,620 (5.1) 40 40 0

부산 1,190,107 (7.5) 40 40 0

울산 340,652 (2.1) 40 40 0

인천 828,012 (5.2 40 38 2

합계 7,459,596 (47.0) 280 260 20

주 -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15,887,128 가구
 - ( ):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대비 비율(단위: %)

표 4.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0대 이하 48 18.53

30대 67 25.87

40대 75 28.96

50대 59 22.78

60대 9 3.47

70대 이상 1 0.39

가구당 월소득

200만원 미만 21 8.24

200만원~400만원 미만 120 47.06

400만원~600만원 미만 73 28.63

600만원~800만원 미만 28 10.98

800만원~1000만원 미만 5 1.96

1000만원 이상 8 3.1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1 39.30

대학교 졸업 149 57.98

대학원 이상 7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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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 구성원 수는 2인~4인이 67.19%로 전형적인 핵가

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

은 25.39%로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에 있어서 연령은 지불의사능력이 있는 30

대에서 50대가 2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과 연관된

변수로서 가구당 월소득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전체

47.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대학교 졸업이 5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9.30%로 조사되었고 대학원 이상 고학력은 단지 2.72%

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추정 모형

1) 추정된 모형의 통계적 적합성

조건부 로짓 모델(Conditional Logit Model)에서 검정해

야할 비유관대안독립성(II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의 가정의 위배 여부는 선택 집합의 구성이

직교성(Orthogonal)과 균형성(Balanced)은 이미 설문 설계

시 이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가정에 위배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모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인 다중공선성

또한 고려되었기 때문에 각 대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대안특성상수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표 5)에 대

하여 추정한 결과, 모형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Mcfadden의

ρ
2는 0.21로 나타났으며, Mcfadden의 ρ2 통계량 값은

0.2~0.4일 때 모형이 안정적이다(Hensher and Johnson,

1981; 이덕재, 2006). 그리고 우도(Log Likelihood) 통계량

은 -2,631로 나타났다.

추정된 모수에 있어서 산림형태는 도시림, 해안형, 산악

형 등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스라인인 구릉지형에 대하여 더 선호하는 것을 의미

하며, 그 크기는 추정된 계수값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임

상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침엽수림에 비해 활엽수림, 혼

효림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산림경관을 이루는

주요 인자인 임상에 있어 소나무로 이루어진 단순한 산림

보다는 참나무림, 그리고 소나무와 참나무가 함께 존재하

는 산림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계곡 접근성, 관광접근성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성별, 직업, 연령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정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정책적 변수인 소밀도

에 대하여 대안특성상수에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서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Non-ASC 모형에 대하여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림

유형에 있어서 도시림형 산림은 베이스라인으로 설정된

구릉지형 산림에 비해 0.4310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산악형, 해안형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수종인 소나무

림으로 대표할 수 있는 침엽수림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였

으며, 응답자들은 침엽수림에 비해 활엽수를 0.2046만큼

더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적 변수인 소밀도는

Non-ASC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

되었다. 그리고 휴양적 요소에 있어서 휴양적 요소에 대

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 보다는 가능한 것을 더 선호하였

으며, 계곡은 0.559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곡으

로 대표하는 수계와 산림경관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사람

들은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산림경관의 모형 추정 결과(Non-ASC).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산림
유형

도시림 0.4310 0.0699 6.16 <.00

해안형 0.2027 0.0682 2.97 0.00

산악형 0.4042 0.0705 5.73 <.00

임상
활엽수 0.2046 0.0609 3.36 0.00

혼효림 0.1483 0.0583 2.55 0.01

휴양
요소

계곡 0.5597 0.0434 12.9 <.00

관광 0.4045 0.0438 9.24 <.00

세금 -0.0000 0.0000 -18.98 <.00

성별(남자) 0.7919 0.1161 6.82 <.00

직업(급여직종사자) 1.0336 0.1448 7.14 <.00

연령(40대이하) 0.7168 0.095 7.55 <.00

Log Likelihood: -2,631, Mcfadden’s LRI: 0.21(Stable Range:
0.2~0.4)

주 - ( ): 베이스라인

표 6. 산림경관의 모형 추정 결과(ASC).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t|

ASC 2.6977 0.2224 12.13 <.00

산림
유형

도시림 0.1136 0.0623 1.83 0.07

해안림 -0.1042 0.0613 -1.7 0.09

임상
혼효림 -0.0315 0.0594 -0.53 0.60

활엽수림 0.0078 0.0619 0.13 0.90

정책 소밀도(중) 0.0741 0.0432 1.71 0.09

휴양
요소

계곡 0.4585 0.044 10.41 <.00

관광 0.2963 0.0445 6.65 <.00

세금(bid) -0.0000 0.0000 -21.59 <.00

성별(남자) 0.2398 0.1316 1.82 0.07

직업(급여직종사자) 0.8553 0.1564 5.47 <.00

연령(40대) -0.5118 0.1536 -3.33 0.00

교육정도(대학원) -0.2803 0.1351 -2.07 0.04

지역(비수도권) -0.5705 0.1517 -3.76 0.00

Log Likelihood: -2,503, Mcfadden's LRI: 0.24(Stable Range:
0.2~0.4)

주 - ASC: 대안 특성 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 (  ): 베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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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대안특성상수가 포함된 모형으로서 모형의 안

