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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을 활용한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의 보전가치 추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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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휴양림은 개인의 자아개발과 자연에 대한 교육, 숲 속에서의 심신의 휴양공간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시설중의 하나다. 이러한 방문객이 누리는 휴양의 가치는 단순히 방문비용만으로 그 가치를 추정하기 곤란

하다. 이러한 환경재, 또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적용되어진 기법 중의 하나가 조건부가치측정법

또는 가상적 가치추정법이라고 불리는 CVM 이다. 모집단으로 설정한 충북지역 12개소 자연휴양림 중 6개소를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제학적인 접근법으로 측정한 충북지역의 일인당 연간 휴양의 가치는 약 14,000원에서부터 약

16,500원 사이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연간이용객을 적용한 충북지역 자연휴양림 1개소의 휴양가치는 약 12억 원에서

약 13억 원, 충북지역 전체 자연휴양림이 제공하는 휴양의 가치는 연간 약 150억 원에서 약 169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Abstract: Recreation forests are offer to personal development through recreation, education about nature,

association with people, mind relaxation in forests. Most efficient method for measuring Recreational value of

natural forest is economic approach, and Obtained by this approach, visitors to the recreational forests and other

people will be able to explain recreational value. The value of the environment goods are not traded in the

market, it's real value is difficult to measure. People have appreciated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 but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how much monetary value a natural enjoy prosperity environment. This

study is involved in giving the right recognition to the value of recreation and environment by estimating

economically the value of the environment in which visitors stay, and presenting the appropriate price. The

environmental value of a recreation forests is estimated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annual

recreation value per person of surveyed recreational forests is WTP with a mean between about 14,000 and

16,500. The recreation value of one recreational forest surveyed is annually between approximately 1.2 billion

won and 1.4 billion won. The annual recreation value of Chungbuk Province recreation forests is presumed to

be between about 15 billion won and 16.9 billion won.

Key words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environmental value, recreation forests, recreational value, nonmarket goods

 서 론

여가와 휴식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자 자아실

현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성의 단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휴

식과 휴양은 근세 이전 인간의 역사에서는 최상층의 전유

물로 인식되어져 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휴식은 다음 생

산 활동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현대에 들어 자아개발의 시간으로 조금씩 그 의미

가 변해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오염과 주 5일제 근

무 등 여가시간 증대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불

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산림의 주 기능 중 공

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산림의 공익적 기

능 중 산림 휴양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문이 산림 서비스

부문이라 할 것이다(산림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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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적 공익의 차원에서 제공 되어지는 여러 서

비스 중에서 특히 자연과 가장 친밀히 휴식과 심신의 안

정, 주위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 등 관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시설 중의 하나가 자연 휴양림이다. 국내 자연

휴양림은 1988년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2006년

말 현재 123개소가 조성, 운영될 정도로 국유, 공유, 민간

휴양림의 설립개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강기래, 2009).

하지만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자연휴양림

이 제공하는 휴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곤란

한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이용객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

는 방문비용이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로 인식할 가능성

이 크지만 방문비용이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라고 단정

하기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방문비용은 방문 행위에 국

한한 가치 이며 방문 시 소요된 시간의 가치와 비용을 정

확히 해당 자연휴양림의 방문에 필요한 비용만으로 분류

하는가의 문제로 자연휴양림의 가치측정에 사용하기 곤

란하다.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효

율적인 방법은 경제학적인 접근이며 이러한 접근으로 얻

어진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는 이용객 및 일반인들에게

도 현재의 통화가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시장재,

환경재, 공공재 등으로 불리는 환경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

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이나 일반인이 얼마정도의 가

치를 지니고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러한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

어와 노력들이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수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그 중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실제 시장에서 환경의 복원 비용 배상을 위한 추정 방법

으로 적용되었다.1) 이후 CVM은 환경재의 평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비시

장재의 가치 평가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학적인 접근법으로 충청북도 지

역의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선행 연

구된 경제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

를 추정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일반인들에게 자연휴

양림의 가치를 더욱 직접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은 숫자로 이루어진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하지만 이

