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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있어 관광 중요도, 관광활동 참여, 삶의 질 간 영향 분석
An Impact Analysis between Travel Importance Awareness,
Trave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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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have been few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how much travel
activities affect our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between quality of life, travel participation and travel importance in the life
and derive implications to improve the domestic tourism by using 2011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data(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ravel importance in the
liv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vel participation(the number of travels, the
number of travel days and travel expenditures), second the number of travel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family life, leisure life and overall life,
quality of life, third the number of travel day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family life and leisure life. Hence,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ourism policies need to more strategically focus on increase the number of travels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Keywords : Travel Importance, Travel Participation, Quality of Life

국문요지 :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있다. 관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경험의 주관적 측면(만족도 등) 및 객관적 측면(관광 횟수, 일수 등)이 국민
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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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주제로 실시된 최근 국내 연구들은 관광경험의 주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태인데, 이러한 이유는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
인 관광활동 참여 정도(연간 관광 횟수․일수․지출액)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아울러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현재 삶에 있어 인식하고 있는 관
광의 중요도가 국민들의 관광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
수들의 영향을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분석 결과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관광 횟수․일수․지출액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활동 참여 정도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생활 및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관광횟수와
관광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관광
횟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쇠말 : 관광 중요도, 관광활동 참여,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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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자신의 증가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여가활동의 다양성을 확장시
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선환⋅김미량⋅이연주, 2011).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삶의 질적 향상, 자아실현, 자기
개발, 건강 및 행복 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현대인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형태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심상신․김유식, 2012). 우
리 사회에서 관광은 여가시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활동이란 가정이
형성되어 있으며(Hobson & Dietrich, 1994), 관광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식되
고 있다(Dolnicar, Yanamandram & Cliff, 2012). 관광의 다양한 편익들 때문에 우리나라
에서도 관광을 단순한 휴양 및 위락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즉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김채옥․
송운강, 2007)고 할 수 있다.
관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
경험의 주관적 측면(관광만족 등) 및 객관적 측면(관광활동 참여 횟수 등)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
안 여가 및 관광활동이 생활만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들에 대한 연구들
이 수행되어 왔는데, 여가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비해 관광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김채옥․송운강, 2007). 관광
분야에서 관광과 삶의 질을 주제로 실시된 최근 국내 연구들의 주요 주제는 관광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배만규․박상훈, 2008; 송지준․이종남, 2006; 이명철․강인호,
2012), 관광활동 경험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김채옥⋅송운강, 2007; 전영록․박상
훈, 2008) 등 관광경험의 주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관광활동 참여 정도
(연간 관광 횟수⋅일수 등) 등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정순⋅전원배(2005), 최승묵⋅박정숙(2012) 정도에 불과하다. 관광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광경험의 주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활동 참여 정도 등 객관적
측면도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과 삶의
질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국민들의 관광활동 참여 정도 등 관
광경험의 객관적 측면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관광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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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
는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분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관광활동 참여 정도와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정부 승인통계 중 국민여행 실태조사
및 부가조사는 1년을 주기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광 참여와 삶의 질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행 실태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의 관광경험 횟수․일수․지출액 등 관광활동 참여
정도가 국민들의 가족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등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연구모형을 좀 더 확장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현재
삶에 있어 인식하고 있는 관광의 중요도가 국민들의 관광활동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
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관광활동 참여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 자아실현, 자기계발, 건강 및 행복 등의 추구에 효과적으
로 기여한다. 이로 인해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들
은 크게 객관적인 측면의 연구와 주관적인 측면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객관적인 측
면의 연구는 여가라는 자유시간에 참여하는 여가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관적인
측면의 연구는 개인의 심리상태와 관련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이정순․전원배, 2005). 여가활동의 유형 분류에 기초해 볼 때 관광활
동은 개인의 욕구충족이나 기대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다(김광근⋅김형섭⋅이준호⋅장세목⋅한동윤⋅전영상⋅권정택⋅장경수, 2003). 또한
관광활동은 하나의 여가활동 유형이지만 경제적 행위의 대상이 되며 시장의 범위가 크
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여가활동 현상이라 할 수 있다(이귀옥, 2000). 따라서 관광활동에
대한 연구도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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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동의 객관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활동은 주로 관광활동에 대한 참가정
도로 측정된다. Loy, Mcpherson & Kenyon(1978)은 얼마나 자주 관광활동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참가 빈도, 참가한 시기의 경과정도를 나타내는 참기 기간, 매번 관광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대한 참가 강도 등으로 관광활동 참가를 측정
하였으며(이정순, 2008), 최승묵․박정숙(2012)은 1년 동안의 관광활동 참여 횟수․일
수․지출액으로 관광활동 참가를 측정하였다. 한편 관광활동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연
구들은 관광활동이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에서 관광활동
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은 자유(freedom), 관여(involvement), 각성(arousal), 숙달
(mastery), 자발성(spontaneity), 대인관계(society) 등으로 확인되었다(김채옥․송운강,
2007; Neal, Sirgy & Uysal, 1999; Neal & Uysal, 2000; Unger & Kernan, 1983).

