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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의 환경심리가 도시숲 보존을 위한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
- 관악산을 대상으로 Influence of User's Environmental Perception
on Willingness to Pay(WTP) for Urban Forest Conservation
- case of Gwanaksan 전정남*, 윤여창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1. 연구목적
도시숲은 야외휴양기능 이외에도 온실가스 흡수 및 열섬효과 저감, 야생동물서식지 제공 등의 다
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휴양기능 이외의 다른 도시숲 기능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들의 총체적 가치
를 화페적 단위로 평가하고자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용만족도와 이용객이 인식하는 도시숲 보존
의 중요도 등 환경심리학적 요인들이 WTP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였다.
2. 연구 대상지

서울시와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에 걸쳐있는 629m
의 관악산은 서울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
의 하나로, 예로부터 수도 서울의 방벽으로 이용되
어왔다. 최고봉은 연주봉(戀主峰)이며, 서쪽으로 삼
성산과 이어진다. 1968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
었다. 다음 오늘쪽 그림은 관악산의 위치이다.

3. 연구방법
(1) 적용이론 :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본 방법론은 제시된 WTP 금액에 대해 응답자가 Yes(지불하겠다)라고 답할 경우 1로, No(지불하
지 않겠다)라고 답할 경우 0으로 종속변수를 지정하고 관련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확률
효용이론 맥락에서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지불확률과 독립변수 간의 누적분포함수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CVM의 방법론에 따라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WTP 지불의사를 조사
하였다. 즉 관악산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시키기 위해 행정당국이 세금을 5년

동안 징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이용자들에게 물었다. 이 때 제시금액은 선
행연구들과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5백원, 2천원,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
원, 10만원, 15만원의 10구간으로 설정하였다.
(2) 현장조사
1) 개요
이용객에 대한 현장조사는 2008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고 그 이전인 2008년 10월에 이용
객들에게 제시할 WTP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24매의 설문지가 배
포되었고 그 중 507매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량한 설문지를 제외한 496매의 설문지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항목 및 변수
① 이용객의 환경심리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환경심리학적 측면을 조사하였다. 그것은 ‘관악산에 대한 이용만족
도’, ‘관악산의 생태계 및 환경질의 보존상태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 ‘휴식기능 이외의 도시
숲의 다른 환경편익들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정도’, ‘도시의 다른 환경문제에 대한 도시숲 보
존문제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 이다. 이들 항목에 대해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그 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단 ‘휴식기능 이외의 도시숲의 다른 환경편익들에 대한 이용
자의 인지정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분명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혀 모른다’, ‘모른다’,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으로 4단계 척도를 적용하였다.
②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여기에는 성별, 결혼유무, 교육수준, 나이, 소득액 등이 포함되었고 관악산과 거주지까지의
왕복교통비가 포함되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를 기재하게 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가 따로 이
용자 거주지-관악산 간 거리를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음은 분석에 이용한 변수 및 약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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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1) 현장설문 결과
1) 이용객의 환경심리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점을 기록하여 관악산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생태계 및 환경질의 보존상태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82
점을 기록하여 관악산의 환경질에 대해 이용객들은 대체로 훼손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휴식기능 이외의 도시숲의 다른 환경편익들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4점 만
점에 2.7점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쪽에 가깝다. ‘도시의 다른 환경문제에 대
한 도시숲 보존문제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에 있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33점을 기록하여 이용
객들이 도시숲의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용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결과, 이용객의 성비는 남자 대 여자가 51:49로 대체로 비슷하고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
혼자가 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균 연령은 47세로 나타났고 학력은 대체적으로 고졸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소득은 약 344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으로 약 2200원의 왕복
교통비를 들여 관악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아래 그래프와 같이 제시금액이 커질수록 지불의사에 대해 yes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
어든다.

(2) WTP 추정 결과
1) WTP에 대한 이용객 환경심리의 영향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확률과 독립변수들 간의 확률분포모형를 추정한 결
과, ‘도시숲 보존의 중요도 정도’ 와 ‘제시액’ 등 두 가지가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는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 두 변수 모두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고 상수항 c 역시 5% 유의수준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평균 WTP 추정
평균 WTP는 다음 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이 때  는 상수항의 계수를 나타내고 β는 bid(제시액)의 계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며 x 와 r은
각각 공변량 impor의 평균값(4.33)과 그 계수를 나타낸다. 위 식에 의하면 평균 WTP는 약
27,580원으로 추정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관악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숲을 보존하기 위해 이용객
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고 이러한 지불의사에 이용객의 환경심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악산 이용객의 1인당 연간 평균 WTP는 약 27,580원이고 이용자의 ‘도시의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도시숲 보존문제의 상대적 중요도 부여 정도’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제시받은 WTP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1인당 연간 평균 WTP를 2006년 과천시 등산로를 통
과한 인원수1)인 160,510명에 적용하면 관악산은 연간 약 44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
정된다. 물론 이 160,510명이란 인원은 중복으로 통과한 인원까지 포함하는 수치이겠으나 이는 관
악구 신림동 쪽 등산로와 경기도 안양 쪽 등산로를 통과한 이용객을 포함하지 않은 인원수이므로
관악산이 최소한 연간 44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징수된 과천시 등산로의 입장료 제도가 2006년에 폐지되어 2007년 이후의 통계자료는 존재하
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