러한 익숙한 거래와 숫자에 대한 인식도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표현하는데 불편해 하고 오류의 발생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 불가능한 환경재의

가치를 통화가치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에

게 휴양을 제공하고 있는 식물과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

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론적 배경

1. 환경재의 가치측정법2)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재, 또는 비시장재의 가치

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여행비용법, 헤도닉가격법, 회피

행위지출법, 조건부 가치측정법 등이 있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은 여행비용

법과 헤도닉 가격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

된 방법이며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문답을 통해서 추정 할 수 있다는 시리

아시-완트럽(Ciriacy-Wantrup, 1947)의 논문이 최초로 발

표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널리 인정받지 못하다

1963년 데이비스(Davis)의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메인(Maine)주의 사냥터의 가치평가논문으로 새롭게 조

명되기 시작 한다(강기래 2009).

환경재의 가치 추정은 이선 선택형 조건부가치 측정법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며

이는 무작위로 제시된 금액A를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의

한 수용, 거부만으로 자료를 획득하여 확률모델로 전환하

여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효용이론(Utility

theory)에 접목시켜 소비자의 후생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이다(Hanemann, 1984).

이러한 효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지불의향(j),

주어진 화폐소득(y) 그리고 개인별 특성벡터(s)의 함수인

간접효용함수 U로 표현할 수 있다.

U = U(j, y; s), j = 0 또는 1 (1)

여기서, j=0은 보존기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

고, j=1은 보존기금을 지불하겠다는 경우이다. 하지만 연

구자에게는 응답자의 기금제시에 대한 관측 불가능한 요

소가 존재함을 고려하면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관

측이 가능한 확정적인 부분 V(j, y; s)와 관측이 불가능한

확률적 부분 εj로 구성된다.

U(j, y; s) = V(j, y; s) + εj  (2)

여기서, 확률적 부분인 εj는 j에 상관없이 동일하면서 독립

1)미국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엑손사에 청구할 보상금액을 측정하는데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 사용 되었으며 1989년 6월 25일 미 대법원은 엑손(EXXON)사에 징벌적 배상액(punitive damages)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 하였다(The New York Times 1989.6.26일자 기사인용).
2) CVM가치추정 방식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 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네만의 전개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 본 장

의 수식은 Hanemann(1984), Haab and McConnell(2002), 이충기(2003), 강기래(2009) 등의 수식 전개를 인용하였다. WTP를

구하는 것은 확률함수의 적분면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의 면적을 추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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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포하는 확률변수이고 평균은 영(0)인 임의변수

(random variable)를 나타낸다. 응답자가 “자연휴야림의 보

존가치에 대해 기부금으로 B원 기부하실 의향이 있습니

까?”란 질문에 “예”로 응답하는 것은 B를 기꺼이 지불함

으로써 효용을 최대화한다는 의미이며 응답자가 기부금

을 지불할(“예”라고 응답할) 경우 확률(π
1
)은 다음의 식

(3)과 같은 확률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π=Pr(j=1)=Pr[∆v(B)≥η]=F
η
[∆v(B)]=F

η
[B, y, s; β] (3)

여기서 Pr[·]은 확률함수를 나타내며, F
η
[·]은 효용의 차

이인 η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이며, β는 B, y, s에 대한 모수(parameter)들로 이루어

진 벡터이다. “예”란 응답은 가치의 변화가 “0”보타 큰

∆v ≥ 0일 때 관측되며, “아니오”란 응답은 ∆v < 0일 때 관

측된다. 식 (3)의 누적분포함수를 표준누적정규함수라고

가정할 경우 프로빗모형(probit model), 누적로지스틱함수

라고 가정할 경우 로짓모형(logit model)이 된다. 프로빗모형

에서는 오차항이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

를 하는 반면, 로짓모형에서는 표준로짓분포(standard

logistic distribution)를 한다고 가정한다(박완규와 홍성표,

2009).

