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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travel experience on employee's happiness  
and motivations to work

표현우*, 김문섭**, 김진숙***

Hyun-Woo Pyo*, Moon-Seup Kim**, Jin-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

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직장인 남녀 405명을 대상으로 SPSS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행경험은 성별,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결혼여부,

평균소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국내여행 횟수에 따라 여행경험은 차이가 있었으나, 체류기간에는 차이

가 없었다. 반면, 국외여행 횟수에 따른 여행경험은 하위요인인 관계적 경험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국외여

행은 체류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여행경험은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인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행경험의 하위요

인인 감각적, 행동적, 관계적 경험이 근로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감성적, 인지적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여행경험의 하위요인인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경험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감각적, 관계

적 경험은 무의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행경험은 직장인에게 행복감을 주며, 이는 근로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과 의욕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여행경험, 근로의욕, 행복감

Abstract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impact of employee's travel experience on their happiness and 
motivations to work. To this end, targeting 405 employees in Daegu, Gyeongsangnamdo, and Gyeongsangbukdo, 
SPSS Statistics 18.0 program was applied to analyze. Frist, in travel experience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marital status, and average income. Second, there was difference in 
travel experience depending on frequency of domestic travel but no difference in terms of the period of stay. 
On the other hands, travel experience depending on frequency of overseas travel showd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factor, human network experienc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overseas travel depending on period of 
stay. Third, travel experience showed positive relation in employee's motivation to work and happiness. Fourth, 
as a result of reviewing impact of travel experience on employee's motivations to work and happiness, 
sub-factors like emotional, behavioral, relational experiences affected motivations to work significantly. Emotional 
experience and cognitive experience didn't affect significant impact. And sub-factors of travel experience like 
emo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 experiences affected happiness significantly. Emotional and relational 
experience were not significant. From the research above, it turned out that travel experience gives happiness to 
employees and provokes positive thinking and their motivations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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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

의증대등으로인해국민의삶의양식이크게변화되고

있다. 소득의 증가는 국민의 여가활동 종류의 수를 증가

시키고, 여가활동의유형중에서가장많은형태중의하

나가 여행으로 볼 수 있다[10]. 한국사회에서 여행은 하

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여가활동의 하나가 되었으며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10]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내·외 여행

증가율은 매년 지속적인 상승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먼

저, 15세 이상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5년 87.9%,

2016년에는 89.5%, 그리고 2017년 90.1%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참가자 수에서도 2015년 3,831만명, 2016년에

는 3,929만명 그리고 2017년 4,048만명으로 증가한 모습

을 보인다. 만 15세 이상 전 국민 중 국외여행 경험률은

2015년 16.6%, 2016년에는 17.3% 그리고 2017년 20.8%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여행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이며

국외여행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국민들의 국외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큰 폭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행의 목적을 보면, 여가·오락·휴가가 국내

43.6%, 국외 88%로나타나여행이생활양식과삶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질은여가시간의증대와여가활동을통해향상

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의 느끼는 행복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3]. 또한, 여가활동의참여는개인의삶의질을향상

시키고심리적행복감을느낄수있다[2]. 여가는일과노

동, 가족, 사회적책임에서해방되어주어지는온전한자

유시간이며휴식과오락을위해개인스스로가참여하는

것이다[2]. 여가는 크게는 일과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일을 행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여가 경험을 했는지, 여가의

만족은어떠했는지에따라일에미치는영향은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오늘날 직장인들에 있어서 일과 여가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한국인의근로시간은세계적으로긴시간을보여준다.

