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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염병이 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메르스 발생 후 호텔업, 여행

업, 항공업의 경 성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호텔업의 경우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

순이익률과 매출액 업이익률이 메르스 발생 후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변수 모두 메르스 발생 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의 경우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

도가 메르스 발생 후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모두 메르스 발생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활동성지표  재고자산회 율이 메르스 발생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의 경우 수익성지표  매출액 업이익률이 메르스 발생 이후 약간 높아졌으며 활동성 지표  총자

산회 율이 메르스 발생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산업

의 경 자는 업종의 특성에 맞게 염병에 한 부정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마  략의 수립 등 극

인 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중심어 :∣메르스∣경영성과∣수익성지표∣안정성지표∣활동성지표∣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out how Mers affects tourism industry.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we analyzed the difference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hotels, travel agencies and 

airlines before and after Mers occurrence.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profit margin ratio before income taxes and operating profit ratio 

as a profit index before and after Mers occurrence in the hotel firms. And in case of travel 

agenc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debt to equity ratio and 

borrowings dependence ratio as a stability index before and after Mers occurrence. Last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operating profit ratio as a profit index and total 

assets turnover ratio as an activity index before and after Mers occurrence in the airlines. 

Therefore the managers should find an way to reduce the negative image of plague through the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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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에 들어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무역 증 , 

해외여행 증 , 국가 간의 인  교류 증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로 인해 염병의 국경이 없어

지고 있다. 한 신종 염병이 출 하고 있으며 거의 

사라진 염병이 재출 하고 있다[1].

은 다양한 질병과 재난의 확산에 따른 향을 받

고 있다[2]. 2000년 이후 사스, 신종 루 등 염병이 지

속 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을 비롯

한 모든 산업 분야가 향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은 산업의 특성상 외부 환경의 향을 많이 받을 수밖

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2년 11월에 국에서 처음 발생한 사스는 홍콩을 

거쳐  세계로 속도로 확산되어  세계 30개국에서 

8,465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하 으며 그  801명이 사

망함으로서 사스 감염에 한 공포로 해외여행 시장이 

격하게 축되었다. 사스는 방한 외래 객 수 감

소에 큰 향을 미쳤는데 특히 사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 5월의 경우 방한 외래 객 수는 년 동월 

비 39.4%나 감소되었다[3]. 임은순·손태환[4]는 21세

기 들어서 염력이 가장 높은 염병은 사스이며 사스 

감염에 한 공포로 해외여행 시장이 격히 축되어 

여행사, 항공사 등  세계 산업이 붕괴될 기에 

처해 있다고 하 다.

한 신종 루의 경우 멕시코 산업에 가장 큰 피

해를 입혔는데 멕시코 정부에 의하면 2009년 4월부터 7

월까지 산업의 피해액은 최소 2∽3억 달러에 이른

다고 추산하 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4월 신종

루 발생 직후 방한 외래 객 수는 3개월 내내 감

소되었으며 5월에는 월 비 16.6% 감소되었다[5]. 

2015년 5월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외 수요는 속히 축되었다. 이로 인해 2015년 6

월 방한 외래 객 수는 년 동월 비 41% 감소한 

75만 명 수 에 머물었고 7월에는 이보다 더욱 악화되

어 년 동월 비 53.5% 감소된 63만 명 수 으로 

어들었다[6]. 한 국내 시장도 축되어 메르스 확

산시기인 6월의 경우 주요 지 방문객 규모가 년 

동기 비 60∽8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염병 발생은  산업에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염병이  산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부정 인 향을 많이 미친 메르스와 산

업의 경 성과 와의 련성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다만 메르스가 산업에 미친 향

에 한 연구 보고서가 다소 진행되었을 뿐이며 이러한 

연구 보고서로는 한국문화 연구원[7][8], 류 훈[6], 

김재걸[9]의 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염병이 외래 객 수, 총 여행비용

과 같이  반에 미친 향들을 분석하 으며 

산업의 업종별로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가 산업에 미

친 향을 보다 구체 으로 악하기 해 업종별로 메

르스 발생 후의 경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바탕

으로 바람직한 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메르스 발생 전후 관광산업의 동향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5월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방한 외래 객 수는 6월에는 

년 동월 비 41%, 7월에는 년 동월 비 66%, 8월에

는 년 동월 비 2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지 자는 2015년 6월에는 년 동월 비 