이들 두 모형의 누적분포함수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며,

추정결과 또한 거의 유사하지만 추정결과로부터 가치측

정 계산이 프로빗모형보다 로짓모형에서 비교적 용이하

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거의 로짓모형을 채택하

고 있다(김태균, 1998). 로짓 모형을 가정할 경우 누적분

포함수의 함수형태는 다음 식 (4)와 같다.

(4)

여기서, 

이와 같은 확률모형의 추정계수 결과를 이용하여 가치

측정이 가능하다.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제시금액을 어

느 수준까지 포함시켜 적분치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불의사금액의 평균(mean)은 양(+)

의 제시금액 영역만을 포함하는, 즉 0에서 무한대까지 포

함하며, 중앙값(median)은 음(−)의 제시금액까지 포함하

며,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은 제시금액을 0에서 최

대제시금액까지만 포함한다.

지불의사금액의 평균(WTPmean)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

정하는 방법은 식 (5)와 같다.

 (5)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WTPmedian)은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이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B원에 대하여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Johansson et al., 1989).

(6)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truncated)은 무작위

로 제시되는 금액 B원의 범위를 0원에서부터 최고 제시

금액까지로 한정하여 식 (7)과 같이 계산한다. 즉, 최고 제

시금액에서 절단시키고 그 이상의 면적을 제외하여 측정

하게 된다.

(7)

위의 식으로부터 도출된 가치가 1인당 가치가 아닌 연

간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모든 방문객에 대해

평가된 가치를 다 더해주던가 아니면 1인당 가치의 평균

에다가 연간 이용객의 총 방문객 수를 곱해 주어야 한다

(권오상, 1999).

2.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자연휴양림은 1988년 유명산 자연휴양림의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후 임학, 조

경학, 관광학을 중심으로 이용 동기, 이용행태, 시설물 배

치방법, 이용자 만족도 등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초기의 단편적, 기술적 연구에서 최근에는 시설배치모형,

만족도 모형, 가격차별화 전략 등 여러 학문과 교류되어 휴

양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강기래, 2009).

김통일(2002)은 인터넷 설문을 통한 자연휴양림 수요예

측 연구에서 Box-Jenkins법과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2007

년에는 자연휴양림의 수요가 자연휴양림의 수용량을 초

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최동성(2003)은 계획행동이론

을 적용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연휴양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태도가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혔다. 서주환등(2003)은 도시근교 자연휴양림의 이

용행태 및 만족도 연구에서 전체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변수는 시설물, 관리 및 이용체계, 자연환경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측정에 대한 연구는 박운선(2007)

의 연구가 있다.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의 9개 자연휴

양림에 대한 휴양가치 측정을 사용가치와 비사용 가치로

구분하여 카메론식 접근방식으로 휴양가치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추정된 휴양가치는 1인당 평균지불의사금액

비사용가치 26,996원, 사용가치 32,985원으로 추정하였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연구들은 김철원 등(2007)의 이용객

의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하여 국유 자연휴양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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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설문에서 숲

속의집, 주차시설, 이용요금, 화장실의 청결 등은 중요도

와 성취도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으나 부대시설미비, 안내

판 부족, 상세한지도, 쓰레기통 설치 등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연구하였다. 한상열(2006)은 운문

산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기대불일치론에 의한 이용객

의 만족 및 재방문 경로에 대한 연구에서 자연휴양림의

자연성, 접근성, 체험시설에 대한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

면 이용객의 재방문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

였다. 김범수(2005)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뷰

카메라(View Camera)를 이용한 건축물의 시각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관찰자의 거리와 위치, 식생이 평가에 영

향을 미치고 식생에 따른 평가는 낙엽활엽수림의 평가가

침엽수에 비해 평가치가 낮게 나타나며, 건축물 주면의 식

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연구하였다.

