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연구 제46권 제7호(통권 197호) pp.75-96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46, No.7. October, 2022
DOI http://dx.doi.org/10.17086/JTS.2022.46.7.75.96

ORIGINAL ARTICLE
ISSN(Print) 1226-0533
eISSN(Online) 2713-6388

코로나19(COVID-19) 이후 방한 외래관광자 수요예측*
개입 ARIMA 분석 및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활용하여
Inbound tourists forecasting after COVID-19: Using intervention ARIMA analysis and
tourism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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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 관광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COVID-19 상황에서의 관광수요
의 예측은 관광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 시계열 모형을 통한 수요예측은 COVID-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입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방한 외래관광자 수요를 예측하였다. 특히 SARS, MERS와 같은 감염병 이후의 관광 회복탄력
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외래관광자 수요예측에 관한 세 가지 회복 시나리오를 제
시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이 COVID-19가 장기화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방한 외래
관광자 수는 현재와 큰 변화 없이 월별 10만~13만 명으로 예측되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SARS가 종식되고
난 이후 방한 외래관광자 수가 회복되는 속도를 가정한 경우로, 2023년 2월 160만 명으로 예측되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MERS가 종식되고 난 이후의 입국자 수 회복 속도를 적용하였으며, 2023년 2월 약 200만 명으로 나
타났다. 이는 COVID-19가 종식되고 해외여행에 대한 위험 및 격리제도가 없어진다면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방한 외래관광자 추이가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술적으로 이 연구는 수요
예측 모형의 예측력 비교를 통해 개입 ARIMA 모형이 방한 외래관광자 수에 대한 예측력이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
를 뒷받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처음으로 회복탄력성을 계량화하여 이후 관광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실무적으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 및 관광 관련 사업
체가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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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edicting changes in the tourism industry following COVID-19 is a crucial task. Using
an intervention ARIMA model that can compensate for external shocks such as COVID-19, this study
forecasts the demand for inbound tourists visiting South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valuates
tourism's resilience in the aftermath of SARS and MERS. In addition, three recovery scenarios for
forecasting tourism demand were presented, reflecting the resilience of the tourism industry. The first
scenario assumes that COVID-19 is prolonged; in this case, the number of monthly inbound tourists is
projected to remain stable between 100,000 and 130,000. The second scenario assumes the recovery
rate of inbound tourists following the end of SARS, with 1.6 million visitors anticipated in February 2023.
The third scenario assumes the recovery rate of inbound tourists after MERS has come to an end, with
2 million visitors anticipated in February 2023. Therefore, if COVID-19 is over, the trend of inbound
tourists will return to pre-outbreak levels within two to six months.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because the intervention ARIMA model has the high prediction accuracy noted in prior research.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one of the only few tourism studies to conduct a quantitative study
on tourism resilience after a disaster. Also, it can be helpful to policy-makers and tourism-related
businesses in that it can present an empirical analysis system and provide objective data.
Key words： COVID-19, Tourism demand, Demand forecasting, Time series analysis, Intervention
ARIMA, Tourism resilience

Ⅰ. 서 론

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자에 대한 수요
예측은 관광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

관광산업은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

제로 여겨진다. 이에 연구자들은 COVID-19 이

기 전까지 전 세계 GDP 및 고용의 약 10%를

후의 관광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

차지하였다. <한국관광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행하였다(Fotiadis et al., 2021; Kourentzes

인바운드 관광 역시 2000년 이후 COVID-19 이

et al., 2021; Liu et al., 2021; Plzáková &

전까지 연평균 6.5%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Smeral, 2022; Qiu et al., 2021; Song &

방한 외래관광자는 1,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Li, 2021; Song et al., 2022).

외에도 관광사업체 수, 관광 관련 종사자 수, 관

특히 관광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광사업체 매출액 등 COVID-19 이전까지 관광

분석과 같은 수요예측 모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은 COVID-19와 같은 외

그러나 COVID-19 이후 관광산업은 크게 축소

부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야기되는 시

되었다. 국제관광자는 70%가 감소하였고, 이에

계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따라 여행 및 관광 부문의 전 세계 GDP 기여도는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개

2019년 10.3%에서 2020년 5.3%로 감소, 일

입모형(intervention model)을 활용하여 시계

자리는 6,200만 개가 사라졌다(WTTC, 2021).

열 값의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예측하였다.

이처럼 경제활동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

이 연구는 기존의 수요예측 연구를 바탕으로

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관광자의 이동에 큰 영

COVID-19 이후 방한 외래관광자 수가 어떻게

코로나19(COVID-19) 이후 방한 외래관광자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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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지 예측하기 위하여 COVID-19와 같은 외

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자료들 특히, 서로 독립

부적 개입을 반영할 수 있는 개입 ARIMA 모형을

이 아닌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예측목적과

활용하였다. 또한 방한 외래관광자의 회복 시나리

설명목적 두 가지로 분석의 목적을 구분해 볼 수

오를 제시하기 위해 방한 외래관광자가 통계적으로

있다(Shmueli & Lichtendahl, 2016). 예측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던 시기를 분석하고, 감소 이후

목적의 시계열 분석은 과거에 수집된 시계열 자

의 회복 속도를 계측하였다. 외래관광자가 유의미

료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시계열 값을 예측하여

하게 감소한 경우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앞으로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한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사태,

다. 설명목적의 경우 계절적 패턴, 추세, 외부요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인 등의 관점에서 모형의 구성요인을 결정하기

syndrome: MERS) 사태, 사드(terminal high

위해 시계열 분석을 진행한다. 이 연구는 예측목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사건으

적을 위한 시계열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COVID-19와 유사

진행하였다1).