206%, 7월에는 년 동월 비 466%, 8월에는 년 동

월 비 1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래 객 수의 감소는 주로 

2003년 사스로 심각한 향을 받았던 화권( 국, 

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방한 외래 객 수

는 앞서의 국가들에 비해 그 정도는 으나 감소 상

이 3개월간 나타났다. 다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 

메르스 향이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낮

게 나타났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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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년 2015년

외래 객 
수(명)

수지
(USD1,000)

외래 객 
수(명)

수지
(USD1,000)

1 842,671 -558,400 917,054 -586,400

2 886,026 -287,600 1,050,706 -287,400

3 1,132,155 -57,100 1,238,144 -109,400

4 1,251,374 -264,000 1,384,567 -323,500

5 1,239,606 -249,100 1,334,212 -201,400

6 1,273,627 -263,700 750,925 -821,400

7 1,354,753 -193,300 629,737 -1,126,000

8 1,454,078 -221,000 1,069,314 -647,700

9 1,245,777 89,200 1,206,764 -482,200

10 1,317,482 75,800 1,383,704 -667,700

11 1,117,398 283,900 1,150,074 -537,700

12 1,086,569 -112,800 1,116,450 -645,500

계 14,201,516 -1,758,100 13,231,651 -6,436,300

자료: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통계[10]

표 1. 메르스 발생 전후 관광산업의 동향

  

이것을 신종 루 발생 시와 비교 분석하면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4월 신종 루가 발생한 이후 

외래 객 수는 5월에는 년 동월 비 0.76% 증가

하 으며 6월에는 년 동월 비 1.73% 감소하 으며 

이후 11월까지 년 동월 비 외래 객 수는 증가

하 다. 2009년 5월 수지 자는 년 동월 비 

64.59%, 6월에는 년 동월 비 69.34%, 7월에는 년 

동월 비 52.96% 각각 감소하 다가 이후 12월까지 

년 동월 비 수지 자 폭은 증 되었다. 

월

2008년 2009년

외래 객 
수(명)

수지
(USD1,000)

외래 객 
수(명)

수지
(USD1,000)

1 485,069 -1,049,200 607,659 199,700

2 530,489 -803,500 666,928 455,200

3 592,515 -352,100 724,117 266,400

4 569,835 -669,000 688,586 -57,400

5 570,224 -619,100 574,559 -219,200

6 539,839 -809,900 530,506 -248,300

7 568,446 -1,099,100 609,258 -517,000

8 580,894 -740,700 695,880 -342,200

9 587,853 -115,200 678,691 -208,000

10 650,504 662,600 737,373 -85,200

11 579,022 547,800 642,672 -147,900

12 636,151 171,800 661,304 -364,600

계 6,890,841 -4,875,600 7,817,533 -1,268,500

자료: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통계[10]

표 2. 신종플루 발생 전후 관광산업의 동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종 루 발생 시보다 메르

스 발생 시 수지에 더 큰 부정 인 향을 미친 것

을 알 수 있다.

2. 경영성과

기업의 경 성과란 기업 활동의 결과로 얻은 종합

인 성과물을 말한다. 경 성과는 재무  는 비재무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무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11]. 

재무  경 성과의 일반  지표로는 성장성 지표, 수

익성 지표, 활동성 지표, 안정성 지표가 사용된다. 성장

성 지표는 당해 연도 기업의 자산, 자본 등 경  규모와 

기업 활동의 성과가 년에 비하여 어떻게 변동하 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

익창출능력을 간 으로 나타내며 총자산증가율, 매

출액증가율, 재고자산증가율 등의 지표가 있다. 수익성 

지표는 투자된 자본 는 자산, 매출수 에 상응하여 

창출한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세 순

이익률, 매출액 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등의 지표

가 있다. 활동성 지표는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

자산회 율, 재고자산회 율, 매출채권회 율 등의 지

표가 있다. 안정성 지표는 기업이 어느 정도 타인자본

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 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채비율, 차입 의존도, 유동비

율 등의 지표가 있다[12]. 

3. 메르스가 관광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메르스가 산업의 경 성

과에 미친 향에 한 선행 연구는 없다. 다만 메르스 

련 연구로는 한국문화 연구원[7][8], 한국문화체

육 부[13], 류 훈[6], 김재걸[9]의 연구 보고서가 있

을 뿐이다. 한국문화 연구원[7][8]은 메르스 사태가 

산업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여 이를 

토 로 향후  시장 망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한국문화체육 부[13]도 메르스가 문화

체육 분야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응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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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류 훈[6]은 메르스 사태 후의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산업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 다. 김재걸[9]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분야의 응 방안  문제 을 제시하 다. 

