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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립공원 탐방 수요예측에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고, 계절 ARIMA Model을 이용하여 국립공원 탐

방수요를 예측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우리나라 18개 국립공원의 월별 탐방객 수 자

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ARIMA(1,0,0)(1,1,0)
12
모형이 국립공원 탐방수요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

으며, MAPE를 이용한 사후평가 결과에서도 모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국립공

원 탐방수요 예측기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향상과 함께 국립공원 관리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appropriate model and forecast visit demand of korea national

parks using seasonal ARIMA model. Data of monthly visitors uses of 18 korea national parks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10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 showed that ARIMA(1,0,0)(1,1,0)
12 

model was selected

as a appropriate model to forecast visit demand of korea national parks and the result of post evaluation used

by index of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was accurate.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enhanc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orecasting technique and contribute to management strategy of korea national park. 

Key words : visit demands, seasonal ARIMA model, national park

서 론

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

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의 급

격한 증가로 인하여 자연자원 훼손, 백두대간 탐방압력 가

중,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갈등, 도시근교형 국립공원

의 시공간적 탐방집중 현상 등 다양한 관리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권헌교 등, 2007). 특히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인 탐방수요의 불균형, 즉

특정시기 탐방 집중현상은 자연자원의 질 훼손과 혼잡으

로 인한 탐방만족도 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탐방객 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향후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핵심 자

료이다. 

국립공원관리청 입장에서는 미래 탐방수요와 탐방환경

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관광이나 휴양수요는 탄력성이 강

하고, 계절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과학적인 수

요예측은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에 핵심 정보를 제공하

지만, 부정확한 수요예측은 필요 이상의 시설투자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제품의 재고나 기회 손실을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김영옥,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 관리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

라 18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계절 ARIMA Model을 이

용하여 적합한 모형 추정과, 그에 따른 단기 미래 탐방수

요를 예측하였다. 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

측은 공원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

가 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자연자원, 탐방객, 시설계획

과 홍보전략 수립 등 자료의 활용성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분석 자료 및

모델은 2003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우리나라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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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월별 탐방객 수 자료와 계절 ARIMA Model

을 이용하여 예측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배경

1. 시계열예측방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계획은 미래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미래에 대한 일정한 상태를 설정하기 위한 미래예측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광 및 휴양은 다른 분야에 비

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제약요인이 많아 보

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

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요예측 방법은 크게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를 사용

하는 정성적 예측방법(qualitative)과 관측된 과거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예측연구에 필요한 경험적 법칙

을 추정하는 정량적 예측방법(quantitative technique)으로

나눌 수 있다(오광우와 이우리, 1995). 정성적 예측방법은

예측에 이용할 과거의 경험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순 예측법, 기술적 예측법 등이

있다. 정량적 예측방법은 과거에 대한 정보가 관측 및 수

집이 가능하고, 양적인 자료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과거의

패턴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때 이용

이 가능하다(이덕기, 1999). 여기에는 회귀모형, 공간 상

호작용 모형, 그리고 시계열 예측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

는데, 회귀모형은 다양한 모형과 많은 설명변수들을 적용

하기 때문에 추정식의 편의는 줄어들지만 설명변수들 사

이의 다중공선성이 증가해서 분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

정식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최병선, 1995). 따

라서 특정 변수의 미래예측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시계열

예측방법이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최영문,

1997), 이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이 미래에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과거 자료의 경향분석을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시계열 예측방법에는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가 하나인

단일변량 시계열 예측방법과 변수가 두 개 이상인 다변량

시계열 예측방법으로 구분된다. 단일변량 시계열 예측방

법은 평활법이나 분해법과 같은 고전적 시계열 예측방법

과 확률과정의 이론을 도입하는 ARIMA모형과 같은 확

률적 시계열 예측방법이 있다. 하지만 관광분야 선행연구

결과(Choy, 1984; Fritz, Brandon and Xander, 1984; Witt,

Witt and Willson, 1994; 최영문과 김사헌, 1988)에 따르면

고전적 시계열 예측방법 보다 확률적 시계열 예측방법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확률과

