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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the cost operating strategy of forest welfare infra facilities. We use the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technique (PSM) for a forest welfare infra facility (healing forest, wood camping, forest leisure sport, etc.). In 
addition, we conduct a survey in the four target locations (Kyung-gi, Kyung-sang, Chung-cheong, and Jeolla) and receive 
answer from 390.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the price of present infra facilities, higher the price sensibility. The forest 
welfare infra facilities we include are healing forest 1,894 won, wood camping 5,625 won, mtb park 9,530 won, mountain 
horseback riding 14,556 won, paragliding 20,252 won, mountain ski 3,075won. However, we investigate zip-lines at lower 
than current pric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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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숲을 이용하

는 수요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따

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등산이 선정되었다(Ministry of Culture, 2013). 최근 

들어 등산 활동 외에도 산림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됨

에 따라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레포츠 등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림이용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산림자원의 다양한 편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산림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

고자 하는 새로운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경제적·사 

회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산림복지로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산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여 1인당 산림복지 수혜

일수를 연간 4일에서 8일로 늘리고, 1인당 생활권 도

시숲 면적을 7.95 에서 8.6 로 확대시키며, 산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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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을 현재의 4,545명에서 15,000명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3). 
산림복지 수요의 증가와 다변화로 자연휴양림, 치

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에 대한 이용

객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인프라의 체계적 

조성 및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림복

지 인프라를 둘러싼 제반여건을 살펴보면, 사회적으

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

림복지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술적 여건을 보면 산림복지 

분야의 인프라와 관련한 시설 종류 및 조성 기준에 대

한 틀이 마련되고 있으나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준은 미흡한 실

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존 산림휴양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시설 확보와 신규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인

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인한 산림복지시설의 지속적

인 경영수지 악화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
근 Outdoor 시장의 규모가 2006년 1조원 에서 2014년 

7조 3천억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Yoo and 
Kim, 2014), 산림복지 분야의 산업화를 위한 비즈니

스모델 확립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산림복지 인프라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입장료, 체험

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용활성화를 위해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현재 운영 중인 산림복지 인프라

의 적절한 가격을 선정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6). 
가격결정은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공급주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소비자

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무형성(無形性)의 특

징으로 인해 가격이 서비스 품질 평가에 중요한 단서

가 되기도 한다(Han and Kim, 2008). 원가가격을 결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흔히 쓰이는 방

법으로 가치기준결정법(Value-Based Pricing)을 들 

수 있다(Lovelock and Wirtz, 2004). 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표적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평가와 그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아무리 좋은 제품 또는 서비

스라 할 지 라도 소비자가 희망하고 지불할 수 있는 가

격 수준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림복지 인

프라 시설 이용료 책정에 있어 유효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표적고객의 수용가능 가격과 함께 구

매의도,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 표적시장의 특성 등

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어야 한다(Choi and Lee, 
2006). 

현재 산림복지 인프라 및 녹지 공간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인 CVM(가상가치평가법), 헤도닉분석

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상가치평가방법

을 사용하여 Han(2013)은 지리산둘레길의 환경 및 사

회 문화적 효과분석을 하였고, Lee and Lee(2012)는 

남해 가천마을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가치평가 연구

를 하였다. Kim et al.(2016)은 헤도닉모형을 이용한 

농촌지역 생활편익시설의 접근성이 자가에 미치는 영

향분석을 하였다. 이로 볼 때, 산림복지 인프라 및 녹

지공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긍

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산림복지 인프라의 가격 운영 전략 수립

을 위해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한 수요자 인식을 조사함

으로써 시설별 가격민감성과 수용가격대를 도출하고

자 실시되었다.