2015년 한국의 임금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멕시코 다음

으로 2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은 1,692시간이었다[11]. 비록최근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

의 직장인은 아직도 장시간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에 비례한 여가시간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 및 생산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여가 시

간의확대를의미하며여가시간의확대는다양한여가활

동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여가 만

족도 상승은 행복감을 높여 준다. 근로자의 높아진 행복

감은다시근로에대한긍정적의식과의욕을높이는매

개체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가활동의 대표적

인유형인여행은근로자에게는여가만족도를높여주며,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결국, 여행과

행복감그리고직장인의근로의식은서로밀접한관계를

가지며, 직장인들의여가활동을통한행복감은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여가관계에 영항을 미친다[2]. 즉, 직장

인이 여가활동의 하나인 여행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근로에 대한 새로운 긍정

적 의욕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

지 여가와 행복감에 대한 관련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여가의주요유형인여행과행복감그리고근로의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 하는 직장인들의 여행경험이 개

인의행복감과근로의욕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는데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여가시간 확보와 여

가활동, 특히여행의기능을통해직장생활과여가(여행)

활동, 행복감, 근로의욕의선순환적관계를제시함으로써

여행의 학술적 해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의

를 갖도록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소

재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회수된설문지 420부 중에서 불성실한응답

을한 15부를제외한 405부를최종분석대상으로선정하

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 중 여행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7]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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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t/F

성별
남성 120 3.62 .582

.896***
여성 285 3.87 .532

연령

20대 34 3.81 .679

.337

30대 61 3.80 .658

40대 124 3.76 .519

50대 152 3.83 .530

60대 이상 34 3.79 .520

결혼

여부

기혼 332 3.82 .528

1.027미혼 70 3.71 .693

기타 3 3.85 .144

학력

고졸 83 3.83 .492

3.092
*2∼3년제 대졸 109 3.67 .625

4년제 대졸 164 3.88 .513

대학원졸 49 3.79 .617

직업

생산/노무직 18 3.54 .611

2.577
*

서비스/판매직 103 3.68 .586

사무/관리직 96 3.82 .500

연구기술/전문직 69 3.95 .540

공무원 42 3.76 .530

자영업 50 3.85 .554

기타 27 3.92 .618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8 3.76 .614

1.004

100∼200만원 미만 112 3.81 .577

200∼300만원 미만 101 3.74 .575

300∼400만원 미만 57 3.93 .551

400∼500만원 미만 38 3.86 .449

500만원 이상 59 3.74 .526

완하였다. 근로의욕을 측정하기 위해서 [1]이 개발하고

[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고,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

해 [9]가 개발하고 [4]가 수정한 척도를 [6]이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조사된 자료의 부호화 작업

및 오류수정을 거쳐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

하여 Cronbach’s a 값을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따라여행경험의차이를확인하기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여행경

험과직장인의근로의욕및행복감에미치는상관관계를

살펴보기위하여상관분석을실시하였다. 넷째, 여행경험

이근로의욕과행복감에미치는영향력을알아보기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행경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성별(t=.896, p<.001)과 학력(F=3.248, p<.0

5)과 직업(F=3.09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연령, 결혼여부, 평균소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여성(3.87)이 남성(3.62)보다 점수가

높았다. 학력은 4년제 대졸(3.88)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 고졸(3.83), 대학원졸(3.79), 2∼3년제

대졸(3.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연구기술/전문직

(3.9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3.92),

자영업(3.85), 사무/관리직(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travel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05, **p<.01, ***p<.001

2. 국내·외 여행 횟수와 체류기간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

1) 국내여행 횟수와 평균체류 기간에 따른 여행경험

의 차이

국내여행횟수에따른여행경험의차이를알아보기위

하여일원배치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 F=6.529, p<.0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회(3.9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회 이상(3.94), 4회(3.86), 2

회(3.69), 1회(3.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내여행 횟수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travel experience by the number of trips

in Korea

변인

1회

(N=106)

2회

(N=95)

3회

(N=61)

4회

(N=31)

5회 이상

(N=112) F

M±SD M±SD M±SD M±SD M±SD

여행

경험

3.64

±.618

3.69

±.551

3.97

±.513

3.86

±.452

3.94

±.500
6.529***

*p<.05, **p<.01, ***p<.001

국내여행 평균체류 기간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7∼10일(3.8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11일이상(3.88), 4∼6일(3.87), 1∼