CVM에 대한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Kevin J. Boyle

등(1985)은 최초 제시되는 금액에 영향을 받는 출발점편

의(Starting Point Bia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

구에서 위스콘신(Wisconsin)강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금액에 대한 응답과 그 강변의 사슴사냥을 위한

가상시장의 가치측정에 대한 연구에서 최초에 제시된 금

액이 이중 양분선택 시 최종 입찰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침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Mitchell과 Carson(1981)

의 연구에서처럼 최초제시액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Michael Ahlheima(2010) 등은 CVM 방법을 통한 소규

모의 연구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한 1000여부

의 대면 설문지를 수집하기에는 고임금 국가에서는 비용

의 부담이 상담하므로 전문가집단에 대한 우편설문방법

을 통한 효율적 CVM추정기법을 두 번에 걸친 설문으로

그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면설문(Face-To-

Face)과 우편설문(Mail-Survey)의 추정금액 비교에서 WTP

평균의 값이 대면설문에서 1.5-2배가량 높게 추정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대면설문의 경우, 첫째 응답과 두 번

째 응답 간의 설문의 상대적 안정성(relatively stable)이 높

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CVM 연구 사례 또한 최근 들어 점점 다양해지

고 있다. 편의에 대한 연구는 김태균 등(1999)과 여호근

(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질문자는 응답자

에게 기금 제시의사를 질문한 후 奴밉 라고 응답한 질문자

에게 실제 기금 영수증을 보낼 주소와 사인을 기입하게 한

후 가설적 편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두 연구 모두 상당한 정도의 가설적 편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심지 공원 등의 환경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곽소

윤 등(2008)의 생태체육공원 조성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

한 연구, 심재우(2008)는 학교 공원화 사업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태림(2002)은 어린이공

원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성상우(2000)는 도심지 근

린생활권의 근린공원의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VM 적용 초기에는 단일경계방법을 적용한 연구논문

이 발표 되었지만 2005년 전 후로는 이중경계방법을 적용

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을 위한 설

문 부수는 거의 500부 이하의 연구논문이 대부분이며 1000

여부 이상으로 WTP를 추정한 논문들은 강기래(2009), 이

해춘과 안경애(2008)등 이다. 설문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

록 추정치의 신뢰 수준은 높아 질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

에 대한 신뢰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행정구역

표 1. 충북지역자연휴양림현황(굵은 글씨는 조사대상지 ha, 명).

번호 휴양림명 소재지 면적 운영 개장년도
3년 년
평균이용객

1 조령산 충북 괴산 연풍 원풍 766 공립 1995 343,136

2 소선암 충북 단양 단성 가산 66 공립 2004 13,283

3 황정산 충북 단양 대강 울산 252 국립 2007 15,529

4 속리산 말티재 충북 보은 외속리 장재 376 국립 2002 20,192

5 민주지산 충북 영동 용화 조동 180 공립 2003 18,089

6 장용산 충북 옥천 군서 금산 156 공립 1994 58,679

7 수레의산 충북 음성 생극 차곡 89 공립 2007 15,164

8 박달재 충북 제천 백운 평동 170 공립 1992 34,180

9 옥화 충북 청원 미원 운암 136 공립 1999 27,368

10 봉황 충북 충주 가금 봉황 174 공립 1996 20,121

11 문성 충북 충주 노은 문성 56 공립 2008 1,114

12 충북계명산 충북 충주 종민 363 공립 1997 35,790

계 조사대상지 연평균이용객: 85,350 2,784 개소당 평균이용객 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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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충청북도 지역에 속한 자연휴양림은 모두 12개소이며

국립자연휴양림2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

양림 10개소이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의 선정은

주로 층화표본추출법을 많이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지로 설정한 충청북도지역의 모집단의 수가 크지

않아 랜덤추출로 6개소를 선정 하였다. 바다가 접해있지

않은 충북지역의 자연휴양림은 주로 경상북도지역과 강

원도 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주로

산간계곡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인근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역의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2003년부터 살

펴보면 약44만 여명에서부터 해가 갈수록 이용객이 증가

하여 2008년에는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용객이 많이 증가한 것은 수레의산 자연

휴양림이 2007년 개장, 문성자연휴양림이 2008년도에 신

규 개장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휴양림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휴양공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방문자의 의식도 이용객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

여 진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자연휴양림의 보존을 통한 휴양

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의 조사대상지의 선정, 둘째,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답사, 셋째, 보존가치

추정을 위한 설문지의 작성과 응답을 위한 변수의 선정,

넷째, NOAA패널의 권고사항에 따르는 충실한 설문지의

작성 및 설문조사, 다섯째, 설문지의 분석의 순서로 진행

하였다. 

