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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광통행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시계열분석 중 ARIMA 모형
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북한과 중국간 관광통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광통행을 예측해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
앞서 국제관광수요 예측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국제 관광수요예측에 있어 계절형 ARIMA 모형, 다변량 시계열
모형, VAR 모형 등이 적합한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계절형 ARIMA 모형은 주기적인 특성과 계절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과 중국간 과거 5년~10년치 관광목적의 입·출국자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tata
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장래 관광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중국 관광통행은 특별한 상황이 발
생하지 않는다면 관광수요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예측치의 하한치와 상한치에 큰 차이가 있어 미래에 큰
폭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인의 한국 관광통행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측
되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중국의 국제정세변화와 한류열풍으로 인한 일시적일 수 있는 증가추세가 미래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
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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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반도는 반도 국가로서 대륙과 지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내
륙을 통한 관광이 가능하나, 남북간 분단 대치에 의해 타국과의
관광을 위해서는 해운, 항공만 이용 가능한 섬나라와 같은 실정
이다.
한국·북한·중국 각 국가간 관광통행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광통행이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 중국관광객의 한국
관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0년 1,875
만명에서 2014년 약 6,126만명으로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대부분 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간의 관
광통행은 특수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분단국가
이면서 휴전중에 있어 관광적으로 전혀 왕래가 없었으나, 1998
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한국관광객의 북한으로 일방향적인
관광으로나마 제한적인 관광이 진행되었으며, 이마저도 정치적
경색으로 인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과 중국간의 관광은
남북간 관광통행과 유사하게 일방향적인 관광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관광객의 북한관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북한관광객의 중국으로 관광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의 정책이 폐쇄적에서 개방적으로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주민들
의 중국관광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당초 목표는 한반도 화해 또는 통일시 철도·도로 등
육상교통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구축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국·북한·중국간의 국제관광수요를 예측해보고, 이 관광수요의
육상교통으로의 전환률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관
광과 관련된 통계를 하고 있지 않아 중국 통계청의 자료에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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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통계자료도 각 기관에 따
라 집계되고 있는 자료에 차이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북한과 관련된 관광 통행의 경우
현황만 파악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각국의 통계청에서 입·출국자에 대한 카운팅
을 하고 있어 자료확보가 가능하고, 활발한 관광의 형태를 보이
고 있어, 한국과 중국의 관광수요만 예측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장래 관
광수요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
다. 2005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한국관광객
과 중국관광객의 입출국자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5년간
관광수요를 예측하였다. 당초에 연구의 범위를 한국·중국·북한 3
개국 간의 관광수요를 예측해 보려고 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2008년 이후로 남한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이고, 중국과는 관
광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중국의 일방향 관광으로 제한적이고, 자
료의 수집에 대한 어려움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북한과 관련
된 자료들은 현황으로만 제시하였다. 현재 가장 관광수요가 많고
연구가 시급한 한국과 중국간의 관광수요만 예측해보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계열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시계열분석
은 인과관계에 관한 어떠한 이론적 배경 없이도 에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한 변수의 미래 값을 단지 자신의 과거
관측치 값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고, 미래 예측기법으로는 활
용도가 높은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분석의 다양한 기법
중에서 시계열자료의 계절성과 주기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SARIMA(Seasonal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형을 적용하여 미래 관광수요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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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기존연구 고찰
수요예측 분석은 접근방법에 따라서 정성적, 정량적 예측방법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성적 예측방법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사용해서 미래의 결과를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시나리오 설정법 같은 기법이 있다. 정량적 예측방법은
관측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예측에 필요한
경험적 법칙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예측될 변수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변수들과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인과적 모형(Casual
model)과 미래의 예측 값은 예측대상이 되고 있는 변수에 관한
과거의 자료나 과거의 오차에만 의존해서 가정하는 시계열모형
(Time series model)이 있다.
허남균·정재윤·김삼용(2009)의 연구에서는 다변량 시계열 모
형을 이용한 항공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0
년~2006년 월별 국제 여객 수송 실적과 국제 화물수송실적 자
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변수들의 일변량 계절형 ARIMA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계절형 VAR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실
제 실적값과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계절형 VAR 모형이
일변량 시계열 분석과 달리 시계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고 관계를 추정하기에 더 좋은 예측력을 가졌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윤지성·허남균(2010)의 연구에서는 계절형 다변량 시계열 모
형과 VAR 모형을 이용하여 국제항공 여객 및 화물의 수요를 예
측하였다. 계절형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기반으로 VAR 모형,
계절형 ARIMA 모형 등 다양한 모형으로 여객 및 화물의 수요
를 예측한 결과, 변수가 많으면 그들 사이의 관계성이 복잡해지
거나 변수들끼리 관계성이 떨어져 예측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김윤식(2013)의 연구에서는 SARIMA
모형과 VAR모형을 이용하여 철도여객의 장래 수요를 추정하였
다. SARIMA 모형은 AR과정만 고려하는 VAR모형에 비해 계
절적 변동까지 예측이 가능하여 실측치와 예측치 간의 오차가 더
적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Hui & Yuen(1998)은 싱가폴을 방문한 일본관광객의 계절
적 변동이 싱가폴 관광객수 변동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규명하기 위해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월별 계절지수 도
출하였고, 8월의 일본인 관광객이 평균치보다 26% 높게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ong&Witt(2006)은 VAR 기법을 이용하여 마카오 관광수
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원(2007)은 관광수요 추정의 분석
방법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해외여행수요의 예측에 VAR 모형
의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은경(2009)의 연구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한국인의 해외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외국인의 한국관광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비행거리, 1인당 국민소득 등이 관광수
요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수나 영어사용여
부 등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관광수요에는 계절적인 요인과 주
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과 주기적인 요인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는 경우에
는 계절적인 변동을 반영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SARIMA 모형을 선정하게 되
었다. 또한 추정된 관광수요에 소득변수(GDP)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2. SARIMA 모형 고찰
1) SARIMA 모형
SARIMA 모형은 수요룰 예측함에 있어서 ARIMA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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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과 가까운 과거 자료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 자료의 주기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그 이전 주기의 자
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최근의 정
보와 이전 주기의 정보를 모두 반영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ARIMA 모형은 특정 연도의 연속적인 월별자료(between
observations for successive months in a particular
year) 간의 특성을 고려하는 모형이며 SARIMA 모형은 이외에
도 연속 연도의 동일 시점 월자료나 분기자료 등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최근의 정보와 이전 주
기의 정보를 모두 반영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SARIMA(p,d,q)(P,D,Q)s 모형은 식(1)와 같다.