한 감염병인 SARS와 MERS 사태 종식 이후 방한

예측목적을 위한 시계열 분석은 다양한 분야

외래관광자의 회복 속도를 반영하여, COVID-19

에서 사용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

가 장기화된 경우를 포함한 세 가지 수요예측 시

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에서

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국내 관광학 연구에서 COVID-19 이후의 관

정부가 세금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광자 회복 속도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

시계열 분석이 사용된다. 또한 항공 관련 기업이

지 않고 있어서 시의성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

여행자 수를 예측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

다. 또한 회복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회

기 위해 시계열 분석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복탄력성 개념은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시계열 분석은 항공사 및 여행사와 같은 관광 관

영향을 수치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앞으로 관광

련 사업체들이 미래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도움

학 연구자들이 실증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입

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게다가 이는 정부 정책

안자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수립 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관광 관

이에 많은 연구자는 과거 관광자 수를 통해 미

련 사업체들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래 관광자 수를 예측하는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ldigara and Mamula (2015)는 크로아티
아로 들어오는 독일인 관광자 수에 대한 분기별

Ⅱ. 이론적 배경
1.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은 일별·월별·연도별과 같이 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였다. 국내에서도
최영문, 김사헌 (1998)이 시계열 분석을 통해 아
웃바운드 수요예측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김상원, 이덕순 (2013)의
경우 익산시 관광자 수요를 예측하였고, 허향진,

1) 시계열 분석은 변수의 개수에 따라 시계열 모형(단변량 시계열)과 인과모형(다변량 시계열)으로 구분된다(최영문·김사헌,
1998).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인과모형의 경우 설명변수의 부정확한 예측은 낮은 예측성을 보이며, 오히려 시계열 모형
이 중단기 예측에 높은 예측성을 갖는 것을 밝혔다(이덕기, 2002, Kulundran & Witt, 2001; Martin & Witt,
1989 ; Sheldon, 199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예측 목적에 맞는 단변량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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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2001)과 배준호 외 (2014)는 제주도

계열 자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부사

관광자 수요예측을 진행하였다. 허향진, 김희철

건들을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새로운 시계열 모형

(2001)의 경우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제주

을 구축하고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

도에 입도하는 내국인 관광자 시계열 자료를 활

한 시계열 모형을 개입모형이라고 하며 개입분석

용하였으며, 배준호 외 (2014)는 외래관광자 시

은 개입모형을 바탕으로 시계열 값의 변화를 적

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절하게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의 제주도에 방문하는 외래관광자 수를 예측하였

개입모형에서 고려되는 외부사건들을 살펴보

다. 이외에도 박득희 외 (2020)는 2024년 방한

면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충격

일본인 관광자 수를 예측하였다.

(허향진, 김희철, 2001), 법률의 제정(박상곤

이처럼 시계열 예측을 활용하여 관광자 수를

외, 2009; Box & Tiao, 1975), 테러로 인한

예측하거나 관광자 수 추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국제적 혼란(박상곤, 2004; Efendi et al.,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2009; Wu & Hayashi, 2014), 질병 발생으

다만 국내 연구의 경우 제주도(배준호 외, 2014;

로 인한 충격(Haque & Haque, 2018; Page

송준모, 2016; 조장희 외, 2018; 현수영 외,

et al., 2012; Wu & Hayashi, 2014), 체르

2015) 경주(손은호, 박덕병, 2013), 익산시(김

노빌 원자력 폭발사고(Hultkrautz & Olsson,

상원, 이덕순, 2013), 수원시(김상원, 박미선,

1997) 등과 같은 상황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개

2015, 2016), 독도(황경후 외, 2015) 등 특정

입모형은 이와 같은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

지역에 한정하여 관광자의 수요예측을 진행하였

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실용적인 연구모형으로 제

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방한 중국인 관

시되고 있다.

광자(박득희 외, 2015; 임성식, 2018), 방한

이러한 이유로 관광학에서는 개입사건에 따른

일본인 관광자(박득희 외, 2020; 임성식,

관광수요와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

2018) 등 특정 국적의 인바운드 관광자만을 대

다. Page et al. (2012)은 국제 경제위기와 돼

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였다. 물론, 우리나라

지열병이 영국의 인바운드 수요에 미친 영향을

관광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과 일본인

개입모형을 통해 진행하였고, Min et al. (2011)

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은 SARS가 태국 관광수요에 미친 영향을 일본

있다. 그러나 COVID-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인 관광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제

감염병은 국내 특정 지역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및 질병 이외에도 발리 폭탄 테러 사건이 인도네

국내 인바운드 관광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시아 5성급 호텔 점유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특정 지

기도 하였으며(Efendi et al., 2009), 동일본

역이나 특정 국적에 국한하지 않고 방한 외래관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개입으로 보고 일본의

광자 수요예측을 진행하였다.