제시금액과 자연휴양림보존을 위한 변수의 선정은 선

행연구 고찰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1,000원, 2,000원, 5,000

원, 7,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의 8

단계로 제시금액을 산정하였다. 자연휴양림의 보존가치추

정을 위한 변수의 선정은 전문가 토의과정과 강기래(2009)

의 전국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의 변수

를 이용하였다.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의 보존을 통한 휴양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자연휴양림의 이용횟수, 이

동시간, 자연휴양림의 이용만족도, 자연휴양림의 환경보

존여부, 응답자의 환경보존노력정도, 학력, 소득 등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0

년 6월 사이 휴일에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직접 대

면 설문조사 하였다. 

제시액에 대한 응답은 이중경계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는 근래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CVM의 질문 방식이다. 무

작위로 제시된 금액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면 질문자는 그

응답된 금액을 토대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을 이

중경계방식이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질문자에게는 통계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응답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과 및 고찰

1. 자료의 수집 및 응답분석

충북지역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일반적인 행태는 표 2와

같다. 자연휴양림의 이용횟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휴양림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인터넷 등의 정보교환과 휴양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의 동행인여

부에 대한 응답에서 가족, 친지와의 방문이 62%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박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곳

에서의 가족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로 자연휴양

림이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면서 소요된 경비는 전체 경비에 방

문객수를 적용시키면 1인당 대략 70,000원정도의 비교적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은 일

반적인 교외의 방문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이며 자연휴양림

의 방문을 하나의 여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 측정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을 보존함으로써 얻는 휴양의 가

표 2. 충북지역자연휴양림이용객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이용횟수

1회 75 14.3

2회 97 18.4

3회 120 22.8

4회 42 8.0

5회 이상 192 36.5

동행인여부

가족,친지 326 62.0

친구 97 18.4

직장동료 63 12.0

연인 27 5.1

기타 13 2.5

소요경비

10,000원 이하 63 12.0

30,000원 이하 137 26.0

50,000원 이하 136 25.9

70,000원 이하 39 7.4

70,000원 이상 151 28.7

성별
여성 258 49.0

남성 268 51.0

숙박여부
숙박 324 61.6

당일방문 202 38.4

계 5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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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추정하기 위한 설문의 방법은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질문법이며 응답의 결과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이중경계

방식은 첫 번째 제시한 금액을 X원이라고 하면 두 번째

제시금액은 첫 번째 질문의 가, 부에 따라 2X 또는 X/2원

한 금액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이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설

문은 제시액 1,000원부터 50,000까지의 8단계의 금액을

무작위로 자연휴양림방문자에게 대면설문 하였다.

제시액 1,000원은 70부, 2,000원은 77부, 5,000원은 67

부, 7,000원은 65부, 10,000원은 70부, 20,000원은 58부,

30,000원은 61부, 50,000원은 58부를 수집 하였다. 제시금

액에 대한 응답률은 Y-Y: 149부 28.3%, Y-N가 125부

23.8%, N-Y가 173부 32.9%, N-N가 79부 15%의 비중으

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닻내림 효과나 온정효과

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시금액에 대한 ‘예’ 또는 ‘아니오’의 응답을 결정짓는

변수의 종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그

평균값을 표 4에 제시 하였다. 이중경계는 제시액에 대한

응답이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아니

오”의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초 제시액에 대한 응

답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며 응답자에게 선택의 기

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게 하여 추정금액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강기래, 2010).

