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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도시림의 유지와 관리는 도시 환경정책의 중요

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생활권 도시 녹지의 면적은 7.76㎡/인

으로, FAO와 WHO가 권장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도시민들

은 도시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증가하는 도

시림 수요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산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림의 확충 및 질적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림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시림에 대한 도시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민의 

수요에 맞도록 도시림이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민은 다수의 설

문조사 결과에서 도시림의 휴양 기능을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정

부가 도시림이란 환경재를 도시민에게 공급함에 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휴양지로서의 도시림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민의 선호체계를 다각도로 파악하여 산림 정책 결

정권자가 도시림 정책 사업의 내용을 설계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질문은 네 가지이다; 첫째, 휴양지

로서 가장 선호되는 도시림의 형태는 무엇인가? 둘째, 도시림의 속성에 

대한 선호에 이질성이 있는가? 이질성이 있다면 그 형태는 어떠한가? 셋



째, 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산림 관리 정책 추진

으로 도시림의 속성이 변화하는 경우에 도시민은 이 속성 변화 분에 대

하여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답하기 위하여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였

다. 진술선호법의 하나인 선택실험법은 재화의 다양한 속성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용변수를 도시림의 속성으로 추

가함으로써, 해당 속성의 변화에 따른 한계지불의사를 쉽게 산정할 수 

있다. 그간 일반 숲에 적용된 선택실험법 연구는 많으나, 도시림의 휴양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선택실험법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선택실험법으로 속성별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조건부로짓모형, 혼합

로짓모형, 잠재집단모형 등이 있다. 각 방법은 모수를 단수의 점으로, 연

속된 값을 갖는 분포로, 다수의 점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 방법을 적용함에 다수의 쟁점이 존재한다. 혼합로짓모형에서 모수를 

나타내는 사전 확률분포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것, 혼합로짓모

형과 잠재집단모형의 상대적 우월성에 관한 것, 한계지불의사를 산정할 

때, 분모로 쓰이는 비용변수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시림을 대표하는 속성변수로 산책로, 생물다양성, 접근성, 환경교육프

로그램, 경사도를 선정하였다. 속성변수의 변화에 따른 한계지불의사를 

도출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변수로 추가하였다. 6개 속성, 속성별 3개 수

준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의 수는 729이다. 직교설계를 시행하여 18개 



대안이 도출되었다. 18개 대안을 두 개씩 임의로 짝을 지워 153개 실험 

조합을 구성하였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4% 수준인 8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나이, 성별, 구역의 크기를 고려한 할당추출

을 시행하였으며,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2,615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837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표본의 

특성을 통계청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조건부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seudo R2값은 0.208로,

추정 결과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접근성, 경사도(구릉형)를 제외한 모

든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No(제시된 도시림

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 산책로, 입장료, 경사도(산악형)는 

음의 모수가, 생물다양성(보통), 생물다양성(풍부),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

표지판 설치)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은 양

의 모수가 추정되었다. 도시림 속성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한 결과,

도시림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다양성을 뜻하는 생물다양성이 휴양을 

위한 도시림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속성변수의 모수가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세 Model에서 공

통으로 이질성이 규명된 속성변수는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장

료, 경사도(산악형)이다. 각 분포가 나타내는 이질성의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모수의 이질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전 확률분포를 선택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준비모수(SNP) 검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검정 대상



이 되는 속성변수를 제외한 타 속성변수를 고정값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모수의 참 분포가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Sb Johnson 분포, 균등

분포라는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반면, 나머지 확률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입장료의 모수를 4가지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가

정한 경우에는 입장료 모수의 분포가 정규분포, Sb Johnson 분포가 참이

라는 가설만 채택되었다. 이 연구에서처럼 다수 속성변수의 이질성이 인

정된 경우에는 SNP 검정으로 한 속성변수에 대한 특정 확률분포의 적합

성을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속성변수의 모수 간 

상관관계가 확인된 만큼 SNP 검정은 속성변수의 조합의 문제로 확장되

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 분석의 용이성을 위

하여 비용변수를 포함한 확률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Model

을 혼합로짓모형으로 선정하고, 타 모형과 비교하였다. 최종 Model의 

Pseudo R2값은 0.249로, 조건부로짓모형보다 모형의 설명력 증가하였다.

잠재집단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seudo R2값은 0.261로,

조건부로짓모형보다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전체의 55.8%가 집단 

III에 속하였으며, 집단 I과 II의 점유율은 각각 19.6%, 24.6%였다. Wald

χ2 검정 결과, 집단 간 모수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집단 Ⅲ은 No, 입장료, 경사도(산악형)에 대해서는 음의 선호를, 생

물다양성과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양의 선호를 보였다. No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생물다양성(풍부)에 음의 선호를 보인 집단 Ⅰ을 도시

림 이용에 소극적 집단이라 하고, 생물다양성과 경사도(구릉형)에 양의 

선호를 보인 집단 Ⅱ를 도시림 이용에 적극적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Pseudo R2값에서 이질성을 인정한 혼합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의 설명

력이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부로짓모형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렇

다고 조건부로짓모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모형의 설명

력 자체가 기준 이상이며, IIA 가정이 위배되지 않음이 증명됐기 때문이

다. 이를 증명하듯, 조건부로짓모형의 고정 모수가 혼합로짓모형의 모수

를 뜻하는 정규분포의 중앙값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잠재집단의 다수 집

단의 모수와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조건부로짓모형에서 나타나지 않

은 모수의 특성이 혼합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에서 규명된 만큼 이질성

을 나타낸 두 모형의 활용가치는 높다고 판단된다.

혼합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가운데 어떤 것이 완벽히 우월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었다. 더욱이 두 

모형의 결과로 계산한 대안 선택 확률의 상관관계가 1에 이를 정도로 두 

모형의 추정 결과가 같았다. 사실,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모형의 적합

도가 높아졌다고 하여, 나머지 방법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추정 모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선호에 대한 이질성을 나타내는 두 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휴양 형태, 환경태도가 속성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예컨대, 휴식을 목적으로 도시림을 방문하

고, 학력이 높으며, 아이의 수가 많은 도시민이 도시림의 환경교육프로그

램 제공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특히, 아이의 수가 많은 도시민이 

산책로 및 생물다양성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도시림을 아이들이 환경과 교감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선호에 대한 이질성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에서 기인한 것이 확인된 만큼, 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대상지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

려한 도시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시림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생물다양성의 수준을 빈약에서 보통

으로, 빈약에서 풍부로 개선하였을 때, 우리나라 도시민은 1회 방문마다 

평균 1,993원, 3,057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이는 실험에서 응답자

에게 제시한 입장료의 평균 가격인 2,000원과 같거나 많은 양이다. 이처

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의 환산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판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혼합로짓모형에서 한계지불의사 산정에 분모로 

사용되는 비용변수가 이질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정하는 경우나, 분모와 

분자의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상호 독립이라 가정하는 경우에 발생한 편

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개별 모수 추정을 통해 한계지불의사 

의 분포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비용변수의 모수에 대한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박사학위 논문의 근본적인 질문은 도시림에 대한 사람의 마음, 즉 선

호를 숫자로 읽을 수 있는 지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자는 도시림 속성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체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선택실험법과 관련

된 대부분의 계량 및 통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

을 달성했다고 판단한다. 누군가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재 가치 평가 방법, 혹은 선호체계 분석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면, 주저하지 않고 ‘선택실험법’이라 대답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

하듯, 도시림에 대한 선호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 이후 동태적 

선호 변화를 고려한 선택실험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선택실험법, 도시림, 선호체계, 이질성, 한계지불의사, 혼합로짓

모형, 잠재집단모형

학  번 : 2009-3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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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United Nations(2010)에 따르면,

1950년 0.73억 명이었던 도시 인구는 2009년에 3.42억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매년 2.6%씩 도시 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09년 중반에

는 도시 지역의 전체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추월하였다. 1950년 4백만 

명이었던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도 2005년에는 약 4천4백만 명으로 증가

하였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비율1)은 90.1%에 달한다. 도

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다양한 도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도시림의 유지와 

관리는 도시의 환경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도시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규명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가 진행되었다. Xiao et

al.(1998)은 도시림의 유거수 조절기능을, Scott et al.(1998), Yang et

al.(2005), Escobedo et al.(2008)은 도시림의 공기 정화 기능을 밝혀냈다.

또한 Tyrväinen(1997)은 도시림의 미적 가치를, Schroeder(1983),

Smailes and Smith(2001)는 도시림의 휴양가치를 규명하였다. 최근에는 

도시림의 탄소 흡수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Nowak, 1993; Brack, 2002;

Nowak and Crane, 2002; McHale et al., 2007).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무분별한 도시의 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0

1)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주택정보처, 도시정보부는 행정구역 읍 이상 거주자를 도시민으
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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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국가 토지 계획과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도시 지역 내에 그린벨

트 제도를 운용해왔다(Bengston and Youn, 2006). 시민 사회 부문에서

도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림 등의 녹지를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해 왔다(Park, 200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조에는 ‘도시

림’을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

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은 도시림의 구성 체계를 나타낸

다(산림청, 2007).

생활권도시림 비생활권 도시림
산림과 수목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지

산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공공공지, 저수지

표 1. 도시림의 구성 체계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권 도시 녹지의 면적은 34,778ha이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0.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산림청, 2009). 생활권 도

시 녹지란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함에 별도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녹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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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활권 도시 녹지의 면적을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는 

7.76㎡/인으로,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권장한 기준 9㎡/인에 미치지 못

하는 면적이다. 그림 1은 주요 도시별 1인당 생활권 녹지 면적을 나타낸 

그림이다. 파리(13㎡/인), 뉴욕(23㎡/인), 런던(27㎡/인) 등 선진국의 주

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적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1인당 생활녹지 면적 
(단위: ㎡/인)

한편, 우리나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산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0.4%, 여론선도층의 92.0%가 도시림에 대한 수요

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Gallup Korea, 2006).

증가하는 도시림 수요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산림 정책이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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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기본법』 제18조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도시 내에 산림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9조의 

2(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도시지역의 산림

과 수목,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도시림의 현황 및 전망,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도시림의 확충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현재, 도시림 기본계획(2008-2017)이 2007년에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산림청, 2007). 본 기본계획의 선언적 목표는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목표의 달성 여부를 

나타내는 정량 지표로 201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을 10㎡로 

확대함을 제시하였다(그림. 2).

그림 2.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 도시림 확대 계획
(단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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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의 하나로 녹색의 양 확충과 질 

향상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의 양 확충 부분에는 도시 지역에서 녹화가 

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발굴토록 하고 있으며, 녹색의 질 향상에는 방치

된 도시림의 건강성을 증진토록 하고 있다.

도시림에 대한 도시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민의 

수요에 맞도록 도시림이 설계되어야 한다(Bell et al., 2005). 도시림에 대

한 수요는 사회 활동, 고독, 평화와 평온, 안전, 미적 가치, 생물다양성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Bell et al., 2005; Tyrväinen et al., 2005).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서도 도시림의 기능을 공원형, 경관형, 방풍방음형, 생산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시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양 기능을 가장 중요하

다고 대답하였다. 장철수 등(2002)은 일반시민의 45.6%가 도시림의 문화 

및 휴양 기능을 1순위로 꼽았다고 하였다. Gallop Korea(2006)의 설문조

사에서도 응답자의 48.3%가 도시림의 휴양 기능을 가장 중요하다고 대

답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도시림이란 환경재를 도시민에게 공급함에 도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휴양지로서의 도시림에 대한 도시

민의 선호(preference)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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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사회과학 연구에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는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International Union of Forestry Research

Organizations:IUFRO) 회장인 Niels Elers Koch는 2012년 8월 29일에 

국립산림과학원 90주년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과학과 정책

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 IUFRO 주도의 ‘Science-Policy Initiatives’를 

운영한다고 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과학자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
고 있다.” 

정책 결정권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는 도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림의 설계 및 관리 방안일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부터 성과관리 제도를 운용하

고 있다. 성과관리 제도는 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

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6호).

현재 도시림 관련 정책의 성과지표는 WHO 권고 수준 대비 1인당 생활

권 도시림 면적률이다2). 이 지표는 정책의 투입 및 산출을 나타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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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는 아니다. 본 지표가 의미가 있

으려면, 정책 도입으로 도시림의 면적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의 후생

변화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림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 제고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림 정책 도입으로 도시림의 다양

한 속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 휴양과 관련한 정책의 성과지표로는 자연휴양림 가

동율(%), 숲 해설 서비스 수혜율(%), 숲길 이용자 만족도(점)를 설정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는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로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만족

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3). 해당 사업에 대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

산하는 방법이다. 산림청은 2011년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 생태숲 조성 사업의 만족도가 8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은 65.2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발표하였다. 본 논문

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시림 조성 사업은 70점대 후반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본 만족도 조사 역시 산림 정책의 설계를 

담당하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시행된 세부 시책의 효과를 분리해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

의 보도자료에서 지역 생태숲 조성 사업의 점수가 전년 대비 3점이 상승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는 생태숲을 어떻게 

2)산림청의 도시녹지 조성을 확대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도시림 면적 증가율(%)
과 전국 도로 가로수 조성 비율(%)이다(2012년도 산림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3)산림청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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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여 만족도가 증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만족도 조사만으

로 정책 간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정책 결정권자가 도시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도

시민의 도시림에 대한 선호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도시림의 설

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도시림 정책의 효과

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데

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1.3 연구 질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네 가지이다. 그 첫 번째 질문

은 다음과 같다.

“휴양지로서 가장 선호되는 도시림의 형태는 무엇인가?”

도시림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 숲의 다양한 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2와 같이 숲 속성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Ribe,

1989; Gundersen and Frivold, 2008). 따라서 이 질문은 숲의 속성별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도, 속성 간의 관계, 도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는 속성에 대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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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dersen and Frivold(2008)는 산림 경관에 대한 선호를 분석했던 53

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행하여 일반적으로 나무가 클수록, 숲의  

발달 정도가 진행될수록 숲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분석에 활용한 선행연구는 주로 경관 수준에서 숲의 미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였다. 김의경 등(2010)도 산림형태, 임상, 소밀도, 관광접근성,

수계접근성을 속성변수로 설정하여 산림 경관 가치를 평가하였다.

Ribe(1989) Gundersen and Frivold(2008)
Tree size
Tree type and quality
Scenic prediction models
Forest structure
Understory
Ground Vegetation
Forest density
Thinnings
Unmanaged forests
Management program
Harvest methods
Post harvest treatments
Fire impacts
Insect inpacts
Change over time
Plantation

Openness
Density
Species composition
Age of trees
Size of trees
Stratification
Dead standing trees and windfalls
Filed layer
Forest stands in a landscape context
Forest scene compared with other 
landscape scenes
Regeneration cuttings
Intermediate cuttings
Other silvicultural treatments
Use of exotic tree species
Afforestation of farmland
Forest infrastructure(trail, road, fireplace)

표 2. Ribe(1989)와 Gundersen and Frivold(2008)의 연구에서 고려된 숲의 속성

휴양지로서 도시림을 대상으로 속성별 선호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Axelsson-Lindgren and Sorte(1987)는 시각적 요소가 풍부한 숲길이 야

외활동에 있어 선호됨을 보였고, Tyrväinen et al.(2005)은 휴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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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숲의 자연성(naturalness)에 긍정적으로 반

응하며 평화와 평온을 찾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현교 등(2004)이 전국의 6개 도시 12개 도시공원 이

용객을 대상으로 건강, 환경, 사회심리,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여 산악형 

도시공원의 편익이 도시근린형 도시공원의 편익보다 높다고 하였다. 도

시림은 아니지만, 전정남(2008)은 전국의 33개 휴양림을 대상으로 산림

의 휴양 편익을 추정하고, 자원의 특성이 편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는 평균수령, 침엽수 비율, 자연림 비율, 대중교통 운영횟수가 증가

할수록 편익이 증가함을 보였다.

사실, 숲의 휴양 기능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방문객의 현시된 선호

(revealed preference)나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분석하여 휴양

지로서 숲의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반 

숲에는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이하 TCM이라 한다.)이 주로 사

용되는데, 도시림에는 TCM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도시림을 방문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방문객간 소요 비용의 차이가 작기 때문

이다(Tyrväinen et al., 2005).

도시림의 휴양 가치는 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ing Method :이하 

HPM 이라 한다.)(Morales et al., 1976; Morales, 1980; Morales et al.,

1983; Anderson and Cordell, 1988; Garrod and Willis, 1992;

Tyrväinen, 1997; Thompson et al., 1999; Dombrow et al., 2000;

Tyrväinen and Miettinen, 2000; Thorsnes, 2002; Ko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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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er et al., 2010)이나 조건부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이하 CVM이라 한다.)(Tyrväinen, 2001; Jim and Chen, 2006;

Treiman and Gartner, 2006; Vesely, 2007; Lo and Jim, 2010)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HPM과 CVM은 도시림의 다양한 속성을 분리하여 선호를 규명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HPM은 숲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내구재, 즉 집

이나 건물을 구매한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숲과의 거리, 조망

을 제외한 다양한 숲의 속성을 분석할 수 없다. CVM은 다양한 속성을 

고려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할 수 있으나, 속성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CVM의 결과만으로는 응답자가 특정 속성에 얼

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규명할 수 없다. 반면,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이하 CE라 한다.)은 환경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을 구분

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속성별 선호 규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정책 결정권자는 환경재의 전체적인 잃고 얻음보다는 환경재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

다(Hanley et al., 1998).

CE를 활용하여 휴양지로서의 숲에 대한 속성별 선호를 규명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Adamowicz et al., 1998; Hanley et al., 1998; Boxall and

Macnab, 2000; Watson et al., 2004; Horne et al., 2005; Scarpa and

Thiene, 2005; Brey et al., 2007; Christie et al., 2007; Nielsen et al.,

2007; Bujosa Bestard and Font, 2009; Bujosa Bestard and Font, 2010;

Edward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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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ttributes
Adamowicz et al.(1998) Animal population, Wilderness area, Recreation restriction, Forest industry employment, Changes to provincial income taxes†, Forest management agreement area
Hanley et al.(1998) Felling, Shape, Species, Tax†
Boxall and Macnab(2000) Distance, Access with recreation area, Encounter with other recreation, Evidence of forest activity, Moose population, Opportunity to see wildlife species
Watson et al.(2004) Protected area, Age of stand, Recreation, Biodiversity level, Change in taxes†
Horne et al.(2005) Species richness at each site, Average species richness, Variance of species richness, Scenery et each site, Annual costs of management(Change in municipal taxes)†
Scarpa and Thiene(2005) Travel cost†, Severity, Difficulty of climbs, Shelters, Number of climbs, Access
Nielsen et al.(2007) Price†, Varied tree height in the stand, Species(Broadleaves, Mix of conifers and broadleaves), Fallen dead tree in the stand 
Christie et al.(2007) Types of trail, Optional trail obstacles, Bike wash facilities, Changing and shower facilities, Information, Surrounding, Distance
Brey et al.(2007) Picnic, Drive, Mushrooms, CO2, Erosion, Payment†
Bujosa Bestard and Font(2009) Travel cost†, Picnic site, Hiking trails, Climbing area, Killometers of road, Distance to main roads, Isolated building, Reservoir, Water treatment plant, Dry-farming area, Citrus-farming area, Conifer forest, Mixed forest, Juniperus area, MPAR shape complexity, Patches variation, Total edge, Visibility index, Landscape quality
Bujosa Bestard and Font(2010) Travel cost†, Picnic site, Playground, Parking, Camping site, Hiking trail, Climbing area, Kilometers of roads, Distance to coast, Reservoir, Cistrus-farming area, Shrubland, Broad-leaf forest, Mixed forest, Juniperus area, Burned area, Urban area, Cliffs, Total edge, Patches variation, Visibility index, Landscape quality
Edwards et al.(2012) Management intensity, Phases of development, Tree species types
† 비용변수

표 3. CE 연구에서 사용된 숲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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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들은 지형, 수문 등 비생물적 요소(abiotic elements)와 종풍부도,

다양성, 수고, 수령 등 생물적 요소(biotic elements)뿐만 아니라 관리 방

법, 시설, 인프라 등 인위개변적 요소(anthropogenic elements) 등을 두

루 고려하였다(표 3).

반면, 휴양지로서 도시림의 속성별 선호를 규명한 CE 연구는 드문 편이

었다. Arnberger et al.(2010)은 휴양객의 수, 사용자 유형, 그룹의 크기,

방문객의 장소, 애완동물의 존재 여부, 이동 방향을 속성별수로 설정하여 

도시 숲길에 대한 선호체계를 분석하였다. Nordh et al.(2010)은 잔디,

덤불, 꽃밭, 인공폭포, 방문객의 수를 속성변수로 하여 휴식을 위한 도시

공원의 선호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방문객의 행동과 경관의 구성 

요소를 도시림의 속성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위 두 연구에는 표 3에서 

활용된 시설, 프로그램 같은 유무형의 설계적 요소가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관련 CE 연구가 진행되었다. 홍성권 등(2010)은 자원

보전, 교육, 레크리에이션, 시설, 접근성, 입장료를 속성변수로 설정하여 

수목원의 휴양가치를 평가하였고, 강기래 등(2011)은 안내원, 디자인, 수

목종류, 지불요금을 속성변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표 3에서 활용된 생

물다양성 등 숲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 등이 다수 빠져 있다.

CE에서 속성변수의 선택은 전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의해 결정된

다. 하지만 속성의 조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용변수 같은 특정 속성 

변수의 포함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Hensher,

2006; Pedersen et al., 2011). 이는 도시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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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속성 조합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

시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을 선택하여 그 선호체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특성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도시림의 속성별 선호에 이질성(heterogeneity)이 있는가? 이질성이 
있다면 그 형태는 어떠한가?”

모든 사람이 환경재의 질과 양의 변화에 같은 선호를 보인다고 볼 수 없

다는 것이 최근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Hess et al.(2005)은 상식에 맞지 

않는 선호가 도출된 연구 결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모수의 이질성

을 인정한 모형이 모수를 고정값으로 추정하는 모형에 비해 모형의 설명

력이 높아짐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점 추정보다 

더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방법적 의의가 있다.



- 15 -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Stamps(1999)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환경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 CE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특성(Socio-economic

characteristics)이 환경에 대한 선호에 미친 영향이 규명된 바 있다

(Axelsson-Lindgren and Sorte, 1987; Hanley et al., 1998 ;Scarpa and

Thiene, 2005; Nielsen et al., 2007; Arnberger et al., 2010; Nord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거주지, 결혼여부, 교육 및 소득 수

준, 가계 구성, 직업 등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선호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 볼 것이다4). 한편, Boxall and Macnab(2000), Christie et

al.(2007)은 휴양객의 유형이, Morris et al.(2009)은 휴양 참여 빈도가 환

경 선호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 바 있다. 이에 방문 목적과 빈도와 같은 

휴양 형태가 숲의 속성별 선호에 미친 영향도 규명할 것이다.

Milon and Scrogin(2006)은 최근 선호의 이질성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

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 이외에 환경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 측정(psychometric measure)5)

을 통하여 환경 태도를 정량화하고, 환경 태도가 도시림 속성별 선호에 

4)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명은 4.2.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 규명에 기술
하였다(p. 127 참조).

5)심리 측정이라 함은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체계적이고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
다. Milon and Scrogin(2006)은 응답자에 환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하고, 태
도가 환경선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도시림 보전 의지를 활용하였다(p.127~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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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산림 관리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도시림의 속성이 변화하는 경우, 도
시민은 이 속성 변화 분에 대하여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는가?”

환경질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변화는 금전적 가치로의 환산함으

로써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은 도시림 기본계획의 투입 예산 

계획이다. 도시림 기본계획의 총 소요 예산은 2012년 산림청 예산(약 1

조 8천억 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양이다. 10년 동안 총 3조 원이 도시

림에 투입되게 되는 만큼, 예산 투입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더 효율적인 도시림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도시림 기본계획에 투입되는 소요 예산
(단위 : 1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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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의의

1.4.1 내용적 측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일련의 분석 절차, 즉 4개의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

은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정책 결정권자

에게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림의 속성별 이용자의 선호 성향과 정도는 도시림 관리 정책

의 방향과 예산 투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 둘째, 도시림의 속성 간의 관계와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규명

함으로써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선호에 대한 이질성

의 확인은 산림 관리 정책 세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넷째, 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 규명은 도시림 정책 고객을 세분화하

여 접근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섯째, 도시림의 속성 변화에 따른 이

용자 후생의 변화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함으로써 산림 정책 도입에 따른 

투자 효과를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정책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과 정책 투자 효과

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주장인 고객 지향

성 및 성과 지향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6).

6)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는 행정가의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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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방법적 측면

CE는 속성별 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결정권자에게 실질적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CE를 적용함에 속성변수

의 모수를 추정하는 계량분석 방법은 다양하며, 이들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쟁점들이 있다.

첫째, 도시림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을 특정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이

질성이라 함은 효용함수의 추정 모수가 따르는 사전 확률분포 모양을 의

미하는데, 참에 가까운 모수의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

가 있다. 둘째, 도시림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연속 값을 갖는 확률분포로 나타내거나 복수의 이산 값으로 나타

내는데, 각각의 고유의 장점 때문에 어떤 추정 방법이 적합한지를 논쟁 

하고 있다(Greene and Hensher, 2003). 셋째, 추정 모수의 사칙연산을 

통해 한계지불의사나 소비자잉여를 계산할 때의 문제이다. 분모로 쓰이

는 모수의 임의성 허용 여부와 모수 간 상관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가 진행 중이다. 각각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CE가 환경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분석의 틀로 널리 활용되

는 만큼, 국외 학술지에서는 이들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

만 국내에서 발간된 환경 분야 CE 연구는 이러한 쟁점 사항들을 깊이 

살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다룸으로써, 국내 CE 연구의 방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의의를 두

고자 하였다.



- 19 -

1.5 연구의 구성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4). 제2장에

서는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방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

에서는 실험 설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

를 제시하고, 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본 연

구가 분석 방법에도 큰 비중을 둔 만큼 제2장의 연구 방법과 제4장의 결

과 및 고찰은 모수 특성, 선호의 이질성에 대한 원인, 한계지불의사로 구

분하였으며, 각각은 모수 추정 방법에 따라 다시 구분하였다.

그림 4.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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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CE의 개요

선택실험법(CE)은 환경재의 금전적 가치평가를 위한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의 하나로,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하

기 위해 고안된 Conjoint Analysis(이하 CA라 한다.)에서 유래하였다

(Green and Srinivasan, 1978).

그림 5의 Choice Modelling(이하 CM이라 한다.)은 CE와 CA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CE에서는 다수 속성으로 이루어진 대안 간의 선

택(choice)만을 고려하는 반면, CA은 선택뿐만 아니라 대안 간의 순위

(ranking), 점수(rating)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Louviere et al.(2010)은 CA와 CE의 이론적 차이를 규명하여, 두 방법을 

동의어로 사용해서 안 되며, CE가 CA의 하위개념이라 해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CE가 확률효용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간접효용

함수의 확률부문(error component)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CA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CE에서는 예산이나 시간의 제약 조건에서 

실험한다는 점에서 CE가 경제 분석 모형에 더 가깝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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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 유형
*출처 : Gasparatos and Scolobig(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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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E의 이론적 기반

CE는 McFadden(1974)의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과 

Lancaster(1966)의 특성수요이론(the characteristic theory of demand),

Hanemann(1984)의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론적 기반

으로 한다.