2. 자료조사 및 연구방법

2.1. 자료조사

현지조사를 위해 전국 산림복지 인프라의 규모 및 

개소수 추산을 통해 경기, 경상, 충청, 전라 4곳을 대

상으로, 각 지역에서 이용객이 많이 찾는 명소인 용인

자연휴양림, 팔공산 도립공원,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무등산국립공원을 선정하였다. 현지조사는 조사원 직

접면담을 통한 1:1 현지 개별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2.2. 가격민감성 분석방법

가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

되어야 하는데,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가격에 대응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감지해야 하

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가격민감성분

석(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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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Source) Han and Kim(2008) PSM matrix recite.

가격민감성분석기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대

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얻어진 분포도로

부터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을 결정한다. 그 결과 얻어

진 범위 내에서는 가격이 품질에 대한 지표가 되며 동

시에 구매장벽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가격민감성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격

으로부터의 누적분포도를 산출하여 구할 수 있다. 네 

가지 가격은 고가(비싸다), 최고가(너무 비싸다), 저가

(싸다), 최저가(너무 싸다)로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질문으로부터 유도된다(Fig. 1).
고  가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실 산림복지 인프라 

의 가격이 얼마부터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가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실 산림복지 인프라 

의 가격이 얼마부터는 품질이 아무리 좋아

도 너무 비싸서 이용을 안하게 될 것 같습

니까?
저  가 현재 귀하께서는 이용하실 산림복지 인프

라의 가격이 얼마부터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가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실 산림복지 인프라 

의 가격이 얼마부터는 너무 싸서 품질에 불

안을 느끼시겠습니까?
Fig. 1의 (A)와 같이 먼저 ‘저가’ 시작점과 ‘고가’ 

시작점의 교점(A)으로부터 ‘무관심가격(indifference 
price)’이 얻어진다.  이는 ‘비싸다’라는 반응의 누적

곡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동수(同數)의 응답자가 이용

하고자 하는 산림복지 인프라 시설이 비싸다고 느끼

는 동시에 싸다고 느끼는 가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최적가격점(optimal pricing)’이 얻어지는데, 이는 구

매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가장 적은 가격을 의미

한다. 앞에서 도출된 무관심가격과 최적가격점간의 

거리(C)로부터 ‘가격의식긴장(price stress)’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가격의식긴장 범위가 넓을수록 고객이 

가격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그림(B)와 같이 ‘저가’와 ‘고가’의 그래프

를 역회전시켜 ‘싸지 않은 가격’과 ‘비싸지 않은 가격’
으로 유도하여, ‘최저가격’과 ‘싸지 않은 가격’, 그리

고 ‘최고가격’, ‘비싸지 않은 가격’의 교점들(D, E)로
부터 ‘저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cheapness)’과 

‘고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을 규

명한다. 이는 각각 해당 산림복지 인프라가 너무 싸다

고 느끼는 응답자와 싸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수

가 같은 지점이며, 이 두 점간의 거리(F)로부터 ‘수용

가격대(range of acceptable)’를 규명할 수 있다.  
만약 가격민감성분석 결과가 무관심가격의 형성비

율이 낮고, 가격의식긴장 범위가 넓으며, 수용가격대

가 좁을수록 시설이용요금의 가격변화에 대하여 수요

자는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진다

(Lewis and Shoemaker, 1997).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가격변화에 민감할수록 저가격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

으며 반대로 가격변화에 둔감할 경우에는 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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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 %)

Section Total
Survey area

Jeolla Gyeongsang Gyeonggi Chungcheong

Gender
Male 270 66(64.7) 67(71.3) 74(78.7) 63(63.0)

Female 120 36(35.3) 27(28.7) 20(21.3) 37(37.0)

Age

20’s 59 22(21.6) 19(20.2) 9(9.6) 9(9.0)

30’s 100 20(19.6) 22(23.4) 29(30.9) 29(29.0)

40’s 94 15(14.7) 20(21.3) 32(34.0) 27(27.0)

50’s 104 35(34.3) 23(24.5) 21(22.3) 25(25.0)

60’s 29 10(9.8) 9(9.6) 3(3.2) 7(7.0)

70’s more 4 - 1(1.0) - 3(3.0)

