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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꽃보다 시리즈 등의 미디어 콘텐츠의 유행으로 개별 자유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개인 자유여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환기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 

자유여행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개인 자유

여행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자신만의 방식으

로 여행을 즐긴다는 점을 나타낸다. 여행 동기, 동행, 목적지, 취향 등 맥락

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에 따라 여행자 수만큼이나 다양한 여행자 경험

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별 여행자들의 욕구가 서로 다른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여행 맥락에서 이러한 개인들의 

욕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이

미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결정한 유명한 장소를 기준으로 여행지 정보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

로 여행을 돕는 서비스인 트립 어드바이저(Trip Advisor), 옐프(Yelp), 구

글맵(Google Maps) 등은 평가(rating) 순으로 유명한 여행지를 정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연구에서는 POI를 중심으로 자동으로 루트를 생성

해주는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 및 솔루션은 개인의 여행

지 경험을 별점, 알고리즘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맥락을 삭제한다. 이는 모

든 사람의 경험을 표준화(normalize)하여, 객관화하고자 하려는 시도로, 

경험의 다양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또, 수치화된 기준은 객관성을 강조

하여 여행자가 고정된 관점을 가질 우려가 있다. 여행자 경험은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매개되는데, 중요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방문 이전

에 고정된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해당 여행지에 대해 특정한 방향에서

의 관점을 고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험의 축소를 불러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한 정보 제공이 아닌, 미



시적인 수준의 활동을 사진을 통해 가이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통해 여

행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개인 여행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관점에서 여행지

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행자들은 스

타일, 맥락 등을 고려하여 획일화되지 않은 자신만의 여행 경험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진 생산의 도구이자, 여행자 

경험 매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자 했다. 즉,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진 기반의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사진을 통해 가이드 함으로써 여행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개인 자유 여행자들의 이미지 소비 및 생산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현한 

후, 현장 평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새로운 관점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별 자유여행에서 사진이 생산되고 공

유되는 맥락을 조사하여 여행 사진과 여행 가이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진이 여행 가이드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고자 했다. 여행자 28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사진과 간단한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의 

정보를 선호하였으며, ‘인증샷’을 찍고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큰 의미를 부

여했다. 이외에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여행 사진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행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자유여행자의 여행 경

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진 기반의 여행 가이드 시스템의 설계 원칙을 도

출하였다. 핵심적으로는 ‘인증샷’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현지에서의 확장 

욕구에서 착안하여,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중 하나인 ‘퀘스트’라는 형식을 



빌려와 인증샷을 손쉽게 퀘스트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여행자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

진 기반 정보를 공유하여 가이드할 수 있도록 참여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채

택되었다. 또한 퀘스트를 이어나가면 여행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소셜 플랫폼 형태로 제작하여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해당 원칙들을 토대로 안드로이드 앱 형태

의 프로토타입인 Travel Q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Travel Q가 실제로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현장(field)에서 

평가를 진행한 후,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15명의 참가

자들은 Travel Q를 사용하면서 새로움과 재미를 느꼈고, 그 결과 총 생성

된 퀘스트는 218개였고, 수집된 퀘스트는 137개로 확인되었다. 퀘스트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행자들은 여행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퀘스트 평가에 대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은 타인과의 교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했다.  

Travel Q 시스템 사용과 여행 경험 향상에 대한 논의는 장소의 재발견

과 모험적 탐색 제공, 경험에 대한 전유, 개별 자유여행자 간 차이라는 차원

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Travel Q는 퀘스트라는 형식을 통해, 이미 방

문했던 장소에서 익숙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했다. 또한 낯선 곳에서 퀘스트를 통해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탐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둘째, 퀘스트 생성과 수집의 컨셉은 그 자체로 경

험에 대한 전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경험을 전유했다. 이는 여행지에서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 여행 경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자유여행자 사이에서도 동행 여부에 따라 다른 니

즈가 나타나며, 이런 특성이 여행 경험 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는 점이다.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

능과 컨셉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행자가 있을 경우 그룹 내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특성에 대해서도 충

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 기반의 퀘스트 여행 가이드인 Travel Q 시스템이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

이 참가자들은 새로운 컨셉의 가이드 시스템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

을 보였다. 퀘스트를 생성, 수행, 평가, 큐레이팅하면서 여행지의 새로운 차

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이는 여행 경험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이

러한 평가과정은 소규모로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한계가 있으며, 여러 선

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진행했다. 