2.2.1 확률효용모형

간접효용함수 Uni는 확정 부분 Vni와 확률 부분 eni로 구성된다. 응답자 n

이 선택 대안 i를 선택했을 때의 간접효용함수는 [식 1]과 같다. eni는 재

화의 특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효용을 뜻하는데, 그 형태에 대한 규정

은 최우추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_[식 1]

2.2.2 특성수요이론

확정부분 Vni는 [식 2]와 같이 m개의 속성 벡터 Xi의 선형 합으로 구성

된다. 특성수요이론은 환경재가 다수 속성으로 구성된다는 CE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_[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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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이산선택모형

n번째 응답자가 선택 대안 j대신 i를 선택할 확률은 [식 3]과 같다. 즉 i

를 선택했을 때의 효용이 j를 선택했을 때의 효용보다 큼을 의미한다. 이

산선택모형은 모든 인간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의사를 

결정한다는 효용극대화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Pr  _[식 3]

2.3 CE의 활용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CE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의 수가 

464편에 이르며, 경제, 건강 정책, 환경, 농업경제, 교통 등 다양한 분야

에서 CE가 활용되고 있다7). 방법론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CE의  

이름을 딴 저널(Journal of Choice Modelling)8)이 2008년부터 출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기정 등(1992)이 지방도시의 교통수단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후, 2012년 10월 현재까지 CM을 활용한 94편의 논문이 확

인되었다. 한국학술정보에서9) CM이 활용된 분야는 경제, 경영(호텔, 외

식, 항공, 품질), 교육, 관광, 가정, 산업공학, 영양, 환경정책/공학, 마케

7)Web of science©에서 title에 choice와 experiment를 동시에 포함하는 논문이 그 대
상이 된다(2012년 10월 현재).

8)http://www.jocm.org.uk/index.php/JOCM/issue/archive
9)제목에 ‘컨조인트’가 포함된 논문이 83건, ‘선택실험’을 포함한 논문 11건이 확인되었

다(2012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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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환경재 가치 관점 속성
현중영과 유지현(1999) 아파트 실내 조경 삶의 질 관엽식물, 난, 수경요소, 자연소재, 인공소재, 민속소재, 조명
홍성권 등(2001) 녹색 관광 휴양 숙소종류, 편의시설, 식사, 녹색체험 종류, 이벤트, 비용†, 계절

유승훈 등(2003) 대기 질 오염 회피 사망위험, 질병위험, 먼지피해, 시정거리피해, 비용†

조승국과 신철오(2005) 한강 수질 이용/보전 여가와 관광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가격†

이덕재(2006) 지리산국립공원 경관 근거리경관, 중거리경관, 물경관, 원거리경관, 하늘색경관

곽승준 등(2006) 한강 하구 보전 수산자원산란및서식지기능, 조류및야생동물서식지기능, 수질정화기능, 심미문화적기능, 지불액†

조승국 등(2006) 대기 건강효과 폐암사망, 유아사망, 천식,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가격†

표 4. 환경 분야 CM 연구 현황

팅, 식품유통, 데이터정보, 의류 등 다양하다.

환경 분야의 경우, Adamowicz et al.(1994)의 연구 이후, CM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Abdullah and Mariel, 2010; Hoyos, 2010). 우리나라의 환

경 분야에 적용된 CM 연구는 산림, 강, 대기 등의 환경재를 대상으로 

휴양, 보전, 경관, 건강 등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환경재 별로 다양한 

속성을 활용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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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2006) 댐 호수 휴양 호수규모,수질,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혼잡도, 유람선, 낚시, 차량진입, 주변관광지, 전시관, 숙박시설, 음식점
권오상 등(2007) 한탄강 휴양(레프팅) 소요시간, 레프팅가격†, 급류개수, 물의탁도, 날씨, 혼잡도, 안전요원, 주차장, 경관설명
김주영과 서충원(2008) 택지개발사업 이용(거주) 택지규모, 개발밀도, 접근성(시가지), 주택크기, 주택유형, 자족시설, 상업용지 배치, 녹지배치
최흥규(2009) 간척지(새만금) 관광 여행비용†, 레포츠활동, 숙박시설, 연계관광시설
신영철 등(2009) 주요습지 보전가치 습지면적, 주요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 일반 생물종수준, 보호지역지정여부, 부담금†

김해창 등(2010) 아파트 단지 저탄소 태양광발전, 빗물저장소, 단지녹화, 생태주차장및연못, 환경교육
유진채 등(2010) 산림 공익기능 수원함양 및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이산화탄소흡수, 생활환경형성, 산림휴양, 생물다양성보전,경관개선, 세금†

김의경 등(2010) 산림 경관 산림형태, 임상, 소밀도, 관광접근성, 수계접근성, 세금†

홍성권 등(2010) 수목원 휴양 자원보전, 교육, 레크리에이션, 시설, 접근성, 입장료†

강기래(2011) 수목원 휴양 안내원, 디자인, 수목의 종류, 지불요금†
† 비용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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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환경 정책 분석에서도 CM이 활용되는 것은 정책결정자는 환경

재의 전체적인 잃고 얻음 보다는 특정 속성의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Hanley et al.(1998)은 CVM에서 문제되었던 

yea-saying의 문제10)와 포함효과(embedding effect) 문제11)를 CE가 해결

할 수 있으며, 가치이전(value transfer)12)에도 CVM보다 적합하다고 하

였다.

CE는 환경재의 속성에 비용(입장료나 세금) 변수를 추가하여, 해당 속성

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지불의사의 변화분, 즉 한계지불의사(Marginal

Willingness to pay: 이하 MWTP라 한다.)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계지불의사 식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효용함수의 확

정 부분을 [식 4-1]과 같이 다시 표기하였다. 한계지불의사를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속성변수는 xk이다.

    
 

…
[식 4-1]

10)Yea-saying의 문제라 함은 응답자가 제시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예’라고 대답하면서 발생하는 편의를 의미한다. 

11)권오상(2007)은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포함효과를 ⓛ범위효과, ②순서효
과, ③합산문제, ④도덕적 만족감 또는 유사이타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2)이미 추정된 환경재 가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관련 속성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메타 
회귀식을 추정하여 평가되지 않은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안소은
(2007a, 2007b)은 그간 진행된 환경재 가치평가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가치 이전 함수식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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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2]는 [식 4-1]을 전미분한 결과이다.

 
 












…[식 4-2]

환경재 xk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의 지불의사는 [식 4-3]과 같다. 분모는 

속성변수의 변화분(dXk)이고, 분자는 비용변수의 변화분(dfee)이다. 이때,

나머지 속성변수의 변화분(dXi)과 전체 효용의 변화분(dV)은 없어야 한

다.

 


  …[식 4-3]

[식 4-3]에 dV와 DXi가 0일 때의 [식 4-2]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식 4-4]

가 도출된다. 전체 효용(V)을 속성변수 xk로 편미분한 βk는 분자에, 전체 

효용을 비용변수 fee로 편미분한 βfee는 분모에 위치하게 된다.

 


   












 _[식 4-4]

CE는 환경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 즉 보상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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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ng Surplus: 이하 CS라 한다.)를 [식 5]와 같이 도출할 수 있

다(Hanemann, 1984). 환경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를 경제

적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나

타내는 기준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ln



exp ln


exp_[식 5]

※a는 변화 후의 상태를, b는 변화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응답자는 속성변수 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안을 선택한다. 이를 수치

로 규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속성변수 중 

A번째 속성변수의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이하 RI라 한다.)

는 [식 6]과 같이 산정한다(Halbrendt et al., 1995). RA는 A번째 속성변

수가 갖는 범위13)를 뜻한다.

 









_[식 6]

2.4 CE의 절차

CE의 절차는 그림 6과 같다(Lancsar and Louviere, 2008)14).

13)더미변수의 R은 1이고, 0,1,2,3의 값을 갖는 연속변수의 R은 3이다.

14)Lancsar and Louviere(2008)가 제안한 절차 별 체크리스트는 부록 Ⅲ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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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E의 절차
(Lancsar and Louvier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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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모수 추정 방법 

CE에서 계량적 방법으로 속성변수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각각의 추정 방법에 관해 기술하되, 방법적으로 쟁점

이 되는 사항은 강조해서 언급할 것이다.

2.4.1.1 조건부로짓모형

선택실험법이 등장한 초기에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이하 MNL이

라 한다.)이나 조건부로짓(Conditional logit:이하 CL이라 한다.)이 주로 

사용되었다. [식 1]에서 효용함수의 확률부분 eni가 제1극한치 분포

(Gumble distribution/Extreme value type I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

정함으로써 모수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성우 외(2004)는 MNL은 개

인 속성을 고려하고, CL은 재화 속성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고 하였다. 전자는 사안 별 특이 속성(case specific attribute)이고, 후

자는 대안 별 특이 변수(alternative specific attribute)이다.

Train(2003)은 MNL/CL의 세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무관한 

대안 간 독립성(Irrelevant independence alternatives:이하 IIA라 한다.)이

라는 강한 가정을 수반한다는 점이다15). 둘째, 모수의 이질성, 즉 특정 

속성변수가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셋째, 확률변

15)IIA는 제시된 여려 대안 가운데 한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다른 대안에 존재의 유무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의미한다(Louviere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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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 연구자가 IIA 가정, 즉, 제시된 대안 간의 선택에 다른 대안의 존재

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가

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CL을 활용한 선택실험법의 결과는 타당성이 

인정받기 어렵다. 응답자에게 모든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

오상 등(2007)은 CL에서 IIA 가정이 위배됨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 있

다. 두 개의 선택 대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실험과 둘 다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대안을 추가한 실험에서 추정된 모수가 같다는 가설을 수립,

Hausman and McFadden(1984)의 방법으로 검증한 것이다(p.79의 [식 

18] 참조). 즉, CL의 결과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IIA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특정 속성에 대한 선호를 고정값(fixed value)으로 보는 것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실제로 이질성을 인정하는 혼합로

짓(Mixed logit:이하 MXL이라 한다.)16), 잠재집단모형(Latent Class

model:이하 LCM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경재의 속성별 가치를 평가한 

연구들에서 이질성)이 대부분 확인되었다. 이상 CL의 방법적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항프로빗(Multinomial probit: 이하 MNP라 한

다.)17), MXL, LCM이 사용되고 있다.

16)이성우 등(2004)은 다항로짓모형(MNL)은 개인 속성(z)만을 고려하고, 조건부로짓모형
(CL)은 대안 속성(x)만을 고려하고, 혼합로짓모형은 대안 속성과 개인 속성을 모두 고
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혼합로짓모형은 모수가 특정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임의모수모형(random parameter model)을 의미한다.

17)본 논문에서 MNP는 직접 다루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 부록 Ⅱ에 연구 방법과 결과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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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혼합로짓모형

MXL이 IIA라는 가정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모수의 이질성을 인정한다

는 점에서 이른바 최신 방법(State-of-Art)으로 간주하고 있다(Hoyos,

2010). 실제 MXL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Model의 적합도(goodness of fit)

를 나타내는 로그우도와 Pseudo R2이 MNL/CL에 비해 개선

(out-perform)되는 것이 확인되었다(Hoyos, 2010). MXL에서 응답자 n이 

대안 i를 선택할 확률은 [식 8]과 같다.

 _[식 8]

Lni(β)는 모수, β를 추정하기 위한 로짓확률이고, f(β)는 모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밀도함수이다. 이처럼 MXL이 모수를 점이 아닌 임의 값을 

갖는 분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임의모수모형이라고도 불린다. MXL에서도 

간접효용함수의 확률부문 eni이 제1 극한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나,

IIA 가정은 수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Pni/pnj 이 대안 i와 j 이외에 다

른 대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Train, 2003).

MXL은 확률분포를 따르는 모수를 특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방법으

로 Lagrange multiplier-검정(McFadden and Train, 2000), 우도비-검정

(log-likelihood ratio), t-검정이 사용되고 있다. Lagrange multiplier 검정

은 확률변수로 가정한 t번째 변수, xt에 대하여 가상변수(artificial

variable), zt
18)를 추가한 Model에서 zt의 모수가 0과 같다는 가설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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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우도비 검정은 해당 속성변수를 확률변수

로 가정한 Model이 속성변수를 확정변수로 가정한 Model에 비해 적합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지로 판단하는 방법이고, t 검정

은 모든 속성변수가 확률변수라 가정한 모형에서 모수의 이질성을 나타

내는 대위모수19)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지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혼합 분포의 다차원 적분을 수반하는 선택확률, [식 8]을 직접 추정할 수 

없다(Brownstone and Train, 1998). 적분 계산은 다음의 모의실험 과정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①사전 확률분포 f(β|θ)에서 β를 하나 뽑고, βγ

이라 명명한다. γ는 추출 번호를 의미한다. ②로짓확률, Lni(β
γ)을 계산한

다. ③앞선 두 과정을 R번 반복하고 로짓확률의 평균값을 낸다. ④모의

실험에서 도출된 로짓확률을 모의우도함수(Simulated log-likelihood

function)([식 9])에 넣고, 최우추정을 통해 모수를 추정한다.

 


 ln














_[식 9]

※SLL은 Simulated Log-Likelihood의 약자이다.

18) 가상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9) 모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에서 대위모수는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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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L의 경우에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를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나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한다. Hole(2007)이 고

안한 STATA®의 MXL 코드인 mixlogit.ado에서는 위 두 확률분포만을 

사용할 수 있다. [식 8]의 f(β|θ)가 정규분포라 가정하면 선택확률은 [식 

10]과 같다. 최우추정을 통해 대위모수인 평균(b)과 분산(W)을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모수 β의 특성을 가늠하게 된다.

∋ 





 




∋


∋ 



_[식 10]

※Φ은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다.

확률분포의 종류는 그림 7과 같이 다양하다. 분포는 양쪽 꼬리 경곗값의 

존재 여부(Bounded/Unbounded), 대칭성(symmetry)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로그정규분포나 Weibull 분포처럼 범위를 양의 값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지금까지 MXL에서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된 분포로는 정

규분포, 절단(truncated)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 삼각분포(triangular distribution), Sb Johnson분포 등이 있

다(H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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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확률분포의 유형
*출처 : EasyFit 5.5(http://www.mathwave.com)

무료 소프트웨어인 BIOGEME20)(Bierlaire, 2003, 2008)에서는 정규분포와 

균등분포를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이밖에 정규분포를 

활용하여 로그정규분포와 Sb Johnson분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균등분포

를 활용하여 삼각분포21)를 활용할 수 있다. 확률분포 별 BIOGEME의 코

드와 추정 모수는 표 5와 같다.

20)BIOGEME는 BIerlaire Optimization toolbox for GEv Model Estimation의 약자이며, 
biogeme.epfl.ch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데모 화면은 그림 8과 같다.

21)BIOGEME에서는 좌우대칭인 삼각분포만을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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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포 BIOGEME 코드 추정모수
Normal μ [ σ ] * attribute μ : Mean, σ : Std.dev

Log-normal exp ( μ [ σ ] ) * attribute μ : ln(Mean), σ : ln(Std.dev)

Sb Johnson a * exp ( μ [ σ ] ) / (1 + exp ( μ [ σ ] ) * attribute a:scale par. μ,σ : shape par.*location par. was fixed at zero.
Uniform a { b } * attribute a+b: maxa-b: min

Triangular a { b1}*attribute+a{b2}*attribute
[LinearConstraints] b1–b2=0

b1:minb2:max,a: mode(peak)

표 5. 확률분포별 BIOGEME 코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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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L로 특정된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는 모수의 이질성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의 빈도이다. 단,

로그정규분포와 같이 분포의 영역을 양(+) 혹은 음(-)으로 제한하는 경우

에는 반대 집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둘째, 평균을 중심으로 형성된 

분포의 모양이다. 이는 분포의 표준편차, 첨도(Kurtosis), 왜도(Skewness)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률분포의 종류에 따라 나타내는 이질성의 성격이 다른 만큼 모수를 가

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확률분포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확률분포에 대

한 사전 정보가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복수의 확률분포를 

임의로 가정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모수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

는 확률분포를 사후에 선택해야만 한다.

Hess and Axhausen(2005)은 표 6에 제시된 32개의 확률분포에 대하여 

10가지 방법으로 검정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Su Johnson분포가 가장 적합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밖에 Beta, Erlang, Gamma, Logistic, Weibull

등의 상대적으로 유연한 확률분포의 적합도가 높았으며, 정규분포는 대

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로그정규분포22)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떤 분포도 모든 방법에 고루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22)Hess and Axhausen(2005)는 로그정규분포의 적합성이 낮은 이유를 꼬리가 길고 두꺼
운 분포의 특성 때문이라 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로그정규분포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한 Sb Johnson분포가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이다. 즉, 모수의 이질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확률분포는 전적으로 실제 데이터
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 38 -

Distribution Test
Unbounded distribution Equal chi-squared test

Cauchy Recovery of true mean
Error Recovery of true variance
Exponential power Relative likelihood per observation
Extreme value type A Recovery of lower octile 
Extreme value type B Recovery of upper octile 
Su Johnson D-F mean
Laplace D-F max
Logistic Weighted difference approach A
Normal Weighted difference approach B
Student’s t

Left-bounded distribution
Chi-square
Erlang
Exponential
F
Gamma
Inverse Gaussian
Inverted Weibull
Log-Laplace
Log-logistic
Lognormal
Pareto
Pearson type V
Pearson type VI
Random walk
Rayleigh
Wald
Weibull

Bounded on both sides
Beta
Sb Johnson
Power function
Triangular
Uniform

표 6. Hess and Axhausen(2005)이 사용한 확률분포와 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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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 et al.(2005)은 하나의 속성변수, 여행시간만이 정규분포, 로그정규

분포, Sb Johnson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세 개의 혼합로짓모형을 비교

하였다. 두 개의 속성변수로만 구성된 Model에서 로그우도를 기준으로 

속성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Model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23). Hess et al.(2005)은 여행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Model에서 모수의 12.41%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통계적 적합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여행 시간에 대하여 양의 값

이 도출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여행시간

의 모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되, 0보다 큰 값은 모두 0으로 고

정한 것을 True model이라 정의하였다. 그들은 True model과 세 Model

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수준을 비교하여 Sb Johnson분포를 따르는 

모수가 True model의 모수와 가장 유사하다고 하였다.

Hess(2010)는 비용변수를 균등분포, 삼각분포,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Sb Johnson분포로 가정한 Model의 로그우도를 비교하였다.

Unconditional Model에서는 Sb Johnson분포를 가정한 Model의 로그우

도가 가장 높았고, Conditional Model24)에서는 삼각분포를 가정한 

Model의 로그우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로그우도만을 Model간 우월성을 

나타내는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23)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Sb Johnson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세 Model의 로그우도
는 각각 -3008.43, -3031.20, -3010.24였다. 

24)Hess(2010)는 Conditional Model를 개인별로 특화된 조건부 분포 모델이라 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Unconditional Model에서 Conditional 
Model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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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ole(2008)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하 BIC라 한다.),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이하 AIC라 한다.)의 낮음을 기준으로 로

그정규분포를 가정한 MXL이 정규분포를 가정한 MXL보다 선호된다고 

하였다. Hole(2008)은 Hess et al.(2005), Hess(2010)와 달리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 혹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비교하였다.

그런데 이상에서 제시된 확률분포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Model

간 상대 비교이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취사선택은 아니다. 즉, 이질성을 

보인 속성변수가 특정 분포임을 가정한 Model이 참이 아니라는 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Hess et al.(2005)이 제시한 

True model 역시 연구자의 임의적인 선택일 뿐, 절대적 기준에 의한 것

은 아니다.

Fosgerau and Bierlaire(2007)는 MXL에서 사전 분포를 잘못 가정하는 

경우, 편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Hess and Axhausen(2005),

Fosgerau(2006)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비모수검정(Semi-nonparametric

test:이하 SNP 검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모수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확률분포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전에 가정한 확률분포 f가 가상의 참 확률분포 g와 같다는 가설

을 수립, 우도비 검정을 통해 사전 확률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

이다. 연속인 확률분포 f를 이산의 다항식(Legendre polynomials)으로 근

사하고25), 여기에 SNP term을 하나씩 추가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SNP

25)Bierens(2008)는 단위 구간(unit interval)의 모든 확률밀도함수를 Legendre 
polynomials으로 근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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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을 추가한 Model g1, g2, g3이 사전 확률분포 f에서 추정된 Model의 

적합도를 증가시켰을 때, f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9). 이때, 두 Model의 비교는 우도비 검정에 따른다.

그림 9. f, g1, g2, g3 의 확률분포 비교
(Fosgerau and Bierlaire, 2006)

SNP 검정으로 적정 분포를 탐색한 연구로는 Fosgerau et al.(2006),

Scarpa et al.(2008), Hoyos et al.(2009), Hoyos et al.(2011)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SNP 검정으로 가장 적합한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를 가려

내 볼 것이다. 그런데 SNP 검정 과정에서 검정 대상이 되는 속성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모두 고정 변수로 처리하거나(Fosgerau and

Bierlaire, 2007), 그 임의성이 인정된 변수들이 모두 같은 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하였다(Scarpa et al., 2008; Hoyo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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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법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도 결과에 변함이 없

어야 한다; ①타 속성변수의 모수가 특정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로 

모형에 추가되는 경우, ②타 속성변수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의 종류가 

다른 경우, ③확률분포를 따르는 속성변수의 모수 간 상관관계가 인정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경우에 대하여 SNP 검정을 각각 시행하

고 결과를 비교하여 SNP 검정 방법 자체의 적합성을 판단해 볼 것이다.

2.4.1.3 잠재집단모형

LCM은 표본을 상대적으로 균일한(homogeneous) 특성이 있는 2개 이상

의 집단26)으로 구분, 각 집단의 모수를 각각 추정하는 방법이다(Boxall

and Adamowicz, 2002). LCM은 MXL에 비해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되며, 한계지불의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Moment27)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Daly et

al., 2012). 응답자 n이 집단 m에 속하면서 대안 i를 선택할 확률은 [식 

11]과 같다.

 




 exp
exp

 _[식 11]

26)이하 본 연구에서는 Class를 ‘집단’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27)MWTP의 moment에 관한 내용은 2.4.3.2 분포 추정 방법에 기술하였다(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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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에서는 최우추정을 통해 집단마다 다른 모수(β1, β2,…,βm)가 추정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Pacifico and Yoo(2011)의 lclogit.ado 코드를 활

용하였다. 이 코드에서 표본을 잠재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은 Dempster

et al.(1977)이 결측값을 다루기 위해 고안한 EM(Expectation and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다.

LCM에서 결측값은 각 집단의 점유율이다. 각 집단의 점유율을 동수에서 

시작, 추정을 수차례 되풀이하여 로그우도를 최대로 하는 점유율 조합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LCM에서 집단의 수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이고, 집단별 점유율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가 된다.

LCM에서 최적 집단의 수는 정보량 규준(Information criteria)에 의해 결

정된다(Train, 2008). 널리 쓰이는 정보량 규준으로는 BIC AIC,

C-AIC(Consistent-Akaike Information Criterion)가 있다. 이 값들은 로그

우도, 추정 모수의 수, 관측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28).

집단 간 모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Wald χ2 통계량을 활용하였다

(Liao, 2004). G개의 집단 간 추정 계수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H0:β

1=β2=…=βG)에 대한 Wald χ2 통계량(W)은 [식 12]와 같이 도출한다. 이 

통계량은 자유도가 G-1인 χ2 분포를 따른다.

28)BIC= -2*로그우도+파라메터 수*ln(응답자 수)
AIC=-2*로그우도+파라메터 수
CAIC=-2*로그우도+파라메터 수*[ln(응답자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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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var(000)ˆvar()ˆ,ˆvar()ˆ,ˆvar()ˆ,ˆvar()ˆvar()ˆˆ,ˆˆvar(* 1132312113121 bbbbbbbbbbbbb =---=---=-- 29)

2.4.1.4 혼합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

MXL과 LCM은 모두 모수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추정방법이다.

Hoyos(2010)는 MXL이 이질성을 연속 값(continuous value)으로 표현하

는 반면, LCM은 이산 값(discrete values)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MXL은 표본 내에서의 이질성을 나타내고 LCM은 하위 

표본인 집단 간의 이질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전자를 

Intra-heterogeneity라 하고 후자를 Inter-heterogeneity라 표현하기도 한

다(Lee et al., 2003).

MXL과 LCM은 각각 고유의 장단점이 있다(Greene and Hensher,

2003). MXL은 이질성을 연속 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엇보다 미지의 확률분포를 가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또한, Boxall

and Adamowicz(2002)가 지적한 대로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LCM은 확률분포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도도 쉽다. 하지만 

이산 값 사이의 모수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Greene and Hensher(2003)는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기준으

29)집단 간 독립이기 때문에 var(βi, βj)는 i와 j가 다른 경우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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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두 방법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어느 하나가 완벽히 우월하다

는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후, MXL과 LCM을 비교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Hole(2008)은 MXL과 LCM의 두 정보

량규준(AIC, BIC)을 비교하여, 로그정규분포를 가정한 MXL이 LCM보다 

선호된다고 하였다. 전자의 AIC와 BIC 값은 2222.22, 2301.32였고, 후자

의 값은 2316.70, 2456.64였다.

Shen(2009)은 Ben-Akiva and Swait(1986)가 제안한 AIC 기반 검정 방

법과 예측 확률의 정확성(Success index)을 기준으로 LCM이 MXL보다 

우월하다고 하였다30). AIC기반 검정 방법이란 두 Model이 중첩되지 않

은 경우31)에 Model의 우월성을 가리는 방법이다. Model A, B 중 Model

A가 참이라는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Model B의 적합도

(ρ2
B)가 Model A의 적합도(ρ2

A)보다 큰 확률이 우변의 AIC를 활용한 값

이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확률 안에 포함됨을 의미한다([식 13]). [식 14]

는 Akaike Log-likelihood index이다.

Pr   ≥ ≤ _[식13]


 

 
_[식14]

K : 속성변수의 수Φ: 정규분포의 누적 확률 함수

30)예측확률의 정확성이란 각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계산하고, 실제 대안 j를 선택했을 
때, 대안 j를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1)두 Model의 함수 형태가 다르거나, 변수의 조합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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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biel(2011)은 다음 네 가지 정량적 기준에 의해 LCM과 MXL의 상

대적 우월성을 검증하였다;①Measures of fits(Log-likelihood, McFadden

R2, AIC, BIC, Chi-square, Correction prediction), ②Ben-Akiva(1986) 검

정, ③Variance of conditional WTP values, ④Choice probabilities.

Sagebiel(2011)은 LCM의 Measure of fit이 높고, WTP의 분산이 작다는 

점에서 MXL보다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LCM이 MXL보다 우

월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보다 모형의 선택은 사전 확

률분포 형태, 즉 이질성에 대한 사전 가정과 연구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

다고 하였다. 글의 마지막에는 Model의 선택은 연구자의 본능 혹은 직

관(finger tip feel: Fingerspitzengefühl)에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정량적 기준에 따라 LCM과 MXL을 

비교하되, 추정방법을 우월성을 가리는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

다. Greene and Hensher(2003)가 지적한 대로, 두 방법은 서로 겹치지 

않는 고유의 장점이 있으며, 선호체계를 나타내는 데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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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

2.4.2.1 조건부로짓모형

Allison(1999)은 집단화된 표본을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경

우, Wald χ2 검정으로 추정계수의 통계적 차이를 규명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검정 통계량(W)의 산정 식은 [식 14]와 같으며, 이 값은 자유도가 

1인 χ2 분포를 따른다32). 성별, 거주지 등 이항의 범주형 변수의 경우,

두 집단의 추정계수의 차이를 이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세 개 이상

의 집단인 경우에는 [식 12]의 방법을 따른다(p. 44 참조).









