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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 번의 여행에서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다목적지 여행은 휴양지 방문 행위에

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Mendelsohn et al., 1992; Hwang and Fesenmaier,

2003). 다목적지 여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휴양지 방문객들이 한 번의 여행에서

여러 목적을 지니고 있거나 다양성 또는 다수의 편익을 추구하는 경우, 여행 구

성원간 서로 다른 선호(preferences)를 가진 경우,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

기 위해,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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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다(Lue et al., 1993; Tideswell and Faulkner, 1999).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휴양자원이 밀집되어 있어 다목적지 여행

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조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각 휴양지에서 외

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변 관광지에 대

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다목적지 여행 기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휴양지 방문객들이 하나가 아닌 다수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행위에는 휴양자

원들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정 휴양자원이 주

변의 다른 휴양자원과 공유하는 보완적인 기능이란 휴양지 방문객들에게는 보

다 손쉽게 다수의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데 이는 목적지 선

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일 거주지로부터 거리

가 같고 유인력이 거의 같아 목적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개의 목적지

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이동경로 상에 또는 주변에 보완목적지들을 포함하는 목

적지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선호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상대적

으로 적은 비용 증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Lue et al., 1993).

이와 같이 다목적지 여행 기회가 특정 휴양지를 방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

한 선택이나 또는 얼마나 자주 방문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곧 다목적지 여행의 기회가 특정 휴양자원이 갖는 중요한 외부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환경 요소 또한 휴양자원에 대

한 관리적인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휴양지 방문객이 특정 휴양자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주변 다른 휴

양자원도 동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다목적지 선택 가능성으로부터 발

생하는 편익이 실제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 RUM) 또는 이산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이라 불리는 편익추정법이다. 이 방법은 휴양

자원의 가치평가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시선호모형의 하나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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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여러 목적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를 분석한다. 확률효용모형은

Bockstael et al. (1987, 1989), Morey et al. (1991), Kaoru (1995), Kaoru et al.

(1995) 등에 의해 휴양 편익 추정에 적용되었으며, 국내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사례로는 엄영숙․남궁문(2001), 권오상(2005), 권오상 외(2005)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수 목적지 선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 선택 대안

을 하나의 목적지가 아닌 선택 가능한 목적지들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연구 사례들과 차이를 갖는다.

확률효용모형에는 다양한 분석모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

적인 로짓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매우 신축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최

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활용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으로 이들이 추가적으로

방문하는 휴양지는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강릉시, 평창군의 6개 시군

을 그 범위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분석모형을 살펴보고, 제

Ⅲ장에서는 분석에 이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제Ⅳ장에서는 분석결

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목적지 여행의 편익을 도출하며, 마지막으

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Ⅱ. 분석모형

휴양 편익 분석에서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은 각 개인이 주어

진 대안 가운데 어느 휴양지를 방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관심을 둠으

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다양한 휴양지 사이의 선택 문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수단이 된다(권오상, 2007).

확률효용모형에서 대안간 선택 문제를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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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집합(choice set)이 가져야 하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각

대안들이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반드시 하나

의 대안만이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는 포괄적(exhaustive)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능한 선택대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선택대안의 수가 유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선택대안에 대한 적절

한 정의를 통해 이 조건을 거의 항상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 세 번째 조건이 충

족되지 않는 경우, 즉 선택대안의 수가 무한하면 이 모형은 적용될 수가 없다

(Train, 2003).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다수의 휴양지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만일

지금까지의 휴양 수요 연구사례에서와 같이 각 선택대안을 개별 목적지로 두게

되면 위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선택대안을 방문 가능한 휴양지들의 조합으로 만들어 하나의 선택대안 내에

다수 휴양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확률효용모형의 기본 모형은 통상적인 로짓모형이지만 이 모형은 오차

항의 분포에 대한 가정으로 인해 무관한 대안간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 IIA)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IIA는 서로 다른 목적지

간 선택 확률의 비율이 항상 일정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로운 대체목적지가

도입되더라도 이 확률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 대안들 사이의

대체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강한 제약으로 매우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로 인해 단순한 형태의 로짓모형은 보다 일반화된 모형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IIA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에는 계층로짓

(nested logit)모형, 프로빗(probit)모형, 그리고 혼합로짓(mixed logit)모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혼합로짓모형 또는 확률파라미터 로짓

(random parameters logit)모형은 매우 신축적인 모형으로 어떤 유형의 확률효

용모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cFadden and Train, 2000).

혼합로짓모형은 파라미터 추정치가 개인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로짓

모형과 유사하다. 만일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수가 J개일 때 어떤 개인 i가 j번

째 대안을 선택하여 얻는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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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ij = β i' xij + ε ij (1)

단, β i :개인 i의 파라미터 벡터

xij :어떤 개인 i가 j번째 대안을 선택하였을 때의 특성 벡터

ε ij :제Ⅰ형태 극한치분포(typeⅠ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

여기에서 효용함수의 계수는 확률밀도 f (β )를 가지고 모집단 내에서 개인

별로 달라지는 확률변수이며, 확률밀도는 파라미터 θ의 함수로 β의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혼합로짓모형의 선택확률은 통상적인 로짓모형의 선택확률을 모든 가능한 β

값에 대해 적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파라미터 θ를 추정하

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P ij =
⌠
⌡L ij (β ) f (β |θ ) dβ=⌠⌡







e β
'xij

∑
J

k= 1
e β

'xik






f (β |θ ) dβ (2)

일반적으로 f (β )는 연속적인 것으로 가정하며, β의 분포함수에는 정규

(normal)분포함수, 로그정규(lognormal) 분포함수, 삼각형(triangular) 분포함

수, 일양(uniform) 분포함수 등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정규분포나 로그정규분

포를 가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로그정규분포는 β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

한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만일 β가 평균이 b이고 분산이 W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이 때의 선택

확률은 다음과 같다.

1) 혼합로짓모형에는 확률계수(random coefficients)모형과 오차성분(error components)모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사례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확률계수모형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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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권오상

  다목적지 여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현상의 보편성 및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으나

그동안의 휴양수요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휴양자원이

갖는 중요한 외부환경 요소로서 다목적지 여행 기회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목적지 여행에 참가한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다수

목적지 선택행위를 혼합로짓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설악산 주변 휴

양지가 제공하는 다목적지 여행 기회의 구체적인 편익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다목적지 여행, 혼합로짓모형, 휴양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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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Value of Multiple Destination Trips :

A Mixed Logit Approach

Hae-Jin Lee and Oh-Sang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opportunities of multiple destination trips using a mixed logit model. The

opportunities that affect the destination choice can be one of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recreational sit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taken from

a survey conducted to the multiple destination trip participants at Seorak

National Park in Kore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e specific

values of complementary opportunities in the study area.

Keywords : multiple destination trips, mixed logit model,

recreation dem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