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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 여가산업 IT 구현을 위한 업종별 자산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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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act of the Asset Structure Based on IT in Air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to the Manageri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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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항공관광여가산업시장의급격한성장과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대단위투자계획으로인해시장진입을통한신규투자

와기존기업의다각화에의한투자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으나, 투자활동의기본인자산구조형성등에대한연구가미진한상태

이다. 이에따라, 항공관광여가산업의대표적인업종인항공운수업, 해상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및숙박업의자산구조분석을통해

자산구조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항공관광여가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s : Air Transport Industry, Sea Transport Industry, Ground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commodations Industry, IT.

ABSTRACT

In recent, a rapid growth of the air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and the massive amount of investing plan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 local authorities have drawn new investment of new market entrance companies and increasing investment 
of current companies which have been diversified their business area. Whereas, few research literature on the asset structure 
formation which is the base of investment activity has been studied.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results of the impact of 
the asset structure to the managerial outcomes by the analysis of the asset structure of air transport industry, the sea transport 
industry, and the ground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that have been representing of the air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As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reference point of future invest direction and the way of improving effectiveness of 
air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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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관광의개념에사전적의미는 “ 다른지방이나다른나라

의풍물과풍속을구경하는것” 이며, 주역(周易)에는 “나라

의빛을보는것“ 관국지광(觀國之光)이라고하여다른나라

의문화, 제도, 풍속등을시찰한다는의미로표현되고있다.

최근 항공관광여가 산업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정부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대단위투자계획으로인해시장진입을

통한신규투자와기존기업의다각화에의한투자의확대가

이루어지고있으나, 투자활동의기본인자산구조형성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항공관광여가 산업은 197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있으며, 이를통한여가생활및주변환경의변화가끊임

없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경우소득이증가하고, 주 5일제근무와동북아시

장의 급성장 및 노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등으로

양적인성장이관망되고있으며, 국내항공관광여가시장규

모는 질적인 성장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가 관측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 및 지방 자치단체들은 변화하는 항공관

광여가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특히,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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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힘입어지방자치단체는영종도지구를비롯하여제주국

제자유도시, 시화, 새만금, 해남및영남인근의기업도시등

대규모관광레저단지형성을추진하고있다. 그결과현재

는제주국제자유도시및영종도미란시티개발에박차를기

하고 있다.

한편, WTO 보도자료(2001)에 의하면 세계 관광 레저 시

장의전망이 2020년에는 세계인구의약 20%에해당하는연

간 15억 6000만여명이항공관광에참여할것으로예상되고,

중국과더불어동북아시아의항공관광시장은활성화될것

이라 예측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관심

증대로 인하여 항공관광 및 여가 산업에 대한 연구도 질적

· 양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이에대한연

구 분야의 대상은 호텔기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와같이, 최근항공관광여가산업시장의급격한성장과

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대단위투자계획으로인해시

장진입을통한신규투자와기존기업의다각화에의한투자

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으나, 투자활동의기본인자산구조

형성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투자활동과 관련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인데 대차대조표는 일정기간의 기업

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그 동안의 재무관련 연구대상은 숙박(호텔) 산업에 치중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다양한 항공관광여가 기업의 자산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공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숙박(호텔)산업뿐만아니라, 기

존의 항공관광여가 산업의 IT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

하여신규상품개발이나다각화, 신규투자등을통한관광

여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

는 투자활동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항공관광

여가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육상

여객운송업 및 숙박업의 자산구조 분석을 통해 자산구조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향후관광여가산업자체의효율성을높이고, 투자시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여가산업의자산구조를업종별로분석하고자한다.

2) 개별자산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한다.

관광여가산업의자산구조파악은자산대비구성비율과

활동성비율을비교하고, 개별자산이성과에미치는영향은

개별자산이매출액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여이를밝히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별자산이 성과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

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자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이 투자활동으로 얻은 결실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

고, 1년이 기준인기업회계기준은고정자산과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다시기능별로세분화시키고있다. 호텔산업은일

반적으로 초기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무리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점이다른분야의산업과매우다르다. 특히, 비유동자

산중에서도호텔의영업을위한건물내부시설과집기, 비품

등과같은유형자산에막대한투자로시작되므로유형자산

에 대한 투자 규모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1]

재무적인 요인이 투자결정에 끼치는 영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독립변수를배당성향, 현금흐름, 부채비율및매

출액증가율로정하여분석하여얻은결과가배당성향만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2]

양승필 (2005)은 IMF 구제금융 전후 호텔기업의 경영비

율분석을 통하여 자산관련 비율인 유동비율, 고정장기 적합

율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호텔기업의 경영성과와 특성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재무적인특성변수로써유동비율, 고정장기적합율, 고