인바운드 관광자 수요를 예측한 연구를 진행하기
도 하였다(Wu & Hayashi, 2014).

2. 개입모형

국내 연구에서도 김수용, 성병찬 (2011)은 1997
년 IMF 사태, 2003년의 SARS 사태, 2008년의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개입변수로 고려하여 한국

하였을 때 야기되는 시계열의 변화를 적절히 반

의 입출국자 수를 분석하였다. 송준모 (2016)는

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

2015년 MERS사태를 반영하기 위해 개입 A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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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하여 여행목적별 제주도에 입국하는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Cellini

관광자를 예측하였다. 임성식 (2018)은 2015년

and Cuccia (2015)는 도시나 지역, 국가 등이

MERS 사태와 2017년 사드(terminal high

부정적인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나 부정

at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사건 이

적인 결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회복탄력성으

후 방한 외래관광자의 수요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에

비교하기 위하여 계절지수평활모형, 계절 ARIMA

서도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대도시가 극단적인 기

모형, 개입모형 등을 비교 분석하였고, 외부충격

후변화에 견디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이

을 적절히 반영한 개입모형이 그 예측력이 가장

닥쳤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

우수하다고 분석하였다.

다(NYS 2100 Commission, 2013). 국내 연구

COVID-19 이후에도 개입 ARIMA 모형을

에서 강동우 (2019)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나타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동현,

난 지역의 고용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Lagravinese

백승우, 김수현 (2021)은 2012년 한미 FTA,

(2015)의 연구를 차용하여 지역 취업자 증가율

청탁금지법, 농산물 선물가액 10만 원 상한선

이 전국 취업자 증가율 대비 얼마나 증감하였

조정, COVID-19 등이 한우와 수입 쇠고기 가

는지를 산출하여 경제적 회복탄력성(economic

격에 미친 영향을 개입모형을 통해 예측하였다.

resilience)을 분석하였다.

Chitikela et al. (2021)은 개입모형을 통해

관광산업에서 역시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COVID-19에 따른 봉쇄가 인도의 특정 지역에

많이 진행하였다. Ioannides and Alebaki (2014)

서의 토마토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는 관광경제학적 측면에서 관광지 수용력(carrying

Seong and Lee (2021)는 개입모형을 통해

capacity)을 회복탄력성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9/11테러에 의한 미국 항공 수요와 COVID-19

진행하였다. Duro et al. (2022)은 지역에 방

가 서울 인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문하는 기존 관광자 수 평균과 COVID-19 발생

국내 관광학 연구에서 COVID-19 이후 개입모

이후인 2020년 관광자 수를 비교하여 그 수치가

형을 사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을

연구는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시 시계열 값을 비

측정하였다.

교적 정확히 예측하는 개입모형을 바탕으로
COVID-19 이후 관광자 수요를 예측하였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은 국내 관광학 연구
에서도 많이 적용되어 사용된다. 정연동, 이의수
(2021)는 국내 관광학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해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심리학 연구에서 회복탄

회복탄력성이란 “한 시스템, 사회, 집단, 개인

력성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잠깐의

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

분열 후에 심리 사회적 평형을 다시 찾는 능력으로

의 과정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Martin &

보고 있다(Kadner, 1989). 이러한 개념을 적용

Sunley, 2015). 이러한 회복력 개념을 관광학에

한 연구들로는 호텔·관광 전공 대학생들이 고객

적용한 것을 관광 회복탄력성(tourism resilience)

과의 관계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회복탄

이라 한다(김창수, 2020; 하정우, 김창수, 2020;

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봉철, 2020),

정연동, 이의수, 2021).

항공사 직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은 공학, 생태학, 사회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정남, 2017), 호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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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한국관광통계> 중 방한

석한 연구(이윤주, 이애주, 2016) 등을 살펴볼

외래관광자 입국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관광공

수 있다.

사에서 발표하는 방한 외래관광자는 총 외국인

그러나 이대웅 (2021)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입국자에서 외교, 동거, 거주, 군인. 영주의 목적

을 재난관리연구에 적용하여 ‘재난 회복탄력성’

을 가지고 입국한 입국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

개념으로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및 승무원을 포함하며 세계관광기구(UNWTO)

분석하였다. 물론 관광학에서 COVID-19와 같

권고를 따른다. UNWTO는 관광을 모든 방문객

은 재난을 중심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언급한

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

연구들도 존재한다(김창수, 2020; 하정우, 김창

라 역시 비숙박 여행자인 ‘방문자’를 기준으로 방

수, 2020). 다만, 국내 관광학 연구에서 회복탄
력성의 개념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한 연구들은 상
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COVID-19와 비슷한 세계적 감염병인 SARS,
MERS 이후 방한 외래관광자 수 회복추이를 분
석하여, 회복탄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 외래관광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시계열 모형
적합에 활용된 자료는 1995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다.
2000년 이후 2019년까지 방한 외래관광자는
연평균 6.5%의 성장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2019년 방한 외래관광자는 1,7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COVID-19 이후 방한 외래관

Ⅲ. 연구방법

광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3월 이후부터는 90%

1. 연구자료

이상의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이 연구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래관광자

있다(<표 1>).