3일(3.83), 당일(3.6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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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험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인지적

경험

행동적

경험

관계적

경험

근로

의욕

행복

감

여행경험 1

감각적경험.821*** 1

감성적경험.871
***
.765

***
1

인지적경험.863*** .692*** .770*** 1

행동적경험.852*** .613*** .677*** .663*** 1

관계적경험.784*** .444*** .511*** .550*** .628*** 1

근로의욕 .562*** .469*** .462*** .467*** .508*** .446*** 1

행복감 .632
***
.522

***
.563

***
.550

***
.589

***
.444

***
.605

***
1

표 3. 국내여행 평균체류 기간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travel experience according to the

average length of stay in Korea

변인

당일

(N=93)

1∼3일

(N=277)

4∼6일

(N=24)

7∼10일

(N=8)

11일 이상

(N=3) F

M±SD M±SD M±SD M±SD M±SD

여행

경험

3.69

±.598

3.83

±.534

3.87

±.644

3.88

±.665

3.88

±.472
1.126

*p<.05, **p<.01, ***p<.001

2) 국외여행 횟수와 평균체류 기간에 따른 여행경험

의 차이

국외여행횟수에따른여행경험은유의한차이가없었

으며, 2회(3.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회

(3.89), 1회(3.79), 3회(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국외여행 횟수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travel experience by the number of trips

abroad

변인

1회

(N=153)

2회

(N=59)

3회

(N=24)

4회

(N=4)

5회 이상

(N=10) F

M±SD M±SD M±SD M±SD M±SD

여행

경험

3.79

±.584

3.93

±.596

3.78

±.597

3.89

±.446

3.75

±.569
.693

*p<.05, **p<.01, ***p<.001

국외여행 평균체류 기간에 따른 여행경험(F=3.968,

p<.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11일 이상(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6일(3.85), 7∼10일(3.84),

1∼3일(3.73), 당일(3.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국외여행 평균체류 기간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travel experience according to the

average length of stay abroad

변인

당일

(N=4)

1∼3일

(N=65)

4∼6일

(N=140)

7∼10일

(N=34)

11일

이상

(N=13)
F

M±SD M±SD M±SD M±SD M±SD

여행

경험

2.94

±1.191

3.73

±.582

3.85

±.579

3.84

±.468

4.15

±.422
3.968**

*p<.05, **p<.01, ***p<.001

3. 여행경험과 직장인의 근로의욕 및 행복감의 상관관계

여행경험과 직장인의 근로의욕 및 행복감의 상관관계

를알아보기위해 pearson의상관분석을실시하였고, 여

행경험(r=.562, p<.001)과 종속변수인 근로의욕은 정(+)

적인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행경험(r=.63

2, p<.001)과 종속변수인 행복감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여행경험과 직장인의 근로의욕 및 행복감의 상관관계

Table 6. The correlation between travel experience and

employee's motivations to Work and happiness

4.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여행경험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행경험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두고 근

로의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F=38.028,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31.4%로의 설명력을 가진다.

표 7.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Table 7. Effect to travel experience on employee's motivations

to work

변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1.759 .151 11.685

감각적 경험 .144 .052 .186 2.788**

감성적 경험 .017 .062 .021 .269

인지적 경험 .070 .058 .085 1.208

행동적 경험 .171 .050 .218 3.387**

관계적 경험 .128 .041 .169 3.098**

R2=.323 / adjR2=.314 / Durbin Watson=1.856 / F=38.028 /

p-value<.001

*p<.05, **p<.01, ***p<.001

2)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여행경험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두고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즐거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F=56.319, p<.001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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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 40.6%의설명력을 가진다.