2. 삶의 질 개념 및 구성요소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생성된 용어로 사회지표에서
유래되었다(Flanagan, 1978; 장병주․임상규․김금영, 2012에서 재인용). 사회복지학, 심
리학, 사회학 등에서 사용되어 오던 ‘삶의 질’이란 용어는 최근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
적인 단어로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이정순, 2005). 삶의 질에서 ‘삶’
은 개개인의 생활을 나타내기 보다는 인간적 삶(human life)의 모든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인간의 삶은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체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삶의 질에서 ‘질’은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정영숙․신은주, 2011).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많은 학자들이 삶의 질을 생활 만족(life satisfaction)
으로 정의하고 있다. Lai & Ying(1992)은 삶의 질을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평가를 포
함하는 만족감으로 정의하였고, Meeberg(1993)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삶의 질
을 정의하였다. Rejeski & Mihalko(2001)는 삶의 질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만족도 판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리해 보면 삶의 질은 개개인들의 가장 중요
한 요구, 목표, 바램들이 충족된 정도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Frisch, 2000). 이들 선행연구들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개인적 삶의 영역(예를 들
면 건강, 직업, 가정, 사랑, 금전 등)에 대한 만족도와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만족
도 위계 모델(Lee & Sirgy, 1995)의 영향을 받았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영숙․신은
주(2011)는 삶의 질은 그 삶의 주체인 개인의 복지 또는 복지상태이며 개인복지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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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짓는 영역들의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임성욱(2006)은 개인과 그 개인
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각되는 만족의 정도로 삶의 질을 정의하였
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삶에 대한 만족, 행복 또는 성취의 개념으로 삶의 질을 이해하고 있다(김철
원․서현숙․이태숙, 2011).
삶은 물리적․사회적․심리적 요소들이 통합 구성되는 현상이고, 삶이 영위되는 제반
영역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이다(김형수, 2008). 따라서 삶의 질은 매우 다양한 요
소들로 구성된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삶의 질 구성 요소로는 개인 특성(자율성, 자아만
족 등), 건강(신체적 건강, 신체적 기능 등), 정서․감정 상태(심리적 안정, 행복감 등), 지
지체계(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경제상태(경제조건, 수입 등), 사회적 안녕(사회활동, 사
회관계 등), 여가(여가선용, 여가활동 등), 환경(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사회복지(물질적
안녕, 안전 등), 직업․일(취업 상황, 직업역할 등) 등이 있다.

3. 관광활동과 삶의 질 선행연구
그동안 국내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여가 및 관광활동이 생활만족 및 삶의 질 향상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관광경험
을 했거나 자신의 관광경험에 만족하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채옥․송운강, 2007; 이려정, 2010; 정철⋅노경국⋅문성종, 2011). 관광과 삶의 질에 대
한 최근 국내 연구를 정리해 보면〈표 1〉과 같다. 이들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국내
외 관광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관광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광
동기 또는 관광 만족도뿐만 아니라 관광활동 참여 여부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광경험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포
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주제차원에서 살펴보면 관광과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최근 국내 연구들은 대
부분 관광활동 만족, 관광동기, 관광경험 요인 등이 삶의 질 또는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있다. 즉 대부분 관광경험의 주관적 측면(동기, 만족도 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정순․전원배(2005), 최승묵․박정숙(2012)은 국내 관광활동
참여 정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광경험의 주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
광활동에 참여한 횟수·일수 등 객관적 측면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
광경험의 객관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관광경험의 객관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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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이정순․전원배(2005)는 관광활동 참가 빈도․기간․강도 등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년에 대한 회상조사 방식
으로 관광활동 참가를 조사하여 회상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관광과 삶의 질 관련 국내 선행연구
구분

분석 대상

독립변수
(관광관련 변수)

종속변수
(삶의 질 관련 변수)

관광경험이 있는
이명철․강인호
∙관광활동 만족: 심리적 만족, ∙주관적인 삶의 질: 자아존중,
대구경북지역 거주 19세
(2012)
육체적 만족, 정서적 만족
자아성취, 대인관계
이상 지체장애인 294명
최승묵․박정숙
(2012)