                

(1)

P : 계절AR항의 차수
Q : 계절MA항의 차수
D : 계절차분의 차수

식(1)은 ARIMA(p,d,q) 모형의        
에서 계절성 부문인             가 추가적으
로 결합된 형태를 지닌다. 여기서    과    은 각각
SAR항과 SMA항을 의미하며 식(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2)

             ⋯    

2) SARIMA 모형 추정 절차
SARIMA 모형의 추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형구분, 추정,
진단 3단계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구분에서는
SARIMA의 차수, 즉 (p,d,q)×(P,D,Q)s를 결정한다. 이때 단
위근 검정을 수행하여 단위근(d)과 계절 단위근(D)의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기회귀 및 계절 자기회귀 부분의 차수와
이동평균 및 계절 이동편균 부분의 차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원자료의 자기상관함수 및 편자기상관함수를 포함하
는 correlogram을 관찰하여야 한다.
어떤 변수( )
          

(3)

   ⋯

이때, 는 시차로 볼 수 있다. 또한 편자기상관함수( )는 개
별 변수와 그의 시차변수 간의 회귀식의 회귀계수로서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for   

(4)





 
   

 
   


   





          

(p,d,q)×(P,D,Q)의 차수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결성
(parsimonious)으로 가능한 한 차수를 작게 하는 것이 모형의
추정에 유리하다.

Ⅲ. 관광수요 현황
1. 한국-중국 관광수요 현황
1) 중국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수요 현황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최근 5년간 작은 폭 내에서
증감하면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약 185만
명이 중국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중국 방문 한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천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관광객수

1,962

1,963

1,855

1,727

1,853

자료 : CNTA(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외국인 관
광객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http://www.cnta.gov.cn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년도별로 시계열모
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다. 가장 상단은 관측된 시계열이
며 두 번째는 추세부문을 나타내며 관광객 추세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는 계절을 반영한 시계열로 매년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
며 계절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한국방문 중국인 관광객 시계열 분석 결과

2. 한국-북한 관광수요 현황
한국과 북한은 분단국으로써, 한국관광객이 북한을 관광하는
일방적인 관광으로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어, 2004
년~2008년까지 매년 20~30만명 규모의 한국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남북간의 대표적 관광상품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일반적인 관
광과 달리 외부환경의(북한의 정책 및 동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다.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관광객수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
건으로 2007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관광이 중단되고 있다.
<표-3> 한국-북한간 관광수요 현황
구분

98

금 해로 10,554
강
산 육로
관
광 합계 10,554

99

00

01

02

03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

-

-

-

36,028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개성 관광

-

-

-

-

-

-

그림 1 중국방문 한국인 관광객 시계열 분석 결과

평양 관광

-

-

-

-

-

1,019

2) 한국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수요 추정

<표계속>
04

05

06

07

08

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2005년 약 59만명 수준에서 2014년 약 613만명
으로 약 10배이상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2> 최근 10년간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천명