이는 산업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행 산업계에서, 사

용자인 여행자를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자유여행, 여행 경험, 여행 가이드, 여행 사진, 퀘스트 

학번: 2013-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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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1 절  연구의 배경  

노인들의 배낭여행이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소재로 한 ‘꽃보다 할배’ 시

리즈 흥행을 필두로 개별 자유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

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한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보고서>

에 따르면 응답자의 64.7%가 ‘꽃보다 시리즈가 본인의 해외여행 계획에 영

향을 미쳤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꽃보다 시리즈 방

영 이후, 프로그램 내 목적지였던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을 

방문하는 자유여행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목적

지에 대한 유행뿐만 아니라 ‘개별 자유여행’이라는 여행 방식에 대한 트렌

드를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케이블 프로그램으로서는 유래 없는 흥행 

가도를 달렸던 꽃보다 시리즈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개인 자유여행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셈이다. 이는 패키

지 여행의 시대가 저물고 개별 자유여행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생활의 변화가 여행의 양적 증가

를 불러온 것에 이어, 여행 인프라의 발전은 FIT(foreign independent 

travel), 즉 개별 자유여행의 급속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

서 언급한 꽃보다 시리즈 등 자유 여행을 주제로 삼는 미디어 콘텐츠의 범

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발행하는 <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보고서>의 선호하는 여행 형태 통계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개별자유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 연령에 걸쳐 전체 패키지 여행(37.5%)을 제치고 

40.4%까지 증가했다([그림 1]). 20대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65.3%, 20

대 남성의 경우 51.3%로 젊은 연령에서 특히 높은 선호가 나타냈다.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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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점은, 40대 이상의 경우에 최근 3년간 개별자유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포괄적으로 볼 경우 개별 자유여행의 영역에 포

함되는 에어텔 여행이나 절충형 패키지 여행의 선호비중까지 고려한다면, 

개인 자유여행에 대한 선호가 이미 전체 패키지 여행 선호 비중을 오래전에 

앞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개인 자유여행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가

지고 여행을 떠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긴다는 점을 나타낸다. 

여행만큼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이 드러나는 활동도 드물기 때문에, 여행자

들을 일관된 기준이나 타입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여행자 경험은 고유하고, 여행자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보고도 다르게 느끼고, 같은 활동

을 해도 다르게 해석해낸다. 여행 동기, 동행, 목적지, 취향 등 맥락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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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많은 요인들에 따라 여행자 수만큼이나 다양한 여행자 경험이 존재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별 여행자들의 욕구가 서로 다른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여행 맥락에서 이러한 개인들의 

욕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이

미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결정한 유명한 장소를 기준으로 여행지 정보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

로 여행을 돕는 서비스인 트립 어드바이저(Trip Advisor), 옐프(Yelp), 구

글맵(Google Maps) 등은 평가(rating) 순으로 유명한 여행지를 정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뉴욕에서 가봐야 하는 곳이 ‘1위: 센트럴 파

크, 2위: 브로드웨이’ 등과 같은 방식, 즉 순위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평가, 설명, 사진들을 부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여행지가 

어떤 장소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언급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장소라는 커다란 범주 하

위로 정렬되고, 내용 역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여행지 정보를 얻

기에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

째는 개인의 여행지 경험이 별점으로 환원됨으로써 맥락이 사상된다는 점

이다. 개인의 다양한 경험에서 맥락을 삭제하고, 숫자로 추상화시킴으로써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해당 장소가 중요했다고 평가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경험을 표준화(normalize)하여, 객관화하고자 

하려는 시도로, 경험의 다양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두번째로는, 기준이 

점수가 된다는 점에서, 예비 여행자가 고정된 관점을 가질 우려가 있다. 여

행자 경험은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매개되는데, 중요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방문 이전에 고정된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해당 여행지

에 대해 특정한 방향에서의 관점을 고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험의 축소를 

불러온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POI 중심의 자동 루트 생성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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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다.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 확산으로 다양한 GPS 

정보가 부가된 사진(geo-tagged photo)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진 데이

터를 활용한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사진에 포함된 GPS 정보를 

히트맵(heatmap) 형태로 지도 상에 나타내는 Sightsmap(Tammet, 

Luberg & Jarv, 2013)은 인기 관광지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하며, 시간이나 목적 등을 선택하면 POI 중심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동선을 소개해준다. 유사하게 Kurashima와 그 동료들(2010)은 역시 사진

에 포함된 GPS 태그를 기반으로 핵심 랜드마크를 잇는 여행 루트를 추천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한