_[식 14]

반면, 나이, 소득 등 집단으로 나눌 수 없는 연속변수는 이질성의 원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규명한다33); ①사회경제적 변수와 속성변수를 곱하

여 교차변수(Interaction variable)를 구성한다. 교차변수를 구성하는 이유

는 한 실험 내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이가 없기 때문이다. ②교차변

수를 간접효용함수에 추가하고 모수를 추정한다. ③모수의 부호와 유의

성을 기준으로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한다.

32)Allison(1999)은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가 OLS(ordinary least square)와 달
리 잔차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Wald 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33)범주형 변수도 교차변수로 검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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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혼합로짓모형

Revelt and Train(1998)과 Birol et al.(2006)을 비롯한 연구에서 MXL에 

속성변수와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의 곱으로 구성된 교차변수를 추가하여 

조건부 이질성(conditional heterogeneity)을 규명하였다. 실제로 이들 연

구에서 교차변수의 추가로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MXL에서 교차변수의 추정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예컨대, n

번째 속성변수의 모수가 평균이 5이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

다고 하자. 이 속성변수와 m번째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를 곱한 교차변수

의 추정계수가 -3이면, 원래 정규분포는 그림 10과 같이 n번째 속성변수

의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함을 의미한

다. 하지만 교차변수를 포함한 MXL을 모두 추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분포 간 통계적 차이를 드러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적

인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49 -

범주형 변수의 경우, 집단별로 모수를 추정하고, 그 통계적 차이를 규명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Morris et al.(2009)은 도시의 공중 도로

를 구성하는 속성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연구에서 표본을 사용 빈도에 

따라 4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MXL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

만 집단별 선호에 대한 현황(유의성 여부)만 제시했을 뿐, 집단 간 모수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비교 대상 모수가 일부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일부는 고정값을 갖는 경우에 모수의 통계적 비교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oxall and Adamowicz(2002)는 MXL은 방법 자체로는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MXL의 추정 

결과로 모수의 이질성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MXL의 추정 결

과는 모집단의 모수를 의미한다. 모수 자체로는 분포의 특정 부분, 그림 

11의 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

(profiling)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교차변수의 계수를 추정하여 

모수의 분포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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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모집단의 모수를 사전확률로 하고 응답자 개개인의 모수, 개별 모

수(individual parameter)를 추정하는 대안이 있다. 개별 모수는 [식 15]

와 같이 추정 모집단의 모수, 즉 사전 확률분포(f)를 구성하는 모수 벡터 

P와 응답자 개개인의 관측된 선택(yn)을 바탕으로 개별 모수(βn)를 추정

하는 방법이다(Revelt and Train, 2000; Train, 2003). 본 연구에서는 개

별 모수를 추정하고, 특정 부분(그림 11에서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 즉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집단)에 해당하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

함으로써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해 볼 것이다.

 


_[식 15]

2.4.2.3 잠재집단모형

LCM 결과로 이질성이 있는 m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고 하자. LCM에

서 집단 간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m개의 집단 간 사회경제적 변수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방

법이고, 하나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포함된 LCM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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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1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

Birol et al.(2009)과 Garrod et al.(2012)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외한 

LCM 모형으로 집단별 모수를 추정하고, 집단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차이

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각 집단의 비율의 차이를 Pearson

χ2 검정하였다. 소득, 나이 등의 연속변수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통계

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2.4.2.3.2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LCM의 경우, [식 16]과 같이 응답자 n이 m번째 집단에 속한다는 조건

에 대안 i를 선택할 확률(Pni|m)과 응답자 n이 m번째 집단에 속할 확률

의 곱하여, 즉 결합 확률(joint distribution)로 확장함으로써 응답자 사회

경제적 특성이 선호에 미친 영향까지 규명할 수 있다.

  
 



  
  

 




  

 exp 
exp 









 

 exp
exp 



_[식 16]

Pni|m 은 응답자 n이 집단 m에 속하면서 대안 I를 선택할 확률이며, Pnm 응답자 n이 집단 m에 속할 확률이다.

[식 16]에서 x는 속성변수를 의미하고, z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낸다. 응답자 n이 k 집단에 속할 확률은 다항로짓모형의 확률과 같

다(Boxall and Adamowicz, 2002). 따라서 추정 계수 γ은 기준 집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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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에 미친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CL은 표본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복수의 집단으로 사전에 구분하

고, 집단 별로 도출된 모수의 차이를 규명하는 방법인 반면, LCM은 이

질적인 선호체계를 갖는 복수의 집단이 내생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4.3 한계지불의사

2.4.3.1 점 추정 방법

모수를 고정값으로 처리한 CL, MNP, LCM34)은 [식 4-4]를 적용하여 한

계지불의사를 구하면 된다(p.26~27). 이때, Krinsky and Robb(1986)의 

방법을 적용하면, MWTP의 분포를 특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추정된 

모수를 평균 벡터로 하고, 그 분산과 공분산을 분산-공분산 행렬

(variance-covariance matrix)로 하는 다변량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에서 값을 하나씩 추출하여 MWTP를 계산하고,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모의 분포(simulated distribution)를 구하는 방법이다.

2.4.3.2 분포 추정 방법

MXL에서 한계지불의사를 추정함에 다음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①해당 

34)LCM의 경우, 각 집단의 한계지불의사를 구하고, 각 집단의 점유율을 고려한 가중- 한
계지불의사(weighted MWTP)를 도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LCM의 장점을 최대
한 살린다는 의미에서 가중-한계지불의사는 도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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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의 모수(βk)만 확률분포를 따를 때(Model A), ②비용변수의 모

수(βfee)만이 확률 분포를 따를 때(Model B), ③속성변수와 비용변수의 

모수가 모두 확률분포를 따를 때(Model C)이다. 예컨대, βk와 βfee가 모

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Model C의 MWTP 추정 식은 [식 17]과 같다.

 ∼


∼


_[식 17]

그림 12는 두 모수의 상관계수 ρ가 0인 이변량 정규분포의 결합분포

(joint distribution)를, 그림 13은 ρ가 1에 가까운 이변량 정규분포의 결

합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상관계수의 유무와 그 크기에 따라 두 속성변

수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성변수와 비용변수의 

확률분포가 상호 연계되었을 때(Model D)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12. 상관계수(ρ)가 0인 이변량 정규분포의 결합분포 그림 13. 상관계수(ρ)가 0.99인 이변량 정규분포의 결합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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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속성변수 간의 일종의 상반관계

(trade-off)를 고려할 수 있다. 즉, 모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Meijer and Rouwendal(2006), Guevara et al.(2009)의 

연구 등을 통해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를 허용한 Model의 적합도가 확률

변수간 독립을 가정한 Model보다 높음이 확인되었다.

Model A는 분모가 상수와 마찬가지이므로 MWTP의 분포는 분자의 확

률분포를 그대로 따른다. 반면, 분모가 확률분포를 따르는 Model B, C,

D는 모의실험을 통해 분포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Hensher and Greene,

2003). Model의 선택은 우도비 검정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제는 MWTP를 계산함에 분모(Denominator)로 사용되는 비용변수의 

임의성 유무에서 비롯된다. Revelt and Train(1998), Goett et al.(2000)은 

계산의 어려움을 지적35)하면서 MWT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용 변수

를 고정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확률분포를 갖는 분모가 

경계값이 없는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0을 포함하는 삼각분포나 균등분포

는 MWTP의 Moment36)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Fieller, 1932; Daly

et al., 2012).

비용변수의 경우, 입장료나 세금이 높은 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37), 그 분포의 범위를 음의 

35)분모의 값이 0을 포함하는 경우, 모의실험 과정에서 분모가 0에 가까운 값이 선택되
는 경우, MWTP는 매우 큰 값(extremely large value)을 갖게 되며, 0이 선택되는 경우
에는 수학적으로 ‘불능’ 이 된다. 

36)Raw moment는 평균을, Central moment는 분산을, standardized moment는 첨도를 의
미한다. 

37)Hole(2008)은 양으로 추정된 비용변수의 모수를 직관에 반대되는(Counter-intuitive) 
부호 혹은 잘못된 부호(wrong sign)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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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제한한다. 로그정규분포가 흔히 사용되는데, 분포 끝이 길어진

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Sb Johnson 분포가 활용되고 있

다(Hess et al., 2005). Sb Johnson 분포는 그림 14와 같이 분포의 양쪽 

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그정규분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

며, 비대칭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분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림 14. Sb Johnson 분포의 구성
© http://www.vosesoftware.com

그림 14는 Sb Johnson 분포의 극소값과 극대값을 각각 3, 15로 제한하

고38), 두 형상모수(shape parameter) γ와 δ를 변화시켰을 때 확률분포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MXL에서 Sb Johnson 분포를 활용할 때는 위치모

수(location parameter) ξ를 0으로 가정하고39) 형상모수,γ와 척도모수

38)본 Sb Johnson분포에서 위치모수는 3이고, 척도모수는 12이다. 

39)한쪽 경곗값을 0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활용한 Sb Johnson 분포는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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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parameter), λ를 추정한다.

하지만 비용변수가 0을 포함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Model이 

비용변수를 고정값으로 가정한 Model에 비해 설명력이 높아진 실증 연

구가 존재하는 이상(Meijer and Rouwendal, 2006; Hole, 2008), 양(+)의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모집단 가운데 일부는 환경재에 대한 소비 행위

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타심(altruism)에서 비롯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MWTP를 구하는 것이 CE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비용변수가 양쪽 경계가 없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MWTP의 Moment는 존재하지 않는다(Daly et al., 2011). 그럼에도 비용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Model의 적합도가 가장 높다면, 중앙값을 중

심으로 MWTP가 어떠한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Moment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백분위수(percentile)는 항상 존재하

기 때문이다(Daly et al., 2011).

Meijer and Rouwendal(2006)은 확률분포의 종류, 비용변수의 고정여부,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 인정 여부에 따른 MWTP를 실증 비교하여 그 차

이를 제시한바 있다40). 본 연구에서도 비용변수의 고정 여부와 비용변수

와 속성변수의 상관관계 인정 여부의 두 가지 기준으로 4개의 Model을 

구성하고, MWTP를 추정하여 그 차이를 규명해 볼 것이다.

정규분포의 대안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40)Meijer and Rouwendal(2006)은 분모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현실적이지 못
한 부호의 비율이 줄어들며, 모수 간 상관관계를 가정할 때 MWTP 분포의 비대칭성
이 커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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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illano and Ortúzar(2005)는 비용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설

정한 Model에서 도출된 MWTP 분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양쪽 꼬리에

서 같은 수의 일정 부분을 제외한 후에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41). 하지

만 일정 부분에 대한 선택이 임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Sillano and Ortúzar(2005)는 응답자 모집단 모수와 개인의 선택을 활용

하여 개별 모수42)를 추정하여 표본의 MWTP를 구성하고, 이를 모집단의 

MWTP로 가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43). 본 연구에서는 비용변수가 0을 

포함하는 정규분포를 따름이 인정된 경우에는 개별 모수를 추정하여 

MWTP를 산정할 것이다. 개별 모수를 활용하는 것이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는 대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41)극대와 극소값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Sillano and Ortúzar(2005)는 MWTP의 1%와 3%를 제거하였다. 

42)개별 모수 추정에 관한 내용은 2.4.2.2혼합로짓모형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P. 50). 
43)Sillano and Ortúzar(2005)는 비용변수의 모수를 로그정규분포로 대신하거나 고정 값으

로 처리하는 것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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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설계 및 설문 조사

3.1 도시림의 속성 및 수준의 설정

이동근 등(2009)은 도시림을 관리함에 도시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도

시민이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림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다섯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동근 등(2009)은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

하여 평균경사도(권헌교 등, 2004), 교육프로그램(이동근 등, 2008), 면적

(Jim and Liu, 2001; 이동근 등, 2008), 도시녹지 주변의 주거지비율(신원

섭, 1998; 장철수 등, 2002), 정규식생지수(Rouse et al., 1974)를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동근 등(2009)은 이 지표들이 도시림의 생태적, 사회적 측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조합이라 하였

다44).

본 연구에서는 이동근 등(2009)이 제시한 다섯 지표를 우리나라의 도시

림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속성 조합이라 판단하여 도시림 속성

으로 활용하였다. 단, 연구 모집단이 도시민이라는 일반인임을 고려하여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이하 NDVI라 한

다.)는 생물다양성으로 수정하였다. 면적의 경우, 정책 도입으로 그 수준

을 변경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책로로 대체하였다. 여기에 속

44)이동근 등(2009)은 다섯 지표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하여 얻은 두 개의 주요인(도시림
의 자연성과 도시림 접근성 및 교란 정도)으로 도시림을 4개의 유형(대규모형 도시림, 
징검다리형 도시림, 평지형 도시림, 주거지형 도시림)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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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수의 변화에 따른 한계지불의사를 도출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속성변

수로 추가하였다(그림 15).

그림 15. 도시림의 속성변수 선택 개념도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표 7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시림의 속성, 수준, 기대되는 선호의 방향

을 나타낸다. 이때, 산책로, 접근성, 입장료는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사도는 범주형 변수

(Categorical variable)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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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변수 설명 속성변수의 수준 예상 부호

산책로(Trail) 산책로를 따라 도시림을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단위:시간)

1 2 3 양(+)

접근성(Accessibility) 대중교통수단 정거장에서 도시림 입구까지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 (단위:분)

5 10 15 음(-)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도시림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다양성
빈약(Poor) 보통(Average) 풍부(Rich) 양(+)

환경교육프로그램(Environmentaleducationprograms)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 학습을 위한 안내 표지판의 제공 정도

없음(None) 안내표지판만 설치(Only signs)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Guided program and signs)

양(+)

입장료(Entrance fee) 도시림 입장료(단위:원)† 1,000 2,000 3,000 음(-)

경사도(Slope) 산책로의 경사도 평지형(Flat) 구릉형(Hilly) 산악형(Mountainous)
음(-)

표 7. 도시림의 속성변수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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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산책로(Trail)

산책로는 숲의 중요한 휴양 인프라이다(Sim et al., 2010; Son and Ha,

2012). 현재 서울시의 관악산에만 약 17.15㎞의 주 등산로를 포함한 약 

100㎞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청계산에 18㎞, 아차산에 12㎞ 등이 

조성되어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는 지역

숲길 네트워크 구축관리의 하나로 도심 내·근교에 조성된 대규모 녹지공

간을 활용하여 탐방로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숲 내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편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45).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책로의 단위를 거리가 아

닌 시간으로 책정하였다. 산책로의 수준은 도시림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

(1~2시간)을 고려하여(Yoo et al., 2004),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설정하

였다.

45)서울시는 2010년 총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악산, 인왕산 등 서울시 내 14개 산의 
등산로 23.1㎞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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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접근성(Accessibility)

본 연구에서 접근성은 도시림과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수단의 역 및 정

거장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HPM을 활용한 다수의 연구에서 숲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될수록 선호가 증가한다고 하였다(Tyrväinen and

Miettinen, 2000; Kim, 2002).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

의 발달로 도시 내 어느 곳도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접근성의 수준을 5분, 10분, 15분의 세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3.1.3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도시림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lvey(2006)는  

중국, 아프리카, 독일 등의 연구 사례를 들어 도시림의 생물다양성 수준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청계산, 아차

산, 봉산, 봉제산 백련산을 대상으로(그림 16), 시행된 자연생태계 조사에

서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종인 삵, 말똥가

리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소쩍새 등이 발견되었다(서울시, 2010)46).

최근 도시민의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Tyrväinen et al., 2005). 산림의 생물다양성 수준에 대한 선호를 규명한 

다수의 CE 연구에서도 생물다양성 증가에 긍정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46)서울시립대학교 이경재 교수팀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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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Hanley et al., 1998; Xu et al., 2003; Watson et al., 2004;

Horne et al., 2005). 반면, Tyrväinen et al.(2005)은 도시림을 찾는 도시

민의 일부는 희귀 동식물의 출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

제로, Birol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증가에 음(-)의 선호를 

보인 37.5%가 규명되었다. 한편, 생물다양성은 도시림 내의 유형의 편의

시설과는 일종의 상반관계에 있다(Tyrväinen et al., 2005). 즉, 생물다양

성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것만큼, 다른 속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6. 생물다양성 조사 대상지
(서울시, 2010)

생물다양성47)이란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의 세 단계 다양성을 종합한 개

념이다. Xu et al.(2003)과 Watson(2004)은 생물다양성의 수준을 설정함 

47)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1993), 
biological diversity represents the variability among living organisms from all sources 
including, inter alia, terrestrial, marine and other aquatic ecosystems and the 
ecological complexes of which they are a part. Biodiversity includes variety within 
and betwee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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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부터 100까지 연속 값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도시민이 생물다양성의 수

준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림의 생물다양성을 종 

다양성(diversity)과 종 풍부도(richness)를 기준으로 빈약, 보통, 풍부의 

세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다양성은 동식물의 가짓수로 풍부도는 

동식물의 개체수로 표현하였다.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17과 

같이 수준별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다.

빈약 보통 풍부

그림 17. 생물다양성의 속성 설명 그림 

3.1.4 환경교육프로그램(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환경교육프로그램48)은 방문객이 도시림의 기능과 생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ungerford and Volk, 1990;

Arcury and Christianson, 1993; Kuo, 2002). 특히, 도시림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48)본 논문에서 제시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은 2013년 3월 23일 시행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의미하나, 본 설문조사가 시행된 시점이 법률이 시행되
기 전임을 고려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칭하기로 한다. 본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
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주요
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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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의미가 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규명한 연구

(Arcury and Christianson, 1993; Vaughan et al., 2003)는 있었으나, 그 

효과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한 연구는 없었다. 도시림 기본계획

(2008~2017)과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에는 숲내 안내·생

태 해설표지판 설치 및 탐방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만큼 정책 투

자 효과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은 산책로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과 해설가

에 의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여부에 따라 설정하였다. 둘 다 없음, 안

내표지판만 설치, 안내표시판 설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세 수준의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18과 같

이 수준별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다

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림 18.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속성 설명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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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입장료(Entrance fee)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는 도시림 이용객에게 별도의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림 속성 변수로 입장료를 추가한 이유는 타 속

성변화에 따른 한계지불의사를 계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입장료는 수요함수의 세로축 절편인 폐색가격(choke price)을 의미

한다. 입장료의 수준은 서울 5대 궁궐의 입장료(1,000원, 3,000원)를 고려

하여 그 수준을 1,000원, 2,000원, 3,000원으로 설정하였다. 종묘와 창덕궁

에는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그림 19),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내

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49).

그림 19. 인근 건물에서 내려다 본 창덕궁 숲의 모습
※촬영:구자춘

49)박상진(2001)은 궁궐에서 남해안에서 자라는 몇 수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숲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 대부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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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궁궐을 방문하는 내국인의 주된 동기가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

서가 아닌 휴식과 스트레스 완화였기 때문이다(Kang, 2011). 특히, 창덕

궁에 조성된 숲인 후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입장료에 5천 원을 더 내야

한다.

3.1.6 경사도(Slope)

도시림에는 평지에 조성된 공원뿐만 아니라 비생활권 도시림에 속하는 

산림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울에는 고도의 차이가 있는 산림(예, 북

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매봉산 등)이 도시지역 외곽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20).

그림 20. 서울시의 고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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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교 등(2004)은 산악형과 공원형의 편익 차이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경사도의 수준을 평지형, 구릉형50), 산악형으로 세분하였다. 산악

형 도시림은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

지만, 일부 활동적 성향의 방문객에게는 암벽 등반이나 하이킹 같은 산

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carpa and

Thiene, 2005; Bujosa Bestard and Font, 2010). 다른 속성과 달리 정책 

변화로 경사도의 변화를 이끌 수는 없으나, 도시림의 유형을 통제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51).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21과 같이 수준별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다.

평지형 구릉형 산악형

그림 21. 경사도의 속성 설명 그림 

3.2 설문지 작성

표 7의 6개 속성, 속성별 3개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의 수는 

729(36)이다. 설문지를 작성함에 729개 대안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더욱이 현실에서는 속성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50)우리나라에서는 16킬로미터 내의 지방기복이 100~600미터의 지역을 구릉형이라 정의
한다. 이 논문에서 구릉형이란 평지형과 산지형의 중간 형태를 의미한다.

51)표 1의 우리나라 도시림의 구성 체계에 산림이 비생활권 도시림으로 포함되어 있다
(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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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Hanley et al., 1998).

속성변수의 데이터 간 상관관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직교설계

(orthogonal main effects design)를 실시하였다(Ben-Akiva and Lerman,

1985). 직교설계 결과, 표 8과 같이 18개 대안이 도출되었다. 18개 대안

을 두 개씩 임의로 짝을 지워 153(18C2)개 실험 조합을 구성하였다. 여기

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대안을 추가하였다(부록 Ⅰ).

연번 산책로(시간) 생물다양성 경사도 접근성(분) 환경교육프로그램 입장료(원)
1 1 보통 산약형 15 프로그램&안내표지판 2,000
2 2 풍부 평지형 15 프로그램&안내표지판 1,000
3 2 보통 산약형 10 안내표지판만 설치 1,000
4 3 보통 구릉형 10 없음 3,000
5 1 풍부 평지형 15 안내표지판만 설치 3,000
6 1 풍부 산약형 10 없음 3,000
7 3 풍부 구릉형 15 프로그램&안내표지판 1,000
8 3 빈약 평지형 10 안내표지판만 설치 2,000
9 3 빈약 산약형 15 없음 1,000
10 2 보통 평지형 15 없음 2,000
11 3 보통 평지형 5 프로그램&안내표지판 3,000
12 1 빈약 평지형 5 없음 1,000

1 빈약 구릉형 10 프로그램&안내표지판 2,00013
3 풍부 산약형 5 안내표지판만 설치 2,00014
2 빈약 산약형 5 프로그램&안내표지판 3,00015
2 풍부 구릉형 5 없음 2,00016

표 8. 직교설계로 추출된 18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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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본 추출

본 연구의 모집단은 도시민이다. 2010년 도시민의 숫자는 약 4천6백만이

었다. 인구의 90.9%가 도시에 거주하는 셈이다(통계청 2010).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4%로 설정하기 위한 표본의 수는 600-1,06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오차 3.4% 수준인 8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표본조사의 경우, 성별, 나이 등 인구 통계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할당 추출(quota sampling)방법을 주로 사용한다(Kim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구역의 크기를 고려한 할당추출을 하

였다. 할당추출은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된다; ①해당 구, 읍, 면에서 임의

로 반(sample unit)을 추출한다(그림 22). ②해당 반에서 최대 15개 가구

를 설문 조사한다. 방문 가구의 설문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설문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이후 12개월 내 가장 빠른 생일을 맞는 자를 선택

한다. ③선택 편의를 피하고자 부재중이면 재방문하고, 응답자의 나이,

성별을 기록하여 후에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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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문 조사 시행

본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10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전문 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다. 충분한 관

측치를 확보하고,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선호의 차이, 즉 이질성을 규명

하기 위하여 모든 응답자에게 4번52)의 실험을 하였다. 응답자에게 제시

된 설문지 전체는 부록 Ⅵ에 수록하였다.

3.5 설문 조사 결과

2,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837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유효 표본은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한 823명이다(표 9).

사례수(명) 비율
부재 549 20.99%
거절 586 22.41%
면접 도중 중단 252 9.64%
대상자가 아님 391 14.95%
성공 837 32.01%
계 2,615 100.00%

표 9. 응답 현황

52)적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적정 실험 횟수에 관한 기준은 없다. 실험의 수를 증가
시키면 분석에 필요한 관측치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로 효과(fatigue 
effect)로 인하여 확률 부분의 분산(error variance)이 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Bradley and Daly, 1994). 문제는 피로효과로 인한 편의가 발생하는 시점을 실험 전
에 알 수 없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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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표본 센서스§

나이
19-29 (%) 22.24 21.04
30-39 (%) 25.64 24.87
40-49 (%) 26.12 26.18
50-59 (%) 18.59 20.95
60-65 (%) 7.41 6.96

가계 월 소득 §§

<1 (%) :1 3.25
1-2 (%) :2 10.89
2-3 (%) :3 23.65
3-4 (%) :4 31.66
4-5 (%) :5 18.15
5-6 (%) :6 7.26
6-7 (%) :7 2.38
>7 (%) :8 2.75

평균 월 소득 3.84
성별

남자 (%) :1 50.30 50.07
여자 (%) :0 49.70 49.93

거주지
대도시 (%) :1 56.87 56.19
중소도시 (%) :0 43.13 43.80

결혼 여부
기혼 (%) :1 70.60 64.05
미혼 (%) :0 29.40 35.95

학력
대재 이상 (%) :1 49.21 49.25
대재 미만 (%) :0 50.79 50.75

아이 수§§§

없음 (%) :0 53.71

표 10.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표 10은 유효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낸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와 비교했을 때,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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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0.36
방문 목적

휴식 (%) 52.25
운동 (%) 42.04
기타 (%) 5.71

방문빈도§§§§

없음 5.75※
<1 (%) 82.40
1-2 (%) 4.86
2-3 (%) 2.32
3-4 (%) 1.83
4-5 (%) 0.73
5-6 (%) 0.37
7 (%) 0.61

§출처 : 통계청(http://kosis.kr/eng/)§§단위: 백만원§§§ 19세 이하 아이의 수§§§§주당 방문 횟수※지난 1년 동안 도시림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39명, 연간 방문횟수가 기억나지 않은 92명 가운데, 1주일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8명이었다. 총 47명이 도시림 방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4번의 질문에 제시한 대안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24명

(2.92%)53)과 소득 등 주요 사회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26명을 제

외한 77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54).

53)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지불의사 거부자(Protester)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불의사 거부자 24명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에 활용한 773명의 사회경제적 특성
과 비교해 보았다. 교육수준만이 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지불의사 거부자
의 교육수준이 나머지 표본의 교육수준보다 낮았다.

54)제시된 두 대안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실험은 547건으로, 이는 전체 실험 3,292건의 
16.616%에 해당한다. 즉, 83.384% 실험에서는 폐색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선호가 현시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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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장은 3절로 구성된다. 4.1절에서는 모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본 절

에서 속성변수별 선호가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선호의 방향과 정도, 그들

의 상관관계가 제시된다. 또한, 속성변수의 이질성 여부가 판별되며, 그 

형태가 특정된다. 4.2절에서는 선호에 대한 이질성이 인정된 속성변수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다. 4.3절에서는 속성변수의 단위 변화에 따른 

한계지불의사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모형

은 세 가지(CL, MXL, LCM)이다. 따라서 각 절은 추정 모형에 따라 3개

의 조로 나뉘며, 방법 간 결과를 비교하는 별도의 조를 마지막에 추가하

였다(p. 19, 그림 4 참조).

4.1 모수 추정 결과

4.1.1 조건부로짓모형

표 11은 CL을 활용한 모수 추정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TA®의 

조건부로짓의 코드인 clogit.ado를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는 [식 17]의 McFadden(1974)’s ρ2, likelihood ratio index(LRI),

Pseudo R2라 불리는 통계량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seudo R2

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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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_[식 17]

Mfull은 속성변수가 포함된 Model을 뜻하고, Mintercept은 상수항만 포함된 Model을 뜻한다.