정자산 회전율을 사용하였다. 동 연구는 호텔의 등급별로

결과물을 도출하였으며 고정자산의 회전율은 특1급 호텔에

서 ROE. ROI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특2급 호텔에서

는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유희경 · 김수정

(2004)은 유형자산관련변수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파

악하였는데, 유형자산의관련변수로서감가상각률, 감각상각

비대총비용비율, 노동장 비율을사용하였다. 그 결과 매출

액 영업이익률에 대한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비대 총비용비

율및노동장비율의영향력은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

이지 않았으며, 기업 경상 이익율과 총자본투자효율에는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활동에대한그동안의연구주제는재무비율을바탕

으로 이루어져 투자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산의 요소

별 투자 비중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자 활동

의결과로나타나는대차대조표의구조는기업의주된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자산을 소유해야하는지를 나타낸다.

2.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영성과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활동으로 인하

여얻은종합적인성과물을의미한다. 경영성과의측정은효

율성과유효성으로구분할수있다. 기업의성과는효율성과

유효성 이두가지 요소를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는경우 극

대화될수있다. 이러한경영성과는 “재무적또는비재무적

지표를이용하여측정할수있는데성과를평가함에있어단

일 지표보다는 복합지표의 사용이 바람직하다”[3]

선행연구를살펴보면, 연구대상은호텔로국한되어있으



항공관광 여가산업 IT 구현을 위한 업종별 자산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27

며, 관광여가산업의투자활동과관련하여자산구조에대한

실증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Ⅲ. 실증연구의 설계

1. 변수의 선정

1.1 자산 구조 파악을 위한 변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

로 분류한다.

1.2 자산 활동성 변수

기업은이익증대를목적으로투자된자본을끊임없이 회

전시키며영리를추구하는데, 기업의성과를매출액이라표현

한다. 따라서, 회전율을측정하는기본항목은매출액이며, 각

자산별회전수를파악함으로써투입된자본이일정기간동안

활발하게움직이는가를보고자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

율, 비유동자산 회전율, 유형자산 회전율을 선정하였다.

1.3 자산구조에 따른 경영성과 변수

자산 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기업 회계기준상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

산으로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ˑ 독립변수 : 자산구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ˑ 종속변수 : 매출액

경영성과에 대한 대용변수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많이사용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주된영업활동에의한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매출액으로 종속변수를 정하

였다.

2. 연구 모형

독립변수로 채택한 자산구조와 종속변수로 채택한 매출

액간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가설로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 재고자산은매출액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가설 2 : 유형자산은매출액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가설 3 : 무형자산은매출액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위의 가설을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매출액과의 관계를 이

해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모형으로본연구를진행하

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도

2. 자료의 선정과 분석방법

실증분석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간되는 “기업경

영분석”의최근 10년간의업종별자산구성비율자료를이용

하였으며, 관광여가산업의대상업종은자료의연속성이있

는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및숙박업등 4

개의서비스업으로정하였다. 또한, 이 4개의서비스업의최

근 10년간의업종별자산구성비율자료를이용하여다중회

귀분석방법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년도

항공운송업

년도

수상운송업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

산
매출액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

산
매출액

2006 295,142 13,361,416 203,994 11,874,599 2006 489,493 14,219,812 862,067 27,118,303

2007 363,068 13,687,522 238,227 12,907,417 2007 1,603,358 16,396,189 718,583 33,504,601

2008 356,659 16,729,825 222,568 15,763,547 2008 651,528 27,592,579 636,752 50,803,272

2009 434,152 17,395,378 302,491 14,614,900 2009 842,386 27,462,309 587,675 32,256,180

2010 484,341 19,818,608 284,518 18,329,419 2010 989,083 30,198,787 405,635 39,678,911

2011 587,422 16,844,196 346,826 20,357,158 2011 1,433,777 31,336,577 448,378 38,984,299

2012 651,415 17,827,301 325,766 22,045,767 2012 1,275,836 32,972,677 279,814 40,855,549

2013 639,977 18,599,908 373,273 21,722,136 2013 1,218,678 32,225,542 223,907 36,689,307

2014 610,379 19,191,096 360,386 22,277,136 2014 966,138 32,338,654 536,343 35,207,408

2015 690,814 21,384,550 334,632 21,869,444 2015 713,777 33,276,462 482,576 33,027,182