구분

금 해로 449
552,998
강
산 육로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381,664
관
광 합계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934,662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개성 관광

-

1,484

-

7,427

관광객수

585.6

897.0

1068.9

1167.9

1342.3

평양 관광

-

1,280

-

-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관광객수

1875.2

2220.2

2836.9

4326.9

6126.9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관광통계-외래객입국, http://kosis.kr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년도별로 시계열모형
을 분석한 결과 가장 상단은 관측된 시계열이며 두 번째는 추세
부문을 나타내며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
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계절을 반영한 시계열로 매년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며 계절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3,122 112,033
-

2,299

3. 중국-북한간 관광 수요 현황
북한과 중국간 관광수요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관
광이 2012년 기준 202,099명으로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공산국가로써 폐쇄적
이고 나라의 정책이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관광
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의 접근이 어렵다. 북한당국의 정책적 성향
이 폐쇄에서 개방적으로 바뀐다면 북한 주민들의 중국 관광수요
도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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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한국-북한간 관광수요 현황
구분

관광객수(명/년)

중국 → 북한

202,099

북한 → 중국

4,500

자료 :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2013),
「2012年 1-12月 入境旅游外国人人数(按目的分）」

을 알 수 있고, PACF는 2차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어 1차정도
의 차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추정할 수 있는 ARIMA 모형
들로 각각 검증을 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R에서는 ARIMA 함수를 통하여 모형적합도와 그래프를 그
리게 되는데 일반 및 계절요인에 대한 계수와 이들의 표준오차
대수 변환된 시계열의 분산과 대수우도 및 AIC 통계량 값을 구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대가능도법을 적용하였다.
<표-6> 중국 방문 한국인 관광객 ARIMA 모형 검증 결과

Ⅲ. SARIMA 모형을 이용한 관광수요 추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의 한국관광통
계와 중국관광청 CNTA에서 수집된 관광목적 입출국자 자료를
이용하였다. 외래방문객의 한국방문은 집계가 되고 있으나,
2006년 법무부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출국신고서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인의 해외 출국행선지의 파악이 불가
능하게 됨에 따라 중국관광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
였다. 북한과 관련된 관광통행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의
북한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2. 한국-중국간 관광수요 모형 추정
1) 중국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수요 추정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의 시계열 그래프를 살펴보면 조
금씩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일변량 계절형
ARIMA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ARIMA

AIC

MAPE

RMSE

(1,0,0)

612.3

15.38871

73802.02

(0,0,1)

607.4848

13.4339

66148.42

(1,0,1)

609.4474

13.4562

66088.66

(1,1,0)

609.6385

17.37088

86493.26

(2,1,1)

604.4204

9.973679

60331.24

(2,1,2)

604.4204

7.085429

43628.32

(3,1,1)

580.04

9.4618

54462.64

ARIMA 모형 검증 결과 ARIMA(2,1,2)를 적합시킨 것 이
MAPE수치와 AIC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RMSE는 가장 낮게 나타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MAPE는 평균 절대백분율 오차의 평균으로써 변수의 모형예
측수준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측도로 사용되는 단위
에 상관없이 단위의 계열을 비교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하
여 MAPE를 중점으로 볼 때 비계절형 및 계절형 ARIMA모형
을 자동 설정해주는 옵션을 써서 확인해보았다. 자동적으로 잡아
주는 패키지에서는 ARIMA(1,0,0)(0,1,0)(4)로 도출되었다.
<표-7> 중국 방문 한국인 관광객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AIC

MAPE

RMSE

604.4204

7.085429

43628.32

(1,0,0)(1,0,0)

599.61

8.769196

49557.77

(1,0,0)(0,1,1)

604.51

10.4318

52080.36

(1,0,0)(0,1,0)

495.86

7.3525

47369.4

(2,0,0)(0,1,0)

497.75

7.4352

47208.9

도출된 모형으로 분석을 하고, 자동적 ARIMA로 확인해 본
결과 아래 <표-8>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모형은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에 자동으로 확인한
ARIMA(1,0,0)(0,1,0)(4)가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중국방문 한국인 관광객 모형적합도

각각 ACF를 통해서 계절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PACF를 통해서 AR(4)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icky-Fuler 테스트는 각각 ACF, PACF를 통해 확인해 보았
으며,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Box-pierce test,
Box-Ljung test를 실시하였다.
<표-5>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p- value

Bos-Pierce

2.8881

0.08923

Box-Ljung

3.2648

0.07078

각 검증을 통해서 p-value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CF와 PACF를 확
인한 결과 ACF는 2분기마다 자기상관 스파이크가 신뢰한계선
을 넘어 돌출되며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어 계절적 차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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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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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중국 방문 한국 관광객 ARIMA 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통계값