우선 모수추정치가 주어졌을 경우에 관측될 확률을 우

도(Likelihood)라고 하는데, 우도는 1보다 작은 수로서 추

정된 모형이 얼마나 데이터에 적합한가에 대한 추정치로

우도의 로그 -2배(-2LL)를 이용한다. 관측된 결과의 우도

가 높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노형진, 2001).

본 연구에서의 로그우도는 1,766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통

계적으로 검증해 주고 있다. 

자연휴양림의 보존을 통한 휴양가치를 잘 대변 해 줄 수

있는 변수의 선정은 선행연구의 변수에 대한 참조와 전문

가 토의를 거쳐 satis(이용만족도), env(자연휴양림의 환경

보존여부), envconse(응답자의 환경보존 노력여부), edu(교

육수준), inc(가구당 월 수입)의 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제시금액(bid)이 높아질

수록 “아니오”의 응답확률이 높아지고, 응답자의 환경의

보존노력(envconser)이 높을수록 “예”의 응답이 유의한 수

준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연휴양림의 이용만

족도(satis), 자연휴양림이 환경보존이 잘 돠고 있는지의

여부(env), 교육수준(edu), 수입(inc)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어진 계수들을 투입하여 Johansson(1989)이 제시한 수

표 3. 충북지역 자연휴양림 응답률.

제시액 응답 관측수 비율(%) 제시액 응답 관측수 비율(%)

1,000

Y-Y 42 8.0

10,000

Y-Y 16 3.0

Y-N 13 2.5 Y-N 17 3.2

N-Y 10 1.9 N-Y 32 6.1

N-N 5 1.0 N-N 5 1.0

2,000

Y-Y 41 7.8

20,000

Y-Y 5 1.0

Y-N 19 3.6 Y-N 19 3.6

N-Y 13 2.5 N-Y 22 4.2

N-N 4 0.8 N-N 12 2.3

5,000

Y-Y 20 3.8

30,000

Y-Y 4 0.8

Y-N 15 2.9 Y-N 12 2.3

N-Y 25 4.8 N-Y 33 6.3

N-N 7 1.3 N-N 12 2.3

7,000

Y-Y 17 3.2

50,000

Y-Y 4 0.8

Y-N 18 3.4 Y-N 12 2.3

N-Y 16 3.0 N-Y 22 4.2

N-N 14 2.7 N-N 20 3.8

총 응답수:526 Y-Y: 149(28.3%) Y-N: 125(23.8%) N-Y: 173(32.9%) N-N: 79(15%) 

표 4. 변수의 정의와 평균.

변수명 정의 관측수 평균 비고

Satis 이용만족도 (1-5점 리커트척도) 526 3.76

Env 자연휴양림의 환경보존여부 (1-5점 리커트척도) 526 3.69

Envconser 응답자의환경보존노력여부 (1-5점 리커트척도) 526 3.64

Edu 교육수준 (중줄에서 대학원의 5단계) 526 3.23

Inc 가구당 월수입 (1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7단계) 52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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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추정하여 표 5에 정리

하였다. 함수의 형태는 이중경계응답으로 로지스틱 분포

를 가정한 로짓모형으로 계산하였다. 강기래(2010)의 연

구에 의하면 이중경계 로짓모형에서의 추정액이 상대적

안정성(Relative stability)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추

정된 모형식을 통하여 도출된 α와 β를 이용하여 충북지

역 자연휴양림의 보존을 통한 1인당 휴양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가치는 함수의 적분형태에 따라 평균값

(mean), 중앙값(median), 절단된 평균값(truncated)을 추정

해 낼 수 있다. 