년도

육상여객운송업

년도

숙박업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

산
매출액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

산
매출액

2006 24,695 1,938,817 79,266 ,6064,520 2006 516,591 11,179,574 71,168 4,870,773

2007 27,575 2,330,168 246,266 6,661,345 2007 517,053 10,527,285 72,291 4,859,082

2008 98,085 4,437,251 99,506 10,718,087 2008 481,645 14,819,776 72,449 6,234,939

2009 38,986 3,907,407 126,144 10,948,269 2009 706,178 17,497,747 56,574 6,992,747

2010 50,580 5,909,436 53,876 11,412,482 2010 778,264 18,054,964 53,792 7,387,303

2011 77,635 5,334,078 719,559 12,158,079 2011 1,006,608 24,916,509 279,622 8,141,995

2012 146,130 11,774,418 835,471 14,447,952 2012 952,654 25,979,653 349,074 9,3248,42

2013 103,525 13,804,844 1,562,794 14,922,430 2013 882,530 27,847,916 565,413 9,6834,39

2014 58,000 62,59,264 1,115,343 14,412,459 2014 1,045,288 27,525,117 582,251 10,740,595

2015 60,560 66,46,519 ,1305,887 14,374,349 2015 433,344 23,526,869 360,462 6,440,202

표 1.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숙박업의 10년

간 자산 구성 비율 자료[4]                (단위 : 백만원)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분석

매출액과자산구조(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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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숙박업)과의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년도 구분
비유동자산

(astock)

유형자산

(avisi)

무형자산

(ainvi)

매출액

(sales)

2006 최대값 516,591 14,200,000 862,067 27,100,000

2007 최대값 1,603,358 16,400,000 718,583 33,500,000

2008 최대값 651,528 27,600,000 636,752 50,800,000

2009 최대값 842,386 27,500,000 587,675 32,300,000

2010 최대값 989,083 30,200,000 405,635 39,700,000

2011 최대값 1,433,777 31,300,000 719,559 39,000,000

2012 최대값 1,275,836 33,000,000 835,471 40,900,000

2013 최대값 1,218,678 32,200,000 1,562,794 36,700,000

2014 최대값 1,045,288 32,300,000 1,115,343 35,200,000

2015 최대값 713,777 33,300,000 1,305,887 33,000,000

Total 최대값 1,603,358 33,300,000 1,562,794 50,800,000

2006 최소값 24,695 1,938,817 71,168 4,870,773

2007 최소값 27,575 2,330,168 72,291 4,859,082

2008 최소값 98,085 4,437,251 72,449 6,234,939

2009 최소값 38,986 3,907,407 56,574 6,992,747

2010 최소값 50,580 5,909,436 53,792 7,387,303

2011 최소값 77,635 5,334,078 279,622 8,141,995

2012 최소값 146,130 11,800,000 279,814 9,324,842

2013 최소값 103,525 13,800,000 223,907 9,683,439

2014 최소값 58,000 6,259,264 360,386 10,700,000

2015 최소값 60,560 6,646,519 334,632 6,440,202

Total 최소값 24,695 1,938,817 53,792 4,859,082

2006 평균 331,480 10,200,000 304,124 12,500,000

2007 평균 627,764 10,700,000 318,842 14,500,000

2008 평균 396,979 15,900,000 257,819 20,900,000

2009 평균 505,426 16,600,000 268,221 16,200,000

2010 평균 575,567 18,500,000 199,455 19,200,000

2011 평균 776,361 19,600,000 448,596 19,900,000

2012 평균 756,509 22,100,000 447,531 21,700,000

2013 평균 711,178 23,100,000 681,347 20,800,000

2014 평균 669,951 21,300,000 648,581 20,700,000

2015 평균 474,624 21,200,000 620,889 18,900,000

Total 평균 582,584 17,900,000 419,541 18,500,000

2006 표준오차 227,062 5,637,896 376,898 10,200,000

2007 표준오차 681,746 6,095,102 278,296 13,100,000

2008 표준오차 233,043 9,486,243 260,933 20,300,000

2009 표준오차 354,255 9,669,980 236,788 11,100,000

2010 표준오차 406,618 9,955,244 175,268 14,400,000

2011 표준오차 579,979 11,200,000 193,503 13,700,000

2012 표준오차 480,202 9,276,035 260,222 13,800,000

2013 표준오차 469,478 8,415,609 604,028 11,700,000

2014 표준오차 449,680 11,400,000 325,536 10,800,000

2015 표준오차 303,911 11,000,000 461,201 11,300,000

Total 표준오차 413,459 9,348,869 344,394 12,100,000

표 2. 기초 통계량

2. 분석 결과

항공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해상운송업, 숙박업의 매출

액과 자산구조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종속

변수로 하고 자산구조를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STAT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STATA

1.1 자산구조와 매출액과의 관계

연구대상인 4개 산업 (항공운송업, 육상운송업, 해상운송

업, 숙박업)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무형자산의 p.값이

0.003으로서 p<0.005를충족하여무형자산만이매출액에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며, 재고자산 (p=0.798) 및

유형자산(p=0.401)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된다.

