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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청주시는산과저수지가많아대청호와같은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역사적 유물이 있는 박물관이나 대표

관광자원인 직지를 바탕으로 한 인쇄관련 특색 있는 박물관

이있다. 또한도심과농촌이공존하는도시로써외곽에는다

양한 농촌체험마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청주시는 자연환

경, 문화·역사자원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균형적이고 조화

롭게 형성되어있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개발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하지만 청주시를 관광지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

아 관광지로서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전국의 잠재적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2021.06.21.∼2021.06.25.동안 웹기반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분

석하였다.

3. 연구내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51.2%, 여성

48.8%였으며연령은 20대 19.6%, 30대 17.8%, 40대 21.4%, 50

대 22.8%, 60대이상 18.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미

혼은 31.2%, 기혼은 67.6%였다. 청주시로관광한경험이있냐

는 질문에 47.8%만이 관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주시에서 관광을 했던 경험자를 대상으로 무슨 활동을 하

였는지복수응답을받은결과자연자원에대한탐방이 61.5%

로 가장높았고, 다음으로식사및카페탐방이 55.6%로높았

다. 역사와 문화지에 대한 탐방은 29.7%였는데 이는 청주의

직지심경 등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청주 관광 시 체류시간은 1일 이상이 3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시간이상~5시간미만이 22.2%로많아관광으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 청주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의 만족도는 만족이상이 72.8%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관광을목적으로청주를방문할계획이있냐는질문에

69.6%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30.4%였다. 계획이없다는응답자를대상으로청주시를방문

하고싶지않은이유를조사했을때 ‘방문하고싶은관광시설

이 없다’와 ‘방문해서 할 만한 체험이 없다’가 38.8로 가장 높

았다.

4. f시사점
청주시는 충북의 도청소재지로 행정 중심지로 충북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지만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도시적 매

력과 농촌적 매력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자연·문화·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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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청주시의관광활성화를위해잠재적관광객 5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 결과청주시를
관광한경험은 47.8%였다. 청주시가가진다양한자연, 문화, 역사자원에비해관광지로서의인식은상당히낮은편이었
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수요를 파악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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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들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며 관광트렌드를 파악한

관광수요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