만 15세 이상 국민
6,145명

∙관광 참가: 연간 국내 관광 ∙삶의 질: 현재 삶에 대한
횟수·일수·지출액
전반적 만족도

전영록․박상훈
(2009)

청각장애인 185명,
지체장애인 120명

∙관광활동: 자연·생태관광,
∙자기지각 삶의 질: 자아존중,
역사·문화관광, 산업·사회관
자아성취
광, 위락관광, 농촌·체험관광

배만규․박상훈
(2008)

청각장애인 219명

∙관광활동 만족: 신체적 만족, ∙주관적인 삶의 질: 자아존중,
정서적 만족, 심리적 만족
자아성취, 대인관계

김선영․장병주․
을숙도 또는 주남저수지 ∙관광동기: 자연학습과 감상,
∙삶의 질
이준
친목성, 모험성, 휴식
관광객 162명
(2007)
∙주관적 웰빙: 긍정적 정서,
전반적 생활만족, 부정적
지난 1년간 1박 이상의
∙관광경험: 자발성, 자유인지,
정서
김채옥․송운강 국내외 관광경험이 있는
각성, 대인관계, 숙달
∙심리적 웰빙: 개인적 성장
(2007)
만 18세 이상 서울시 및
∙관광 만족
과 삶의 목적, 자아수용,
춘천시 주민 271명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송지준․이종남
(2006)

탈북자 126명

∙관광동기: 자연감상, 문화,
학습, 건강
∙주관적 삶의 질
∙관광 만족

지난 1년간
이정순․전원배
∙관광활동 참가: 참가 빈도, ∙심리적 웰빙
국내외 여행경험이 있는
(2005)
참가 기간, 참가 강도
∙주관적 웰빙
대구시 거주 시민 258명

한편 최승묵․박정숙(2012)은 2010년 연간 관광활동 참가 횟수․일수․지출액 변수를
1)

활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회상조사 방식이 아닌 여행기록부 작성 방식 으로 조사되어 자
1) 여행기록부 작성 방식이란 조사 참여자가 여행기록부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관광을 다녀오면 그 즉시 다녀
온 관광에 대한 내용을 여행기록부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31

관광연구논총 제25권 제4호(통권 37)

료의 회상오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삶의 질을 1개 변수(현재 삶
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측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
인 관광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는 여행기록부 작성 방식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함으로
써 회상오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좀 더 세분화하여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이 삶의 질
세부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현
재 삶에 있어서 관광의 중요도’ 변수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우선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의 중요도가 관광활
동 참여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관광활동 참여 정도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도식화하면〔그림 1〕과 같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
립변수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 직
업, 월평균 가구 소득)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모형에
기초하여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현재 삶에 있어 관광의 중요도는 관광 참여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현재 삶에 있어 관광 중요도는 관광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현재 삶에 있어 관광 중요도는 관광 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현재 삶에 있어 관광 중요도는 관광 지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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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관광 참여 정도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관광 참여 정도는 가족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관광 참여 정도는 여가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관광 참여정도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연구 모형

2. 분석 자료 및 변수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및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관광 예
측 및 관광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승인통계조사
로,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국 가구 및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 목
표모집단이다.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응답표본은 200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
과 등을 활용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여
행 실태조사 자료에서 여행은 크게 관광목적의 관광여행과 출장 등 비관광목적의 기타
여행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관광여행만을 분
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는 관광정책 평가 및 발굴 등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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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의 부가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2011년 부가조사에서는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가족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생활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 삶의 질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는 5,798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분석 변수
본 연구에서 국내 관광활동 참여 정도 변수는 국내 관광 횟수․일수․지출액으로 세
분화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관광 및 여가 활동 참여는 참여 빈도, 참여
기간, 참여 시간(Loy et al., 1978), 참여 경험 여부 및 횟수(Lee, Agarwal & Kim, 2012),
참여 시간 및 비용(박성연․이기영, 2007), 연간 관광 횟수⋅일수⋅지출액(최승묵⋅박정
숙, 2012) 등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변수를 고려하여 연간
국내 관광 횟수, 일수, 지출액을 국내 관광활동 참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삶의 질 변수는 가족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로 세분화
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규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대의 연구자들은 개
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느낌을 강조하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긍정적 정서로
정의하는데 동의하고 있다(김정운․이장주, 2005). 이미 여러 선행연구(Meeberg, 1993;
Rejeski & Mihalko, 2001)에서 삶의 질을 삶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질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나 이중 관광활동과 관련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즉 가족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관광의 중요도는 현재 삶에 있어 관광의 중요도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결과 관광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광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의 중요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관련 변수값을
확보하였다. 관광활동 참여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로는 성
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이 있다. 이들 변수들이 관광활동 참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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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8.2%,
51.8%로 나타났고, 연령은 60대 이상이 28.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9.7%, 50대 17.4%,
30대 16.3%, 20대 10.0%, 15～19세 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재/졸 34.0%,
대학교 재/졸 23.3%, 초졸 이하 17.6%, 중학교 재/졸 12.3%, 전문대 재/졸 9.6%, 대학원
재/졸이 2.9%로 나타났고 직업은 가정주부 21.4%, 사무 19.4%, 서비스/판매 13.3%, 은퇴/
무직 13.1%, 학생 12.7%, 농어업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
300만원 미만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미만 16.4%, 100～200만원 미만
15.7%, 400～500만원 미만 14.3%, 100만원 미만 11.3%, 500～600만원 미만 10.8%, 600만
원 이상 9.3%로 나타났다.
〈표 2〉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5,798)
구분
성별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항목