Hensher and Johnson(1981)은 [식 17]의 통계량이 0.2에서 0.4 사이에 

있을 때 매우 좋은 추정치(extremely good fit)라 하였다. Louviere et

al.(2000)은 조정 Pseudo R2의 값이 0.1 이상일 때, Model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CL의 Pseudo R2값은 0.208로, 추정 

결과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접근성, 경사도(구릉형)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

였다. No(제시된 도시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 산책로, 입

장료, 경사도(산악형)는 음(-)의 모수가, 생물다양성(보통), 생물다양성(풍

부),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설치)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은 양(+)의 모수가 추정되었다.

범주형 변수는 참조 수준에서 두 수준으로 각각 되었을 때의 모수 차이

가 있는지를 Allison(1999)이 제안한 Wald χ2검정으로 확인하였다55). 생

물다양성과 경사도는 수준별로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두 수준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림에서의 체

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도시민의 효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55) 검정통계량의 산정식은 [식 14]와 같다(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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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추정 계수 Wald χ2 검정†

1.No -1.650***(-10.10) -

2.산책로 -0.126***(-2.63) -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060***(11.28)

34.184***풍부 1.630***(22.12)
4.접근성 -0.012*(-1.85) -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262***(2.94)

0.323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305***(3.44)
6. 입장료 -0.611***(-11.04) -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07(1.46)

20.195***산악형 -0.293***(-3.45)
Log-likelihood -2691.745
Pseudo R2 0.208
관측치 9,276

표 11. 조건부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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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추정 모수의 분산-공분산 행렬이다. 괄호 안의 값은 모수 간 상

관계수(ρ)이다. 양(+)의 값은 두 모수의 증감 방향이 같음을 의미하고, 음

(-)의 값은 두 모수의 증감 방향이 다름을 의미한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1 1]이며, 그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크다.

Tyrväinen et al.(2005)은 생물다양성과 편의 시설에 대한 선호는 상반관

계가 있다고 하였다(p.63 참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생물다양성(보통, 풍

부)과 산책로 간의 ρ의 부호는 모두 음(-)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생물다

양성(보통, 풍부)과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및 프로그램 제공)간의 ρ의 부호는 모두 양(+)이었다. 한편, 생물다양성

과 경사도(구릉형, 산지형)간의 ρ는 생물다양성의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생물다양성(보통)과 경사도 간 ρ의 부호는 양(+)이었으나 생

물다양성(풍부)와 경사도간의 ρ의 부호는 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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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산책로 생물다양성(보통) 생물다양성(풍부) 접근성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환경교육프로그램(둘 다) 입장료 경사도(구릉형) 경사도(산악형)

No 2.684E-02(1.000)
산책로 4.781E-03(0.607) 2.313E-03(1.000)
생물다양성(보통) -2.004E-03(-0.130) -2.448E-03(-0.540) 8.881E-03(1.000)
생물다양성(풍부) -8.423E-04(-0.070) -5.347E-04(-0.151) 2.478E-03(0.357) 5.417E-03(1.000)
접근성 4.424E-04(0.418) -2.016E-05(-0.065) 1.035E-04(0.170) 4.353E-06(0.009) 4.179E-05(1.000)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3.774E-03(-0.259) -2.620E-03(-0.612) 3.013E-03(0.359) 8.123E-04(0.124) 8.234E-05(0.143) 7.931E-03(1.000)
환경교육프로그램(둘 다)

-3.562E-03(-0.245) -2.085E-03(-0.489) 2.289E-03(0.274) 1.374E-03(0.211) 6.981E-05(0.122) 5.030E-03(0.637) 7.863E-03(1.000)
입장료 6.238E-03(0.688) 1.424E-03(0.535) -2.012E-03(-0.386) -1.189E-03(-0.292) -8.187E-06(-0.023) -2.263E-03(-0.459) -2.509E-03(-0.511) 3.063E-03(1.000)
경사도(구릉형) 4.054E-03(0.338) 2.556E-04(0.073) 7.263E-04(0.105) -1.249E-03(-0.232) 1.495E-05(0.032) -1.241E-03(-0.190) -2.130E-03(-0.328) 1.253E-03(0.309) 5.351E-03(1.000)
경사도(산악형) 2.415E-04(0.017) -1.542E-03(-0.378) 3.722E-03(0.465) -9.701E-04(-0.155) 8.769E-05(0.160) 2.054E-03(0.272) 1.844E-03(0.245) -1.037E-03(-0.221) 2.321E-03(0.374) 7.202E-03(1.000)
괄호 안의 값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표 12. 추정 모수의 분산-공분산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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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A 검정56)

표 13은 둘 다 선택하지 않음이란 대안을 포함하는 Model과 둘 다 선택

하지 않음이라는 대안을 포함하지 않는 Model의 추정 결과를 비교한 것

이다. 편의상 전자를 Model A라 하고 후자를 Model B라 하였다. 즉,

Model B는 Model A에서 둘 다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의 관측

치를 제외한 것이다. 총 435건의 실험이 제외되었다.

IIA 가정이 성립한다면, Model A와 B의 모수는 통계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ausman and McFadden(1984)의 검정 방법을 활

용하였다. 본 검증에 사용되는 통계량(H)은 [식 18]과 같이 산출되며, 도

출된 통계량은 추정 모수의 수를 자유도로 하는 χ2 분포를 따른다. β는 

추정 모수로 구성된 열벡터며, Ω는 추정 모수의 분산-공분산 행렬이다.

통계량 H는 14.139이고, χ2(9,0.05)=16.919이므로, Model A와 B의 모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조건부로짓모형의 결과는 유효하

다57).

 
′_[식 18]

a: On the full set of alternatives
b: On a specified subset of alternatives

56)권오상 등(2007)이 활용한 IIA 가정의 검정 방법을 활용하였다(p. 31 참조).
57)이성우 등(2005)는 MNL에서 IIA 가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벡터 공간상에서 회귀선이 

각 응답 범주의 확률에 대한 오차를 통계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편의를 가지
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IIA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이 분석결과의 유용성의 유무를 판
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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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Model A대안 수 : 3개 Model B대안 수 : 2개
1.No -1.650***(-10.10) -

2.산책로 -0.126***(-2.63) -0.140***(-2.67)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060***(11.28) 1.031***(10.06)
풍부 1.630***(22.12) 1.586***(19.32)

4.접근성 -0.012*(-1.85) -0.014*(-1.94)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262***(2.94) 0.295***(3.01)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305***(3.44) 0.390***(4.03)

6. 입장료 -0.611***(-11.04) -0.620***(-10.26)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07(1.46) 0.045(0.58)
산악형 -0.293***(-3.45) -0.295***(-3.25)

Log-likelihood -2691.745 -1516.839
Pseudo R2 0.208 0.176
관측치 9,276 5,314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표 13. 대안 수에 따른 조건부로짓모형의 추정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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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A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점 추정 방법으로는 MNP가 있다. CE에 

MNP가 적용된 연구로는 권오상(2007)과 Ku and Yoo(2010)의 연구 등

이 있다. Ku and Yoo(2010)는 MNP에 대하여 직접 IIA 검정을 시행하

여58)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Ku and Yoo(2010)가 활용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확률변

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모형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 모델 

간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0.528이고, χ2(1, 0.05)=3.841이므로,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CL과 마찬가지로 IIA

가정은 성립한다. MNP에 대한 설명, 추정 모수 및 IIA 검정의 상세 결

과는 부록 Ⅱ(p. 190~193)에 수록하였다.

58)확률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Model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 Model간 
우도비 검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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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혼합로짓모형

표 14는 Hole(2008)의 방법대로 모든 속성변수가 정규분포, 로그정규분

포,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각각 가정하고, 모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위모

수(P1, P2)를 추정한 결과이다.

Model N의 P1은 정규분포의 평균이고, P2는 표준편차이다(βN~N(P1,

P2)). Model L의 P1, P2는 로그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자연로그 

값이다(βLN~LN(P1, P2)). Model U의 βU 는 U(P1-P2, P1+P2)를 따른다59).

시뮬레이션을 위한 Halton 상수는 300회로 하였다60).

추정 P2에 대한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Model N과 Model U에서는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경사도(구릉형), 경사도(산악형)의 이질성이 인

정되었다. Model L에서는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경사도(구릉형),

경사도(산악형) 이외에 접근성의 이질성이 추가로 인정되었다61).

59)STATA의 mixlogit.ado로는 균등분포를 모수의 확률분포로 설정할 수 없다. 이에 
BIOGEME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60)Hensher and Greene(2003)은 Halton 상수를 25부터 2000까지 차례로 증가시키면서 모
수를 추정, 500 이후에 결과가 안정화(stability/precision)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Halton 상수 25부터 1000까지 차례로 증가시키면서 각각의 모수를 추정하여 로그
우도를 추정하고, 로그우도가 안정화되는 300을 halton 상수로 설정하였다. Halton 상
수별 추정 모수는 부록 Ⅳ에 수록하였다.

61)Goett et al.(2000)은 한 범주형 변수에 대한 다수의 더미변수를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결과를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더미변수로 처리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사도의 경우, 각각의 두 더미변수에 대하여 이질성이 있는지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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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Model N Model L Model U
제1계수r(P1)
1.No -3.065*** 1.050*** -3.210***

(-11.43) (8.61) (-10.61)
2.산책로 -0.159** -2.369*** -0.164**

(-2.44) (-4.47) (-2.43)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430*** 0.123 1.460***
(10.74) (1.02) (9.78)

풍부 2.448*** 0.632*** 2.480***
(15.12) (9.88) (13.61)

4.접근성 -0.015* -4.740*** -0.017*
(-1.72) (-7.03) (-1.83)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400*** -1.098*** 0.408***

(3.24) (-3.27) (3.13)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465*** -0.944** 0.469***

(3.84) (-2.53) (3.80)
6. 입장료 -0.878*** -0.421*** -0.910***

(-10.37) (-3.77) (-10.52)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092 -3.021 0.095
(0.92) (-1.37) (0.93)

산악형 -0.621*** -2.162*** -0.634***
(-4.50) (-2.96) (-4.53)

제2계수(P2)
1.No 1.684*** 1.379*** -3.250***

(7.70) (3.86) (-7.26)
2.산책로 0.335*** 0.898*** 0.602***

(3.95) (4.62) (4.06)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188 0.440** -0.929*

표 14. 모수의 확률분포 설정에 따른 혼합로짓모형의 추정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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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2.00) (-1.63)
풍부 1.348*** 0.644*** -2.330***

(7.14) (4.84) (-7.09)
4.접근성 -0.044* -1.135*** -0.085*

(-1.95) (-4.79) (-1.84)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032 0.143 0.065
(0.13) (0.18) (0.34)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289 -0.278 -0.445
(-0.80) (-0.31) (-1.08)

6. 입장료 0.762*** 0.676*** 1.200***
(8.36) (6.13) (7.38)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521** -0.622 1.090***

(-2.02) (-0.21) (3.15)
산악형 1.504*** 2.266*** 2.540***

(8.10) (3.87) (8.03)
Log-likelihood -2546.690 -2561.479 -2543.581
Pseudo R2 0.250 0.245 0.251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위와 같이 추정 P2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모수

의 이질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이질성이 인정되지 않은 속성변수는 고정 

값으로 처리하였다. 최종 Model의 선택은 우도비 검정에 따른다. 각 확

률분포 별로 최종 Model을 선택한 과정을 다음 항에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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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Model N Model N-1 Model N-2
평균(μ)
1.No -3.065*** -2.999*** -2.978***

(-11.43) (-11.49) (-11.70)
2.산책로 -0.159** -0.152** -0.167***

(-2.44) (-2.38) (-2.69)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430*** 1.396*** 1.374***
(10.74) (11.00) (11.19)

풍부 2.448*** 2.391*** 2.328***
(15.12) (15.78) (16.43)

4.접근성 -0.015* -0.016* -0.015*
(-1.72) (-1.90) (-1.83)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400*** 0.380*** 0.396***

(3.24) (3.14) (3.39)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465*** 0.435*** 0.436***

(3.84) (3.72) (3.84)
6. 입장료 -0.878*** -0.864*** -0.850***

(-10.37) (-10.58) (-10.67)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092 0.100 0.091
(0.92) (1.02) (0.97)

표 15. 혼합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Model N)

4.1.2.1 Model N (정규분포)

표 15의 Model N-1은 P2(σ)가 유의한 속성변수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Model N-2는 P1(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

되지 않은 경사도(구릉형)도 고정값으로 처리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Model 간 우도비 검정을 통해 Model N-2를 정규분포의 최종 Model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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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형 -0.621*** -0.595*** -0.590***
(-4.50) (-4.48) (-4.50)

표준편차(σ)
1.No 1.684*** 1.727*** 1.691***

(7.70) (7.66) (7.97)
2.산책로 0.335*** 0.316*** 0.320***

(3.95) (3.75) (4.01)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188 - -
(0.22)

풍부 1.348*** 1.320*** 1.292***
(7.14) (7.13) (6.95)

4.접근성 -0.044* - -
(-1.95)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032 - -

(0.13)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289 - -

(-0.80)
6. 입장료 0.762*** 0.717*** 0.720***

(8.36) (8.22) (8.40)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521** -0.590*** -
(-2.02) (-2.84)

산악형 1.504*** 1.452*** 1.463***
(8.10) (7.99) (8.32)

Log-likelihood -2546.690 -2549.478 -2549.664
Pseudo R2 0.250 0.249 0.249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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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Model N, N-1, N-2의 추정 평균(P1)과 표준편차(P2)를 기준으

로 근사한 모수의 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다. Model 간 속성변수의 모수

를 나타내는 확률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23. Model 별 모수 특성 비교
*실선, 쇄선, 점선은 각각 Model N, N-1, N-2에서 추정된 정규분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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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2의 추정 계수(P1, P2)를 기준으로 근사한 속성변수의 모수를 

나타내는 확률분포는 그림 24와 같다.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

장료, 경사도(산악형)의 3.91, 30.09, 3.58, 11.90, 34.34%가 모수 평균과 다

른 부호를 보였다.

그림 24. Model N-2에서 추정된 속성변수의 모수 특성
*실선은 모수 특성, 즉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색을 입힌 면적은 평균과 다른 부로를 나타낸 부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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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Model L Model L-1 Model L-2
로그 계수의 평균
1.No 1.050*** 1.065*** 1.097***

(8.61) (9.16) (8.11)
2.산책로 -2.369*** -2.238*** -2.610***

(-4.47) (-4.87) (-4.17)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123 0.119 1.190***
(1.02) (0.96) (11.37)

풍부 0.632*** 0.634*** 0.618***
(9.88) (9.90) (10.23)

4.접근성 -4.740*** -4.557*** -4.704***
(-7.03) (-5.12) (-6.10)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1.098*** 0.343*** 0.308***

(-3.27) (3.32) (3.03)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944** 0.408*** 0.380***

(-2.53) (3.92) (3.69)
6. 입장료 -0.421*** -0.411*** -0.444***

표 16. 혼합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Model L)

4.1.2.2 Model L (로그정규분포)

표 16의 Model L-1은 P2가 유의한 속성변수만이 로그 정규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이고, Model L-2는 P1의 유의하지 않은 생물

다양성(보통)을 고정값으로 처리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Model L과 L-1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생물다양성(보통)의 P1이 Model

L-2에서는 유의하였다62). Model 간 우도비 검정을 통해 Model L-2를 로

그정규분포의 최종 Model로 선정하였다.

62)본 연구 결과는 P2의 유의성이 없는 속성변수를 고정값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정
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라 하겠다. 



- 90 -

(-3.77) (-3.81) (-4.04)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3.021 0.052 0.058
(-1.37) (0.61) (0.69)

산악형 -2.162*** -2.387*** -2.412***
(-2.96) (-3.53) (-3.39)

로그 계수의 표준편차
1.No 1.379*** 1.310*** 1.751***

(3.86) (5.45) (4.13)
2.산책로 0.898*** 0.819*** 1.011***

(4.62) (4.34) (4.28)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440** 0.468** -
(2.00) (2.07)

풍부 0.644*** 0.647*** 0.587***
(4.84) (5.51) (4.48)

4.접근성 -1.135*** 1.026 0.978***
(-4.79) (1.38) (2.53)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143 - -

(0.18)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278 - -

(-0.31)
6. 입장료 0.676*** 0.663*** 0.618***

(6.13) (8.42) (6.56)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622 - -
(-0.21)

산악형 2.266*** 2.538*** 2.617***
(3.87) (5.69) (4.56)

Log-likelihood -2561.479 -2561.271 -2561.959
Pseudo R2 0.246 0.246 0.246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표 16의 P1과 P2를 바탕으로 모수 분포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를 표 

17과 같이 계산하였으며(Train, 2003)63), 그 t 값은 Delta method64)를 활

63)Median : )exp( kb , Mean: )2/exp( 2
kk sb + , Std.Dev. : 1)exp()2/exp( 22 -+ kkk ss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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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특성 Model L Model L-1  Model L-2
1.No 평균 -7.397* -6.842*** -13.869

(-1.93) (-3.00) (-1.30)
중앙값 -2.859*** -2.902*** -2.997***

(-8.20) (-8.59) (-7.39)
표준편차 17.654 14.608 62.673

(0.92) (1.42) (0.65)
2.산책로 평균 -0.140*** -0.149*** -0.123**

(-2.58) (-2.84) (-2.33)
중앙값 -0.094* -0.107** -0.074

(-1.89) (-2.18) (-1.60)
표준편차 0.156*** 0.146*** 0.164***

(3.83) (3.23) (3.38)
3.생물다양성 평균 1.246*** -1.257*** -
(보통) (10.43) (-10.50)

중앙값 1.131*** -1.126*** -
(8.28) (-8.08)

표준편차 0.575* 0.622 -
(1.73) (1.76)

3.생물다양성 평균 2.314*** 2.324 2.203***
(풍부) (10.33) (-11.01) (-11.43)

중앙값 1.881*** 1.885*** 1.855***
(15.65) (-15.62) (-16.56)

표준편차 1.659*** 1.676*** 1.412***
(3.01) (3.40) (3.00)

4.접근성 평균 -0.017** -0.018** -0.015*
(-2.04) (-2.28) (-1.93)

중앙값 -0.009 -0.010 -0.009
(-1.48) (-1.12) (-1.30)

표준편차 0.027** 0.024 0.019*
(2.34) (0.81) (1.71)

표 17. Delta method로 근사한 Model L, L-1, L-2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용하여 도출하였다(Greene, 2003). Model L, L-1, L-2는 모두 중앙값의 

절대값 보다 평균값의 절대값이 크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꼬리가 길어지

는 로그정규분포의 고유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64)추정 모수의 비선형 조합에 대한 오차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는 STATA®의 nlcom.ado 코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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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교육프로그램. 평균 0.337*** - -
(안내표지판만 설치) (3.22)

중앙값 0.333*** - -
(2.98)

표준편차 0.048 - -
(0.18)

5.환경교육프로그램. 평균 0.405*** - -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84)

중앙값 0.389*** - -
(2.68)

표준편차 0.115 - -
(0.30)

6. 입장료 평균 -0.825*** -0.826*** -0.776***
(-10.30) (-11.65) (-11.21)

중앙값 -0.657*** -0.663*** -0.641***
(-8.96) (-9.28) (-9.11)

표준편차 0.627*** 0.614*** 0.529***
(4.17) (6.37) (5.04)

7. 경사도 평균 -0.059 - -
(구릉형) (-0.67)

중앙값 -0.049 - -
(-0.45)

표준편차 0.041 - -
(0.16)

7. 경사도 평균 -1.501 -2.304* -2.752
(산악형) (-1.36) (-1.67) (-1.08)

중앙값 -0.115 -0.092 -0.090
(-1.37) (-1.48) (-1.41)

표준편차 19.505 57.716 84.489
(0.49) (0.59) (0.42)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4.1.2.3 Model U (균등분포)

표 18은 균등분포의 모수 P1, P2를 추정한 결과이다65). Model U-1은 P2

가 유의한 속성변수만이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이

고, Model U-2는 P1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사도(구릉형)를 

65)STATA의 mixlogit.ado로는 균등분포를 사전 분포로 설정할 수 없다. 이에 BIOGEME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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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Model U Model U-1 Model U-2
제1계수r(P1)
1.No -3.210*** -3.200*** -3.170***

(-10.61) (-10.68) (-10.94)
2.산책로 -0.164** -0.167* -0.174***

(-2.43) (-2.56) (-2.74)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460*** 1.400*** 1.360***
(9.78) (10.30) (10.41)

풍부 2.480*** 2.360*** 2.300***
(13.61) (14.68) (15.16)

4.접근성 -0.017 -0.016 -0.016
(-1.83) (-1.79) (-1.78)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408*** 0.394*** 0.402***

(3.13) (3.17) (3.34)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469*** 0.438*** 0.441***

(3.80) (3.77) (3.89)
6. 입장료 -0.910*** -0.871*** -0.850***

(-10.52) (-10.60) (-10.86)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095 0.089 0.080
(0.93) (0.90) (0.83)

산악형 -0.634*** -0.609*** -0.607***
(-4.53) (-4.57) (-4.56)

제2계수(P2)
1.No -3.250*** 3.320*** 3.340***

(-7.26) (8.79) (9.14)
2.산책로 0.602*** -0.529*** 0.476***

(4.06) (-3.49) (3.03)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929 - -

표 18. 혼합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Model U)

추가로 고정값으로 처리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Model 간 우도비 검정을 

통해 Model U-2를 균등분포의 최종 Model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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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풍부 -2.330*** -2.160*** -2.110***

(-7.09) (-6.94) (-6.71)
4.접근성 -0.085* - -

(-1.84)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065 - -
(0.34)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445 - -
(-1.08)

6. 입장료 1.200*** -1.200*** 1.140***
(7.38) (-8.48) (8.34)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1.090*** 0.871** -

(3.15) (2.07)
산악형 2.540*** 2.500*** -2.490***

(8.03) (8.27) (-8.66)
Log-likelihood -2543.581 -2546.232 -2543.669
Pseudo R2 0.251 0.250 0.251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속성변수 Model N-2 Model L-2 Model U-2
제1계수(P1)
1.No -2.978*** 1.097*** -3.170***

(-11.70) (8.11) (-10.94)

표 19. Model N-2, L-2, U-2의 모수 비교

4.1.2.4 Model N, L, U의 비교

표 19는 표 15, 16, 18에서 각각 선택된 Model N-2, L-2, U-2의 모수를 

비교한 것이다. Model N-2, L-2, U-2에서 공통으로 이질성이 규명된 속

성변수는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장료, 경사도(산악형)이다. 접

근성은 Model L-2에서만 모수의 이질성이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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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책로 -0.167*** -2.610*** -0.174***
(-2.69) (-4.17) (-2.74)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374*** 1.190*** 1.360***

(11.19) (11.37) (10.41)
풍부 2.328*** 0.618*** 2.300***

(16.43) (10.23) (15.16)
4.접근성 -0.015* -4.704*** -0.016*

(-1.83) (-6.10) (-1.78)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396*** 0.308*** 0.402***
(3.39) (3.03) (3.34)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436*** 0.380*** 0.441***
(3.84) (3.69) (3.89)

6. 입장료 -0.850*** -0.444*** -0.850***
(-10.67) (-4.04) (-10.86)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091 0.058 0.080

(0.97) (0.69) (0.83)
산악형 -0.590*** -2.412*** -0.607***

(-4.50) (-3.39) (-4.56)
제2계수(P2)
1.No 1.691*** 1.751*** 3.340***

(7.97) (4.13) (9.14)
2.산책로 0.320*** 1.011*** 0.476***

(4.01) (4.28) (3.03)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 - -

풍부 1.292*** 0.587*** -2.110***
(6.95) (4.48) (-6.71)

4.접근성 - 0.978***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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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 - -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6. 입장료 0.720*** 0.618*** 1.140***
(8.40) (6.56) (8.34)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 - -

산악형 1.463*** 2.617*** -2.490***
(8.32) (4.56) (-8.66)

Log-likelihood -2549.664 -2561.959 -2543.669
Pseudo R2 0.249 0.246 0.251
BIC 5199.082 5230.322 5187.092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그림 25는 Model N-2, L-2, U-2에서 공통으로 이질성이 인정된 도시림 

속성의 모수 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다. 각 분포가 나타내는 이질성의 차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Model N-2, L-2, U-2 중에 속성변

수 모수의 이질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Model을 선택해야 한다.

Hole(2008)의 방법에 따라 Model의 적합도(Pseudo R2, BIC)만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면, Model U-2가 Model N-2와 L-2보다, Model N-2가 L-2보

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Model간 상대 

비교에 의한 판단이지, Model N-2와 Model L-2의 적합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더욱이 이는 특정 속성변수에 가장 적합한 

분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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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odel N-2, L-2, U-2의 모수 특성 비교
*파란색 실선, 붉은색 쇄선, 초록색 점선은 각각 Model N-2, L-2, U-2에서 추정된 모수의 확률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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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준비모수(SNP) 검정

Fosgerau and Bierlaire(2007)의 SNP 검정을 활용하여 속성변수의 모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전 확률분포를 탐색하였다. SNP 검정

은 BIOGEME를 활용하였다. Model N-2, L-2, U-2에서 모두 이질성이 

인정된 속성변수는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장료, 경사도(산악

형)이다.

이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장료에 대하여 그 적정 분포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비용변수는 양(+)의 값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행 연구자

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p. 39, 54 참조). 하지만 Model N-2와 U-2를 가

정한 모형에서 각각 양(+)의 영역이 확인된 만큼(그림 24에서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에 해당한다.), 분포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0은 입장료 모수만 정규분포, 로그 정규분포, Sb Johnson 분포, 균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Model66)의 추정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즉, 다

른 속성변수의 모수는 모두 고정값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Model의 적합

도를 나타내는 Pseudo R2이 모든 속성변수를 고정값으로 처리한 조건부

로짓모형보다 높아졌다. 이 가운데 입장료 변수가 Sb Johnson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한 Model S의 적합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66)편의 상 Model N, Model L, Model S, Model U라 정의하였다. 즉, N, L, U, S는 각각 
Normal distribution, Log-normal distribution, Uniform distribution, Sb Johnson 
distribution을 뜻하는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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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Model N Model L Model S Model U
제1계수(P1)
1.No -1.650*** -2.230*** -2.260*** -2.210*** -2.230***

(-10.10) (-12.18) (-12.70) (-12.11) (-12.23)
2.산책로 -0.126*** -0.155*** -0.178*** -0.148*** -0.159***

(-2.63) (-3.03) (-3.60) (-2.92) (-3.12)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060*** 1.140*** 1.160*** 1.120*** 1.140***
(11.28) (11.35) (11.81) (11.23) (11.40)

풍부 1.630*** 1.760*** 1.740*** 1.730*** 1.760***
(22.12) (21.89) (22.07) (21.71) (21.92)

4.접근성 -0.012* -0.012* -0.012* -0.013* -0.012*
(-1.85) (-1.68) (-1.76) (-1.87) (-1.74)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262*** 0.308*** 0.357*** 0.294*** 0.306***

(2.94) (3.26) (3.89) (3.13) (3.26)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305*** 0.360*** 0.419*** 0.341*** 0.358***

(3.44) (3.78) (4.57) (3.61) (3.78)
6. 입장료 -0.611*** -0.707*** -0.516*** -1.470*** -0.718***

(-11.04) (-10.56) (-4.98) (-5.97) (-10.76)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07 0.076 0.051 0.079 0.074
(1.46) (0.96) (0.66) (1.01) (0.93)

산악형 -0.293*** -0.340*** -0.307*** -0.336*** -0.329***
(-3.45) (-3.72) (-3.46) (-3.73) (-3.61)

제2계수(P2)
6. 입장료 - -0.760*** 0.800*** 2.310*** -1.260***

(-13.97) (12.63) (3.60) (-15.29)
제3계수(P3)
6. 입장료 - - - 2.320*** -

(6.37)
Log-likelihood -2691.745 -2607.620 -2611.447 -2600.529 -2608.960
Pseudo R2 0.208 0.232 0.231 0.234 0.232
BIC 5449.993 5288.393 5296.047 5280.861 5291.073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표 20. 입장료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 종류에 따른 혼합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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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그림 26은 표 20의 추정 계수를 바탕으로 근사한 입장료 모수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b Johnson분포의 평균과 중앙값은 

타 확률분포의 2배에 이른다.