Address

Seoul 17 1(1.0) - 16(17.0) -

Incheon 3 - - 3(3.2) -

Daejeon 5 2(2.0) - 2(2.1) 1(1.0)

Daegu 81 - 81(86.2) - -

Ulsan 1 1(1.0) - - -

Busan 1 1(1.0) - - -

Kwangju 82 82(80.4) - - -

Gyeonggi 78 4(3.9) - 73(77.7) 1(1.0)

Chungbuk 97 - - - 97(97.0)

Gyeongbuk 16 2(2.0) 13(13.8) - 1(1.0)

Gyeongnam 1 1(1.0) - - -

Jeonnam 6 6(5.9) - - -

Jeonbuk 2 2(2.0) - -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visitors in forest welfare facilities in four areas

정책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Best, 2005). 수용가격

대 내에서 시설이용요금은 품질의 상대적 지표가 되

지만 수용가격대를 벗어나게 되면 요금은 품질의 절

대적 지표가 된다. 

2.3. 산림복지 인프라 민감도 요인 분석방법

산림복지 인프라의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및 관리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민감도 요인을 분석하

였다. 산림서비스 시설인 치유의 숲과 숲속여영장의 

조사항목은 산림이용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산림

환경,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 시설예약시스템 등 7
개 항목, 산림레포츠 시설인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

이딩, 산악승마, 짚라인, 산악스키는 이용시설, 편의시

설, 안전시설, 산림환경 등 4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산림복지 인프라 이용객 응답자 일반적 특성 

산림복지 인프라의 설문조사는 지역별로 경기지역 

용인자연휴양림 94부, 경상지역 팔공산도립공원 94
부, 충정지역 상단산성 자연휴양림 100부, 전라지역 

무등산국립공원 102부 등 총 390부를 진행하였다. 조
사대상에서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를 보면 전라지역과 경상지역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의 비율도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40대, 충청지역은 30대의 비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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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ling forest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Fig. 3. Camping in the wood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높았으나 대체로 3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

는 특성을 보였다. 각 대상지별 방문객은 해당지역 내 

거주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복지 인

프라 접근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산림복지 인프라 가격민감성 분석 결과

네 개의 조사 대상지에 있어서의 입장료 및 체험료 

등에 대한 가격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악자전거(MTB 파크), 산악승마, 
행/패러글라이딩, 짚라인, 산악스키를 선정하여 각각

에 대한 이용객의 가격인지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

다.
치유의 숲의  경우 성인 1인 기준 현재 입장료는 

1,000원이고, 무관심가격 1,040원, 최적가격 1,409원
으로 나타났으며, 무관심가격과 최적가격의 차이인 

가격의식 긴장범위는 369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가

한계점과 고가한계점은 각각 881원과 2,894원이었고, 
그에 따른 수용가격대는 저가한계점과 고가한계점을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하는 범위인 881원~2,894원으

로 확인되었다(Fig. 2). 현재의 가격설정이 저가한계

점에 가깝고 최적가격에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향후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요금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숲속야영장의 경우 주말 성인 1인 기준 현재 입장

료는 9,000원, 무관심가격 9,246원, 최적가격 8,467원, 
가격긴장범위는 779원으로 나타났다. 저가한계점 

4,727원, 고가한계점 14,652원, 수용가격대는 4,727
원~14,652원으로 나타났다(Fig. 3). 

산악자전거(MTB파크)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이

용객이 적은 시설물로 설문조사에 제시한 가격은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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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TB park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Fig. 5. Mountain horseback riding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참가비의 평균인 30,000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무