자료: 한국관광공사, 각년도.

<그림 1> 월별 방한 외래관광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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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한 외래관광자 수 및 증감률
연도
2019
구분
관광자 수
(명)

2020

202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관광자 수
(명)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관광자 수
(명)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1월

1,104,803

15.6

1,272,708

15.2

58,397

-95.4

2월

1,201,802

15.0

685,212

-43.0

65,582

-90.4

3월

1,535,641

12.4

83,497

-94.6

74,604

-10.7

4월

1,635,066

22.8

29,415

-98.2

70,112

138.4

5월

1,485,684

20.0

30,806

-97.9

74,463

141.7

6월

1,476,218

15.1

36,938

-97.5

77,029

108.5

7월

1,448,067

15.4

61,012

-95.8

83,005

36.0

8월

1,586,299

14.0

68,797

-95.7

97,087

41.1

9월

1,459,664

14.2

65,040

-95.5

89,800

38.1

10월

1,656,195

8.4

61,585

-96.3

92,416

50.1

11월

1,456,429

7.9

61,764

-95.8

94,358

52.8

12월

1,456,888

10.0

62,344

-95.7

90,150

44.6

합계

17,502,756

14.0

2,519,118

-85.6

967,003

-61.6

자료: 한국관광공사, 각년도.

             

2. 개입 ARIMA 분석
정상성을 갖지 않는 비정상시계열은 로그변환,
차분, 계절차분과 같은 시계열 자료변환을 통하

(1)

       
,   ∼    

여 정상성을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한다. 시계열
자료의 추세와 계절성을 제거하여 정상성을 확보
한 후 분석하는 모형을 계절형 ARIMA 모형이

ARIMA 모형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수행된다.

라고 부르며 이를 종합하면 식 (1)과 같이 표현

모형의 식별(model identification)은 시계

할 수 있다. 식 (1)을 만족하는 시계열 {  }는

열의 정상성 여부를 확인2)하고 ARIMA 모형의

{  }~ARIMA(p, d, q)(P, D, Q)s로 표기한다

차분차수 및 AR모형과 MA모형의 차수를 결정

(Box et al., 2008).

하는 단계이다. 계절형 ARIMA의 차수 결정에

모형의 식별

모형의 추정

모형의 진단

<그림 2> ARIMA 분석 절차

2)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에 대한 통계적 판단은 augmented Dickey-Fuller(ADF) 검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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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kaike (1974)가 제시한 정보량 기준 통계

반적인 개입의 형태는 식 (2)와 같이 표기될 수

량인 AIC값을 최소로 하는 모형을 잠정적으로

있으며, 개입의 효과 및 형태는 이론적 형태와

선택하게 된다.

비교하여 적용한다.

모형의 추정(model estimation)은 ARIMA
모형의 모수(parameter) 값을 추정하는 단계로
적률추정법, 조건부 최소제곱추정법, 비조건부
최소제곱추정법, 최대우도가능추정법 등 분석하

  


   

(2)

단,  는 개입변수3),

는 시계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

          ⋯     ,

택하여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   

모형의 진단(diagnostic checking)은 선택
된 잠정적 모형이 실제 모형으로서 타당한지를

식 (2)와 같은 반응함수에서 개입의 효과가 지

검증하는 단계로 모형 적합 후의 잔차가 오차와

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감쇠(damping)효과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지, 즉 구해진 잔차가 IID

하며,  값에 의해 개입 효과의 크기 및 지속기간이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정해지게 된다. 개입이 발생한 T시점에는 즉각적인

확률변수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지 확인하게 된

감소효과(  exp    ×  )가 나타나며,

다. 이에 대한 통계적 판단은 Ljung and Box

이후 그 효과의 크기가 작아져 k시차 이후의 개입효

(1978)가 제안한 포트멘토(Portmanteau) 검
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의 크기는   exp        × 

일반적인 시계열 분석은 자료가 생성된 확률

로 계산된다(Cryer & Chan, 2008). 개입변

모형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

수가 펄스함수이면서 w(B)와 δ (B)의 차수가

에 이에 대한 해석 및 예측을 진행하게 되지만

각각 1인 반응함수의 반응형태 및 감쇠효과에

(조신섭 외, 2019) 질병, 전쟁 등과 같이 확률

따른 반응형태는 <그림 3>과 같이 표현된다. 

모형의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값이 0이면 개입의 효과는 개입 발생 시점에만

기존 시계열과는 다른 패턴의 자료가 생성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값이 1이면 개입으로 인

된다. 이러한 사건들을 시계열 모형에 반영하지

해 항구적인 수준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않고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자료의 기저 모

다중 개입모형(multiple intervention model)

형이 잘못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입

은 시계열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개입을

모형은 시계열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

ARIMA 모형에 반영하는 것으로 식 (3)과 같이

한 사건들을 개입(intervention)이라 정의하고,

표현된다(Box & Tiao, 1975).