표 8.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8. Effect to travel experience on employee's happiness

변수 B
표준

오차
β t

(상수) 1.190 .153 7.799

감각적 경험 .094 .052 .111 1.791

감성적 경험 .126 .063 .144 2.000*

인지적 경험 .118 .058 .132 2.017
*

행동적 경험 .253 .051 .297 4.951
***

관계적 경험 .051 .042 .062 1.223

R
2
=.414 / adjR

2
=.406 / Durbin Watson=2.000 / F=56.319 /

p-value<.001

*p<.05, **p<.01, ***p<.001

Ⅳ. 결론 및 논의

본연구는여행경험에따른직장인의근로의욕과행복

감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구광

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소재하고있는직장인 405명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여행경험,

근로의욕, 행복감의차이를검증하기위해 t-test와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

였으며, 이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연령, 결혼여부, 평균소득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행경험의 하위요

인인감각적경험의차이분석에서는성별,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결혼여부, 평균소득에

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감성적경험에서는성별, 학

력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고연령, 결혼여부, 평균소

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지적 경험에서는 성

별,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결혼여부,

학력, 평균소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행동적 경

험에서는성별, 직업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고, 연령,

결혼여부, 학력, 평균소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관계적 경험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평균소득에서는유의한차이

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여행경험에서의 모든 하위요인

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차이를보인직업에따른여행경험과하위요인

에서생산및노무직이가장낮은점수를보여여행을통

해동일한경험을하더라도다른직업에비해여행의만

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의욕과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

산 및 노무직 근로자에게 여행경험이 미치는 요인을 추

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의한차이를보인학력에따른여행경험과하위요인

에서는 2∼3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여 여행을 통해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졸, 4년제 대

졸, 대학원졸업자비해여행의만족도가낮다는것을의

미한다. 특히, 고졸보다 학력이 높음에도 여행경험의 만

족도가 낮은 것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외 여행 횟수와 체류기간에 따른 여행경험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국내 여행횟수에 따른 여행경험

의차이에서는여행경험에따른차이가있었고하위요인

에서는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인지적 경험, 행동적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관계적 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여행 평균체류 기간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에서

여행경험과 하위요인인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인지

적 경험, 행동적 경험, 관계적 경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외여행 횟수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에서는

여행경험의하위요인인관계적경험만유의한차이가있

었으며 여행경험과 하위요인인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

험, 인지적경험, 행동적경험에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

다. 국외여행 평균체류 기간에 따른 여행경험의 차이에

서 여행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감각적경험, 인지적 경험, 행동적 경험, 관계적경험, 감

성적 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문화와 환

경이비슷한국내여행에서는같은지역에장시간머무르

는것보다짧은기간이라도많은지역을여행하는것이

여행경험에큰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국

외여행에서는 많은 나라를 짧은 기간 여행하는 것보다

장시간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여행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여행경험과 직장인의 근로의욕 및 행복감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행경험과 하위요인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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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과행복감에유의한정(+)적인상관관계를나타

냈다. 즉, 여행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근로의욕과 행

복감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여행경험이직장인의근로의욕과행복감에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행경험의 하위요인이 근로의

욕에미치는영향에서감각적경험, 행동적경험, 관계적

경험이유의한영향을미쳤고, 감성적경험, 인지적경험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의욕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 중 행동적 경험이라고 볼

수있는신체적여가활동참여정도가높을수록직무스트

레스 요인이 낮다는 [5]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다.

여행경험의 하위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감성적경험, 인지적경험, 행동적경험이유의한영향을

미쳤고 감각적 경험, 관계적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않았다. 이는 [3]의 연구결과에서삶의질은여가시간

의증대와여가활동을통해향상시킬수있으며사람들

이느끼는행복감으로연결될수있음을지지한다. 또한,

여가 활동의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을 상향시키고 심리

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2]의 연구결과의 일부분과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여행경험이

직장인의 근로의욕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행경험의 하위요인인 감각적 경험, 행동적 경험, 관계

적경험이높을수록근로의욕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

다. 또, 여행경험의 하위요인인 감성적 경험, 인지적 경

험, 행동적 경험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한국의 직장인

에게 여행을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생산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 행복감을 높여주고

이는다시금근로에대한긍정적의식과의욕을높여준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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