정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여행자들은 최대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루트

를 찾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행자들은 특정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은 서비스에서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장소를 기준으로 늘어

진 개별적 경험들을 열람하고, 판별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몇몇 

옵션에 따라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루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이에 따라 

경험의 다양성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표준화되고, 지도에는 선으로 표

현되는 루트가 제공된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여행지 선택의 기준이 유명도라는 획일화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전제가 맞더라도 루트 생성 이후에 추천된 POI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안내는 없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취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미 중요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즉, 다양성보다는 대

표성을 주입하며 경험의 획일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메타적으로만 

장소를 추천하고 있어, 실제 여행지에서의 생생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한 정보 제공이 아닌 미

시적인 수준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통해 여행지를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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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센트럴파크에서 산책하

기, 샹젤리제 거리에서 쇼핑하기라는 식의 메타적 의미의 활동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장소와 행동, 맥락 포함된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행

자들에게 단순히 “뉴욕의 거리음식 맛보기”라는 식의 일반적 가이드보다는 

“뉴욕 첼시 지구에 있는 시나몬 스네일 푸드 트럭에서 베스트셀러인 크림브

륄레 맛보기”라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의 활동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이다. 즉, 개인 여행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

해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관점에서 여행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행자들은 스타일, 맥락 등을 고려하여 획일화되

지 않은 자신만의 여행 경험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 활동을 가이드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가이드가 가장 적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지나 여행 경험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도시 가이드(city guide) 연구나 장소 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연구를 통해 경험 공유에서 사진의 역할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Curated City(Cranshaw et al., 2014)는 “동네에서 

____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은 이미 방문했던 익숙한 장소라 

할지라도 새로운 특징, 즐거운 가치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Cranshaw는 관심을 끌기에 적절하며, 감정적이고 표현적인 장소 경험을 

공유하기에 적합한 미디어가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 경험 공유를 위

해서는 시각적 경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이드라인 하고 있다. 이

처럼 사진과 내러티브를 뒷받침하는 캡션을 통한 형태는 경험 공유의 효과

적인 매개로 여겨져왔다.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 중 사진을 찍고, 사진에 의

해 매개된 여행자 경험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활동을 가이드하

기 위해서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은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바일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사진 촬영과 공유 활동이 크게 증

가하였으므로, 사진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기존 여행 연구가 사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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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및 공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스마트

폰 확산으로 사진의 생산과 소비에 익숙한 여행자들에게 이미지 중심의 가

이드가 소구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사진과 여행은 현대적 쌍둥

이(Larsen, 2006)”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

로, 여행 가이드에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된 정보 전달

의 흥미성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블로그 등에

서 사진을 통해 장소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기본인 상황이 근거가 될 수 있

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제시되는 선명한 여행 사진들을 통해 여행자

들은 출발에 앞서 이미 그 장소에 다녀온 것처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여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사진 생산의 도구이자, 소비의 

도구이며 여행자 경험 매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테크

놀로지를 통해 사진 기반의 여행 가이드가 어떻게 디자인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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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앞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가이

드함으로써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

기 위해, 사진 기반의 스마트폰 여행 가이드 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개인 자유여행자들의 사진 촬영 및 공유, 여행지에서의 활동 등과 관련

된 부분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현한 후, 현장 평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

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도달할 세부적

인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개별 자유여행에서 사진이 생산되고 공유되는 맥락을 조사하여 

여행 사진과 여행지 활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진이 여행 활동 가이

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다.   

둘째, 개별 자유여행자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가이드할 수 있는 사진 기

반의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한다.  

셋째, 사진 기반의 여행 가이드 시스템이 실제로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현장(field)에서 프로토타입 평가를 진행한 후,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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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개별 자유 여행의 증가 

  

개별 자유 여행의 증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다양하게 정의되고 분

류된 여행 및 여행자 개념을 탐색하여 연구대상이 될 개별 자유 여행에 대

한 정의를 내리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여행자에 대한 분류 관광학, 

사회심리학 등의 이론적 분야뿐 아니라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되

어 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확인하

여,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그 범위를 확정할 것이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정한 후에는 개별 자유 여행자들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자유 여행자들이 여행 시에 느끼는 잠재적 니즈에 대해 고

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향후 시스템 제안 단계에서 개별 자유 여

행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1. 개별 자유 여행자의 정의와 그 범위 

여행(travel)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

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을 뜻하는 관광(tour)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행은 목적에 따라 관광뿐만 아니라 휴양, 친지방문, 출장, 순