빈도
(명)

비율
(%)

남성

2,794

48.2

15～19세

468

8.1

여성

3,004

51.8

20대

580

10.0

30대

947

16.3

40대

1,144

19.7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초졸 이하

1,020

17.6

중학교(재/졸)

716

12.3

고등학교(재/졸)

1,969

34.0

50대

1,007

17.4

전문대(재/졸)

555

9.6

60대 이상

1,652

28.5

대학교(재/졸)

1,353

23.3

전문가/관리자

90

1.6

대학원(재/졸)

169

2.9

사무

1.127

19.4

모름/무응답

16

0.3

서비스/판매

771

13.3

연령

100만원 미만

657

11.3

농어업

547

9.4

100∼200만원 미만

909

15.7

기능원/기계조작원

310

5.3

200∼300만원 미만

1,286

22.2

300∼400만원 미만

951

16.4

400∼500만원 미만

832

500∼600만원 미만

625

600만원 이상

538

직업

단순노무

211

3.6

가정주부

1,240

21.4

14.3

학생

734

12.7

10.8

은퇴/무직

762

13.1

9.3

기타

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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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검증 및 논의
1) 가설 1 검증: 관광 중요도가 관광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광 중요도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관광 횟수, 관광 일수, 관광 지출액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3회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한 결과 관광 횟
수는 1.402, 관광 일수는 1.324, 관광 지출액은 1.415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인
것이 확인되었다. 각 세부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결과는〈표 3〉과 같다. 인구통계적 특
성 변수는 독립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결과 제시
및 해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 중요도는 관광 횟수, 관광 일수, 관광 지출액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광 중요도는 관광 횟수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 중요도가 높을
수록(B=0.789) 관광 횟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광 중요도는 관광 일
수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 중요
도가 높을수록(B=1.292) 관광 일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광 중요
도는 관광 지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현재 삶에 있어
서 관광 중요도가 높을수록(B=106721.20) 관광 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3〉관광 중요도가 관광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
변수

가설 관광
1-1 횟수

가설 관광
1-2 일수

독립
변수

B

SE

상수

-.652

.259

관광
중요도

.789

.037

상수

-.439

.459

관광
중요도

1.292

상수 53258.96
가설 관광
1-3 지출액 관광 106721.20
중요도

.066

.277

.256

44474.71
6421.76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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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T

p

비고

-2.523

.012*

21.143

.000

Durbin-Watson 1.402
  =.105, F=26.172,
***
p=.000

-.956

.339

***

***

19.504

.000

1.198

.231

16.619

.000

***

Durbin-Watson 1.324
  =.099, F=24.425,
***
p=.000
Durbin-Watson 1.415
  =.098, F=24.087,
***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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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검증: 관광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
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한 결과 가족생활 만족도는 1.409, 여가생활 만족도는 1.425,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1.498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었으며, 독립변수 간 다
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관광 횟수 3.190, 관광 일수 4.072, 관광 지출액
2.155 등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
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표 4〉와 같다.
〈표 4〉관광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
변수