특성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Model N Model L Model S Model U
평균 -0.611 -0.707 -0.818 -1.504 -0.723
표준편차 - 0.761 0.774 0.219 0.731
5% -0.611 -1.971 -2.188 -1.843 -1.856
중앙값(50%) -0.611 -0.698 -0.598 -1.518 -0.734
95% -0.611 0.547 -0.161 -1.117 0.419
왜도 - -0.009 -4.133 0.009 0.329
첨도 - 2.982 45.558 1.789 2.958
A.S.L .(%)§ 0.000 17.420 0.000 0.000 21.720
§Achieved significance level의 약자로 평균과 다른 부호를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낸다. 

표 21. 모형에 따른 입장료 모수의 특성 비교 (Ⅰ)

그림 26. Model N, L, S, U의 입장료 모수의 특성 비교 (Ⅰ)
*실선, 쇄선, 점선, 1점 쇄선은 각각 Model N, L, S, U에서 추정된 모수의 특성을 나타낸다. ** 기준선은 조건부로짓모형에서 추정된 고정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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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Model N, L, S, U의 입장료 모수에 대한 SNP 검정 결과이다.

입장료 모수의 참 분포가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Sb Johnson 분포, 균

등분포라는 귀무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표 21과 그림 26에서 확인된 

입장료 모수의 차이에도 SNP 검정 결과만으로는 어느 분포가 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67).

Model N Model L Model S Model U
Log-likelihood -2607.620 -2611.447 -2600.529 -2608.960
SNP terms LR§ p-value LR p-value LR p-value LR p-value
1 0.10 0.752 0.09 0.762 0.11 0.740 0.11 0.742
1, 2 0.28 0.871 0.28 0.870 0.28 0.871 0.27 0.875
1, 2, 3 3.17 0.366 3.04 0.385 3.04 0.385 3.11 0.375
유의수준: *** 1%, ** 5%, * 10%§SNP term이 포함되지 않은 Model에 대한 우도비 검정 통계량이다.

표 22. 입장료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 종류에 따른 SNP 검정 결과 (Ⅰ)

표 23는 표 15의 Model N-2(p. 85~86 참조)를 기준으로, 입장료의 모수

를 고정값으로 처리하거나, 4가지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즉, 나머지 확률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

다. 입장료를 정규분포, 로그 정규분포, Sb Johnson분포, 균등분포로 가정

한 Model68)들이 입장료를 고정값으로 처리한 Model N-2-Fee(F)보다 

Model의 적합도가 모두 높아졌다. 이 가운데 입장료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Model N-2-Fee(N)의 적합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67)같은 방법으로 생물다양성(풍부) 모수에 대한 SNP 검정을 시도하였다. SNP 검정 결
과, 생물다양성(풍부)의 모수에 대해서도 4가지 사전분포가 참이라는 가설을 모두 기
각할 수 없었다. SNP 검정 결과는 부록 Ⅴ에 제시하였다.

68)편의상 Model N-2-Fee(N), N-2-Fee(L), N-2-Fee(S), N-2-Fee(U)라 칭하기로 한다. 입
장료의 모수를 고정 값으로 처리한 Model은 타 Model과 구별을 위해 Model 
N-2-Fee(F)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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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ModelN-2-Fee(F) ModelN-2-Fee(N) ModelN-2-Fee(L) ModelN-2-Fee(S) ModelN-2-Fee(U)
제1계수(P1)
1.No -2.780*** -2.980*** -2.960*** -2.960*** -2.980***

(-11.57) (11.73) (11.77) (11.61) (11.69)
2.산책로 -0.139** -0.178*** -0.177*** -0.172*** -0.170***

(-2.40) (2.88) (2.94) (2.82) (2.73)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310*** 1.390*** 1.370*** 1.370*** 1.390***
(11.29) (11.22) (11.34) (11.20) (11.20)

풍부 2.190*** 2.320*** 2.300*** 2.310*** 2.340***
(17.15) (16.53) (16.53) (16.48) (16.32)

4.접근성 -0.014* -0.014* -0.014* -0.015* -0.015*
(-1.78) (-1.72) (-1.77) (-1.79) (-1.75)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357*** 0.419*** 0.421*** 0.399*** 0.405***

(3.24) (3.58) (3.71) (3.46) (3.45)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407*** 0.450*** 0.457*** 0.435*** 0.450***

(3.81) (3.97) (4.16) (3.89) (3.94)
6. 입장료 -0.771*** -0.853*** -0.353*** -1.000** -0.869***

(-11.22) (-10.73) (-3.19) (-2.07) (-10.69)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18 0.083 0.080 0.084 0.087
(1.35) (0.89) (0.88) (0.92) (0.93)

산악형 -0.553*** -0.603*** -0.572*** -0.586*** -0.590***
(-4.47) (-4.58) (-4.48) (-4.53) (-4.49)

제2계수(P2)
1.No 2.000*** 1.680*** 1.720*** 1.610*** 1.670***

(11.64) (8.28) (7.92) (6.98) (7.78)
2.산책로 0.287*** 0.328*** 0.314*** 0.322*** 0.361***

(3.50) (3.81) (3.76) (3.74) (4.94)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 - - - -
풍부 1.190*** -1.250*** -1.260*** -1.270*** 1.320***

(6.75) (-6.61) (-6.86) (-6.80) (7.22)
4.접근성 - - - - -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표 23. 입장료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 종류에 따른 혼합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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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만 설치 - - - - -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6. 입장료 - 0.716*** -0.670*** -1.890** 1.230***
(8.59) (-7.95) (-2.12) (8.89)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 - - - -
산악형 -1.420*** -1.500*** 1.440*** 1.440*** -1.450***

(-8.69) (-8.68) (8.40) (8.26) (-8.02)
제3계수(P3)
6. 입장료 - - - -2.450*** -

- - - (3.26) -
Log-likelihood -2567.747 -2548.064 -2552.503 -2548.991 -2549.862
Pseudo R2 0.244 0.250 0.249 0.250 0.249
BIC 5228.598 5195.882 5204.76 5204.386 5199.478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표 24, 그림 27은 표 23의 추정 계수를 바탕으로 근사한 입장료 모수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 ModelN-2-Fee(F) ModelN-2-Fee(N) ModelN-2-Fee(L) ModelN-2-Fee(S) ModelN-2-Fee(U)
평균 -0.771 -0.842 -0.879 -1.523 -0.871
표준편차 - 0.728 0.665 0.292 0.708
5% -0.771 -2.048 -2.140 -1.967 -1.966
중앙값(50%) -0.771 -0.845 -0.708 -1.543 -0.871
95% -0.771 0.343 -0.232 -1.016 0.249
왜도 - -0.012 -2.545 0.335 -0.006
첨도 - 3.093 14.335 2.779 1.809
A.S.L .(%)§ 0.000 11.720 0.000 0.000 15.090
§Achieved significance level의 약자로 평균과 다른 부호를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낸다. 

표 24. Model에 따른 입장료 모수의 특성 비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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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Model에 따른 입장료 모수의 특성 비교 (Ⅱ)
*실선, 쇄선, 점선, 1점 쇄선은 각각 Model N, L, S, U에서 추정된 모수의 특성을 나타낸다. ** 기준선은 Model N-2-Fee(F)에서 추정된 입장료의 고정 모수를 나타낸다.

Table 25는 Model N-2-Fee(N), N-2-Fee(L), N-2-Fee(S), N-2-Fee(U)의 입

장료 모수에 대한 SNP 검정 결과이다. 입장료 모수의 분포가 정규분포

나 Sb Johnson분포가 참이라는 가설이 채택됐지만, 입장료 모수의 분포

가 로그정규분포나 균등분포가 참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결과는 

Model N, L, S, U에 대한 SNP 검정 결과(표 22)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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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N-2-Fee(N) ModelN-2-Fee(L) ModelN-2-Fee(S) ModelN-2-Fee(U)
Log-likelihood -2548.064 -2552.503 -2548.991 -2549.862
SNP terms LR p-value LR p-value LR p-value LR p-value
1 2.38 0.123 2.41 0.120 2.39 0.122 18.63*** 0.000
1, 2 3.69 0.158 9.18** 0.010 3.69 0.158 19.83*** 0.000
1, 2, 3 4.19 0.241 4.26 0.235 4.22 0.239 28.55*** 0.000
유의수준: *** 1%, ** 5%, * 10%§SNP term이 포함되지 않은 Model에 대한 우도비 검정 통계량이다.

표 25. 입장료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 종류에 따른 SNP 검정 결과 (Ⅱ)

표 26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입장료 변수를 제외한 다른 속성변

수를 고정값이라 가정한 Model N, 입장료 변수를 포함한 다른 속성변수

가 서로 독립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Model N-2-Fee(N), 입장료 

변수를 포함한 다른 속성변수가 서로 연관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한 Model N-2-Fee(N)-C69)의 입장료 모수에 대한 SNP 검정 결과이다.

Model N Model N-2-Fee(N) Model N-2-Fee(N)-C
Log-likelihood -2607.620 -2548.064 -2514.446
SNP terms LR p-value LR p-value LR p-value
1 0.10 0.752 2.38 0.123 3.34* 0.068
1, 2 0.28 0.871 3.69 0.158 4.64* 0.098
1, 2, 3 3.17 0.366 4.19 0.241 5.01 0.171
유의수준: *** 1%, ** 5%, * 10%§SNP term이 포함되지 않은 Model에 대한 우도비 검정 통계량이다.

표 26. Model에 따른 SNP 검정 결과 비교

69) C는 correlation을 뜻하는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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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에서 Model N, N-2-Fee(N), N-2-Fee(N)-C의 입장료 모수에 대한 

SNP 검정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확률변수가 

포함되고, 타 확률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을 때, 입장료가 정규분

포를 따른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가 달라졌다. 즉, 본 연구에서처럼 

다수 속성변수의 이질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SNP 검정으로 어느 한 변수

에 대하여 사전 확률분포의 정합성을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된다. SNP 검정을 제안한 Fosgerau and Bierlaire(2007)도 그들이 제안

한 SNP 검정 방법이 두 개 이상의 속성변수의 임의성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입장료 모수의 확률분포가 참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N-2-Fee(N)의 정규분포와 N-2-Fee(S)의 Sb Johnson분포의 모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표 24, 그림 27). Sb Johnson분포의 평균 및 중앙

값이 정규분포의 2배에 이르며, Sb Johnson분포에서는 그 값의 범위가 

음의 영역으로 제한된다. 이는 사전 확률분포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 결

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Fosgerau(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

겠다. 하지만 SNP 검정만으로는 정규분포와 Sb Johnson 분포 가운데 어

떤 분포가 참인 입장료 분포에 더 가까운지는 규명할 수 없음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 분석70)의 용이성을 위하여 비용변수를 

포함한 속성변수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Model N-2-Fee(N)

를 MXL의 최종 Model로 선정하였다.

70)STATA®의 MXL 코드인 mixlogit.ado에서 균등분포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과 BIOGEME
에서 LCM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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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잠재집단모형

표 27은 집단의 수에 따른 잠재집단모형의 로그우도와 BIC값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 BIC 값을 극소로 하는 집단의 수는 3으로 도출되었다.

집단 수 Log-likelihood(a) 추정계수의 수(b) BIC§

1 -2691.745 10 5449.993
2 -2552.164 21 5243.983
3 -2510.156 32 5233.121*
4 -2486.329 43 5258.620
5 -2471.770 54 5302.655

§BIC = -2×(a)+(b)×ln(cases)

표 27. 집단 수에 따른 로그우도와 BIC 비교

표 28과 그림 28은 세 집단의 추정 모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55.8%

가 집단 III에 속하였으며, 집단 I과 II의 점유율은 각각 19.6%, 24.6%를 

차지하였다. [식 12]에 따른 Wald χ2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모수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집단 Ⅰ은 No, 접근성, 생물다양성(풍부), 입장료, 경사도(산악형)에 대해 

음(-)의 선호를 보였으며, 나머지 속성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집단 

Ⅱ는 생물다양성(보통), 생물다양성(풍부), 경사도(구릉)에 대해서는 양(+)

의 선호를, 입장료에 대해서는 음(-)의 선호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점유율

을 보인 집단 Ⅲ은 No, 입장료, 경사도(산악형)에 대해서는 음(-)의 선호

를, 생물다양성과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양(+)의 선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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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집단Ⅰ 집단 Ⅱ 집단 Ⅲ Wald χ2 검정§
1.No -4.180***(-15.34) 0.630*(1.66) -3.040***(-14.22) 420.13***

2.산책로 -0.676***(-8.28) -0.069(-0.61) 0.018(0.30) 19.65***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097(0.65) 2.680***(11.73) 1.340***(11.20) 249.10***

풍부 -0.407***(-3.71) 3.630***(19.86) 2.390***(23.52) 672.10***

4.접근성 -0.038***(-3.69) 0.013(0.88) -4.159E-04(-0.05) 9.25***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117(0.79) -0.085(-0.48) 0.425***(3.70) 15.07***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081(-0.56) -0.200(-0.98) 0.703***(6.18) 34.44***

6. 입장료 -0.397***(-4.52) -1.310***(-9.69) -0.705***(-10.05) 61.05***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080(0.65) 0.587***(3.16) -0.109(-1.21) 47.15***

산악형 -0.409***(-2.97) 0.174(0.84) -0.441***(-4.15) 33.22***

Share 0.196 0.246 0.558
Log-likelihood -2510.156
Pseudo R2 0.261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귀무가설(βclassⅠ= βclassⅡ= βclassⅢ)에 대한 Wald 검정 통계량이다.

표 28. 잠재집단모형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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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집단 Ⅰ, Ⅱ, Ⅲ의 추정 모수 비교
-막대의 높이는 해당 집단의 점유율을 뜻하고, 회색으로 처리한 막대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집단의 모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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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30, 31은 각 집단 추정 모수의 상관계수(ρ) 행렬이다. 모수 자체의 

방향과 정도뿐만 아니라 모수 간 관계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컨대, 집단 Ⅰ과 Ⅲ에서는 생물다양성(풍부)와 환경교육프로

그램(안내표지판)의 상관계수가 양이었으나, 집단 Ⅱ에서는 음이었다.

No 산책로 생물다양성(보통) 생물다양성(풍부) 접근성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환경교육프로그램(둘 다) 입장료 경사도(구릉형) 경사도(산악형)

No 1.000
산책로 0.574 1.000
생물다양성
(보통) -0.109 -0.549 1.000
생물다양성
(풍부) -0.023 -0.164 0.306 1.000
접근성 0.379 -0.134 0.196 0.018 1.000
환경교육프로
그램
(안내표지판)

-0.216 -0.638 0.361 0.138 0.256 1.000

환경교육프로
그램
(둘 다)

-0.207 -0.500 0.278 0.220 0.197 0.694 1.000

입장료 0.689 0.551 -0.358 -0.201 -0.017 -0.457 -0.495 1.000
경사도
(구릉형) 0.286 0.056 0.139 -0.260 -0.011 -0.231 -0.350 0.281 1.000
경사도
(산악형) 0.043 -0.379 0.498 -0.145 0.202 0.261 0.207 -0.203 0.421 1.000

표 29. 집단 Ⅰ 추정 모수의 상관계수 행렬

No 산책로 생물다양성(보통) 생물다양성(풍부) 접근성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환경교육프로그램(둘 다) 입장료 경사도(구릉형) 경사도(산악형)

No 1.000
산책로 0.625 1.000
생물다양성
(보통) -0.187 -0.571 1.000
생물다양성
(풍부) -0.174 -0.189 0.504 1.000
접근성 0.462 -0.060 0.115 0.010 1.000
환경교육프로
그램
(안내표지판)

-0.194 -0.492 0.166 -0.027 0.168 1.000

환경교육프로
그램
(둘 다)

-0.339 -0.540 0.285 0.114 -0.051 0.499 1.000

표 30. 집단 Ⅱ 추정 모수의 상관계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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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산책로 생물다양성(보통) 생물다양성(풍부) 접근성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환경교육프로그램(둘 다) 입장료 경사도(구릉형) 경사도(산악형)

No 1.000
산책로 0.559 1.000
생물다양성
(보통) -0.142 -0.567 1.000
생물다양성
(풍부) -0.063 -0.157 0.379 1.000
접근성 0.368 -0.079 0.152 0.061 1.000
환경교육프로
그램
(안내표지판)

-0.271 -0.647 0.403 0.163 0.164 1.000

환경교육프로
그램
(둘 다)

-0.216 -0.483 0.291 0.235 0.209 0.660 1.000

입장료 0.606 0.511 -0.401 -0.327 -0.097 -0.493 -0.559 1.000
경사도
(구릉형) 0.294 0.090 0.085 -0.216 -0.029 -0.250 -0.333 0.314 1.000
경사도
(산악형) -0.003 -0.381 0.445 -0.181 0.146 0.273 0.257 -0.211 0.317 1.000

표 31. 집단 Ⅲ 추정 모수의 상관계수 행렬

4.1.4 소결

표 32는 방법별로 추정한 모수를 비교한 표이다. CL은 모수를 단수의 

점으로, LCM은 모수를 다수의 점으로, MXL은 모수를 연속된 값을 갖는 

확률분포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Pseudo R2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질성을 인정한 MXL과 LCM의 설명

력이 CL보다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CL의 결과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CL의 Pseudo R2 값이 0.208로, Model의 적합도가 높으며,

IIA 가정이 위배되지 않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71).

방법별로 도출된 모수의 비교를 통해 4가지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LCM의 집단 I(19.6%)이 생물다양성의 수준이 빈약에서 풍부로 되

71)CL의 IIA 검정 결과는 p.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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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하여 음(-)의 선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CL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MXL에서는 전체의 3.578%가 음의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둘째, CL과 MXL에서 모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사

도(구릉형)가 LCM의 집단 Ⅱ에서는 양의 값을 갖는 모수로 특정되었다.

셋째, CL과 LCM에서 0보다 큰 비용변수의 모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MXL에서는 양의 값을 갖는 11.90%가 확인되었다. 넷째, 환경교육프로그

램의 경우, CL과 MXL에서는 아무것도 없음 대비 안내표지판만 설치와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선호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LCM의 집단 Ⅲ에서는 그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두 방법 간 모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4.1.4.1에

서는 모수를 단수의 점으로 추정하는 CL과 복수의 점으로 추정하는 

LCM의 모수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4.1.4.2에서는 모수를 단수의 점 

추정하는 CL과 모수를 확률분포로 추정하는 MXL의 모수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4.1.4.3에서는 복수의 점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LCM과 확률

분포로 모수를 추정하는 MXL의 모수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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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잠재집단모형
(Model N-2) 집단 I 집단 II 집단 III

1.No -1.650***(-10.10) -2.978***(-11.70)1.691***(7.97)
-4.180***(-15.34) 0.630*(1.66) -3.040***(-14.22)

2.산책로 -0.126***(-2.63) -0.167***(-2.69)0.320***(4.01)
-0.676***(-8.28) -0.069(-0.61) 0.018(0.30)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060***(11.28) 1.374***(11.19) 0.097(0.65) 2.680***(11.73) 1.340***(11.20)
풍부 1.630***(22.12) 2.328***(16.43)1.292***(6.95)

-0.407***(-3.71) 3.630***(19.86) 2.390***(23.52)

4.접근성 -0.012*(-1.85) -0.015*(-1.83) -0.038***(-3.69) 0.013(0.88) -4.159E-04(-0.05)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262***(2.94) 0.396***(3.39) 0.117(0.79) -0.085(-0.48) 0.425***(3.70)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305***(3.44) 0.436***(3.84) -0.081(-0.56) -0.200(-0.98) 0.703***(6.18)

표 32. 추정 모형(CL, MXL, LCM)에 따른 모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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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장료 -0.611***(-11.04) -0.850***(-10.67)0.720***(8.40)
-0.397***(-4.52) -1.310***(-9.69) -0.705***(-10.05)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07(1.46) 0.091(0.97) 0.080(0.65) 0.587***(3.16) -0.109(-1.21)
산악형 -0.293***(-3.45) -0.590***(-4.50)1.463***(8.32)

-0.409***(-2.97) 0.174(0.84) -0.441***(-4.15)

점유율(%) - - 19.6 24.6 55.8
추정계수의 수 10 15 32
Log-likelihood -2691.745 -2549.664 -2510.156
Pseudo R2 0.208 0.249 0.261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혼합로짓모형의 이탤릭체로 표시한 값은 제2계수인 표준편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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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조건부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

CL의 모수는 단수의 점 추정 결과를, LCM의 모수는 다수의 점 추정 결

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L을 LCM과 비교하여 1 class

Model이라고도 부른다. 두 방법에서 도출한 모수를 효과적으로 비교하

기 위하여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와 부분 효용(Part-worth)

을 활용하였다.

상대적 중요도
CL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림의 속성변수의 RI를 계산한 결과, 그림 29

와 같이 생물다양성이 휴양을 위한 도시림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No, 입장료,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사도, 산책로, 접

근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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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 도시민은 평균적으로 도시림의 인공적 요소보다는 자연적 

요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이라

는 선택지가 두 번째로 큰 영향(22.08%)을 미쳤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LCM에서는 집단별로 RI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표 33, 그림 30).

집단 Ⅲ에서는 CL과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No, 입장료,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사도, 산책로, 접근성이 순서

대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집단 Ⅰ에서는 No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산책로, 입장료가 그 뒤를 이었다. 집단 Ⅱ에서는 집단 Ⅲ과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의 RI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RI가 과반을 넘

었다는 점(53.32%)과 No의 RI가 낮다는 점에서 집단 Ⅲ 및 CL과 차이가 

있다.

속성변수 조건부로짓모형
잠재집단모형

집단Ⅰ 집단 Ⅱ 집단 Ⅲ
1.No 22.08 46.38† 5.32 29.34
2.산책로 5.06 22.50 1.75 0.52
3.생물다양성 36.00† 5.59 53.32† 36.00†

4.접근성 2.41 6.32 1.65 0.06
5.환경교육프로그램 7.59 2.20 2.41 10.89
6.입장료 21.51 11.58 29.12 17.89
7.경사도 5.35 5.43 6.43 5.31

표 33. 조건부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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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조건부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부분효용
표 35는 범주형 변수를 효과코딩(effect coding)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효

과코딩은 모든 범주의 부분효용의 절대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72). 표 34는 더미코딩(dummy coding)과 효과코딩의 자료 처리 방법의 

차이를 나타낸다. 효과코딩에서 참조집단인 수준 0(base category)의 부

분효용은 수준 1과 2의 추정계수를 합한 것에 음(-)의 값을 적용한 값이

다. 그림 31, 32, 33은 범주형 속성변수(생물다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사도)의 세 수준별 부분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72)범주형 변수를 코딩하는 방법에 따른 결과에 차이는 없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에 차
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표 35의 생물다양성에서 빈약과 보통의 부분효용의 차이가 
더미코딩에서는 생물다양성(보통)의 추정 모수의 값이다(p.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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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코딩 효과 코딩
수준 1 수준 2 수준 1 수준 2

참조수준 0 0 -1 -1
수준 1 1 0 1 0
수준 2 0 1 0 1

표 34. 더미코딩과 효과코딩의 자료 처리 방법 비교

속성변수 조건부로짓모형
잠재집단모형

짐단 Ⅰ 집단 Ⅱ 집단 Ⅲ
1.No -1.654***(-10.10) -4.180***(-15.34) 0.630*(1.66) -3.040***(-14.22)
2.산책로l 0.002***(-2.63) -0.676***(-8.28) -0.069(-0.61) 0.018(0.30)
3.생물다양성 -

빈약 -0.897 0.103 -2.102 -1.243
보통 0.166***(2.82) 0.200**(2.11) 0.573***(4.33) 0.101(1.37)
풍부 0.731***(15.26) -0.303***(-4.06) 1.530***(14.39) 1.142***(17.79)

4.접근성 -0.012*(-1.85) -0.038***(-3.69) 0.013(0.88) -4.159E-04(-0.05)
5.환경교육프로그램

없음 -0.189 -0.012 0.095 -0.376
안내표지판만 설치 0.073(1.57) 0.105(1.43) 0.010(0.10) 0.049(0.83)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116**(2.51) -0.093(-1.30) -0.105(-0.89) 0.327***(5.62)

6.입장료 -0.611***(-11.04) -0.397***(-4.52) -1.310***(-9.69) -0.705***(-10.05)
7.경사도

평지형t 0.062 0.110 -0.254 0.183
구릉형 0.169***(3.64) 0.189**(2.53) 0.333***(3.10) 0.074(1.25)
산악형 -0.231***(-4.39) -0.299***(-3.60) -0.080(-0.66) -0.257***(3.81)

Log-likelihood -2691.745 -2510.156
Pseudo R2 0.208 0.261

표 35. 효과코딩에 의한 조건부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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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생물다양성의 수준별 부분효용을 나타낸 그림이다. 집단 Ⅰ에

서 생물다양성(풍부)의 부분효용이 음(-)의 값이었다는 점이 주목 할만  

하다. 또한, 집단 Ⅱ가 생물다양성(풍부)에 대한 부분효용 값이 가장 크

게 도출되었으며, 수준 증가에 따른 부분효용의 차이가 가장 컸다.

그림 31. 생물다양성의 수준별 부분효용

그림 32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준별 부분효용을 나타낸 그림이다. 집

단 Ⅲ에서만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준 변화에 따른 부분효용의 차이가 

유의했다. 반면, 집단 Ⅰ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반

응하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반

응하였다. 집단 Ⅱ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모

두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 120 -

그림 3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준별 부분효용

그림 33은 경사도의 수준 변화에 따른 부분효용을 나타낸 그림이다. 집

단 Ⅱ에서 평지형의 부분효용이 음의 값을 가졌다는 점과 집단 Ⅱ에서 

구릉형의 부분효용이 집단 Ⅰ과 집단 Ⅲ보다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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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LCM에서 도출된 세 집단 간에는 분명한 선호의 차이가 있음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속성에 대한 선호의 정도의 방

향을 고려하여 각 집단의 명칭을 정하였다. 55.80%를 차지하는 집단 Ⅲ

을 그 비율과 CL의 추정 결과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수 집단

(majority group)이라 하였다. No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물다양성(풍

부)에 음(-)의 선호를 보인 집단 Ⅰ(19.60%)을 도시림 이용에 소극적 집

단(passive group)이라 하고, 생물다양성과 경사도(구릉형)에 양의 선호

를 보인 집단 Ⅱ(24.60%)를 도시림 이용에 적극적 집단(active group)이

라 명명하였다(그림 34).