례 등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여행의 대표적 목적 중 하나로 ‘관광’을 언급하

는 경우가 많아서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잦은 것이다. 말뜻 그대로 풀

어보면 여행은 떠나서 가는 것으로 경험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고, 관

광은 보는 것, 즉 구경하는 것에 더 근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여행에 대한 연구가 주로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학

(tourism study)이 발전함에 따라 ‘관광’이 지배적인 용어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광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최신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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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는 여행과 관광을 구분짓기보다,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며 개념을 

포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양지민, 2008; 이주현, 

2007). 본 연구에서도 여행과 관광이라는 상황을 모두 포괄하였으므로, 앞

서 서술한 바에 따라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할 것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행자 분류법은 여행에 참가하는 사람의 

규모에 따른 분류법이다. 여행은 그 규모에 따라 ‘단체관광’과 ‘개별여행’으

로 나뉠 수 있는데, 이는 관광에 초점을 두기보다 현지의 경험을 중시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개별여행자는 스스로의 의사나 취향에 따라서 일정

을 정하거나, 교통수단과 숙박시설만을 예약하여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단체여행자는 10명 이상의 여행자 집단을 뜻하는데, 개인 또는 개별여

행자와는 달리 주최자의 희망에 따라 여정을 작성하여 출발하게 된다. 이들

은 공동의 관광목적을 위한 교통수단 및 숙박시설의 사전예약 또는 일괄구

매 등으로 인해 비용이 저렴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과거에는 단체여행이 선호되었고 여행 산업에서도 주류 여행 패턴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 여행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ng, Morrison, & O’Leary, 2007). 이는 세계적인 추

세로, 개별 자유여행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패키지 여행은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와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로 확대된 

손쉽게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된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이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

행의 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폐쇄적인 네트워크 상에서 번거로

운 과정을 거쳐 여행을 계획할 필요 없이, 인터넷 상에서의 검색과 예약을 

통해 자신만의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되면서 개별 자유여행이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이다(Hyde, 2003). 실제로 타인이 설계한 계획에 따라 여행하

는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 여행을 설계하여 떠나는 것이 더 선호되며, 만족

감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1999). 이에 따라 과거에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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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반의 여행이 성행했던 것과 달리 독립적인 여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

어, 이러한 독립적인 여행이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Hyde, 2003; Stewart, 1999). 

개별 여행의 경우에는 일반 개별 여행자, 배낭 여행자, 에어텔 여행자

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로 계획의 제도화(institutionalized) 정도에 따라 

여행을 분류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표 1]). 대표적으로 

Cohen(1979)은 여행자를 제도화 여행자와 비제도화 여행자로 분류하였

다. 이에서 나아가 두 분류에서 세분화된 분류로 여행자 규모와 여행 성향

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직화된 대규모여행자(organized mass tourist), 개

별 대규모여행자(individual mass tourist), 탐구자(explorer), 방랑자

(drifter)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초기 여행자

(incipient tourist), 대규모 여행자(mass tourism), 전세 여행자(charter 

tourist), 탐구자(explorer), 엘리트 여행자(elite tourist), 경로이탈 여행

자(off-beat tourist), 이례적인 여행자(unusual tourist) 등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다(Smith, 1989). 

[표 1] 제도화 정도에 따른 여행자 분류

Author(s) Criteria Tourist Types

Cohen(1979) Pshychographics

Institutionalized 
Tourist

Organized mass tourist 
Individual mass tourist

Non-
Institutionalized 
Tourist

Explorer 
Drifter

Smith(1989) No. of Tourist 
Adaptation

Institutionalized 
Tourist

Incipient tourist 
Mass tourism 
Charter tourist

Non-
Institutionalized 
Tourist

Explorer 
Elite tourist 
Off-beat tourist 
Unusual tourist

김사헌(2006) 제도화 정도
Individual free tourist 
Semi-Institutionalized tourist 
Institutionalized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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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정도에 따라 여행자를 분류하는 방식은 국내 연구에서도 채택

된 바 있다. 김사헌(2006)은 제도화 정도에 따라 개인 자유여행자, 반제도

화 여행자, 제도화 여행자로 분류했다. 개인 자유여행자는 완전히 자유롭게 

계획을 세워 떠나는 여행자이다. 반제도화 여행자는 최근의 여행자들의 여

행 행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에어텔이나 호텔팩 등 여행의 일부를 여행사나 

단체를 이용하여 위임하고, 나머지 일정을 자유롭게 계획하는 여행자들을 

가리킨다. 제도화된 여행자는 전통적인 분류와 유사하게 사용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한 연구에서는 제도화 정도에 여행참가 규모를 더하여, 그룹 패