추정된 1인당 휴양가치는 WTPmean값 16,543원,

WTPmedian값 14,692원, WTPtruncated값 16,311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액의 차이는 함수의 계산 면

적에 기인한 것이다. 평균은 함수의 끝단까지 포함한 금

액이며 중앙값은 함수 분포의 위치의 중앙값으로 계산된

값이며 절단된 평균값은 최대제시액에서 절단한 부분까

지의 면적이다. 기존의 가치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평균값, 절단된 평균값, 중앙값의 순서로 추정금액의 크기

가 차이가 나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추정된 충북지역의 자연휴양림의 1인당 휴양

가치를 이용하여 1개소 자연휴양림이 제공하는 휴양가치

와 충북지역 전체 자연휴양림이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연

간 휴양가치를 추정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이 연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년

간 휴양가치는 1개소 당 약 12억 원에서부터 약 14억원

까지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휴양림 1개소의 연가

휴양가치 추정액은 강기래(2009)의 전국자연휴양림 휴양

가치 추정액의 연구에서 추정된 연간휴양가치와 박운선

(2007)의 수도권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추정액 보다 더 적

은 금액이 도출 되고 있다. 1개소 자연휴양림이 제공하는

연간 휴양가치를 충북지역 전체 자연휴양림을 모집단으

로 설정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면 충북지역에 존재하는 자

연휴양림 12개소의 휴양가치는 년간 약 160억원에서 약

169억원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요약과 제언

숲은 인간에게 휴식과 휴양을 제공해 주고, 공기를 정

화시켜주고, 홍수조절, 목재 제공, 동물의 생존 공간제공

등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그 중 자연휴양림은 방문자에게 휴양과 휴식, 동행인들과

의 친목도모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공익적 성격의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가치는 방문객이 지불하는 비용만으로는

그 가치를 알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 자연

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환경재의 가치추정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하

여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연

구가 수행 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지는 충북지역 자연휴양림 12개소 중 6

개소를 선정하여 대면설문 조사하여 이용객의 일반적인

이용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조사대상지 6개소의 설문지는 526부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시기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조사하였다.

셋째,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이용객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용횟수는 5회 이상의 이용객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

지와 동행하며 1회 방문 시 소요되는 경비는 7만원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휴양림 방문을 하나

의 여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충북지역 자연휴양림 1인당 연간 휴양가치는

14,692원에서 16,543원 이었으며 연간 이용객을 적용한 1

개소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는 약 12억원에서 약 13억원

까지 추정하였다. 

다섯째,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이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휴양의 가치는 연간 약 160억원에서 약 169억원으로 추정

하였다.

기존의 자연휴양림 휴양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와 본

표 5.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의 1인당 휴양가치.

구 분 추정계수 S.E t 통계량 유의확률

Satis 0.0195 0.1253 0.160 0.876

Env -0.0343 0.1197 -0.290 0.775

Envconser 0.2225 0.1095 20.300 0.042

Edu 0.0110 0.0828 0.130 0.894

Inc 0.0715 0.0548 1.300 0.192

Cons 0.4840 0.6335 0.077 0.444

Bid(β) -10.4865 0.5324 -19.69 0.000

α 1.5407

WTPmean(원) 16,543

WTPmedian(원) 14,692

WTPtruncated(원) 16,311

-2LL 1,766

Wald chi2 6.38

*(1/β)×ln[1+exp(α)]
**(α/β)

***(1/β)×ln{1+exp(α)}/(1+exp(α+β×max.B), max.B=50(천원)

표 6. 충북지역 자연휴양림이 제공하는 연간 휴양가치
추정액.

구분
조사대상 자연휴양림

1개소의 연간 
휴양가치

충북지역 전체 
자연휴양림의 
연간 휴양가치

WTPmean 1,411,945,050 16,943,340,600

WTPmedian 1,253,962,200 16,047,546,400

WTPtruncated 1,392,143,850 16,705,7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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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비교해 보면 충북지역의 자연휴양림이 가지는 휴

양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

유는 충북지역의 자연휴양림이 타 도에 비해 적게 산재하

고 있으며 자연휴양림의 이용객도 전국 평균 이용객에 못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충북지역이 바다나 험

준한 산악지역이 타 도에 비해 많이 존재하지 않은 지리

적 여건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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