그림 34. 선호체계에 따른 도시림 이용자 집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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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조건부로짓모형과 혼합로짓모형

그림 35는 CL로 추정된 단수의 점과 MXL로 추정된 확률분포(정규분포)

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35. 조건부로짓모형(쇄선)과 혼합로짓모형(실선)의 모수 비교



- 123 -

MXL의 모수 평균이 CL의 고정 모수보다 그 절대값이 증가하였다. 구체

적으로 MXL에서 추정한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장료, 경사도

(산악형)의 모수의 평균은 CL의 추정 모수보다 각각 80.48, 32.54, 42.82,

39.12, 101.37% 증가하였다. Revelt and Train(1998)은 그 이유를 MXL의 

고유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MXL의 모수 평균이 CL의 고정 모수

보다 그 절대값이 증가했다고 하나, 그림 35와 같이 CL의 고정 모수가 

MXL의 모수, 즉 정규분포의 중앙값 부근에 위치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

에 Hensher and Green(2003)은 평균만을 추정할 것이라면 굳이 MXL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CL에서 나타나

지 않은 모수의 특성이 MXL에서 특정된 만큼 MXL의 활용가치는 높다

고 하겠다.

4.1.4.3 혼합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

LCM과 MXL은 이질성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이

질성을 2개 이상의 점으로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연속된 확률분포로 나

타낸다. 그림 36은 MXL과 LCM의 모수를 비교한 것이다.

서론에서 MXL과 LCM의 상대적 우월성을 가리고자 했던 다수의 선행 

연구에 대해 언급하였다(p. 44~46). 표 36은 그들이 사용한 방법에 따라 

MXL과 LCM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표이다. Pseudo R2을 기준으로는 

LCM의 적합도가 높았으나, BIC와 Correction prediction에서는 모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한 MXL의 적합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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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잠재집단모형(상단)과 혼합로짓모형(하단)의 모수 비교
-막대의 높이는 해당 집단의 점유율을 뜻하고, 회색으로 처리한 막대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집단의 모수를 뜻한다. 



- 125 -

Measure MXL(Model N-2-Fee(N)) LCM
Log-Likelihood -2549.664 -2510.156
Pseudo R2 0.249 ˂ 0.261
Adj. Pseudo R2 0.245 ˂ 0.251
BIC 5199.082 ˃ 5233.121
Correction prediction(%) 59.933 ˃ 59.751
추정 계수의 수 15 32

표 36. 혼합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의 모형 적합도 비교

이밖에 Ben-Akiva and Swait(1986)의 방법으로 MXL과 LCM의 상대적 

우월성을 평가하였다. 두 Model의 조정 Pseudo R2의 차이인 z=0.007이 

0보다 크다는 가설에 대한 통계량은 -5.293이었다. 이에 대한 확률은 P≤

Φ(-5.293)≒0이므로, 본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본 연구에서도 LCM

이 MXL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은 셈이다. 본 결과는 

LCM이 MXL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린 Birol et al.(2006), Colombo

et al.(2007), Birol et al.(2009), Shen(201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다.

Sagebiel(2011)이 활용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 MXL과 LCM의 추정 모수

를 활용하여 모든 실험에서 각 대안을 선택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

하였다(p. 46 참조). 표 37과 그림 37의 상단은 대안 1, 2, 3에 대한 MXL

과 LCM의 대안 선택 확률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와 그림이다. MXL

의 대안 선택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LCM의 대안 선택확률을 독립변수

로 한 회귀모형의 조정 R2값은 0.979, 0.980, 0.848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았다.

그림 37의 하단은 MXL과 LCM의 대안 선택 확률의 Kernel 밀도를 비교



- 126 -

한 것으로, 응답자가 대안 1, 2, 3을 선택할 확률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

구 결과는 MXL과 LCM의 Kernel 확률 밀도의 차이를 규명한 Green

and Hensher(2003)와 Sagebiel(2011)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73).

변수 대안 1 Alternative 2 Alternative 3†

잠재집단모형의 대안 예측 확률 1.023***(396.60) 1.000***(399.17) 0.809***(135.37)
상수항 -0.009***(-7.37) -0.005***(-4.49) 0.031***(32.46)
Adj. R-squared 0.979 0.980 0.848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대안 3은 응답자에게 제시된 대안 1,2를 선택하지 않음을 뜻함.

표 37. 혼합로짓모형 예측 확률에 대한 잠재집단모형 예측 확률의 회귀분석 결과

그림 37. 혼합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의 대안 선택 확률 간 
상관관계(상단)와 대안 선택 확률의 Kernel 밀도(하단) 비교

※하단의 파란색 실선과 붉은색 쇄선은 각각 혼합로짓모형과 잠재집단모형을 나타낸다. †대안 3은 응답자에게 제시된 대안 1,2를 선택하지 않음을 뜻함.

73)Sagebiel(2011)의 연구에서는 LCM의 선택 확률이 양극값에 더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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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 규명

MXL과 LCM을 통해 도시림의 속성별 선호에 이질성이 있음이 확인되었

다. 선호의 이질성을 규명하는 것 만큼, 특정 선호, 예컨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음의 선호를 보인 응답자 특성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 38은 

선호의 이질성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응답자의 특성이다.

이질성 규명 방법에 따라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와 연속변수

(Continuous variable)로 구분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 수준l
이산 변수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성별 남자 여자
결혼여부 기혼 미혼
학력 대재이상 대재미만
방문목적 휴식 운동

연속 변수
나이
아이 수
월 소득
방문 빈도
도시림에 대한 태도

표 38. 도시민의 특성 및 수준

본 연구에서는 도시림 보전에 대한 태도(attitude)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도시녹지총량제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도시

녹지총량제에 대한 찬성 여부이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녹지총량제에 시

행에 따르는 지불 여부이며, 각각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

다. 도시녹지총량제라 함은 도시별 도시림 총량을 산정하고 도시림이 다

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그 양만큼 대체 도시림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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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도시녹지총량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사

를 말한다(산림청, 2007). 도시림 기본계획에도 관리기반 구축의 녹색총

량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그림 38, 39는 도시녹지총량제에 대한 찬성과 지불에 대한 응답 결과이

다. 두 질문에 대해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도시녹지총량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찬성한 반면, 도시녹지총

량제 추진에 따른 추가 지불 의사에 대해서는 23%만이 찬성 의사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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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도시녹지총량제 도입에 대한 지불 의사

표 39는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림에 

대한 보전 태도 지수를 두 응답에 대한 합74)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점수

가 높을수록 도시림에 대한 보전의사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지불 의사
도입 찬성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매우 반대 9 3 1 3 0
반대 20 29 2 7 0
보통 26 51 40 13 1
찬성 49 90 89 98 1
매우 찬성 50 58 52 69 12

표 39. 도시녹지총량제의 도입 및 지불에 대한 찬성 여부

74)참여의사와 지불의사를 동시에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설정한 연구로는 Jensen et 
al.(2003), 박소희 등(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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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조건부로짓모형

이산변수인 경우, 표본을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 각각의 모수를 추

정하여 비교하였다.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도시림 특

성을 곱하여 교차변수를 구성하고, 이를 모형에 추가하여 모수를 추정,

모수의 부호와 유의성을 통해 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4.2.1.1 이산변수

거주지
표 40은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75)로 구분하고 추정한 CL의 

결과이다. Wald χ2 검정 결과,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장료, 경

사도(구릉)에 대한 선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생물다양성 수준이 빈약에서 풍부

로 되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경사도는 평지보다 구

릉을 선호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 거주자가 

제시된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대도시 거주자보다 높았으며. 중소

도시 거주자만이 산책로 길이 증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75)서울(223), 부산(71), 대구(46), 인천(53), 광주(27), 대전(29), 울산(19)을 대도시로, 경기
(199), 강원(17), 충북(18), 충남(15), 전북(24), 전남(15), 경북(27), 경남(40)을 중소도시로 
편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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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대도시 중소도시 Wald χ2 검정§
1.No -1.376*** -2.074*** 4.43**

(6.14) (-8.48)
2.산책로 -0.027 -0.247*** 5.11**

(-0.41) (-3.50)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220*** 0.866*** 3.50*
(9.23) (6.38)

풍부 1.894*** 1.327*** 14.57***
(18.31) (12.45)

4.접근성 -0.015 -0.011 0.08
(-1.67) (-1.19)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135 0.410*** 2.31

(1.10) (3.09)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197 0.435*** 1.75

(1.60) (3.33)
6. 입장료 -0.724*** -0.477*** 4.88**

(-9.35) (-5.93)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265** -0.074 5.25**
(2.58) (-0.69)

산악형 -0.204* -0.428*** 1.72
(-1.73) (-3.45)

관측치 441 332
Log-likelihood -1490.9459 -1166.8315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귀무가설(β대도시= β중소도시)에 대한 Wald χ2 검정 통계량

표 40. 거주지에 따른 조건부로짓모형의 추정계수 비교

방문 목적
방문목적에 따라 도시림 속성에 반응하는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표 41). 휴식을 위해 도시림을 방문하는 응답자가 운동을 위해 방문하

는 응답자보다 산책로가 늘어나는 것,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더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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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응했고, 산악형보다는 평지형을 선호하였다 휴식을 위해 도시림

을 방문하는 사람이 운동을 위해 도시림을 방문하는 사람보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속성변수 휴식 운동 Wald χ2 검정§
1.No -2.102*** -1.088*** 8.73***

(-9.51) (-4.15)
2.산책로 -0.268*** 0.039 9.35***

(-4.04) (0.52)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157*** 0.938*** 1.26
(8.75) (6.49)

풍부 1.610*** 1.640*** 0.04
(15.83) (14.44)

4.접근성 -0.025** 0.006 5.24**
(-2.86) (0.56)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404*** 0.109 2.54

(3.31) (0.78)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508*** 0.086 5.24**

(4.21) (0.62)
6. 입장료 -0.676*** -0.514*** 2.01

(-8.79) (-6.07)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080 0.136 0.12
(0.82) (1.22)

산악형 -0.450*** -0.100 4.01**
(-3.81) (-0.77)

관측치 411 321
Log-likelihood -1422.992 -1109.0325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귀무가설(β휴식=β운동)에 대한 Wald χ2 검정 통계량

표 41. 방문목적 따른 조건부로짓모형의 추정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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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 42는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의 모

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Wald χ2검정 결과,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규명

된 속성변수는 경사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입장료였으며, 성별, 결혼여부,

학력이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①경사도(산악형)에 대한 선호에 있어 성별과 결혼 여부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미혼이 산악형보다 

평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과 기혼은 산악형과 평지형 

사이에 유의한 선호가 드러나지 않았다. ②학력이 높은 사람이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입장료 증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환경교육 프로

그램이 제공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반면, 학력이 낮은 사람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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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성별 결혼여부 학력

남자 여자 Wald χ2 검정§ 기혼 미혼 Wald χ2 검정§§ 대재 이상 대재 미만 Wald χ2 검정§§§

1.No -1.748*** -1.566*** 0.31 -1.636*** -1.683*** 0.02 -2.007*** -1.326*** 4.28**
(-7.49) (-6.76) (-8.29) (-5.69) (-8.49) (-5.79)

2.산책로 -0.164** -0.082 0.72 -0.122** -0.128 0.00 -0.220*** -0.034 3.74*
(-2.42) (-1.20) (-2.12) (-1.44) (-3.19) (-0.50)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978*** 1.162*** 0.95 1.032*** 1.113*** 0.15 1.180*** 0.970*** 1.22

(7.24) (8.78) (9.24) (6.27) (8.44) (7.57)
풍부 1.555*** 1.733*** 1.45 1.650*** 1.595*** 0.12 1.747*** 1.529*** 2.18

(15.23) (16.16) (18.90) (11.53) (16.24) (15.04)
4.접근성 -0.010 -0.013 0.07 -0.016** -0.004 0.70 -0.011 -0.014 0.07

(-1.09) (-1.46) (-2.03) (-0.30) (-1.15) (-1.56)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305** 0.216* 0.25 0.301*** 0.158 0.52 0.439*** 0.093 3.74*
(2.40) (1.73) (2.84) (0.95) (3.43) (0.74)

표 42. 기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조건부로짓모형의 추정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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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379*** 0.217* 0.83 0.297*** 0.328** 0.03 0.486*** 0.123
(3.04) (1.71) (2.79) (2.02) (3.83) (0.99)

6. 입장료 -0.581*** -0.651*** 0.40 -0.640*** -0.529*** 0.84 -0.793*** -0.444***
(-7.52) (-8.16) (-9.67) (-5.20) (-9.78) (-5.81)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68 0.028 0.90 0.150 -0.015 1.04 0.145 0.072

(1.63) (0.27) (1.71) (-0.11) (1.39) (0.70)
산악형 -0.134 -0.481*** 4.13*** -0.190 -0.566*** 3.84*** -0.301** -0.285**

(-1.12) (-3.95) (-1.93) (-3.48) (-2.44) (-2.42)
관측치 388 385 552 221 386 387
Log-likelihood -1340.354 -1341.923 -1922.152 -762.125 -1301.602 -1381.076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귀무가설(β남자= β여자)에 대한 Wald χ2 검정 통계량
§§귀무가설(β미혼= β기혼)에 대한 Wald χ2 검정 통계량
§§§귀무가설(β대재이상= β대재미만)에 대한 Wald χ2 검정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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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Model ❶ Model ❷ Model ❸ Model ❹ Model ❺
1.No -1.500*** -1.729*** -1.590*** -1.707*** -1.649***

(-2.55) (-8.38) (-6.46) (-9.17) (-9.57)
2.산책로 -0.153 -0.164*** -0.200* -0.127** -0.118**

(-0.89) (-2.65) (-1.73) (2.32) (-2.35)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423*** 1.054*** 1.071*** 1.098*** 1.075***
(4.16) (8.62) (3.91) (10.23) (10.86)

풍부 1.958*** 1.559*** 1.633*** 1.696*** 1.613***
(7.42) (16.66) (7.63) (20.18) (20.87)

4.접근성 -0.006 -0.010 -0.005 -0.014* -0.010
(-0.27) (-1.17) (-0.31) (-1.84) (-1.48)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504* 0.087 0.141 0.240** 0.232**

(1.60) (0.77) (0.56) (2.37) (2.51)
안내표지판 설치 및 0.728** 0.220* 0.163 0.322*** 0.290***

표 43. 교차변수를 추가한 조건부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4.2.1.2 연속변수

표 43은 나이, 아이 수, 소득, 방문 빈도, 도시림에 대한 보전 태도와 도

시림 속성변수의 곱으로 구성된 교차변수를 추가한 CL의 모수 추정 결

과이다. 나이와 경사도(산악형)의 곱과 아이 수와 안내표지판의 곱으로 

구성된 2가지 교차변수의 모수만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전자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졌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산악

형에 대한 부담이 덜함을 의미한다. 후자의 추정계수도 양(+)이었다. 이

는 아이의 수가 많아질수록 안내표지판 설치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함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 방문빈도, 도시림 보전에 대한 태도는 도시림 속성

별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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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운영
(2.37) (1.96) (0.65) (3.19) (3.13)

6. 입장료 -0.599*** -0.549*** -0.502*** -0.663*** -0.644***
(-3.02) (-7.78) (-4.14) (-10.57) (-10.98)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93 0.112 0.071 0.081 0.092

(-0.74) (1.19) (0.36) (0.97) (1.19)
산악형 -1.150*** -0.300*** -0.182 -0.310*** -0.286***

(-3.71) (-2.72) (-0.74) (-3.20) (-3.21)
나이
× No -3.977E-03 - - - -

(-0.29)
× 산책로 5.684E-04 - - - -

(0.14)
× 생물다양성(보통) -8.671E-03 - - - -

(-1.09)
× 생물다양성(풍부) -7.703E-03 - - - -

(-1.26)
× 접근성 -1.494E-04 - - - -

(-0.27)
× 환경교육프로그램   (안내표지판) -5.784E-03 - - - -

(-0.79)
× 환경교육프로그램   (둘다) -1.025E-02 - - - -

(-1.42)
× 입장료 -3.621E-04 - - - -

(-0.08)
× 경사도(구릉형) 7.292E-03 - - - -

(1.20)
× 경사도(산악형) 2.088E-02*** - - - -

(2.88)
아이 수
× No - 9.648E-02 - - -

(0.60)
× 산책로 - 3.743E-02 - - -

(0.82)
× 생물다양성(보통) - 1.971E-02 - - -

(0.22)
× 생물다양성(풍부) - 8.736E-02 - - -

(1.21)
× 접근성 - -1.023E-03 - - -

(-0.16)
× 환경교육프로그램   (안내표지판) - 2.057E-01** - -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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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프로그램   (둘다) - 1.106E-01 - - -
(1.30)

× 입장료 - -7.526E-02 - - -
(-1.37)

× 경사도(구릉형) - -5.928E-03 - - -
(-0.08)

× 경사도(산악형) - 2.209E-02 - - -
(0.27)

소득수준
× No - - -1.663E-03 - -

(-0.37)
× 산책로 - - 1.871E-02 - -

(0.70)
× 생물다양성(보통) - - -2.630E-03 - -

(-0.04)
× 생물다양성(풍부) - - -8.427E-04 - -

(-0.02)
× 접근성 - - -1.719E-03 - -

(-0.42)
× 환경교육프로그램   (안내표지판) - - 2.907E-02 - -

(0.49)
× 환경교육프로그램   (둘다) - - 3.486E-02 - -

(0.59)
× 입장료 - - -2.752E-02 - -

(-1.01)
× 경사도(구릉형) - - 9.719E-03 - -

(0.21)
× 경사도(산악형) - - -2.740E-02 - -

(-0.47)
방문빈도
× No - - - 1.506E-03 -

(0.49)
× 산책로 - - - -7.930E-05 -

(-0.10)
× 생물다양성(보통) - - - -1.135E-03 -

(-0.68)
× 생물다양성(풍부) - - - -2.418E-03* -

(-1.91)
× 접근성 - - - 6.430E-05 -

(0.53)
× 환경교육프로그램   (안내표지판) - - - 7.495E-04 -

(0.48)
× 환경교육프로그램   (둘다) - - - -5.213E-04 -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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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 - - - 1.697E-03* -
(1.86)

× 경사도(구릉형) - - - 9.308E-04 -
(0.70)

× 경사도(산악형) - - - 5.847E-04 -
(0.39)

환경 태도
× No - - - - -5.310E-02

(-0.52) 
× 산책로 - - - - -2.042E-02

(-0.69) 
× 생물다양성(보통) - - - - -1.084E-02

(-0.19)
× 생물다양성(풍부) - - - - 4.736E-02

(1.04)
× 접근성 - - - - -5.355E-03

(-1.34)
× 환경교육프로그램   (안내표지판) - - - - 4.985E-02

(0.92)
× 환경교육프로그램   (둘다) - - - - 2.350E-02

(0.43)
× 입장료 - - - - 6.229E-02*

(1.83)
× 경사도(구릉형) - - - - 3.481E-02

(0.78)
× 경사도(산악형) - - - - -1.101E-02

(-0.21)
Log-likelihood -2681.174 -2682.174 -2689.369 -2670.842 -2677.928
교차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Model에 대한 우도비 검정 통계량

21.142** 19.142** 0.907 41.807*** 27.634***

Significance level: *** 1%, ** 5%, * 10%Numbers in bracket are t-value.

4.2.2 혼합로짓모형

표 15의 Model N-2의 추정 계수를 바탕으로 773명 응답자의 개별 모수

를 추정하였다. 개별 모수는 STATA®의 mixlbeta.ado를 활용하였다

(Hole, 2008). 추정한 개별 모수는 모집단 모수와 함께 그림 40, 표 44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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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개별 모수(히스토그램)와 모집단 모수(실선)의 비교(Model 
N-2)

평균과 중앙값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표준편차에서는 모집단 모수가 개

별 모수보다 약 2배 정도 컸다.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장료,

경사도(산악형)은 각각 2명(0.259%), 60명(7.762%), 1명(0.129%), 10명

(1.294%), 177명(22.898%)가 모수 평균과 다른 부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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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장료 경사도(산악형)
개별모수 모집단모수 개별모수 모집단모수 개별모수 모집단모수 개별모수 모집단모수 개별모수 모집단모수

평균 -2.989 -2.979 -0.167 -0.167 2.329 2.326 -0.847 -0.851 -0.582 -0.591
표준편차 0.934 1.692 0.121 0.320 0.659 1.285 0.402 0.716 0.815 1.464
최소값 -4.499 -9.605 -0.625 -1.421 -0.856 -2.039 -2.215 -3.284 -2.963 -6.323
5% -3.935 -9.432 -0.381 -0.699 1.129 0.209 -1.549 -2.03 -1.762 -3.023
25% -3.639 -4.117 -0.241 -0.382 1.855 1.464 -1.129 -1.331 -1.137 -1.575
중앙값(50%) -3.423 -2.959 -0.160 -0.163 2.462 2.33 -0.793 -0.849 -0.719 -0.573
75% -2.354 -1.846 -0.087 0.047 2.869 3.199 -0.57 -0.364 -0.061 0.389
95% -1.154 -0.188 0.021 0.361 3.166 4.425 -2.556 0.319 0.837 1.823
최대값 0.051 3.179 0.228 0.998 3.496 7.713 0.424 2.151 2.933 4.738
A.S.L.(%)§ 0.259 3.911 7.762 30.088 0.129 3.578 1.294 11.899 22.898 34.337
§Achieved significance level의 약자로 평균의 부호와 다른 부호를 나타내는 분포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44. 개별 모수와 모집단 모수의 특성 비교(Model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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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와 경사도(산악형)에 대하여 양(+)의 선호를 보인 집단과 음(-)의 

선호를 보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사회경제적 특성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았다76). 그림 41의 짙게 표시한 양의 부분, 즉 

60명과 177명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시도한 것이다.

그림 41. 산책로와 경사도(산악형)의 개별 모수
* 히스토그램에서 짙게 표시한 부분은 평균과 다른 부호를 보인 특이 집단을 나타낸다. 

거주지, 성별, 학력, 결혼 여부, 방문목적의 더미변수는 집단 간 비율의 

차이를, 나이, 아이 수, 소득, 방문빈도, 환경태도의 연속변수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정 결과, 아이의 수만 산책로에 음(-)의 선호를 보인 집단과 양(+)의 선

호를 보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즉, 산책로가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의 아이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평지형을 선호하는 집단은 휴

식을 위해 도시림을 찾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산악형을 선호하는 집

단은 운동을 위해 도시림을 찾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76)개별 모수 분포를 4분위 수로 나누어 각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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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경사도(산악형)
양(+)_특이집단 음(-)_일반집단 통계량§ 양(+)_특이집단 음(-)_일반집단 통계량§

더미변수†
거주지(대도시 비율) 56.67% 57.08% 0.004 59.89% 56.21% 0.754
성별(남자 비율) 50.00% 50.21% 0.001 51.98% 49.66% 0.292
결혼여부(기혼 비율) 76.67% 70.97% 0.880 72.88% 70.97% 0.243
학력수준(대재이상 비율) 51.67% 49.79% 0.078 46.89% 50.84% 0.850
방문목적

(휴식 비율) 45.00% 53.86% 1.744 44.63% 55.70% 6.719**
(운동 비율) 48.33% 40.95% 1.241 52.54% 38.26% 11.473***

연속변수‡
나이 42.033(11.335)[0.510]

40.743(12.065)[73.47]*** 0.649 41.938(11.361)[8.33]***
40.518(12.183)[60.08]*** 2.513

소득수준 4.083(1.533)[2.71]
3.947(1.439)[26.27]*** 0.412 3.909(1.458)[9.16]***

3.971(1.444)[20.40]*** 0.450
방문빈도 0.689(1.220)[47.37]***

0.565(1.083)[-]*** 3.385* 0.566(1.019)[-]***
0.577(1.116)[-]*** 1.500

아이 수 1.200(1.176)[4.29]
0.839(1.041)[66.25]*** 6.069** 0.836(1.017)[15.52]***

0.875(1.068)[55.96]*** 0.074
환경 태도 0.483(1.631)[0.71]

0.517(1.635)[13.33]*** 0.215 0.401(1.607)[7.89]**
0.548(1.642)[10.99] 0.872

계 60(7.76%) 713(92.24%) - 177(22.90%) 596(77.10%) -
유의수준: *** 1%, ** 5%, * 10%†더미변수의 값은 해당 집단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연속변수의 값은 평균을,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대괄호 안의 값은 정규성 검정(Skewness/Kurtosis test) 통계량이다. §더미변수의 통계량은 Pearson χ2 값이며, 연속변수는 비모수추정 방법인 Kruskal & Wallis equality of populations rank 검정을 활용하였다. 모든 경우에 있어 정규성을 따른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표 45. 특이 집단과 일반 집단의 개인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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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잠재집단모형

4.2.3.1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

표 28의 LCM 추정 모수를 바탕으로 773명이 집단 Ⅰ, Ⅱ, Ⅲ에 각각 속

할 확률을 구하였다. 본 확률은 STATA®의 lclogitpr.ado로 사후추정하였

다.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773명을 세 집단으

로 나눈 것이다.