ARIMA(1,0,0)(0,1,0) [4]
0.7489

S.E

0.1440

AIC=495.86, BIC=497.85
RMSE=47369.4 , MAPE=7.35255,

2) 한국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수요 추정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시계열 그래프를 살펴보면
소폭으로 증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큰 폭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일변량 계절형 ARIMA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중국방문 한국인 관광객 수요 예측 결과

수요예측 결과는 <표-11>과 같이 2015년 약 199만명에서
2020년 약 205만명으로 매년 소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
고, 미래에 단정할 수 없는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관광객의 수
요가 큰 폭에서 작은 폭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 한국방문 중국인 관광객 모형적합도

Dicky-Fuler 테스트는 각각 ACF, PACF를 통해 확인해
보았으며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Box-pierce test,
Box-Ljung test를 실시한 결과 <표-9>와 같이 p-value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것
으로 나타났다.

<표-11> 중국 방문 한국인 관광객 수요 예측결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년

forcast 1,993,456 2,037,522 2,051,387 2,055,750 2,057,122
low90 1,657,539 1,452,948 1,261,338 1,094,031 947,408
hi90 2,329,373 2,622,097 2,841,437 3,017,469 3,166,837

<표-9>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low95 1,479,715 1,143,492 843,111


p- value

Bos-Pierce

25.049

0.000

Box-Ljung

26.976

0.000

한국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 예측시 ARIMA 모
형의 차수를 결정할 때 Box-pierce test, Box-Ljung test를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차수를 선정하여 모형을 선정
한 후 자동적 ARIMA로 확인해 본 결과 더 좋은 적합도가 나타
났다. 중국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는 자동적
ARIMA를 이용하여 비계절형 및 계절형 ARIMA모형을 자동
설정해주는 옵션을 써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산출한 결과
ARIMA(0,1,1)(0,1,0)[4]가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ARIMA 모형 분석결과는 <표-10>과 같다.

584,927

359,960

hi95 2,507,197 2,931,553 3,259,664 3,526,572 3,754,284

2. 한국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수요 예측결과
계절성 ARIMA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2019년까지 관
광수요를 추정해 본 결과 그림 7과 같이 현재 추세에서 큰 변동
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예측의 변동폭이 커서 현재의
분석에 사용된 과거자료만으로 관광수요를 예측하기에 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ARIMA 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통계값

ARIMA(0,1,1)(0,1,0)[4]
-0.6113

S.E

0.1101

AIC=923.32 , BIC=926.43
RMSE=113632.5 , MAPE=10.53888

그림 7 한국방문 중국인 관광객 수요 예측 결과

Ⅳ. 한국-중국간 관광수요 예측결과
1. 중국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수요 예측결과
계절성 ARIMA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2019년까지 관
광수요를 추정해 본 결과 그림 6과 같이 현재 추세에서 큰 변동
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예측의 변동폭이 커서 현재의
분석에 사용된 과거자료만으로 관광수요를 예측하기에 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결과는 <표-12>와 같이 2015년 약 794만명에서
2019년 약 1,500만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2012년부터 한류열풍과 중
국의 정세 변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던
추세가 미래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수요를 예측
함에 있어서 미래의 돌발변수에 의해 수요가 크게 변할 수 있음
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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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수요 예측결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년

forcast 7,943,605 9,760,341 11,577,08113,393,82115,210,561
low90 7,255,583 8,474,919 9,575,046 10,563,38911,451,404
hi90 8,631,625 11,045,76513,579,11616,224,25218,969,714
low95 6,891,367 7,794,458 8,515,234 9,065,050 9,461,426
hi95 8,995,841 11,726,22814,638,92817,722,59220,959,692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계절성을 감안한 ARIMA 모형(SARIMA)을
이용하여 미래의 한국과 중국간의 국제관광수요를 예측해 보았
다. 관광수요 예측에 사용된 자료로는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 과
거 5년,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과거 10년치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출입국 절차 간소화로 인해 출국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게 되면서 관광수요 예측을 위한
자료수집에도 한계점을 나타나게 되었다.
당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3국의 국제관광수요를 예측해 보는 것에 있었으나, 북
한의 경우 자료수집도 여의치 않고, 수집된 자료의 경우 수집된
기관에 따라 자료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광수요를 예측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간의 관광수요를 예측한 결과 한국인의 중국 관광
은 현재의 추세대로 큰 폭의 증감없이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중국인의 한국관광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관광수요에 대한 예측의 경우 미래의 돌발변
수에 의해 크게 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위
해서는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찾아 그 요인들
을 반영하여 수요 예측을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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