가족
가설
생활
2-1
만족도

가설
2-2

여가
생활
만족도

현재
가설 삶에
2-3 대한
만족도

독립
변수

B

SE



T
58.507

p

비고
***

상수

3.751

.064

횟수

.025

.006

.083

3.808

.000***

일수

.010

.004

.059

2.369

.018

지출액

.000

.000

.002

상수

3.397

.079

횟수

.041

.008

.113

.000

*

.139

.890

43.254

.000

5.134

.000

Durbin-Watson 1.409
  =.133, F=31.520,
***
p=.000

***
***
***

일수

.022

.005

.110

4.397

.000

지출액

.000

.000

-.011

-.602

.547

상수

3.556

.065

54.479

.000

횟수

.036

.007

.116

5.405

.000

일수

.006

.004

.035

1.458

.145

지출액

4.117

.000

.023

1.306

.192

Durbin-Watson 1.425
  =.118, F=27.495,
p=.000***

***
***

Durbin-Watson 1.498
  =.162, F=39.908,
p=.000***

주: *: p〈.05, **: p〈.01, ***: p〈.001

먼저 관광활동 참여(횟수, 일수, 지출액)가 가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모두 선
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광 횟수(p〈.001), 관광 일수(p〈.05)는 가
족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횟수가 많을
수록(B=.025) 그리고 관광 일수가 많을수록(B=.010) 가족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며, 관광
횟수( =.083)가 관광 일수( =.059)보다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
로 관광활동 참여(횟수, 일수, 지출액)가 여가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모두 선택 방
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광 횟수(p〈.001), 관광 일수(p〈.001)는 여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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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횟수가 많을수록
(B=.041) 그리고 관광 일수가 많을수록(B=.022) 여가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며, 관광 횟수
( =.113)가 관광 일수( =.110)보다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관광활동 참여(횟수, 일수, 지출액)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광 횟수(p〈.001)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횟수가 많을수록(B=.036)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관광활동 경험
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고, 1년 동안 체
계적인 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 결과
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 중요도는 관광 횟수․일수․지
출액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관광 횟수․일수․지출액이 증가하게 된다. 연구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관광활동 참여 정도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생활 및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관광 횟수와 관광 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관광 횟수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삶에
있어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관광 횟수․일수․지출액이 증가하므로, 관광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청소년기에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및 학교
생활 등을 통해서 노동과 여가 또는 관광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활동 등의 다양한 순기능적 효과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와 함께 가족여행,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관광활동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직접 경험하는 관광활동에 대한 만
족도가 높다면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국민들에게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이 실시하는 관광관련 홍보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특정 목적지나 시설
을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광고뿐만 아니라 관광이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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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등에 어떠한 순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알리는 광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 횟수 증대 정책에 가장 높은 정책적 우
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으로 관광 일수 증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관광 횟수는 가족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현재 삶에 대
한 만족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 일수는 가족생활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생활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해 관광 횟수와 일
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영향력은 관광여행 횟수가 더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광 지출액은 삶의 질 세부 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의 관광활동 참여 정도
항목 중 관광여행 횟수가 삶의 질의 여러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정도
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
여행 횟수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여행 횟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숙박관광 및 당일관광 횟수를 증대시켜야 한다. 숙박관광은 당일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당일관광 횟수를 증대시키는 방
식으로 관광여행 횟수를 증대시키는 것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생
활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의 관광인프라 정비, 축제 등 생활형 관광활동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이 제공하는 관광경험의 주
관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당일관광 횟수만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숙박관
광의 동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V. 결 론
그동안 관광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최근 진행된 국내연구들은 주로 관광경험의 주관적 측면(관광동기, 관광만족
도 등)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관광
경험의 주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 횟수⋅일수⋅지출액 등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광경험의 객관
적 측면과 삶의 질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관광활동 참여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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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와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관광활동 횟수⋅일수⋅지출액 등 객관적 측면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현재 삶에서 인식하고 있는 관광
중요도가 관광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삶에 있어서
관광 중요도는 관광 횟수⋅일수⋅지출액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 횟수 및 관광 일수는 가족생활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관광 횟수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관광 지출액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관광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뿐
만 아니라 관광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관광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현실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관광활동 참여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재 삶
에 있어서 관광 중요도 및 관광활동 참여 등의 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였다. 분석
에 활용한 자료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 자료라는 점도
선행연구들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및 보완사항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2011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및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정책연구를 목
적으로 설계된 조사이기 때문에 설문문항 구성 등에 있어 이론적 고려가 다소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삶의 질 측정항목 구성 등에 있어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광 횟수․일수․지출액 등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관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경
험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경험의 주관적 측면(동기, 만족도 등)도 함께 고려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 활용한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에는 이에 대한 문
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광경험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
두 고려하여 관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해외관광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관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
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뿐만 아니라 해외관광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활동 참여 결정에 있어 자유의지를 갖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중
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분석에 포함
되었는데 이들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 관광활동 참여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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