표 46은 집단별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더미변수는 비율로,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집단 Ⅰ, Ⅱ, Ⅲ의 특성을 나타냈다. 집단 간 특성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거주지와 방문목적(휴식)만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 Ⅱ의 대도시민 비율

이 높았으며, 집단 Ⅰ의 방문목적이 휴식인 비율이 높았다. 나머지 변수

들의 집단 간 차이는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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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Ⅰ 집단Ⅱ 집단Ⅲ 통계량§

더미변수†
거주지(대도시 비율) 42.86% 70.33% 55.70% 23.804***
성별(남자 비율) 53.97% 43.96% 51.61% 3.925
결혼여부(기혼 비율) 69.05% 73.08% 71.40% 0.592
학력수준(대재이상 비율) 46.03% 52.75% 49.89% 1.344
방문목적

(휴식 비율) 63.49% 52.20% 50.75% 6.552**
(운동 비율) 34.92% 41.21% 43.44% 2.974

연속변수‡
나이 41.174(13.679)[27.00]***

40.209(11.686)[10.97]***
41.002(11.661)[35.14]***

0.942

소득수준 3.857(1.543)[3.54]
4.044(1.378)[10.22]***

3.950(1.447)[19.96]***
1.890

방문빈도 0.617(1.191)[-]***
0.484(0.893)[-]***

0.598(1.138)[-]***
2.406

아이 수 0.683(0.968)[21.31]***
0.906(1.039)[16.03]***

0.901(1.082)[44.02]***
4.666*

환경 태도 0.508(1.783)[3.47]
0.313(1.503)[0.41]

0.596(1.637)[9.86]***
5.461*

계 126(16.30%) 182(23.54%) 465(60.16%) 773(100%)
유의수준: *** 1%, ** 5%, * 10%†더미변수의 값은 해당 집단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연속변수의 값은 평균을,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대괄호 안의 값은 정규성 검정(Skewness/Kurtosis test) 통계량이다. §더미변수의 통계량은 Pearson χ2 값이며, 연속변수는 비모수추정 방법인 Kruskal & Wallis equality of populations rank 검정을 활용하였다. 모든 경우에 있어 정규성을 따른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표 46. 집단에 따른 도시민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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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표 47은 LCM 모형에 공변량(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하나씩 추가했을 때

의 우도비 검정 결과이다. 거주지, 아이 수, 방문 목적(휴식을 위한 방

문), 환경태도가 5% 유의수준에서 도시림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 우도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나이 0.47 0.792
소득수준 1.24 0.537
성별 4.55 0.103
거주지*** 38.18 0.000
결혼여부 1.13 0.567
학력수준 1.33 0.513
아이 수** 6.21 0.045
방문목적

휴식** 7.07 0.029
운동 4.09 0.394

방문빈도 2.96 0.227
환경태도** 6.31 0.043
유의수준: *** 1%, ** 5%, * 10%

표 47. 공변량 추가에 따른 우도비 검정 결과

표 48은 유의미한 공변량을 추가하여 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중소도시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보다 집단 Ⅲ(참조집단)에 비해 집단 Ⅰ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집단 Ⅲ에 

비해 집단 Ⅱ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방문 목적이 휴식인 도시민이 운동 

등 타 목적으로 도시림을 찾는 도시민보다 집단 Ⅲ에 비해 집단 Ⅰ에 속

할 확률이 높았다. 아이의 수가 많을수록 집단 Ⅰ에 비해 집단 Ⅲ에 속

할 확률이 높았다. 환경태도가 높은 도시민이 집단 Ⅰ과 Ⅱ에 비해 집단 

Ⅲ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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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집단 Ⅰ 집단 Ⅱ 집단 Ⅲ Wald χ2 검정 통계량§

1. No -3.941*** 0.390 -3.129*** 342.033***(-14.22) (1.00) (-14.50)
2.산책로 -0.750*** -0.077 0.026 22.167***(-8.91) (-0.64) (0.43)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336** 2.857*** 1.230*** 250.549***(2.19) (11.87) (10.33)
풍부 -0.294*** 3.900*** 2.242*** 681.376***(-2.58) (19.25) (22.02)

4.접근성 -0.031*** 0.005 -0.002 4.216(-3.00) (0.31) (-0.27)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102 -0.146 0.426*** 18.645***(0.68) (-0.80) (3.71)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088 -0.117 0.685*** 24.197***(-0.60) (-0.54) (6.03)

6. 입장료 -0.385*** -1.471*** -0.683*** 89.840***(-4.30) (-10.34) (-9.82)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210* 0.424** -0.101 18.970***(1.66) (2.17) (-1.13)
산악형 -0.381*** 0.303 -0.437*** 41.886***(-2.67) (1.38) (-4.16)

거주지(대도시:1) -0.994*** 1.003*** -(-7.18) (6.08)
아이 수 -0.430*** 0.079 -(-6.11) (1.16)
방문목적(휴식:1) 0.717*** 0.078 -(5.21) (0.53)
환경태도 -0.108** -0.176*** -(-2.50) (-4.05)
상수항 -0.631*** -1.543*** -(-4.79) (-8.91)
점유율 0.197 0.244 0.559
Log-likelihood -2479.984
공변량 없는 Model에 대한 우도비 검정 통계량 60.344***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귀무가설(β집단Ⅰ=β집단Ⅱ=β집단Ⅲ)에 대한 Wald χ2 검정 통계량

표 48. 공변량을 포함한 잠재집단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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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소결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도시림의 속성별 선호에 대한 이질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림과 관련된 도시민의 선호 차

이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선행 연구

(Tyrväinen et al., 2005; Wolf, 2005; Konijnendijk, 2008)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도시림 속성별로 규명된 선호에 대한 이질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책로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도시민과 아이의 수가 많은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물다양성에 대한 선호에는 거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생물다양성 증가에 더 긍정

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는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자연성이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아이의 수가 증가할수록 생물다양성 

증가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셋째, 접근성에 대한 선호에는 방문목적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휴식을 위해 도시림을 찾는 도시민만이 접근성 증가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접근성이 확보될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한 HPM의 연구

(Tyrväinen and Miettinen, 2000; Kim, 2002)와는 다른 결과라 하겠다.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집단 Ⅱ와 Ⅲ이 접근성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은 

것은 대중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시림에 대한 접근성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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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에는 방문목적, 학력, 아이 수가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휴식을 목적으로 도시림을 방문하고, 학력이 높으

며, 아이의 수가 많은 도시민이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아이의 수의 증가는 산책로 및 생물다양성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들이 도시

림을 아이들이 환경과 교감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겼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산책로가 확보될수록 자연성이 높을수록 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기 때

문이다. 실제 자연에 대한 경험이 아이의 영향, 인지, 평가 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Kellert, 2002).

다섯째, 경사도(산악형)에 대한 선호에 가장 많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대도

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나이가 적을수록 산악형보다 평지형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운동 능력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되며, 나이와 거주지는 도시림에 할애할 수 있는 여가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de la Maza et al.(2002)과 Kinzig et al.(2005) 등의 연구에서환경 

선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규명된 소득은 본 연구에서는 어떤 속성

별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핀란드의 Joensuu 사례

(Tyrväinen and Väänänen, 1998)에서처럼 우리나라의 도시림도 더 이

상 우등재(superior good)가 아닌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화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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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계지불의사의 산정

4.3.1 조건부로짓모형

CL의 결과를 Krinsky and Robb(1986)의 방법으로 모의 추정한 MWTP

는 표 49, 그림 42와 같다. 산책로가 길수록, 접근성이 낮을수록 음(-)의 

지불의사가 도출되었다. 음의 지불의사는 속성 변화가 효용의 감소를 초

래하고, 원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불의사 금액만큼 보상받아

야 함을 의미한다.

속성변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A.S.L.§
2. 산책로(시간) -0.205 0.071 -0.208 0.004**
3. 생물다양성

빈약 → 보통 1.749 0.176 1.740 0.000***
빈약 → 풍부 2.682 0.245 2.660 0.000***

4. 접근성(분) -0.020 0.011 -0.020 0.004***
5. 환경교육프로그램

없음 → 안내표지판만 설치 0.424 0.134 0.428 0.002***
없음 → 둘다 0.495 0.129 0.499 0.000***

7. 경사도
평지형 → 구릉형 0.178 0.128 0.174 0.074*
평지형 → 산악형 -0.486 0.158 -0.479 0.001***

§Achieved significance level의 약자로 한계지불의사 평균값의 부호와 다른 부호를 나타낸 비율(%)을 나타낸다.†원달러 환율은 2010년 기준으로 1달러 당 1,140원을 적용하였다.

표 49. 조건부로짓모형의 한계지불의사
(단위 : USD/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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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민은 생물다양성 수준이 빈약에서 보통으로, 빈약에서 풍

부로 증가했을 때, 1회당 각각 1.749달러(약 1,993원)와 2.682달러(약 

3,057원)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안내표

지판이 설치되었을 때 0.424(약 483원)달러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

며,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는 0.495달러(564원)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생물다양성은 수준 간 MWTP의 차이가 있었

지만,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수준 간 MWTP의 차이가 없었다.

그림 42. 조건부로짓모형의 한계지불의사(단위 : USD/visit)
● 생물다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사도의 경우, 파란색은 수준1에서 수준2로 변할 때의 한계지불의사를 나타내고, 붉은색은 수준1에서 수준3으로 변할 때의 한계지불의사를 나타낸다.● 경사도가 평지형에서 구릉형으로 변할 때의 한계지불의사 분포가 칠해지지 않은 것은, 산책로(구릉형)의 추정 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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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혼합로짓모형

MXL에서 MWTP를 계산함에 다음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①모수의 이질

성을 나타내는 확률분포의 추정 계수(P1, P2)는 5% 유의수준에서 그 통

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면 고정값으로 간주한다. 즉, 추정 계수 자체의 표

준 편차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P1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MWTP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P1은 유의하나 P2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는 P1을 

모수의 대표 값으로 간주한다. ④분모인 비용변수가 0을 포함하는 확률

분포를 따르는 경우, 그 Moment를 결과 값에 제시하지 않는다77).

앞서 Model N-2-Fee(N)을 MXL의 최종 Model로 선택하였다78). 표 50의 

Model N-2-Fee(N)-C는 N-2-Fee(N)의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

정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Model N-2-Fee(N) 대비 Model N-2-Fee(N)-C

의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70.170이고, χ2(10, 0.05)=18.31이므로,

N-2-Fee(N)보다 Model N-2-Fee(N)-C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응답자가 대안을 선택할 때, 속성간 상반관계를 고려했음을 의미하며,

Meijer and Rouwendal(2006)의 주장79)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다.

여기에 Revelt and Train(1998), Goett et al.(2000) 등의 제안을 수용하

여 입장료를 고정 값으로 처리한 Model N-2-Fee(F)와 Model

N-2-Fee(F)-C를 추가로 추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를 

인정한 Model N-2-Fee(N)-C와 N-2-Fee(F)-C에서 산책로 모수를 나타내

77)분포의 Moment에 대한 내용은 2.4.3.2 분포 추정 방법에 기술하였다(p. 52~57 참조). 
78)최종 Model의 선택 과정은 4.1.2.5 준비모수(SNP) 검정에 기술하였다(p. 98~106 참조). 

79)그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속성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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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ModelN-2-Fee(N) ModelN-2-Fee(F) ModelN-2-Fee(N)-C ModelN-2-Fee(F)-C
제1계수 (평균)
1.No -2.978*** -2.784*** -2.870*** -2.614***

(-11.70) (-11.56) (-9.78) (-9.12)
2.산책로 -0.167*** -0.140** -0.116 -0.070

(-2.69) (-2.42) (-1.56) (-1.00)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374*** 1.308*** 1.503*** 1.414***
(11.19) (11.24) (10.97) (11.27)

풍부 2.328*** 2.209*** 2.658*** 2.505***
(16.43) (16.96) (14.93) (16.07)

4.접근성 -0.015* -0.015* -0.017* -0.015*
(-1.83) (-1.89) (-1.90) (-1.75)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396*** 0.367*** 0.438*** 0.378***

(3.39) (3.32) (3.37) (3.16)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436*** 0.409*** 0.445*** 0.387***

(3.84) (3.82) (3.51) (3.30)
6. 입장료 -0.850*** -0.772*** -0.898*** -0.795***

(-10.67) (-11.23) (-10.01) (-10.58)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091 0.114 0.084 0.120
(0.97) (1.30) (0.82) (1.26)

산악형 -0.590*** -0.564*** -0.680*** -0.646***

표 50. Model N-2과 확장 Model의 추정 결과 비교

는 평균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80).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

가 있음을 가정한 N-2-Fee(N)-C의 적합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

른 Model의 MWTP를 추정하는 이유는 연구자의 임의적 Model 선택에 

따른 MWTP의 편의(bias)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80)저자의 지식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다만, Guevara et al.(2009)가 
제기한 Curse of dimensionality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를 허용한 MXL에서 파라메터의 수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추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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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4.51) (-4.57) (-4.64)
제2계수(표준편차)†
1.No 1.691*** 2.001*** -2.919*** -3.353***

(7.97) (11.59) (-6.99) (-12.35)
2.산책로 0.320*** 0.265*** 0.526*** -0.486***

(4.01) (2.90) (7.61) (-7.58)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 - - -
풍부 1.292*** -1.213*** 1.405*** -1.341***

(6.95) (-7.02) (5.74) (-6.82)
4.접근성 - - - -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 - - -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6. 입장료 0.720*** - -0.715*** -
(8.40) (-5.38)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 - - -
산악형 1.463*** 1.453*** 1.479*** 1.415***

(8.32) (8.84) (7.00) (7.45)
L(NO;산책로) - - -0.480*** -0.529***

(-4.27) (-6.14)
L(NO;생물다양성(풍부)) - - -1.026*** -0.938***

(-4.49) (-5.73)
L(NO;입장료) - - 0.027 -

(0.15)
L(NO;경사도(산악형)) - - -0.074 -0.087

(-0.32) (-0.49)
L(산책로l;생물다양성(풍부)) - - 0.265 -0.255

(1.18) (-1.18)
L(산책로;입장료) - - -0.106 -

(-0.75)
L(산책로;경사도(산악형)) - - 0.212 -0.135

(0.85) (-0.59)
L(생물다양성(풍부);입장료) - - -0.094 -

(-0.52)
L(생물다양성(풍부);경사도(산악형)) - - -0.63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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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58)
L(입장료;경사도(산악형)) - - 0.219 -

(0.73)
Log-likelihood -2549.664 -2567.4025 -2514.579 -2528.250
추정 계수의 수 15 14 25 20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Model N-2-Fee(N)-C와 N-2-Fee(F)-C의 추정 표준편차는 분산-공분산 행

렬(V)을 Cholesky 분해81)한 하-삼각행렬(Lower Triangular matrix: L)의 

요소를 의미한다(Hensher and Greene, 2003).

Model N-2-Fee(N)-C의 분산-공분산 행렬(V)를 표 51에 제시하였다82). 산

책로와 No, 생물다양성(풍부)과 NO, 생물다양성(풍부)과 산책로 사이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공분산 값이 도출되었다. 반

면, 입장료와 타 속성변수에서는 유의한 공분산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81)V=LL’
82)STATA®의 mixlogit.ado로 모수를 추정하고, 사후추정에서 mixlcov.ado을 사용하면 분

산-공분산과 표준편차를 추정할 수 있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11:L11*L11
v21:L21*L11
v31:L31*L11
v41:L41*L11
v51:L51*L11
v22:L21*L21+L22*L22
v32:L31*L21+L32*L22
v42:L41*L21+L42*L22
v52:L51*L21+L52*L22
v33:L31*L31+L32*L32+L33*L33
v43:L41*L31+L42*L32+L43*L33
v53:L51*L31+L52*L32+L53*L33
v44:L41*L41+L42*L42+L43*L43+L44*L44
v54:L51*L41+L52*L42+L53*L43+L54*L44
v55:L51*L51+L52*L52+L53*L53+L54*L54+L55*L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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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특성 ModelN-2-Fee(N) ModelN-2-Fee(F) ModelN-2-Fee(N)-C ModelN-2-Fee(F)-C
산책로(시간) 평균 D.N.E -0.181 - -

표준편차 D.N.E 0.345 - -
중앙값 -0.136 -0.181 - -
5% -1.803 -0.750 - -
95% 1.352 0.385 - -
왜도 D.N.E -0.005 - -
첨도 D.N.E 3.019 - -

생물다양성빈약→보통 평균 D.N.E 1.694 D.N.E 1.779
표준편차 D.N.E 0 D.N.E 0
중앙값 1.286 1.694 1.382 1.779
5% -6.309 1.694 -5.940 1.779
95% 8.881 1.694 8.786 1.779
왜도 D.N.E - D.N.E -

표 52. Model 별 한계지불의사 비교
(단위 : USD/visit)†

No 산책로 생물다양성(풍부) 입장료 경사도(산악형)
No 8.521*** - - - -

(3.49)
산책로 1.400*** 0.507*** - - -

(2.84) (3.60)
생물다양성(풍부)

2.994*** 0.632*** 3.096*** - -
(3.84) (3.40) (4.57)

입장료 -0.077 -0.069 -0.187 0.532*** -
(-0.15) (-0.61) (-0.82) (2.59)

경사도(산악형)
0.217 0.147 -0.754* -0.122 2.684***
(0.32) (0.87) (-1.86) (-0.56) (4.01)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표 51. Model N-2-Fee(N)-C 추정 모수의 분산-공분산 행렬

4가지 Model의 추정 모수로 도출한 모의 MWTP는 표 52과 같다. 분모

로 사용되는 입장료 변수를 고정했을 때, MWTP의 중앙값의 절대값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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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 D.N.E - D.N.E -
생물다양성빈약→풍부 평균 D.N.E 2.861 D.N.E 3.141

표준편차 D.N.E 1.572 D.N.E 1.685
중앙값 2.050 2.861 2.064 3.145
5% -10.168 0.268 -11.910 0.368
95% 15.422 5.546 15.850 5.907
왜도 D.N.E 0.000 D.N.E -0.011
첨도 D.N.E 2.989 D.N.E 2.979

환경교육프로그램없음 → 안내표지판만 설치

평균 D.N.E 0.475 D.N.E 0.475
표준편차 D.N.E 0 D.N.E 0
중앙값 0.371 0.475 0.403 0.475
5% -1.818 0.475 -1.731 0.475
95% 2.560 0.475 2.560 0.475
왜도 D.N.E - D.N.E -
첨도 D.N.E - D.N.E -

환경교육프로그램없음 → 둘 다

평균 D.N.E 0.530 D.N.E 0.486
표준편차 D.N.E 0 D.N.E 0
중앙값 0.408 0.530 0.409 0.486
5% -2.002 0.530 -1.759 0.486
95% 2.818 0.530 2.601 0.486
왜도 D.N.E - D.N.E -
첨도 D.N.E - D.N.E -

경사도평지형 → 산악형
평균 D.N.E -0.718 D.N.E -0.809
표준편차 D.N.E 1.884 D.N.E 1.782
중앙값 -0.488 -0.719 -0.476 -0.812
5% -8.010 -3.813 -6.980 -3.746
95% 6.020 2.368 5.381 2.123
왜도 D.N.E -0.004 D.N.E -0.007
첨도 D.N.E 3.000 D.N.E 2.995

D.N.E는 does not exist의 약자이다.†원달러 환율은 2010년 기준으로 1달러 당 1,140원을 적용하였다.

그림 43은 생물다양성의 수준이 빈약에서 풍부로 되었을 때(좌), 경사도

의 수준이 평지형에서 산악형으로 바뀌었을 때(우)의 Model 별 MWTP

의 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다.



- 158 -

그림 43. Model 별 한계지불의사 분포 비교
(단위 : USD/visit)

*파란색 실선, 붉은색 쇄선, 초록색 점선, 주황색 1점 쇄선은 각각 Model N-2-Fee(N), N-2-Fee(F), N-2-Fee(N)-C, N-2-Fee(F)-C의 한계지불의사를 나타낸다.

Meijer and Rouwdndal(2006)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입장료 변수가 정

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가 입장료 변수를 고정값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중앙값과 반대 부호를 보인 MWTP의 분포 비율이 7~8% 증가했

다83). 한편, Model N-2-Fee(N)와 N-2-Fee(N)-C의 MWT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입장료 변수와 속성 변수 간에 유

의한 공분산 값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51).

우도비 검정에 따라 선택된 Model N-2-Fee(N)-C의 MWTP는 그 

moment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Sillano and Ortúzar(2005)

83)생물다양성 수준이 빈약에서 풍부로 증가했을 때의 Model별 한계지불의사가 0보다 
작은 비율은 다음과 같다; Model N-2-Fee(N)(11.868%), Model N-2-Fee(F)(3.431%), 
Model N-2-Fee(N)-C(10.385%), Model N-2-Fee(F)-C(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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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을 수용하여 Model Ⅳ의 추정 모수를 활용하여 773명의 개별 모

수를 추정하였다(그림 44).

그림 44. 개별 모수(히스토그램)와 모집단 모수(실선)의 비교(Model N-2-Fee(N)-C)

추정 개별 모수를 활용하여 773명의 MWTP를 모두 구하였다. 표 53과 

그림 45는 개별 모수를 활용한 MWTP와 모집단 모수를 활용한 MWTP

를 비교한 것이다. 개별 모수로 추정한 MWTP가 모집단 모수를 활용한 

MWTP보다 중앙값과 다른 부호를 갖는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중앙값의 

절대값이 컸다. 개별 모수로 추정한 MWTP에서도 매우 큰 최소/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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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출된 것은 개별 모수의 일부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약컨대, 도시림의 생물다양성 수준이 빈약에서 보통으로, 빈약에서 풍

부로 증가했을 때, 1회 방문 시 평균 1.271달러(약 1,448원)와 3.211달러

(약 3,660원)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안

내표지판이 설치되었을 때 평균 0.370달러(약 421원)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고,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을 때는 평균 

0.376달러(약 428원)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생물다양성은 수준 간 

MWTP의 차이가 있었던 반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수준 간 MWTP의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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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사도
빈약 → 보통 빈약 → 풍부 없음 → 안내표지판 없음 → 둘 다 평지형 → 산악형

개별 모수 모집단 모수 개별 모수 모집단 모수 개별 모수 모집단 모수 개별 모수 모집단 모수 개별 모수 모집단 모수
평균 1.271 D.N.E. 3.211 D.N.E. 0.370 D.N.E. 0.376 D.N.E. -1.588 D.N.E.
표준편차 23.589 D.N.E. 9.342 D.N.E. 6.876 D.N.E. 6.986 D.N.E. 20.362 D.N.E.
중앙값 1.737 1.382 3.098 2.064 0.506 0.403 0.505 0.409 -0.833 -0.476
최소값 -646.892 -22,111 -239.450 -87,134 -188.560 -6,443 -191.588 -6,546 -579.913 -9,277
5% 0.976 -5.940 0.864 -11.910 0.284 -1.731 0.280 -1.759 -3.670 -6.980
95% 4.739 8.786 8.067 15.850 1.382 2.560 1.388 2.601 1.196 5.381
최대값 28.770 82,036 51.313 18,700 8.386 23,906 8.521 24,289 46.658 24,262
왜도 -26.916 D.N.E. -22.503 D.N.E. -26.916 D.N.E. -27.594 D.N.E. -27.874 D.N.E.
첨도 739.381 D.N.E. 591.743 D.N.E. 739.381 D.N.E. 780.359 D.N.E. 792.728 D.N.E.
A.S.L.(%)§ 0.571 10.385 1.682 12.746 0.571 10.385 0.571 10.385 22.510 36.147
D.N.E는 does not exist의 약자이다.§Achieved significance level의 약자로 한계지불의사 평균값의 부호와 다른 부호를 나타낸 비율(%)을 나타낸다. †원달러 환율은 2010년 기준으로 1달러 당 1,140원을 적용하였다.

표 53. 개별 모수와 모집단 모수로 산정한 한계지불의사 비교
(단위 : USD/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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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개별 모수(b)와 모집단 모수(a)로 산정한 한계지불의사 비교
(단위 : USD/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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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잠재집단모형

LCM의 결과를 Krinsky and Robb(1986)의 방법으로 모의 실험하여 추

정한 집단별 MWTP는 표 54, 그림 46과 같다. MWTP를 계산함에 분자

와 분모 둘 중의 하나라도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속성변수 집단 Ⅰ 집단 Ⅱ 집단 Ⅲ
2. 산책로(시간) -1.775a

-1.704b
(-2.482,-1.299)c

- -

3. 생물다양성 
빈약 → 보통 - 2.0562.041(1.749, 2.410)

1.9191.906(1.608, 2.270)
빈약 → 풍부 -1.100-1.024(-1.937, -0.504)

2.7942.770(2.412, 3.258)
3.4113.381(2.924, 3.997)

4. 접근성(분) -0.102-0.096(-0.173, -0.494)
- -

5. 환경교육프로그램
없음 → 안내표지판 만 - - 0.6000.602(0.359,0.837)
없음 → 둘 다 - - 0.9990.998(0.775, 1.224)

7. 경사도
평지형 → 구릉형 - 0.4580.448(0.202, 0.746)

-

평지형 → 산악형 -1.108-1.027(-2.076,   -0.415)
- -0.633-0.623(-0.942, -0.359)

a 평균, b 중앙값, c 95% 신뢰구간†원달러 환율은 2010년 기준으로 1달러 당 1,140원을 적용하였다.

표 54. 잠재집단모형의 한계지불의사
(단위 : USD/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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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의 생물다양성의 수준이 빈약에서 보통으로 증가했을 때, 집단 Ⅱ,

Ⅲ은 1회 방문 시 2.056달러(약 2,343원)와 1.919달러(약 2,187원)를 더 지

불할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집단 Ⅰ에서는 유의한 MWTP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도시림의 생물다양성 수준을 빈약에서 풍부로 증가했을 

때, 집단 Ⅱ, Ⅲ은 각각 1회 방문 시 2.794달러(약 3,185원)와 3.411달러

(약 3,888원)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반면, 집단 Ⅰ은 음의 한계지불

의사(-1.100달러; 약 -1,254원)가 도출되었다. 이는 도시림의 생물다양성이 

빈약에서 풍부로 증가했을 때 집단 Ⅰ의 효용은 감소하고, 원래의 효용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회 방문 시 약 1달러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도시림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는 집단 Ⅲ만 반응하

였다. 도시림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때, 0.600달러(약 684원)를 더 지불

할 의사가 있었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고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는 0.999

달러(약 1,138원)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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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잠재집단모형의 한계지불의사(단위 : USD/visit)
* (a) 생물다양성, (b) 접근성, © 생물다양성, (d) 환경교육프로그램, (e) 경사도** 생물다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경사도의 경우, 파란색은 수준1에서 수준2로 변할 때의 한계지불의사를 나타내고, 붉은색은 수준1에서 수준3으로 변할 때의 한계지불의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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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소결

표 55는 Model 별로 추정된 MWTP의 평균, 중앙값, 신뢰구간을 비교한 

것이다. Model에 따라 추정 모수가 다른 만큼 추정 모수를 활용한 

MWTP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속성변수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잠재집단모형
집단 Ⅰ 집단 Ⅱ 집단 Ⅲ

2. 산책로(시간) -0.205a
-0.208b

(-0.319, 
-0.084)c

-* -1.775-1.704(-2.482, -1.299)
- -

3. 생물다양성 
빈약 → 보통 1.7491.740(1.476, 2.051)

1.2711.737(0.976, 4.739)
- 2.0562.041(1.749, 2.410)

1.9191.906(1.608, 2.270)
빈약 → 풍부 2.6822.660(2.317, 3.120)

3.2113.098(0.864, 8.067)
-1.100-1.024(-1.937, -0.504)

2.7942.770(2.412, 3.258)
3.4113.381(2.924, 3.997)

4. 접근성(분) -0.020-0.020(-0.038, -0.002)
- -0.102-0.096(-0.173, -0.494)

- -

5. 환경교육프로그램
없음 → 안내표지판 만 0.4240.428(0.195, 0.638)

0.3700.506(0.284, 1.382)
- - 0.6000.602(0.359,0.837)

없음 → 둘 다 0.4950.499(0.279, 0.702)
0.3760.505(0.280, 1.388)

- - 0.9990.998(0.775, 1.224)
7. 경사도

평지형 → 구릉형 - - - 0.4580.448(0.202, 0.746)
-

평지형 → 산악형 -0.486-0.479(-0.757, -0.235)
-1.588-0.833(-3.670, 1.196)

-1.108-1.027(-2.076, -0.415)
- -0.633-0.623(-0.942, -0.359)

a 평균, b 중앙값, c 95% 신뢰구간†원달러 환율은 2010년 기준으로 1달러 당 1,140원을 적용하였다.