정의 이론을 도입하는 ARIMA모형이 비정상 시계열 자

료인 추세요인 또는 계절요인과 같은 결정적 부분 제거,

변수변환, 차분을 이용해서 정상시계열로 바꾸어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예측하기 때문이다. ARIMA모형은 여러

형태의 단일변량 시계열자료를 확률과정모형, 즉 AR, MA,

ARMA, ARIMA 및 계절 ARIMA 등의 이론적 특성을 기

초로 하여 시계열자료로부터 최적의 모형을 결정하는 분

석 방법으로, 비교적 완전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

며, 거의 모든 형태의 시계열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구본기와 손은호, 2006). 그리고 다른 시계열 예

측방법에 비해 비교적 복잡한 산술적 및 통계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때로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기

도 한다. 또한 다른 방법에 비해 예측치의 정확도가 높아

단기 또는 중기 예측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한

국관광연구원,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분석방법

을 이용하여 국립공원 탐방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시계열에 대한 최초의 예측연구는 Reid(1969)에 의해 이

루어졌으나, 예측결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연구는

Makridakisdh and Hibon(1979)에 의해 수행되기 시작했다.

그 후 관광분야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수요예측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야외휴양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 

국외 관광분야 수요예측 연구를 살펴보면, Chu(1998)는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비계절

(seasonal-nonseasonal multiplicative) ARIMA모형을 이용

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기준으로 예측력의 우수성을 평가하였다. Hui와

Yuen(1998, 2002)는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의

계절적 변동이 싱가포르 관광객 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월별 계절지수(season index)를 도출한 결과 8월의 일본인

관광객이 평균보다 26%가 높음을 밝혔다. 또한 Goh와

Law(2002)는 많은 거시경제 시계열 변동의 상당부분이 계

절적 변동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Barsky and

Miron, 1980; Beaulieu and Miron, 1992)에 동의하면서

계절적 요인이 관광산업 및 관련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규명하였다. 한편 Chan(1993)은 계절 조정된

(seasonally adjusted) 시계열 자료를 비계절 ARIMA모형

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은 정보의 불필요한 손실을 야기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Law(2000)는 자기회귀모형

을 추정하되 계절적인 특성을 야기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

해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반면 Goh and Law(2002)는 승법 계절 ARIMA모

형을 이용하여 관광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평균 절대

백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근평

균제곱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 MAD(mean

absolute deviation) 등과 같은 모형 적합 통계량이 낮아 모

형의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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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분야에서 단일변량 시계열 예측방법을 적용

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모수원과 김창범

(2001)은 1980년 1분기부터 1999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분검정, 분산분해, 충격반응함수 등

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출국자 수에 미치

는 영향과 예측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구조적 모형과

ARIMA모형, 그리고 RW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그

리고 김영우와 손은호(2006)는 계절 ARIMA모형을 이용

하여 경주지역 방문객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구본기와 손

은호(2006)는 계절 ARIMA모형을 이용하여 일반 여행업

체의 항공권 판매액 예측의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기 예측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1년 1

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월별 항공권 판매액을 이용하

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여행업체의 항공권 판매전략을 수

립하는데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8년 동

안 18개 국립공원의 8년간 월별 탐방객 수 자료를 활용하

여 탐방 수요를 예측하였다(그림 1). 국립공원 월별 탐방

객 수는 계절성이 뚜렷하여 이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으

로 평가받고 있는 계절 ARIMA Model을 적용하였으며,

분석프로그램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1) 계절 ARIMA 모형

계절 ARIMA 모형은 ARIMA Model의 확장 모형으로

계절성이 있는 변수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절

ARIMA(p,d,q)(P,D,Q)s로 표현된다. 대문자는 모형의 계절

적 요소를 나타내며, s는 기간성 혹은 계절성을 의미한다

(식 1). 즉, 계절 ARIMA Model은 계절성이 있는 자료를

위한 특수한 모형으로, 시계열자료가 계절성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비정상 시계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계열을 정

상화하기 위해서는 추세요인의 제거에 필요한 차분과는

별도로 계절시차 s분만큼의 차분이 필요하다.