정성을 의미하는 Mcfadden의 ρ2는 0.24로 안정하다. 각 속

성에 대하여 ASC 모형과 Non-ASC모형과의 차이점은 산

림형태에 있어서 산악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

지 않았으며, 임상은 통계적 유의성이 모두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나 정책변수인 소밀도는 유의수준 10%에서 통

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

수는 교육정도와 거주 지역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ASC 모형과 Non-ASC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좋다’ 또

는 ‘좋지 않다’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연구가 지향하고

자 하는 방향에 미루어 볼 때, Non-ASC 모형이 우리나라

산림경관을 더 잘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산림유형과 임상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부

호(Sign)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산림정책 변수로 대변하는 소밀도가 탈락되어 숲가꾸기

정책이 산림경관의 호불호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3. 경제적 가치 평가

1) 한계 지불의사금액 추정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한계지불의사금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구한 결과, 응답자들은 각 속성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WTP를 구하는 방법은 위의

(식 10)과 같다. 한계 지불의사금액을 분석한 결과, ASC

모형에 비해 Non-ASC 모형의 한계 지불의사금액이 상대

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2) 우리나라 산림경관의 경제적 가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산림경관의 경제적

표 7. 모형별 한계 지불의사금액(Marginal WTP). 

(단위: 원/가구당/년)

Parameter Non-ASC ASC 

도시림 132,738 29,128

해안형 62,427 -26,718

산악형 124,484 -

활엽수 63,012 - 

혼효림 45,673 - 

소밀도(중) - 19,020

계곡 172,374 117,685

관광 124,577 76,052

세금(bid)  - - 

성별(남자) 243,887 61,550

직업(급여직종사자) 318,325 219,533

연령(40대이하) 220,758 -131,366

교육정도(대학원) - -71,946

지역(비수도권) - -146,432

표 8. 선택집합별 지불의사금액. (단위: 원)

선택집합 지불의사금액 선택집합 지불의사금액 선택집합 지불의사금액 선택집합 지불의사금액

1 195,750 25 178,411 49 218,047 73 232,676

2 405,051 26 422,390 50 320,326 74 368,124

3 484,447 27 124,577 51 124,577 75 125,439

4 172,374 28 297,813 52 368,124 76 475,362

5 359,871 29 187,003 53 429,689 77 429,689

6 124,577 30 368,124 54 170,157 78 45,673

7 312,073 31 63,012 55 250,015 79 178,411

8 234,801 32 405,051 56 296,859 80 421,435

9 359,871 33 235,387 57 405,051 81 359,963

10 124,577 34 257,314 58 - 82 108,100

11 475,362 35 429,689 59 320,326 83 108,100

12 187,496 36 108,100 60 172,374 84 172,374

13 484,447 37 218,047 61 - 85 342,532

14 178,411 38 312,073 62 405,051 86 250,015

15 368,124 39 234,801 63 235,387 87 296,859

16 294,734 40 187,589 64 249,061 88 250,015

17 249,061 41 294,734 65 342,624 89 296,859

18 342,624 42 305,112 66 62,427 90 170,249

19 492,701 43 132,738 67 359,963 91 359,378

20 45,673 44 342,624 68 170,157 92 178,411

21 235,387 45 467,108 69 280,474 93 475,362

22 302,987 46 125,439 70 187,589 94 124,484

23 234,801 47 297,813 71 178,411 95 250,015

24 312,073 48 302,987 72 421,435 96 3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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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선택된 모형은 Non-ASC 모형으로

산림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산림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모

형의 계수값을 이용하여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후 설

문 설계 시 의미 있는 선택 집합의 수가 총 96개 유형에 대

입하여 각 대안별 가치를 합산한 후 평균하여 구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따라 산림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이 266,723원

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경관의 가치는 1인당 평균 지불의사

금액에 대하여 7개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약 1조 9,896억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결 론

산림경관기능은 산림이 발휘하는 공익기능 중 하나이

며,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이다. 이를 비시장재화라

부른다.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사

용되는 방법은 가상가치평가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선택실험기법을 활용한 조건부 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산림경관기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있다.

산림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선택실험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림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속

성과 수준을 선정해야한다. 따라서 산림경관의 속성을 산

림형태, 임상, 소밀도, 휴양적 요소, 지불의사금액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수준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AS 9.1을 이용하여 직교성(Orthogonal)과

균형성(Balanced)을 이루는 96개 선택 집합을 구성하였으

며, 모집단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가구당 지불할 의사를 설문면접으로 총 280부를 조

사하였다.

조건부 로짓 모델은 비유관대독립성 가설의 충족이 필

요한데, 이는 대안 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

여 설문 설계 시 직교성(Orthogonal)과 균형성(Balanced)

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ASC 모형과 Non-ASC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의 안정성

을 의미하는 Mcfadden'ρ는 ASC 모형에서 0.24, Non-

ASC 모형에서는 0.21로 나타나 이들 두 모형은 모두 안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인 산림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 Non-ASC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산

림유형에 있어 Non-ASC 모형에서 모든 속성이 통계적 유

의성을 가졌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Non-ASC 모

형이 가장 우리나라 전체 산림유형을 잘 대변해준다고 판

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

해 한계 지불의사금액을 각 선택집합에 가하여 1일단 평

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하였으며, 이를 연구 모집단인 7개

특광역시의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한 결과, 산림경관의 경

제적 가치는 약 1조 9,89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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