표 55. 추정 방법(CL ,MXL, LCM)에 따른 한계지불의사 비교
(단위 : USD/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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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내용적 측면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민의 선호체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도시림 정책 

결정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휴양지로서 가장 선호되는 도시림의 유형에 대한 것이

었다. 휴양지로서 선호되는 도시림의 유형은 생물다앙성 수준이 높고, 환

경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평지에 조성되었으며, 산책로의 길이가 짧은 

도시림이다. 즉, 우리나라 도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산책하되,

다양한 자연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일종의 편

의성을 나타내는 접근성과 산책로가 도시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은 일반 숲에 대한 선호와는 다른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일반 숲

과 도시림의 휴양 서비스 제공 정책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도시림 속성 가운데 생물다양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의 생물다양성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되었는데(p.64, 그림 

17 참조), 생물다양성 본래의 의미보다는 해당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상

태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다양성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공적 시설보다는 자연적 특성이 휴양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도시림의 휴양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성 제고에 더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자연성과 산책로 길이에 상반관계가 확인된 

만큼, 자연적 요소와 시설적 요소 간의 적절한 안배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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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 질문은 속성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에 대한 것이었다. MXL

과 LCM을 통해 모든 도시림의 속성에서 선호의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MXL과 LCM에서 생물다양성이 빈약에서 풍부로 되는 것에 대

하여 효용이 감소하는 특이 집단을 발견하였다. 이는 도시민 중에 일부

는 숲에서 곤충 애벌레를 접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으며, 다양한 수

종으로 구성된 복잡함을 보이는 숲보다 하나의 수종으로 구성되어 깔끔

하게 정리된 숲을 선호하는 도시민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수 점 추

정에서 선호를 드러내지 못했던 경사도(구릉형)의 경우에 LCM의 한 집

단에서 그 선호가 규명되었다. LCM에서 44.2%가 다수 집단과  구별되

는 선호체계를 보인 만큼, 도시림 정책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에 대한 것이었다. 사회

경제적 특성, 휴양 형태, 환경에 대한 태도가 속성별 선호의 이질성 원인

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정책 고객 전체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다

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림을 사회경제

적 특성에 따른 수요를 고루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을 갖도록 설

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질문은 도시림이란 환경재의 질과 양이 변했을 때의 후생 변화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 도시림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생물다양성

의 수준을 빈약에서 보통으로, 빈약에서 풍부로 개선하였을 때, 우리나라 

도시민은 1회 방문마다 평균 1.749달러(약 1,993원), 2.682달러(약 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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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입장료로 제시한 평

균 가격인 2,000원과 비슷하거나 많은 양이다. 즉, 생물다양성의 수준이 

개선된다면, 입장료의 두 배를 더 내고서라도 도시림을 이용하겠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정책 투입으로 인한 편익의 정량적 분석 결과는 정책 투입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2 방법적 측면

본 연구는 모수 추정 방법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방법에 대한 고찰

을 통해 찾아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XL에서 적정 분포를 가

리기 위해 SNP 검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Fosgerau and

Bierlaire(2007)가 제안한 SNP 검정은 본 연구에서처럼 다수의 속성변수

가 임의성을 띠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수 속성변수 

모수의 적정 확률분포를 동시에 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속성변수의 모수 간 상호 연계성이 확인된 만큼 SNP 검정은 속

성변수의 조합의 문제로 확장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LCM과 MXL의 상대적 우월성을 가려 보았으나, 본 연구의 실증 

결과로는 두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이 완전히 우월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었다. 더욱이 두 모형의 대안 선택확률의 상관관계가 1에 이를 정도로 

두 Model의 추정 결과가 같았다. 사실,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월하

다고 하여, 우월하지 않은 방법의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방법의 차이

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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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에서 추정된 모수들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단수의 점 추정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모수의 부분이 다수의 점 추정

에서나 분포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본 연구에서 활용

한 선호에 대한 이질성의 확인 과정은 뿌연 안개로 희미하게 보이는 나

무의 실제 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계지불의사를 추정함에 분모로 사용되는 비용변수의 이질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정하는 경우, 분모와 분자의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없다

고 가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편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개별 

모수 추정을 통해 한계지불의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바, 비용변수의 

모수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는 2013년 현재 시점에서 CE라는 방법으로 도

출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결과라고 본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환경 

분야의 CE 연구는 그 결과를 제시함에 정책 결정권자에게 실질적인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아쉬웠다. 이 논문에서 전개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결과 제시가 CE

분석 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방법 자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현시점에서 

정책 결정권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재

의 가치 평가 방법, 혹은 선호체계 분석 방법은 선택실험법이라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속성별 선호, 선호의 이질성, 이질성의 원인,

한계지불의사 등을 동시에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결과들이 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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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E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해야 하며, 이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

로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설문지를 완성하는 데만 약 3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도시림 관리 기

관인 산림청은 매년 도시림 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

고 있다. CE를 활용한 조사가 만족도 조사에 포함된다면, 산림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논문의 근본적인 연구 질문은 과연 사람의 마음을 숫자, 즉 정

량적인 잣대로 읽을 수 있는 지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자는 도시림에 

대한 사람의 마음, 즉 선호체계를 숫자로 읽어 정책 집행권자가 활용하

기 좋은 형태로 전해주고 싶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선택실험법과 관

련된 대부분의 계량 및 통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어느 정도 소기의 목

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듯, 도시림에 대한 선호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 동태적 선호 변화(Dynamic preference)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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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주된 한계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속성을 선택하였다. 그렇기에 선행연구에서 도시

림 선택에 중요하다고 규명된 사회적 요소인 도시림 내에서의 혼잡성 등

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속성변수는 도시림 

특성의 대분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속성변

수를 좀 더 세분화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의 연

구 결과가 정책에 최대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실제 정책 

내용을 고려하여 속성 조합을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의 질과 양 변화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

기 위하여 속성변수에 입장료 변수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가 도시림 이용객에게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입장료로 인한 선택의 편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CL에서 도시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뜻하는 ‘No’가 생물다양성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 116, 표 33 참조). 입장료 

추가로 인한 편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대신 세금으로 지불 

수단을 바꾸거나, 입장료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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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 도시림 (1) □ 도시림 (2)

도시림에는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휴식 없이 산책로를 따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시간 1시간

도시림에서 볼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의 수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풍부 빈약
도시림을 한번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2,000원 2,000원

도시림의 산책로 경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산악형 구릉형

부록

부록 Ⅰ. 설문지 구성

다음 두 가지 도시림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는 어느 도시림을 이

용하시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도시림 (1) □ 2. 도시림 (2) □ 3. 둘 다 선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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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산책로에 마련된 안내표지판과 체험 프로그램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안내표지판만 있음 둘 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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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다항프로빗모형(MNP)

MNP에서는 즉 응답자 n이 선택 대안 i를 선택할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측되지 않는 영향을 나타내는 간접효용함수의 확률부분(eni)이 

평균이 0이고 분산-공분산행렬(Ω)이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다변량 정규

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MNP는 확

률변수 간 상관관계를 인정함으로써 IIA 가정을 수반하지 않는다.

 







  

 
 

  








응답자 i가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식 1]과 같다.

Pr  Pr   
_[식 1]

위 식의 확률부문과 확정부분을 각각 ηab=εia=εib, Vab=Via-Vib로 치환하면 

위 확률식을 [식 2]와 같다.

_[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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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η21, η31)은 다변량 정규분포의 공분산행렬에서 유도된 아래와 같은 공

분산행렬(Ω1)을 따른다.

 



 


  




 


 






첫번째 대각행렬 요소를 1로 정규화하면, 공분산행렬(Ω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최우추정을 통해 θ23과 θ33을 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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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는 MNP를 활용한 추정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TA®의 대안

특이성 다항프로빗(Alternative-specific multinomial probit)의 코드인 

asmprobit.ado를 활용하였다.

접근성, 경사도(구릉형)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산책로 길이, 입장료, 경사도(산지)는 음의 계수가, 생

물다양성(보통, 풍부), 환경교육프로그램(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는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다. 범주형 변수 중에 생물다양

성과 경사도만 수준 간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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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추정계수 Wald χ2 검정‡
1.No -1.187***(-6.32)
2.산책로 -0.095**(-2.52)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827***(10.87) 19.449***
풍부 1.264***(19.91)

4.접근성 -0.010*(-1.90)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212***(2.99) 0.084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241***(3.42)

6. 입장료 -0.470***(-10.49)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02*(1.74) 12.409***
산악형 -0.211***(-3.16)

L(2,1)† 0.783***(7.42)
ln L(2,2)†† 0.146(1.35)
Log-likelihood -2690.887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Cholesky 행렬의 요소(2,1) ††Cholesky 행렬의 대각요소(2,2): STATA®의 asmprobit.ado에서는 Cholesky 행렬이 양정치가 되도록 대각요소를 로그변환시킨다. ‡§귀무가설(β수준1= β수준2)에 대한 Wald χ2 검정 통계량

표 A. 다항프로빗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Ⅰ)

Table B는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모형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 모델의 추정 결과이다. 두 모형 간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0.528이고, χ2(1, 0.05)=3.841이므로,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설

을 기각할 수 없다. 즉, CL과 마찬가지로 IIA 가정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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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MNP MNP without correlation
1.No -1.187***(-6.32) -1.183***(-6.36)
2.산책로 -0.095**(-2.52) -0.094**(-2.50)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827***(10.87) 0.829***(10.90)
풍부 1.264***(19.91) 1.269***(20.16)

4.접근성 -0.010*(-1.90) -0.009*(-1.86)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212***(2.99) 0.207***(2.93)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241***(3.42) 0.232***(3.32)

6. 입장료 -0.470***(-10.49) -0.473***(-10.56)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102*(1.74) 0.093(1.61)
산악형 -0.211***(-3.16) -0.217***(-3.28)

L(2,1)† 0.783***(7.42) -
ln L(2,2)†† 0.146(1.35) -
ln sigma P1 -0.097(0.56)
Log-likelihood -2690.887 -2691.152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Cholesky 행렬의 요소(2,1) ††Cholesky 행렬의 대각요소(2,2): STATA®의 asmprobit.ado에서는 Cholesky 행렬이 양정치가 되도록 대각요소를 로그변환시킨다. 

표 B. 다항프로빗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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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ceptualizing the choice process
l Was a choice rather than ranking, rating task used? □
l What type of choice was used: binary response, pairs, multiple options? □
l Was a generic or labeled choice used? □
l Was an opt-out, status quo option or neither included? □
l If a forced choice was used, was a justification provided? □
l Was the task incentive compatible? □

2. Attribute selection
l How were they derived and validated? □
l Was the number of attributes appropriate? □
l Was the coverage appropriate? □
l What form was used: generic or an alternative? □
l Was price included? If so, was an appropriate payment vehicle used? □
l Was risk included? If so, was it appropriately communicated? □

3. Level selection
l How were they derived and validated? □
l Was the number of levels per attribute appropriate? □
l Was an appropriate range used? □
l Were the levels evenly spaced? □

4. Experimental design
l What type of design was used? Full factorial? Fractional factorial? If fractional, which effects were identified: main effects + higher order interactions? □
l How were the profiles generated and allocated to choice sets? □
l What are the properties of the design? □
l What is the efficiency of the design? □
l Was identification checked (e.g. is the variance–covariance matrix block diagonal)? □
l Was the design blocked into versions? If so, how were choice sets allocated to versions? Were the resulting properties of the version checked? □ 
l Were respondents randomly allocated to versions? □ 
l How many choice sets were considered per respondent? □ 
l If some profiles were implausible how was implausibility defined and how was it addressed? □ 

5. Questionnaire design
l Was an appropriate level of background and contextual information provided? □
l Were the task instructions appropriate? □
l Was the medium used to communicate attribute/level information (e.g. words, pictures, multimedia) appropriate? □

Checklist of factors to consider in undertaking and assessing the quality of a DCE 
(Lancsar and Louviere, 2008)

부록 Ⅲ. 선택실험법 체크리스트



- 195 -

l Was coverage of attributes and levels checked? □
l Was understanding and complexity checked? □
l Was the length and timing checked? □

7. Population/study perspective
l Was this appropriate for the research question? □

8. Sample and sample size
l Were inclusion/exclusion criteria explicit? □
l Was sample size appropriate for model estimation? □

9. Data collection
l What recruitment method was used? □
l How were the data collected (e.g. mail, personal interview, web survey)? □
l What was the response rate? □
l Were incentives used to enhance response rates? □

10. Coding of data
l Was coding explicitly discussed? □
l Was the coding appropriate for effects to be estimated? □

11. Econometric analysis
l Were the estimation methods appropriate given the experimental design and type of choice response? □
l Was the functional form of the IUFs appropriate given the experimental design? □
l Were the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s included? □
l Were socio-demographics and other covariates included? □
l Was goodness of fit considered? □

12. Validity
l Was internal or external validity investigated? □
l Were answers for any respondents deleted and if so on what basis? □

13. Interpretation
l Was the interpretation appropriate given coding of data? □
l Were results in line with a priori expectations? □
l Were relative attribute effects compared using a common and comparable metric? □

14. Welfare and policy analysis
l Was willingness to pay (WTP) estimated using welfare theoretic compensating variation? □
l Was probably analysis undertaken? □
l Were marginal rates of substitution calcu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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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ton 상수속성변수 25 50 100 150. 200 300 500
제1계수(P1)
1.No -2.808*** -2.893*** -2.996*** -3.016*** -3.035*** -3.065*** -3.047***

(-11.83) (-11.60) (-11.49) (-11.40) (-11.5) (-11.43) (-11.36)
2.산책로 -0.152*** -0.166*** -0.161*** -0.161*** -0.159*** -0.159*** -0.163***

(-2.60) (-2.66) (-2.46) (-2.50) (-2.43) (-2.44) (-2.48)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303*** 1.373*** 1.457*** 1.422*** 1.439*** 1.430*** 1.436***
(11.21) (11.08) (10.50) (10.63) (10.64) (10.74) (9.69)

풍부 2.184*** 2.299*** 2.467*** 2.431*** 2.465*** 2.448*** 2.451***
(17.25) (16.80) (15.11) (15.18) (15.30) (15.12) (14.55)

4.접근성 -0.014* -0.015* -0.014* -0.016* -0.016* -0.015* -0.016*
(-1.74) (-1.77) (-1.64) (-1.78) (-1.80) (-1.72) (-1.74)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356*** 0.393*** 0.392*** 0.408*** 0.398*** 0.400*** 0.411***

(3.22) (3.29) (3.14) (3.31) (3.20) (3.24) (3.27)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427*** 0.449*** 0.445*** 0.456*** 0.451*** 0.465*** 0.473***

(3.94) (3.92) (3.71) (3.74) (3.78) (3.84) (3.85)
6. 입장료 -0.818*** -0.850*** -0.893*** -0.882*** -0.882*** -0.878*** -0.898***

(-11.09) (-10.71) (-10.50) (-10.33) (-10.46) (-10.37) (-9.91)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087*** 0.082*** 0.133*** 0.105*** 0.101*** 0.092*** 0.077***
(0.97) (0.86) (1.30) (1.06) (1.01) (0.92) (0.75)

산악형 -0.520*** -0.570*** -0.583*** -0.612*** -0.614*** -0.621*** -0.625***

부록 Ⅳ. Halton 상수 증가에 따른 혼합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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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4.46) (-4.35) (-4.48) (-4.48) (-4.50) (-4.55) (-4.53)
제2계수(P2)
1.No 1.713*** 1.590*** -1.642*** -1.713*** 1.736*** 1.684*** -1.632*** -1.623***

(8.96) (8.30) (-7.81) (-8.01) (7.44) (7.70) (-7.24) (-7.20)
2.산책로 0.150*** 0.302*** 0.361*** 0.302*** 0.365*** 0.335*** 0.329*** 0.356***

(1.17) (3.52) (4.38) (3.74) (4.68) (3.95) (3.51) (4.20)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0.052 0.095 -0.424 -0.433 -0.358 0.188 0.213 -0.332
(0.15) (0.25) (-1.18) (-1.34) (-0.72) (0.22) (0.14) (-0.67)

풍부 -1.130*** 1.238*** 1.372*** 1.370*** 1.389*** 1.348*** 1.333*** 1.364***
(-6.00) (6.65) (7.38) (7.10) (7.27) (7.14) (6.89) (6.96)

4.접근성 0.035* -0.026 0.034 0.050** 0.018 -0.044* 0.048* 0.055**
(1.61) (-0.94) (1.37) (2.28) (0.46) (1.95) (1.72) (2.46)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201 0.286 0.013 0.009 0.106 -0.032 0.041 -0.043

(1.20) (1.59) (0.06) (0.04) (0.45) (-0.13) (0.16) (-0.17)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008 0.047 0.011 0.415 -0.021 -0.289 0.362 0.264

(-0.03) (0.18) (0.04) (1.52) (-0.03) (-0.80) (1.21) (0.68)
6. 입장료 0.536*** 0.706*** 0.758*** 0.712*** 0.742*** 0.762*** 0.777*** 0.755***

(5.56) (8.61) (8.74) (7.86) (8.50) (8.36) (8.43) (8.24)
7. 경사도(참조집단:평지형)

구릉형 0.405* 0.266 0.698*** 0.440* 0.583** -0.521** -0.565** -0.534**
(1.69) (0.87) (3.77) (1.74) (2.52) (-2.02) (-2.38) (-2.19)

산악형 1.148*** 1.380*** 1.461*** 1.493*** 1.554*** 1.504*** 1.485*** 1.503***
(6.62) (7.17) (7.79) (7.97) (8.20) (8.10) (7.88) (7.97)

Log-likelihood -2565.270 -2555.805 -2552.307 -2550.450 -2547.005 -2546.690 -2547.969 -254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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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변수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Model N Model L Model S Model U
제1계수(P1)
1.No -1.650*** -1.670*** -1.670*** -1.670*** -1.670***

(-10.10) (-9.99) (-9.93) (-9.93) (-9.96)
2.산책로 -0.126*** -0.115** -0.111** -0.111** -0.113**

(-2.63) (-2.31) (-2.21) (-2.21) (-2.27)
3.생물다양성(참조집단 : 빈약)

보통 1.060*** 1.080*** 1.080*** 1.080*** 1.080***
(11.28) (11.12) (11.03) (11.03) (11.10)

풍부 1.630*** 1.770*** 0.439*** -3.910 1.780***
(22.12) (19.22) (6.91) (-0.70) (18.83)

4.접근성 -0.012* -0.011* -0.011* -0.011* -0.011*
(-1.85) (-1.68) (-1.67) (-1.67) (-1.68)

5.환경교육프로그램.(참조집단:없음)
안내표지판만 설치 0.262*** 0.267*** 0.269*** 0.269*** 0.266***

(2.94) (2.83) (2.83) (2.83) (2.81)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305*** 0.322*** 0.321*** 0.321*** 0.321***

(3.44) (3.46) (3.44) (3.44) (3.44)
6. 입장료 -0.611*** -0.637*** -0.640*** -0.640*** -0.637***

표 A. 생물다양성(풍부)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 종류에 따른 혼합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부록 Ⅴ. 생물다양성(풍부)에 대한 SNP 검정 결과

표 A는 생물다양성(풍부)만이 고정값과 각기 다른 확률분포를 따르는 확

률변수라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우도비 검정 결과, 생물다양성(풍

부) 모수가 정규분포, 로그 정규분포, Sb Johnson 분포, 균등분포로 가정

한 Model의 적합도가 생물다양성(풍부)를 고정값으로 처리한 Model 보

다 그 적합도가 모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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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형 0.107 0.118 0.122 0.122 0.120
(1.46) (1.53) (1.57) (1.57) (1.56)

산악형 -0.293*** -0.333*** -0.343*** -0.343*** -0.335***
(-3.45) (-3.74) (-3.81) (-3.81) (-3.75)

제2계수(P2)
6. 입장료 - -0.910*** -0.683*** -0.698*** -1.590***

(-6.74) (-5.37) (-4.47) (-7.19)
제3계수(P3)
6. 입장료 - - - 78.900 -

(0.18)
Log-likelihood -2691.745 -2681.076 -2679.664 -2679.681 -2680.622
Pseudo R2 0.208 0.211 0.211 0.211 0.211
BIC 5449.993 5435.305 5432.481 5439.165 5434.397

유의수준: *** 1%, ** 5%, * 10%괄호 안은 t 값,

표 B는 생물다양성(풍부) 모수가 4가지 확률변수라 가정한 Model N, L,

S, U의 SNP 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생물다양성(풍부)의 모수가 정규분

포, 로그 정규분포, Sb Johnson 분포, 균등분포가 참이라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Model N Model L Model S Model U
Log-likelihood -2681.076 -2679.664 -2680.622 -2680.622
SNP terms LR§ p-value LR p-value LR p-value LR p-value
1 0.11 0.740 0.11 0.740 0.11 0.740 0.11 0.738 
1, 2 0.27 0.873 0.28 0.869 0.27 0.874 0.28 0.869 
1, 2, 3 3.14 0.371 3.12 0.373 3.09 0.377 3.13 0.373 
유의수준: *** 1%, ** 5%, * 10%§SNP term이 포함되지 않은 Model에 대한 우도비 검정 통계량이다.

표 B. 생물다양성(풍부) 모수의 사전 확률분포 종류에 따른 SNP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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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ciety tends to urbanize more rapidly than before, it appears natural to 

have more urban areas as well as larger urban population. The urban areas in 

particular are confronting with various biophysic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Environmental policies in those areas aim to conserve urban forest, which provide 

urban dwellers with various ecological and social benefits. The real estimate of 

current urban forest in residential region of South Korea is 7.76 square meters per 

capita; this situation does not meet the level recommended b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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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dwellers’ demand for urban fores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s a result, 

numerous urban forest policies stimulating growth in terms of quantity and 

improvement in terms of quality have been implemented to meet the growing 

demand by Korea Forest Service. 

In order to maximize the satisfaction of urban dwellers, the urban forest 

must be designed to meet the current demand of the urban dwellers. In literature, 

their previous surveys show the recreational service of urban forest is the function 

that the urban dwellers value the most. Thus, decision makers ar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eferences of urban dwellers on urban forest’s recreational services. 

This dissertation is geared towards providing practical information that forest policy 

makers need to design and manage urban forest in South Korea.

Four research questions are listed as follows: (1) What is the most 

preferred type of urban forest?; (2) Is there any heterogeneity of preferences among 

urban dwellers? If so, how can we define the ‘shape’ of heterogeneity?; (3) What 

are the causes for the heterogeneity of preferences?; and (4) When the quantity 

and/or quality of urban forest is changed through urban forest policy, how much are 

urban dwellers willing to pay for visiting urban forest as a recreational site?

In order to answer to these questions effectively, a choice experiment was 

applied. Choice experiment (CE) has advantage of dividing environmental goods in 

to several attributes. In addition, it is capable of calculating marginal willing to 

pay(MWTP) by adding cost variable in a choice set. Research employing CE 

explains urban dwellers’ preferences over various forest attributes that can affect 

recreational services of general forest. However, the research mainly focusing on 

recreational services of urban forest has been limited. 

There were various methods estimating parameters in CE. Particularly, 

conditional logit (CL), mixed logit (MXL), and latent class model (LCM) have been 

frequently used. The meaning of the three models’ parameters is different. 

Parameters of CL, MXL, and LCM represent a single point, continuou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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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ultiple points, respectively. Among many debates regarding the three 

estimation methods, the issues considered in this dissertation include the followings: 

(1)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most appropriate distribution of random 

parameter in MXL; (2) The relative superiority between MXL and LCM; and (3) 

The treatment of cost variable used as denominator in calculating MWTP.

The attributes of urban forest in the CE should be able to influence urban 

dwellers’ preferences. This study developed six urban forest attributes: trail, 

biodiversity, slope, accessibility,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and entrance fee. 

Each attribute was divided into three levels. A total of 729 alternatives arise from 

the six attributes and the three levels. To isolate correlation effects from the 

attributes, an orthogonal main effect design was applied. Consequently, the number 

of alternatives was reduced to 18. By randomly pairing the 18 alternatives, 153 

choice sets were obtained. To ensure a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each 

person was asked four times to select one option from different combinations of 

alternatives.

800 urban dwellers aged 19–65,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ere 

selected using a quota sampling method that considered age/sex ratios of Korean 

society, and urban population sizes provided by the Korean National Census of 

2009. From 21 January to 10 February 2010, 2,615 citizens were surveyed. Among 

them, 823 participated in face-to-face interviews. The age and sex compositions of 

the sample well reflect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The estimated results of CL are as follows: (1) The pseudo R2 is 0.208, 

the estimated equation turns ou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e coefficients of all 

attributes except for accessibility and slope(hilly) are significant; (3) The coefficients 

of No(do not select both alternative suggested), trail, entrance fee, and mountainous 

slope are negative, whereas the coefficients of biodiversity(average and rich) an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igns only and program/signs) are positive; and (4)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lative importance among attributes,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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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biodiversity that represents diversity of elements composing landscape a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The estimated results of MXL are as follows: (1) The pseudo R2 is 0.249; 

(2) The result of t-test identifies random parameters showing No, trail, 

biodiversity(rich), entrance fee, and slope(mountainous) were found to be random, 

there are considerable heterogeneity on these attributes among urban dwellers; and 

(3) Normal, log-normal, uniform distributions and Sb Johnson distribution were 

considered as the candidate distribution of random parameters. In order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andom parameters, semi-non 

parametric(SNP) test was applied. However, the results of SNP test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ays of assuming the kind of random parameters. In the 

case that a number of attributes were found to be random simultaneously, it is not 

suitable to apply SNP test for individual attributes.

The estimated results of LCM are as follows: (1) The pseudo R2 is 0.261; 

and (2) Three latent classes with relatively homogeneous preferences over various 

urban forest attributes were identified. The predicted probabilities of belonging to 

the classes were 19.60%, 24.60% and 55.80% for Classes I–III,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Wald chi-squared test indicate that there is considerable heterogeneity 

in preferences for urban forest across classes in the magnitude, significance, and 

signs of estimated coefficients. With respect to all of these preferences, Class I, 

Class II and Class III were labeled passive group, active group and majority group, 

respectively.

MXL and LCM have more explanatory power than CL. It, however, is not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results of CL are meaningless. Because the model’s 

explanatory power is more than a specific threshold suggested by the literature and 

the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IIA) assumption is not violated. The fixed 

parameter of CL was located near the median and mean of normal distribution 

estimated by the MXL and was similar to parameters of the majority gro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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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 As the characteristics of parameters which do not appear in CL can be 

identified in MXL and LCM, it is needed to apply the methods which can represent 

the heterogeneity in CE. 

The relative superiority between MXL and LCM was compared with 

various quantitative criteria. It, however, was impossible to conclude that one 

specific model is consistently superior than the other. Moreover, the correlations of 

probabilities selecting a specific alternative of two models were close to one. Even 

though one model is relatively superior than the other, it does not mean that 

researchers can ignore results of the other model.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se models complementary for revealing real preferences.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visiting patterns, and attitude for urban 

environment influence the heterogeneity of preferences. For example, urban dwellers 

who visit urban forest for relaxation, with high education level and children, reacted 

more positively whe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re available. Especially, 

urban dwellers who have children under 19, reacted more positively to the increase 

of biodiversity and trail. This result showed that parents consider urban forest as a 

medium where their children can experience man-made nature. Thus, policy makers 

must consider urban dweller’s characteristics to maximize their satisfaction.

MWTP for a unit increase in a specific attribute of urban forest was 

calculated with estimated coefficients. When the government implements a policy to 

improve level of biodiversity from a poor to an average and rich level, urban 

dwellers in South Korea are willing to pay 1,993 and 2,057 Korean Wons more per 

visit, respectively. These values were greater than or equal to 2,000 Korean Wons, 

average entrance fee proposed to respondents in this experiment. The estimated 

MWTPs can be used as evidence of the effects of government’s investments in 

urban forest. In addition, the degree of biases can occur in calculating MWTP in 

MXP were presented. These biases occurred when the denominator was fixed when 

the denominator is found to be random, and researchers make denomina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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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ators be mutually independent when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m. As it is possible to get the moment of MWTP by estimating individual 

parameters, any arbitrary assumptions related to the denominators, cost variable 

should be avoided. 

The fundamental question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e through the mind of 

urban dwellers, their preferences to urban forest via quantitative measurements. To 

answer this question, I have concentrated all my efforts to analyze preferences of 

urban dweller with the state of art of environmental valuation, CE. I would argue 

that CE is the most effective valuation method, because the results of CE can 

provide us with useful information about preferences such as heterogeneity of 

preference, cause for heterogeneity, and MWTP. The preference of urban dweller on 

urban forest will be changed as time goes by. Thus, the further CE research which 

considers dynamic changes in preference will be required. 

Keywords : Choice experiment, urban forest, preferences, heterogeneity,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ixed logit, latent class model

Student number : 2009-3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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