구분 Coef. Std. Err. t. p>[t]

재고자산 0.0513994 0.1992138 0.26 0.798

유형자산 0.2809386 0.330879 0.85 0.401

무형자산 0.3308138 0.1031311 3.21 0.003

표 3. 전체 운송업의 매출액과 자산구조 상관관계 분석 결과

1.2 가설별 분석 결과

연구 대상인 4개 산업 (항공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 수

상운송업, 숙박업)의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와 별도로 각

산업별자산구조 (독립변수) 와매출액 (종속변수)간의관계

를회귀분석으로분석하여본연구에서제시한가설별로분

석한다.

가설 1 : 재고자산은매출액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각산업별재고자산과매출액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 항

공운송업 (p=0.036, p<0.05)과 숙박업 (p=0.026, p<0.05)에서

의재고자산은매출액에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

었으나, 육상운송업의 재고자산 (p=0.837,p>0.05), 수상운송

업의재고자산 (p=0.683, p>0.05)으로서매출액에유의한영

향을주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가설 1은 항공운

송업과숙박업에는채택되나, 육상운송업과수상운송업에서

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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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Coef. Std. Err. t. p>[t]

항공운송업 재고자산 0.7931878 0.2948023 2.69 0.036

육상운송업 재고자산 0.0414583 0.1924041 0.22 0.837

수상운송업 재고자산 0.0813757 0.1899217 0.43 0.683

숙박업 재고자산 0.3362537 0.11395 2.95 0.026

표 4. 재고자산과 매출액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설 2 : 유형자산은매출액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각산업별유형자산과매출액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 숙

박업의유형자산 (p=0.025, p<0.05)만이 매출액에유의한영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며, 항공운송업 (p=0.395, p>0.05),

육상운송업 (p=0.129, p>0.05), 수상운송업 (p=0.325, p>0.05)

등으로분석되어매출액에유의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가설 2는숙박업의경우에만채택되며,

그 외 산업에서는 채택되지 않는다.

매출액 Coef. Std. Err. t. p>[t]

항공운송업 유형자산 0.2621638 0.285971 0.92 0.395

육상운송업 유형자산 0.3988404 0.2267173 1.76 0.129

수상운송업 유형자산 0.3816414 0.3561379 1.07 0.325

숙박업 유형자산 0.4930265 0.1659467 2.97 0.025

표 5. 유형자산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설 3 : 무형자산은매출액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각산업별무형자산과매출액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

과, 연구대상 산업, 항공운송업 (p=0.602, p>0.05), 육상운송

업 (p=0.687, p>0.05), 수상운송업 (p=0.760, p>0.05), 숙박업

(p=0.899, p>0.05)등으로 분석되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가설 3은 연구대상

산업 전체에 채택되지 않고 기각된다.

매출액 Coef. Std. Err. t. p>[t]

항공운송업
무형

자산
-0.2003125 0.3641 -0.55 0.602

육상운송업
무형

자산
0.000000613 0.000000145 0.42 0.687

수상운송업
무형

자산
0.00000203 0.00000635 0.32 0.760

숙박업
무형

자산
-0.0067392 0.0509249 -0.13 0.899

표 6. 무형자산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V. 연구결론

1. 연구 요약

관광여가산업을대표하는항공, 육상, 수상운송업및숙

박사업부문에서의매출액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서각산

업의 자산 구조중에서 고정자산중 재고자산과 유동자산중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최

근 10년간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각각의 자산구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가 매출액에유의한영향을준다는가설하에연구를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항공운송업과 숙박업의 재고자산은 매출액에

유의한영향을주는요소로서분석되었다. 유형자산의경우,

숙박업에서만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에 유의

한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었으나, 각산업별로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업종의 무형자산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않는것으로분석되어전체적인관점에서의분석과각

산업별로 분석했을때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여가산업의 자산구조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것으로분석되나, 각 산업별특성에따라자산구조요

소별로 매출액과의 관계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한계 및 미래 연구

연구의객관성과신뢰성을담보하기위해자료는최근 10

년간의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의 발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

지만,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자산구조와 매출액간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만 촛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산업별

자산구조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을 얻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유의한 영향이

어느정도의크기와강도로상호간영향을주는지에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보다

다양한분석기법에대한지식과이해를통해획득된자료에

대한다양하고보다심층적인분석을통해산업별자산구조

가어떻게매출액에영향을주는지에대한연구가추가로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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