(1)

φp(B) : 비계절적인 AR연산자

θ : 비계절적인 A연산자

θQ(Bs) : 계절성을 포함하는 MA 연산자

B : 후방전위 연산자

: 비계절적 차분 d횟수

: 계절적인 D차분횟수

P : 계절적인 AR과정횟수

Q : 계절적인 MA과정횟수

2) 예측모형의 적합도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평균절

대백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근평균제곱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 평균절

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절대퍼센트오차최대

값(maximum absolute percentage error, MaxAPE), 정규

화된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등이 있다. 그러

나 이들 여러 지표들 중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

하는데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가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특히 계량모델 간의 예측오차의 비교가 용이

φp B( )Φp B
s

( )∇
d
∇
D

s

Ft θQ B
s

( )θq B( )εt=

∇
d

∇
D

s

그림 1. 국립공원 월별 탐방객 수(2003.1~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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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수준변수

국립공원 탐방객 수 -5.092

임계치

1%
5%
10%

-4.059
-3.458
-3.154

그림 2. 시계열의 자기상관함수.

그림 3. 시계열의 편자기상관함수.

그림 4. 계절적 1차 차분 후 자기상관함수.

하고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임은순, 2007). MAPE는

상대오차를 관찰치 개수로 나눈 것으로, 실측치와 예측치

간 차이인 오차의 평균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예측이 정

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기서, CHI는 실제값, F는 예측값, 그리고 n은 관측값의

기간수를 나타냄.

0% ≤ MAPE < 10%; 매우 정확한 예측

10% ≤ MAPE < 20%; 비교적 정확한 예측

20% ≤ MAPE < 50%; 비교적 합리적인 예측

MAPE ≥ 50%; 부정확한 예측

분석결과

1. 단위근 검정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들은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한 자

료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불안정한 자료를 이용해 회귀

분석을 할 경우 가성적 회귀(spurious regression)로 인하여

통계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근 검정

을 통해 원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을 Augmented Dickey-

Fuller(ADF)검정을(식 3)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정

상 시계열 자료로 나타났다. 

(3)

2. 모형식별

모형식별 단계에서는 시계열 내 관측값들 사이에 존재

하는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ARIMA(p,d,q) 모형을 구성하

는 자기회귀(Autoregressive, AR)요소인 p와 이동평균

(Moving average, MA)요소인 q를 임시적으로 결정하기 위

해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편자기

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를 이용

한다. 그러나 그림 2와 3의 경우 원시계열에 계절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절차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그림 4, 5와 같다. 계절적 1차 차분(D=1) 후 편자기상

관함수와 자기상관함수 모두 시차 1의 계수값이 신뢰한계

선 밖으로 나와 있어 잠정적인 모형으로 ARIMA(1,0,0)

(1,1,0)12와 ARIMA(0,0,1)(0,1,1)12 모형으로 식별하였다. 이

MAPE
1

n
---Σ

Xt Ft–

Xt

--------------- 100×=

Yt∆ α βt ρYt 1– λj Yt i– et+∆

i 1=

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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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RIMA 모형을 식별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기준

이라고 할 수 있는 모수절약의 원칙(principle of parsimony)

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계수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료를 적

절히 적합할 수 있는 모형을 찾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

며, 실제로 모수의 수가 절약된 모형이 보다 정확한 예측

력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동빈, 2009). 

3. 모형추정 및 검진

모형추정 및 검진 단계에서는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

상관함수를 바탕으로 식별된 모형의 모수추정 및 통계량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예측모형을 선택한다. 먼저,

ARIMA(1,0,0)(1,1,0)12와 ARIMA(0,0,1)(0,1,1)12 모형의 모

수추정 결과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추정된 모형의 Ljung-Box의 Q-통계량을 이용하

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추정 모형

의 잔차 검정을 실시한 후 백색잡음의 과정을 따르고 있

는지를 확인한다. 추정모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예측모형으로 이용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적합 추정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추정 모형의 적합성 판

단을 위해 Ljung-Box의 Q-통계량을 검정한 결과

ARIMA(1,0,0)(1,1,0)12 모형의 경우 p값이 .616으로 5% 유

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백색잡음항의 독립성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RIMA(0,0,1)(0,1,1)12 모형

은 p값(.001)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백색잡음항의 독립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모

형으로 적합하지 않아 ARIMA(1,0,0)(1,1,0)12모형을 국립

공원 탐방 수요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모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RIMA(1,0,0)(1,1,0)12모형

의 적합도 평가는 여러 평가 지표들 중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신뢰도가 높은 MAPE 값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

과 11.3%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모형(10%~20% 이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RIMA(1,0,0)(1,1,0)12모형을 국립공원

탐방수요를 예측하는 적합한 모델로 선정하였다. 