개입을 입력변수로 시계열 모형에 반영하여 개입
의 효과 추정 및 시계열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Box and Tiao (1975)의 연구에서는 개입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반응함수를 제안하였다. 일



 

   



  

 



 

  
  
 

(3)

  
식 (3)의   은 잡음시계열(noise series)
 

3) Box and Tiao (1975)는 개입의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개입변수를 펄스함수(pulse function)와 계단함수(step
function) 두 가지 형태로 제안하였다. 펄스함수 는 T시점에 발생한 개입이 T시점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계단
함수 는 T시점에 발생한 개입이 T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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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효과에 의한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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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효과()에 의한 반응 :    
  

<그림 3> 개입 및 감쇠효과에 의한 반응 형태

로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며 개입이 있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

기 전의 시계열을 사용하여 적합한다. 개입효과

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외부 충격에 대

를 포함한 잡음모형 적합 후 잔차 분석을 통해

한 회복탄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모형진단을 수행하게 된다. 모형진단의 결과가

이 연구에서는 외래관광자 수에 대한 추세 및

부적합하다면, 개입효과를 포함한 잡음모형의 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동태적 분석으로 회복탄력

정과 진단을 반복하여 수행하게 된다(조신섭 외,

성을 측정하였다. 회복탄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2019; Wei, 2006).

기 위하여 이를 충격반응력(response to shock)
과 충격회복력(recovery from shock)으로 구

3. 회복탄력성 측정

분하고 이에 대한 계측을 수행하였다. 충격반응
력이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관광자 수의 감소정

Han and Goetz (2015), 강기춘 (2021),

도를 나타낸다. 이는 예상되는 방한 외래관광자

Martin and Sunley (2015)는 경기순환과 지

수(  )와 실제 외부충격으로 감소한 방한 외래

역경제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역경
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측정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단순히 외부 충격
을 받은 지역경제가 외부 충격 이전 상태로 돌아
가는 것(정태적 분석)이 아닌, 충격이 없었을 경
우의 지역경제 성장경로까지 반등하여 회복되는

관광자 수(  )의 차이를 의미하며, 식 (4)와 같
이 표현된다(Han & Goetz, 2015).

    
충격반응력 = 
 

(4)

과정(동태적 분석)이라 정의하고 이를 정량적으
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이 연구에서 활용

충격회복력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관광자 수 최

한 개입 ARIMA 분석의 해석과도 일치하는데

대 감소( ) 지점에서 예상 관광자 수 경로( )

외부충격이 없었을 경우의 예상경로와 외부충격

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에 대한 회복속도

으로 인한 시계열 감소분을 구분하여 외부충격에

(recovery velocity)로 정의하였으며 식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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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n and Goetz (2015), Kang (2021), Martin and Sunley (2015)을 활용하여 재구성.

<그림 4> 관광 회복탄력성 측정

같이 표현된다(Han & Goetz, 2015). 예상 관

위해서는 시계열 예측 모형들의 정확성 비교가

광자 수 경로는 개입 발생 이전 시계열 자료로

필요하다. 시계열 예측 모형들의 예측성과 측정

적합한 ARIMA 모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을 위해서는 먼저 전체 기간을 학습 기간과 검증
기간4)으로 구분한다. 학습 기간의 자료를 활용

  

충격회복력 =  × 

  

(5)

하여 시계열 모형을 구축한 뒤 검증 기간에 대한
예측을 통해 예측정확성을 측정하게 된다. 예측성
과 측정은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며, 이 연구에서

충격반응력이 크다는 것은 외부 충격으로 인
해 관광자 수의 감소가 크게 발생하여 예상 관광
자 수와 실제 관광자 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음
을 의미하며, 충격회복력이 크다는 것은 감소된

는 식 (6)에서 제시한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식(7)에서 제시한 평균
절대백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지표를 사용하였다.

관광자 수가 빠른 기간 내에 큰 폭으로 회복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격반응력이 작고 충격회복력
이 클수록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좋은


  




평균제곱근오차(RMSE)=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v: 기간,   : 실제값,

  : 예측값, 예측오차(  ): 
  - 

4. 예측성과의 측정 및 시나리오 분석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

시계열 예측에 활용될 최적 모형을 선택하기

  
  × 

   




(6)



(7)

4) 예측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검증 기간은 예측 기간 이상의 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예측기간 미만의 평가기간을 통해
측정된 예측성과는 미래 예측에 대한 성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hmueli & Lichtendah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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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v: 기간,   : 실제값,


  - 
  : 예측값, 예측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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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    
  
            ⋯

예측성과 지표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평균적인
차이를 의미하며 예측성과 지표의 값이 작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고 해석한다. RMSE는 분
석자료와 동일한 단위의 값으로 계산되는 특징이

  
,     
  

있으며, MAPE는 백분율로 변환되어 직관적인

           ⋯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로그
변환된 자료의 예측성과 측정결과 RMSE가 5로
계산된다면 예측값과 실제값은 평균적으로 ln5


   

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MAPE가 3으
로 계산된다면 평균적으로 예측값과 실제값은
3%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





∞

       

∞









 

     

(9)

∞

       



 



    