관심가격 24,198원, 최적가격 24,750원, 가격긴장범

위 552원으로 나타났다. 저가한계점  9,965원, 고가한

계점 39,530원, 수용가격대는 저가한계점과 고가한계

점 사이인  9,965원~39,530원으로 그 폭이 넓게 나타

났다(Fig. 4). 
산악승마는 현재 17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국가

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과 개인이 운영 중인 승마

장의 1회 체험료 가격의 평균인 20,000원을 제시하였

다. 그 결과 무관심가격 19,755원, 최적가격 14,000원, 
가격긴장범위 36원, 저가한계점 9,729원, 고가한계점 

34,556원, 수용가격대는 9,729원~34,556원으로 확인

되었다(Fig. 5). 산악자전거와 산악승마는 수용가격대

의 폭이 매우 넓게 나타났다. 수용가격대 내에서 가격

은 품질의 기준이 되므로 인프라의 질과 코스의 다양

성을 비롯하여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가격 결

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행/패러글라이딩의 1회 이용료는 다른 산림복지시

설에 비해 가격이 높게 측정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활공장의 평균 가격 120,000원으로 제시하였다. 
행/패러글라이딩 무관심가격은 94,051원, 최적가격 

92,481원,  가격긴장범위 1,570원, 저가한계점 48,141
원, 고가한계점 140,252원으로 나타났다(Fig. 6). 행/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이용자수가 적고 이용객층도 비

교적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실적이

고 보다 정확한 수용가격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였다.
짚라인의 경우에는 평균 가격인 50,000원을 제시하

였고, 그 결과 무관심가격 28,627원, 최적가격 28,1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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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aragliding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Fig. 7. Zip line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Fig. 8. Mountain SKY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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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긴장범위 482원으로 나타났으며, 저가한계점은 

17,832원, 고가한계점 48,337원, 수용가격대는 17,832
원~48,337원으로 확인되어(Fig. 7), 평균가격이 수용가

격대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스키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대회를 통해 개최되고 있으며, 대회참가비

의 평균가격인 30,000원을 제시하였다. 무관심가격 

19,703원, 최적가격 24,765원, 가격긴장범위 5,062원, 
저가한계점 9,680원, 고가한계점 33,075원, 수용가격

대는 9,680~33,075원으로 확인되었다(Fig. 8). 산악스

키는 일반스키에 비해 덜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에 저

변확대를 감안한다면 저가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

다. 일반스키에 비해 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적

게 들긴 하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편

의시설에 대한 정비 운영을 고려하여 가격정책이 결

정되어야 할 것이다.  

3.3. 산림복지 인프라 민감도 요인 분석 결과

산림복지 인프라 민감도 요인 분석 결과 산림서비

스 시설인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은 산림환경요인인 

임목의 생육상태, 식생경관과 편의시설 요인인 오토

캠핑 및 야영가능여부, 주차장 규모 등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레포츠시설인 산악자전거, 산
악승마, 행/패러글라이딩, 짚라인, 산악스키는 이용시

설요인인 코스의 다양성과 안전시설인 위험지역 통

제, 안내표지판, 비상전화 설치여부 등이 민감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최근에 안전과 관련한 사고들로 인해 

시설을 이용함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시설별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민감한 요인을 감소시킬 필

요가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산림복지 인프라의 현재가격을 제시하여 

이용객이 인지하는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과 가

격민감성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산림복지 인프라 의 

가격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가격민감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서비스 시설

인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은 현재의 가격설정이 저가

한계점에 가깝고 최적가격에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재정적 안정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요금상승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레포츠시설인 산악자전거와 산악승마는 수용

가격대가 매우 넓게 나타나 인프라의 질과 코스의 다

양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다양한 코스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행/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이용자수와 이용객층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하여 수용가격대를 도출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악스키는 저변확대를 

위한 저가정책을 실시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인프라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복지 인프라 민감도 요인 분석 결과 산림서비

스시설인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은 산림환경 및 편

의시설에 산림레포츠시설인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행/패러글라이딩, 짚라인, 산악스키는 안전시설에 대

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감도 요인을 감

소시켜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림복지 인프라 가격민감성 분석과 민

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에 대비함으로써 산림복지 시설

별 가격 운영 전략 수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지역 설정을 4곳(경기, 경상, 충청, 전라)의 명소

만을 대상으로만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지역적 명소이

외에 다양한 산림복지 인프라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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