4. 국립공원 탐방수요 예측

사전적으로 예측이란 여러 가지 일이 현실에서 생기기

전에 그들 일의 발생을 예언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한다.

즉,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조직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

든 미래에 관한 예측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예측

은 한 조직과 환경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며, 환경의 변화

는 그 조직의 현재 및 미래의 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rcher, 1976). 또한 계획은 미래에 대한 변화를 추

구하는 과정이므로 이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일정한 상태

를 설정하기 위한 미래예측이 뒤따라야만 과학적인 계획

그림 5. 계절적 1차 차분 후 편자기상관함수.

표 2. 모수추정.

모형 추정계수 S.E t-통계량 유의확률

ARIMA(1,0,0)(1,1,0)
12

상수 .085 .037 2.271 .026

AR 시차 1 .691 .084 8.195 .000

계절차분 1

AR 계절시차 1 -.408 .106 -3.849 .000

ARIMA(0,0,1)(0,1,1)
12

상수 .084 .013 6.263 .000

MA 시차 1 -.569 .097 -5.865 .000

계절차분 1

MA 계절시차 1 .591 .123 4.825 .000

표 3. 모형 통계량 .

모형
모형 적합 통계량 Ljung-Box 통계량

정상 R2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ARIMA(1,0,0)(1,1,0)
12

.490 13.772 16 .616

ARIMA(0,0,1)(0,1,1)
12

.451 39.571 1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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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이 가능하다(김영우와 손은호, 2006). 즉, 급변하

는 환경에서 미래 국립공원 탐방객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예

측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공원관리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

립하고 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열 분석

은 미래 시점의 시계열 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의 과거 추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단기간

예측에 유리한 분석기법이다(신혜진, 김의경, 2007). 따라

서 모형구축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계절

ARIMA(1,0,0)(1,1,0)12모형을 이용하여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단기 국립공원 탐방수요를 예측한 결과

는 표 4와 같다. 2011년 국립공원 탐방 수요는 2010년 대

비 16.2% 증가한 약 43,708천 명 정도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모형의 경우 예측치의 MAPE가 약

11.3%로 나타나 국립공원의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18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계절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단기 탐방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립

공원 탐방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잠정모형을 식별하고, 추

정된 모형들의 모수 추정 과정을 통해 예측력이 우수한

적합한 모형을 선정한다. 적합한 모형의 선정은 MAPE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선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2011년 국립공원 탐방수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ARIMA(1,0,0)(1,1,0)12모형이 국립공원 탐방 수요를 예측하

는데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43,708천

명의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

한 예측치의 MAPE 역시 약 11.3% 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모형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공

원 탐방 수요를 사전에 예측할 경우 근거 중심의 공원관

리가 가능하고, 선제적인 탐방객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공원 관리자에게 언제 얼마나 많은 탐방객들

이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제공될 경우 탄력

성이 강하고 계절적 변화가 심한 탐방 수요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단풍 성수기 등과 같은

탐방 집중시기에 혼잡 예고를 통한 탐방객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탐방 경험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엄정한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경영

이념인 국립공원관리청에서는 탐방 수요에 따른 자연자

원 관리체계 수립과 인위적인 간섭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

손방지 계획 수립 시 유용한 자료일 것이다. 셋째, 탐방 수

요에 따른 탐방 편의시설 및 자연자원 훼손방지 시설 등

의 적정 규모 및 입지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립공원별 자원 특성, 지리적 특성,

탐방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18개 국립공원 전체가 아닌

개별 국립공원별 또는 산악형, 해상해안형, 도시근교형,

사적형 등 국립공원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탐방수요가 예

측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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