이 연구에서는 향후 1년간의 방한 외래관광자
수요예측을 위하여 시나리오분석5)을 수행하였
다. 시나리오1은 개입 ARIMA 모형을 통한 예
측값으로 COVID-19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
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3은
COVID-19 종식 이후 관광자 수 회복 모형이
이전 감염병사태와 유사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시나리오2는 SARS 종식 이후 방한 외
래관광자 수 회복 추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시
나리오3은 MERS 종식 이후 관광자 수 회복 추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회복추이를 모형에 반
영하는 방법으로는 개입 ARIMA 모형에서 추정
된 각 사건의 감쇠효과를 COVID-19의 감쇠효
과에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미래시점의 외래관광자 수 예측은 평균제곱오
차를 최소로 하는 예측값을 추정하게 된다. 시계

Ⅳ. 실증분석
1. 개입 ARIMA 분석
이 연구는 R version 4.0.2 및 SAS version
9.4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방한
외래관광자 시계열 자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세와 계절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시계열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변환을 통한 시계
열 자료의 정상화를 위하여 로그 변환을 한 뒤
일차차분과 계절차분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자료
의 변환을 거친 시계열의 ADF 단위근 검정 결
과 시계열자료의 정상성이 확보되었다.
COVID-19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이전에
방한 외래관광자 수에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다

열   가 식(8)과 같은 개입 ARIMA 모형을 따

른 개입 시점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상점

를 때  -시차 이후의 최적 예측값(
   )은 식

탐지6)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SARS(2003년 4월),

(9)와 같이 계산된다(조신섭 외, 2019).

MERS(2015년 6월), THAAD 배치(2017년

5)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개입분석을 활용한 이상점 탐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SARS, MERS, THAAD 배치 사건
등이 이상점으로 탐지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사 감염병 사례인 SARS와 MERS 사례를 적용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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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측에 사용된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COVID-19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시나리오 2 : SARS 종식 이후의 관광자 수 회복추이와 유사한 경우
시나리오 3 : MERS 종식 이후의 관광자 수 회복추이와 유사한 경우

<표 3> 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시차

ρ

Pr <ρ

τ

Pr <τ

0

-154.511

0.0001

-10.12

<.0001

1

-303.436

0.0001

-12.27

<.0001

2

-285.779

0.0001

-9.84

<.0001

3월) 등 세 가지 이상점을 탐지하였고, 이를 반영

가 포함된 모형은 (0,1,3),(0,1,1)12로 식별되

한 다중 개입모형을 설정하였다. 방한 외래관광자

었으며 이에 대한 모형추정 결과는 <표 4>와 같

수에 영향을 미쳤던 SARS와 MERS, THAAD

다.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

배치 등의 외부적인 사건들은 방한 외래관광자 수

으며 대부분의 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에 초기 큰 충격으로 작용한 이후 점차 이에 대한

분석되었다.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김혜진, 이정민,
2021; 박문수, 이동희, 2015;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20; Choe et al., 2021), 이 연구에
서도 이러한 반응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반응함
수를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수립하였다(Box &
Tiao, 1975).

   
   
        
  
  
   
   
         
  
  
             


      

(11)




     
 ,

   

(i=SARS, MERS, THAAD, COVID-19) (10)

잔차의 포트맨토 검정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
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효과가 포함된 잡음모형의
식별 및 추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7).

개입 발생 이전 시계열 모형의 추정 및 진단을

추정된 계수를 통하여 개입 효과 및 회복탄력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자

성을 추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COVID-19

료를 바탕으로 모형적합을 수행하였다. 개입효과

가 방한 외래관광자에 미친 효과를 계산해보면

6) 이상점 탐지란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이상점(outlier)의 발생시점 및 효과를 계측하여 분석 모형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Chang et al. (1988), Tsay (1988) 의 연구에서 제안한 개입모형을 활용한 이상점 탐지분석을 수행
하였고, 도출된 이상점을 추가적인 개입시점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7) 잔차의 SACF와 SPACF를 살펴보면 시차(Lag) 11에서 2 표준오차를 벗어나는 값이 확인되나, 그 값이 그리 크지
않아 잔차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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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입분석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p값

변수

계수

표준오차

p값

θ1

-0.279***

0.067

<0.001

θ3

-0.246***

0.060

<0.001

θ2

-0.326***

0.061

<0.001

Θ1

-0.763***

0.054

<0.001

δ SARS

0.674***

0.084

<0.001

δ THAAD

0.987***

0.013

<0.001

w SARS, 0

-0.269***

0.071

<0.001

w THAAD, 0

-0.272***

0.067

<0.001

w SARS, 1

-0.322***

0.076

<0.001

w THAAD, 1

-0.105

0.067

0.119

δ MERS

0.423***

0.095

<0.001

δ COVID

0.993***

0.002

<0.001

w MERS, 0

-0.567***

0.072

<0.001

w COVID, 0

-0.995***

0.078

<0.001

w MERS, 1

-0.535***

0.080

<0.001

w COVID, 1

-2.478***

0.085

<0.001

주: ***p<.01

<표 5> 포트맨토 검정결과
시차

χ2

자유도

p값

6

2.59

2

0.858

12

15.44

8

0.219

18

19.77

14

0.346

24

25.05

20

0.403

<그림 5> 잔차의 SACF와 SP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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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입의 효과
구 분