한 염병과  산업에 한 국내 연구로는 김수

정[5], Kim et al.[14]의 연구와 한국문화 정책연구

원[15], 한국 공사[16]의 연구 보고서가 있으며 국외 

연구로는 Irvine and Anderson[17], Smorfitt et al.[18], 

Yeoman et al.[19], Rittichainuwat and Chakraborty[20]

의 연구가 있다. 

김수정[5]은 신종 루가 단기    장기  

에서  산업과  사업체에 미친 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 로 효과 인 마  략을 제시하는 

등의 바람직한 응 방안을 제시하 다. Kim et al.[14]

는 사스 발생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한 일본, 미국, 국, 

만의 4개 국가 입국자들의 입국자수, 총 여행비용, 방

문지 비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한국  산업에 한 

사스의 직·간  향을 분석하 다. 한국문화 정

책연구원[15]은 사스가 우리나라 부문에 미친 향

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 여행업의 경우 2003년 4월 내

국인 송객 실 은 년 동월 비 62.4%, 외국인 유치 

실 은 년 동월 비 52.7% 감소하 으며 호텔업의 

경우는 객실 매율이 년 동월 비 24%로 감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사[16]는 사스가 방한  

 세계 시장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

Irvine and Anderson[17]은 구제역이 지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한 결과 방문 객 수가 감소되었고 

공   투자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Smorfitt et 

al.[18]는 퀸즐랜드 북부에서 발생한 구재역이 지역 

에 미친 경제  향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경제

는 외래 객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구제역으로 

약 1년에 200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Yeoman et al.[19]는 200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구재

역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구재역의 발생이 스코틀랜드 

에 미칠 미래의 잠재 향력에 하여 분석하 다. 

Rittichainuwat and Chakraborty[20]는 태국의 테러와 

질병에 한  험 인식에 하여 분석한 결과 사

스는 여행업의 매출에 부정 인 향을 미쳤으나 조류 

독감은 여행업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환경이  산업의 경  성과에 미친 

향에 한 연구로는 양승필·홍성화[21], 김홍범·강윤정·

권용주[22], 김수정[23]의 연구가 있다. 양승필·홍성화

[21]는 외환 기 후 호텔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내부 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총자산순이익률

의 경우 IMF 이 에는 유동비율만 정의 유의 인 향

을 미치는 반면 IMF. 이후에는 매출액증가율만이 정의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

액순이익률의 경우 매출채권회 율은 IMF 이 과 이

후 모두 부의 유의 인 향을 한 매출액증가율은 

IMF 이후에 정의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홍범·강윤정·권용주[22]는 호텔등   외부충

격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안정

성 비율은 9.11테러 후에 모두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익성 비율은 자기자

본순이익률만이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활동성 비율은 재고자산회 율만이 외부충격

여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률비율 모두는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23]은 호텔경

특성  외부환경에 의한 충격이 호텔기업의 경 성과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서 라임 모기지 시  

이 과 이후의 호텔기업의 경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르스가 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며 요즘

과 같이 다양한 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염병

이 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분야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사스, 신종 루 등 염병은 

산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구체 으로 염병이 산업의 경 성과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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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향을 미쳤는가에 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메르스가 산업의 경 성과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기존의 염병과 산업

과의 련성에 한 연구인 한국문화 연구원[7][8], 

한국문화체육 부[13], 류 훈[6], 김재걸[9], 김수정

[5], Kim et al.[14], 한국문화 정책연구원[15], 한국

공사[16]의 연구와 외부환경이 산업의 경 성

과에 미친 향에 한 양승필·홍성화[21], 김홍범·강윤

정·권용주[22]의 선행 연구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메르스는 호텔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쳤

을 것이다.

가설 2: 메르스는 여행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쳤

을 것이다.

가설 3: 메르스는 항공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쳤

을 것이다.

2. 변수의 정의 

메르스가 산업의 경 성과에 미친 향을 분석

하기 해 양승필·홍성화[21], 김홍범·강윤정·권용주

[22], 김수정[23], 한국은행[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를 경 성과 변수로 사용하 다. 성장성 지표로는 총자

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세

순이익률, 매출액 업이익률, 안정성 지표로는 부채비

율, 차입 의존도, 활동성 지표로는 총자산회 율, 재고

자산회 율이 사용되었다. 총자산증가율은 (당기말 총

자산/ 기말 총자산)x100-100, 매출액증가율은 (당기 

매출액/ 기 매출액)x100-100, 매출액세 순이익률은 

(세 순이익/매출액)x100, 매출액 업이익률은 ( 업

이익/매출액)x100, 부채비율은 (유동부채+비유동부채/

자기자본)x100, 차입 의존도는 (장·단기차입 +회사

채/총자본)x100, 총자산회 율은 (매출액/총자산(평

균)), 재고자산회 율은 (매출액/재고자산(평균)) 방식

으로 계산하 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

하기 해 산업의 상을 호텔업, 여행업, 항공업으

로 제한하 다. 호텔업은 특 호텔 10곳, 여행사는 일반 

여행사 10곳,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 7곳을 상으로 선

정하 다. 분석 기간은 메르스 발생 이 (2013-2014)과 

발생 이후(2015-2016)로 나 어서 분석하 다. 그리고 

경 성과지표 자료는 융감독원 자공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업별 외부감사보

고서 자료를 사용하 다.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 으며 표본수가 많지 않아 비모수통계분

석을 사용하여 기 통계분석, Wilcoxon 분석을 실시하

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텔업의 총자산증가율의 

최소값은 0.03%, 최 값은 2.99%, 평균은 1.10%, 매출

액증가율의 최소값은 0.51%, 최 값은 1.78%, 평균은 

1.01%, 매출액세 순이익률의 최소값은 –11.09%, 최

값은 1.46%, 평균은 –0.20%, 매출액 업이익률의 최

소값은 –2.39%, 최 값은 0.21%, 평균은 –0.03%, 부

채비율의 최소값은 –1.65%, 최 값은 2.12%, 평균은 

0.82%, 차입 의존도의 최소값은 –1.06%, 최 값은 

1.11%, 평균은 0.24%, 총자산회 율의 최소값은 0.05%, 

최 값은 2.43%, 평균은 0.58%, 재고자산회 율의 최소

값은 0.00%, 최 값은 487.03%, 평균은 157.70%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총자산증가율 0.03 2.99 1.10 0.49

매출액증가율 0.51 1.78 1.01 0.2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11.09 1.46 -0.20 1.78

매출액영업이익률 -2.39 0.21 -0.03 0.40

부채비율 -1.65 2.12 0.82 0.71

차입금의존도 -1.06 1.11 0.24 0.36

총자산회전율 0.05 2.43 0.58 0.52

재고자산회전율 0.00 487.03 157.70 156.31

표 3. 호텔업의 기술 통계 분석               (단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152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행업의 총자산증가율의 

최소값은 0.34%, 최 값은 1.74%, 평균은 1.07%, 매출

액증가율의 최소값은 0.50%, 최 값은 1.65%, 평균은 

1.12%, 매출액세 순이익률의 최소값은 –2.98%, 최

값은 0.17%, 평균은 –0.08%, 매출액 업이익률의 최소

값은 –0.97%, 최 값은 0.14%, 평균은 –0.02%, 부채

비율의 최소값은 –16.40%, 최 값은 5.84%, 평균은 

1.09%, 차입 의존도의 최소값은 –7.05%, 최 값은 

1.98%, 평균은 0.26%, 총자산회 율의 최소값은 0.35%, 

최 값은 1.75%, 평균은 0.88%, 재고자산회 율의 최소

값은 0.00%, 최 값은 3818.61%, 평균은 276.55%인 것

으로 나타났다.

변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총자산증가율 0.34 1.74 1.07 0.26

매출액증가율 0.50 1.65 1.12 0.22

매출액세전순이익률 -2.98 0.17 -0.08 0.57

매출액영업이익률 -0.97 0.14 -0.02 0.23

부채비율 -16.40 5.84 1.09 3.24

차입금의존도 -7.05 1.98 0.26 1.38

총자산회전율 0.35 1.75 0.88 0.32

재고자산회전율 0.00 3818.61 276.55 849.25

표 4. 여행업의 기술 통계 분석             (단위: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업의 총자산증가율의 

최소값은 0.59%, 최 값은 1.90%, 평균은 1.28%, 매출

액증가율의 최소값은 0.95%, 최 값은 1.56%, 평균은 

1.17%, 매출액세 순이익률의 최소값은 –0.07%, 최

값은 0.10%, 평균은 0.03%, 매출액 업이익률의 최소값

은 0.00%, 최 값은 0.10%, 평균은 0.04%, 부채비율의 

최소값은 –84.52%, 최 값은 11.78%, 평균은 11.78%, 

차입 의존도의 최소값은 –4.87%, 최 값은 1.47%, 평

균은 –0.08%, 총자산회 율의 최소값은 0.48%, 최 값

은 6.18%, 평균은 2.45%, 재고자산회 율의 최소값은 

0.00%, 최 값은 1907.93%, 평균은 259.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총자산증가율 0.59 1.90 1.28 0.30