즉시 감소효과

SARS

23.6%

MERS

43.3%

THAAD

23.8%

COVID-19

63.0%

k 시차 이후 감소효과

  exp      × 
(if k=1, 39.5%)

  exp    × 
(if k=1, 53.9%)

  exp    × 
(if k=1, 31.1%)

  exp    × 
(if k=1, 96.9%)

회복기간

충격
반응력

충격
회복력

7개월

0.399

0.118

6개월

0.570

0.120
1)

회 복 중

1)

회 복 중

1) THAAD와 COVID-19의 경우 개입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SARS와 MERS의 실제 관광자 수 및 예상 관광자 수

2020년 2월 63.0%의 즉각적인 감소 효과가 발생하

2003년 5월에는 39.5%가 감소하였다. k시차

였다. k시차 이후에는   exp    

이후에는   exp      ×  의

×  의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RS에

2020년 3월에는 96.9%의 방한 외래관광자 수

대한 회복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회복기간은 7개

가 감소하였다. 추정된 COVID-19의 감쇠효과

월 소요되었으며 충격반응력은 0.399, 충격회복

( )의 값은 0.993으로 1과 거의 비슷한 값을

력은 0.118로 계측되었다8).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COVID-19로

MERS의 경우 2015년 6월 43.3%, 7월 53.9%의

인한 충격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방한 외래관광

방한 외래관광자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

자 수에 충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었다. k시차 이후의 감소효과는   exp 

SARS의 경우 2003년 4월 23.6%의 즉각적

  ×  로 나타났다. 회복기간은 6개

인 방한 외래관광자 수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월이 소요되었으며 충격반응력은 0.570, 충격회

8) 이 연구는 외부충격이 없었을 경우 ARIMA 모형으로 예측되는 예상 관광자 수와 실제 관광자 수 차이가 1% 미만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충격회복 시점으로 설정하고 회복기간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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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였다.

과 MERS의 경우 SARS의 경우보다 충격반응

그 결과 개입 ARIMA 모형의 RMSE와 MAPE

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표 모두 가장 작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RMSE

는 초기 방한 외래관광자 수 감소가 크게 발생하

의 값은 0.185로 실제값과 예측값이 평균적으로

였으나, 더 짧은 기간 동안 방한 외래관광자 수

ln0.185 값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가 대폭 회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다. MAPE의 값은 1.568의 값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약 1.6%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

2. 예측성과 비교 및 방한 외래관광자 예측
시나리오 분석

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지수평활법, 홀
트윈터스기법과의 비교에서 개입 ARIMA 모형

훈련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 기간의

이 예측성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한 외래관광자 수를 예측하고 RMSE와 MAPE

따라서 향후 COVID-19 이후의 관광자 수를 예

지표를 계산하였다. 이후 외래관광자 수 예측에

측하는 데 개입 ARIMA 분석을 통해 향후 기간

활용할 최적 시계열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예

의 방한 외래관광자를 예측하였다.

측정확성 비교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이 연구에서는 2023년 2월까지 향후 1년간의

관광자 수 예측에 단순 ARIMA, 지수평활, 홀트

방한 외래관광자 수 예측을 진행하였으며, 회복

윈터스 기법 등을 제안하였다(김상원, 박미선,

탄력성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

2015, 2016; 이충기, 송학준, 2007). 따라서

다. 시나리오1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위의 세 가

등으로 인하여 COVID-19가 장기화 되었을 경

지 방법론과 개입 ARIMA 모형의 예측력 비교

우의 예측값으로 COVID-19 직후보다는 관광

<표 7> 기간 구분
구분

기간

학습용 기간

1995.1.~2021.2.

평가용 기간

2021.3~2022.2.

예측 기간

2022.3.~2023.2.

<표 8> 예측정확성 비교 결과
구분
제안모형

선행연구모형

RMSE

MAPE

0.185

1.568

0.520

4.457

0.420

3.555

지수평활법

0.281

2.263

홀트윈터스 기법

0.276

2.237

개입 ARIMA
(0,1,3),(0,1,1)12
ARIMA
(0,1,1),(0,1,1)12
ARIMA
(0,1,3),(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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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후와 같은 회복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면,

2023년 2월까지 큰 변화 없이 월별 10만~13

2023년 2월 방한 외래관광자 수는 160만 명으

만 명의 방한 외래관광자 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로 COVID-19 이전 수준으로 관광자 수가 급격

나타났다.

히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의 경우는 2022년 9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MERS 사태 충격에

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COVID-19의 종식이 선

대한 회복탄력성을 반영한 것으로 COVID-19

언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위험 및 격리제도가

종식 이후의 방한 외래관광자 수는 2022년 11월

없어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

170만 명으로 COVID-19 이전 수준으로 관광자

하였다. 시나리오2의 경우 SARS 사태 충격 이

수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

<표 9>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방한 외래관광자 수
연도

2022년

2023년

단위 : 명

월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3월

125,898

125,898

125,898

4월

102,741

102,741

102,741

5월

101,130

101,130

101,130

6월

107,511

107,511

107,511

7월

122,875

122,875

122,875

8월

137,910

137,910

137,910

9월

129,185

321,337

657,073

10월

137,462

628,070

1,376,629

11월

128,632

880,089

1,697,579

12월

128,580

1,147,978

1,886,874

1월

115,951

1,231,267

1,760,965

2월

136,469

1,619,253

2,080,918

<그림 7>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방한 외래관광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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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 이후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COVID-19

과가 나타났다. MERS의 경우 2015년 6월 43.3%,

이전 수준으로 방한 외래관광자 수가 회복한다는

7월 53.9%의 방한 외래관광자 감소 효과가 나

것을 의미한다.