매출액증가율 0.95 1.56 1.17 0.1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0.07 0.10 0.03 0.05

매출액영업이익률 0.00 0.10 0.04 0.03

부채비율 -84.52 11.78 -2.63 19.51

차입금의존도 -4.87 1.47 -0.08 1.18

총자산회전율 0.48 6.18 2.45 1.68

재고자산회전율 0.00 1907.93 259.75 398.68

표 5. 항공업의 기술 통계 분석               (단위: %)

2. 가설검증

2.1 가설 1의 검증

메르스가 호텔업의 경 성과에 미친 향을 분석하

기 해 Wilcox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의 유의확률은 

0.601, 매출액증가율의 유의확률은 0.654, 안정성 지표

인 부채비율의 유의확률은 0.911, 차입 의존도의 유의

확률은 0.159,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 율의 유의확률

은 0.455, 재고자산회 율의 유의확률은 0.575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Z값 P값
이 이후

성장성 
지표

총자산증가율 1.19 1.01 -0.523 0.601

매출액증가율 1.04 0.97 -0.448 0.654

수익성 
지표

매출액세전순이익률 0.09 -0.49 -2.240 0.025**

매출액영업이익률 0.07 -0.13 -3.173 0.002***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0.85 0.78 -0.112 0.911

차입금의존도 0.30 0.19 -1.408 0.159

활동성 
지표

총자산회전율 0.58 0.58 -0.747 0.455

재고자산회전율 155.97 159.44 -0.560 0.575

*** p<0.01, ** p<0.05, * p<0.1

표 6. 메르스가 호텔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그러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 순이익률의 유의확

률은 0.025(p<0.05), 매출액 업이익률의 유의확률은 

0.002(p<0.01)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세 순이익률의 메르스 발생 이

의 평균은 0.09, 이후 평균은 –0.49 그리고 매출액

업이익률의 메르스 발생 이 의 평균은 0.07, 이후 평균

은 –0.13으로 메르스 발생 이후 수익성이 낮아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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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따라서 메르스는 호텔업의 성장성 지표, 안정성 지표, 

활동성 지표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수익성 지표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홍범·강윤정·권용주[22], 김수정

[23]의 연구 결과인 수익성 지표에서는 통계 으로 유

의 인 차이가 있는 변수가 있어 일치한 결과가 있었으

나 성장성 지표, 안정성 지표, 활동성 지표에서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충격을  외부 

환경 상이 김홍범·강윤정·권용주[22], 김수정[23]의 

연구는 9.11테러와 서 라임 모기지고 본 연구는 

염병인 메르스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다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가설 2의 검증

메르스가 여행업의 경 성과에 미친 향을 분석하

기 해 Wilcox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의 유의확률은 

0.654, 매출액증가율의 유의확률은 0.204, 그리고 수익

성 지표인 매출액세 순이익률의 유의확률은  0.478, 매

출액 업이익률의 유의확률은 0.218로 모두 통계 으

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유의확률은 

0.011(p<0.05), 차입 의존도의 유의확률은 0.053(p<0.1)

으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채비율의 메르스 발생 이 의 평균은 1.07, 이후 

평균은 1.14, 차입 의존도의 메르스 발생 이 의 평균

은 0.15. 이후 평균은 0.81로 메르스 발생 이후 모두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 율의 유의확률은 0.654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고자산회 율의 유의확률은 0.086(p<0.1)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자산

회 율의 메르스 발생 이 의 평균은 395.01, 이후 평균

은 109.50으로 메르스 발생이후 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변수
평균

Z값 P값
이 이후

성장성 
지표

총자산증가율 1.13 1.10 -0.448 0.654

매출액증가율 1.09 1.17 -1.269 0.204

수익성 
지표

매출액세전순이익률 -0.12 0.02 -0.709 0.478

매출액영업이익률 -0.01 -0.01 -1.232 0.218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1.07 1.14 -2.539 0.011**

차입금의존도 0.15 0.31 -1.938 0.053*

활동성 
지표

총자산회전율 1.32 0.89 -0.448 0.654

재고자산회전율 395.01 109.50 -1.718 0.086*

*** p<0.01, ** p<0.05, * p<0.1

표 7. 메르스가 여행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2.3 가설 3의 검증

메르스가 항공업의 경 성과에 미친 향을 분석하

기 해 Wilcox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의 유의확률은 

0.510, 매출액증가율의 유의확률은 0.551, 안정성 지표

인 부채비율의 유의확률은 0.272, 차입 의존도의 유의

확률은 0.646으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변수
평균

Z값 P값
이 이후

성장성 
지표

총자산증가율 1.23 1.33 -0.659 0.510

매출액증가율 1.16 1.18 -0.596 0.551

수익성 
지표

매출액세전순이익률 0.02 0.03 -0.910 0.363

매출액영업이익률 0.03 0.06 -2.605 0.009***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1.69 -6.94 -1.099 0.272

차입금의존도 0.01 -0.18 -0.459 0.646

활동성 
지표

총자산회전율 2.91 1.98 -3.296 0.001***

재고자산회전율 185.39 334.11 -0.220 0.826

*** p<0.01, ** p<0.05, * p<0.1

표 8. 메르스가 항공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그러나 수익성 지표의 경우 매출액세 순이익률의 

유의확률은 0.363으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매출액 업이익률의 유의확률은 

0.009(p<0.01)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

다. 매출액 업이익률의 메르스 발생 이 의 평균은 

0.03 이후 평균은 0.06으로 메르스 발생 이후 오히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 율의 

유의확률은 0.001(p<0.01)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152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르스 발생 이 의 평균은 

2.91, 이후 평균은 1.98로 메르스 발생 이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회 율의 유의확률은 0.826

으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V. 결론 및 시사점

메르스가 산업의 경 성과에 미친 향을 분석

한 결과 호텔업의 경우 성장성 지표, 안정성 지표, 활동

성 지표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

익성 지표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의 경우 메르스는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에

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성 지표

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활

동성 지표인 재고자산회 율에도 부정 인 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공업의 경우 메르스는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업이익률에는 

정 인 향 그리고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 율에

는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토 로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르스는 여행업  항공업과는 달리 호텔업의 

수익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업의 메르스 발생 이 의 매출액세 순이익률의 평균

은 0.09, 이후 평균은 –0.49, 매출액 업이익률의 메르

스 발생 이 의 평균은 0.07, 이후 평균은 –0.13으로 메

르스 발생이후 호텔업의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래 객의 감소

가 주로 국, 만, 홍콩의 화권 국가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7]. 특히 한류의 향으로 국 객이 

호텔의 주요 고객인 호텔들이 많아 이로 인해 메르스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

은 주요 고객층을 다양화하고 염병 발생 시 안  

 리  홍보 등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다양한 국

가로부터 다양한 고객층을 유인하기 해 국가별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상품 개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

고 일반 외래 객뿐만 아니라 의료 객, MICE 

고객 등 특화된 고객층을 유인하기 한 상품 개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둘째, 메르스는 호텔업과 항공업과는 달리 여행업의 

안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

스 발생 이  부채비율의 평균은 1.07, 이후 평균은 

1.14, 차입 의존도의 메르스 발생 이 의 평균은 0.15, 

이후는 0.31로 나타나 메르스 발생 이후 여행업의 안정

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여행

업의 경우 호텔업  항공업에 비해 자본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메르스와 같은 염병 발생 시 

매출 감소로 인한 경  안정성 유지에 취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염병 발생 시 무리한 상

품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축소하고 방한 외래 객

들을 상으로 염병에 한 부정 인 인식을 완화시

키기 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서 

경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염

병 발생 시 외래 객들을 상으로 하는 응 진료체

계 강화  보상, 보험 시스템 가동에 한 극 인 홍

보도 필요하다[24].

셋째, 메르스는 여행업과 항공업의 활동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의 메르스 발

생 이  재고자산회 율의 평균은 395.01, 이후 평균은 

109.50, 항공업의 메르스 발생 이  총자산회 율의 평

균은 2.91, 이후 평균은 1.98로 메르스 발생 이후 활동성

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염병 발생 시 여

행업과 항공업의 활동성을 높이기 해서는 매출을 증

시켜야 한다. 매출을 증 시키기 해 우선 방한 외

래객들의 염병에 한 우려를 없애기 해 노력해야 

하며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한 시 

염병 감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행 보험 특가 

상품  가성비 비 렴한 항공 상품을 한시 으로 

개발하여 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염병 발생에 

민감한 화권 국가이외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국

가를 상으로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다양한 마  

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메르스가 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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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존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염병과 산업의 경 성과에 한 연구

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환경변화에 산업이 

극 으로 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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