타났다. 결국 COVID-19, MERS, SARS 순으
로 방한 외래관광자에 대한 충격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SARS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충격반응
력은 0.399, 충격회복력은 0.118로 계측되었으

COVID-19가 발생하기 전까지 관광산업은

며 SARS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방한 외래

전 세계 경제활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

관광자 수로 회복하는 데 7개월이 걸렸다. MERS

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국제적 이동에

의 경우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은 각각 0.570과

의존하는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관

0.120으로 추정되었으며 회복 기간은 6개월로

광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광자 수요예

나타났다. 이는 MERS가 SARS에 비해 초기 방

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

한 외래관광자 수 감소 폭이 더 크게 분석되었으나,

는 관광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계량

충격 이후의 회복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

경제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COVID-19 회복 이

로 분석되었다.

후 방한 외래관광자 유입 추이를 예측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을 수치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OVID-19 이후 방한 외래관
광자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세 가지 시

연구자료는 ｢
한국관광통계｣중 방한 외래관광

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ARIMA 분석을 통한 시

자 입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방법으로 개

계열 분석은 단기 예측에 적합하므로 2023년 2월

입 ARIMA 분석을 사용하였다. 과거 시계열 자

까지 1년간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였다. 첫 번째

료를 바탕으로 이상점 탐지를 수행한 결과 SARS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은 COVID-19가 장기화

사태, MERS 사태, THAAD 배치 사건 등 총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방한 외래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상점이 발생

관광자 수에는 큰 변화 없이 월별 10만~13만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다중 개입모형을 설정하

명이 입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시나

였다. 최종적으로 시계열 예측을 진행하기 위해

리오는 SARS가 종식되고 난 이후 방한 외래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모형들과의 예측력

광자 수가 회복되는 속도를 가정한 경우로,

비교를 수행한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입

2023년 2월 160만 명으로 예측되었다. 세 번째

ARIMA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시나리오는 MERS가 종식되고 난 이후의 방한

밝혔다.

외래관광자 수 회복 속도를 적용하였으며, 이 경

다중 개입모형을 바탕으로 각 개입 효과에 따

우 2023년 2월 약 200만 명이 방한하는 것으로

른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COVID-19의 경우

나타났다. 이는 관광자 수가 COVID-19가 종식

2020년 2월 COVID-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

되기만 한다면 빠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이

우보다 방한 외래관광자 수가 즉각적으로 63.0%

내에 COVID-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감소하였으며, 3월에는 96.9%의 감소가 나타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것으로 분석되었다. SARS의 경우 2003년 4월

물론 SARS와 MERS 사례의 경우 발병지역,

23.6%의 즉각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며, 다음 달

감염양상, 기간 등이 COVID-19와 다르다는 점

인 5월에는 39.5%의 방한 외래관광자 감소 효

에서 시나리오 제시에 한계가 있고 결과 해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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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연구는 통계적

복탄력성을 정량화한 지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외래관광자 수 변화시점 중

향후 실증적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유사 감염증 사태인 SARS 및 MERS를 참고하

판단된다. 이는 관광학 연구자들이 회복탄력성을

여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정성적인 방법이나 단순한 수치 비교로 논의하는

다. 특히, 기존 연구는 국내 특정 지역 및 특정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엄밀하고 객관적인 방법으

국적의 인바운드 관광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

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열었다

행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는 국내 인바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드 관광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

게다가 SARS와 MERS 이후 빠르게 증가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COVID-19

는 방한 외래관광자 수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이후 국내 관광학 연구에서 수요예측 연구뿐만

관광에 대한 관광자들의 위험인지가 낮아지고 국

아니라 개입모형을 사용한 연구 역시 많이 진행

제적 이동 규제가 풀린다면, 관광자 수가 빠르게

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증가할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

이 연구는 관광자 수요예측을 위해 COVID-19

는 회복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제시함으로

이후 관광수요예측 및 개입모형을 통해 연구를

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시 기초자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료로 활용되어 정책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

있다.

대된다. 정책입안자들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체,

이 연구는 수요예측 모형의 예측력 비교를 통

특히 여행업 관련 업체들에게 수익에 대한 위험

해 개입 ARIMA 모형이 방한 외래관광자 수에

관리 및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대한 예측력이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뒷받침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다. 또한 다양한 회복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관광자 수치를 비교 제시하
였다. 다만 COVID-19의 회복 시점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이 연구에서 이를 임의로 설정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시점까지 활용 가능한 자료
를 통해 미래 시계열을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분
석을 통해 관광의 회복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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