키지 여행자, 독립적인 패키지 여행자, 자유 여행자, 자유 단체 여행자로 분

류하였다(김수원, 2009). 해당 연구에서 개별 자유여행자는 동행하는 관광

자 수가 9인 이하이며 항공권, 교통, 숙박 등 부분적으로 여행사의 도움을 

받는 관광자로서 유레일패스나 숙박권 등을 미리 알선받는 단독 관광자(유

레일팩, 호텔팩 등) 혹은 배낭여행이나 여행사 가이드(혹은 현지 가이드)의 

부분적(여행일정, 항공, 숙박 등) 안내를 받는 관광자로 정의되었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한편,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도 여행자 분류가 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분류가 가장 보편적인 분류이며,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출입국 신

고서에 ‘여행의 목적’ 항목에 대한 선택지로 ‘관광’, ‘친지방문’, ‘출장’, ‘기

타’가 제시된다. 여기에 ‘휴양’의 목적이 추가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실제로 

여행 목적에 따라 목적지를 구분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김수원(2009)은 목

적지를 목적 유형에 따라 관광형, 휴양·휴식형, 복합형(관광+휴양)으로 나

눈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 시스템

은 주로 관광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므로  ‘관광’ 목적의 개별 자유여행자로 

한정한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친지 방문이나 소규모로 출장을 가는 

김수원(2009) 제도화 정도 
여행참가 규모

Group-packaged tourist 
Independent-packaged tourist 
Free-independent tourist 
Free-group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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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데, 전자의 경우 친지가 가이드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고, 출장의 

경우에는 관광 일정이 불투명하므로 제외하도록 한다.  

2. 개별 자유 여행자의 특징 

개별 자유여행자에 대한 연구는 배낭여행자 연구, 독립 여행자 연구와

도 그 맥을 함께 한다. 앞서 정의했듯 배낭여행자와 독립 여행자는 개별 자

유여행자에 포함되는 분류인데, 기존 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낭여행

자 및 독립 여행자의 정의가 개별 자유여행자와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별 자유여행자에 대한 전반적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자 및 독립 여행자 특성과 관련된 연구도 함께 검토하

기로 한다. 

배낭여행자는 본래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타문화의 사람과의 

교제 및 장소 방문을 추구하며 관광 계획을 자신이 결정하고 유동적인 여행

일정을 선호하는 여행자”(Loker-Murphy & Pearce, 1995)로 정의될 수 

있다. Loker-Murphy와 Pearce(1995)가 밝힌 이들의 특징은 크게 네 가

지로 요약된다. 먼저, 저렴한 숙소를 선호하고 여행을 오랫동안 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다. 항공, 숙박과 현지 교통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항공과 현지 교통비는 최소화하기 어려우므로 숙소의 질을 절충하여 예산

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 자유여행자의 경우 계획에 없던 즉흥적인 

활동을 추구하므로, 추가적 비용에 대한 예상을 항상 해야만 한다. 이와 관

련하여 개별 자유여행자들의 두 번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독립적으로 일정을 조직하고,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절한다. 

Loker-Murphy가 배낭여행자에 대한 특성으로 유연한 스케줄을 밝힌 바

의 연장선상에서, Hyde와 Lawson(2003)가 제시한 독립 여행자들의 특성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Hyde와 Lawson은 독립 여행자들이 위험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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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험적 성향이 있으며, 계획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 진화하는 여행계획표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별 자유

여행자들이 계획한대로 여행을 하기보다 현지에서의 경험과 흥미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개별 자유여행자는 관심이나 취미가 되는 여행을 선호하고, 굳이 유

명한 곳이 아니더라도 목적지에서 흥미와 일치하는 것을 찾게 되면 주저없

이 명소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손나주, 2005). 

셋째, 타인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긴다. 개별 여행자들은 짜릿함과 모

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현지인, 다른 여행자들과의 교류

를 망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목적지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네 번째 

특성인 참여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친환경적·친문

화적 경험을 추구한다. 개별 여행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 자신만

의 여행을 기획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종종 반영된다. 손나주(2005)

에 따르면, 개별 여행자는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것을 즐

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명 관광명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관

심사에 맞지 않거나 현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 방문하지 않기도 한다. 

관련하여 이주현(2007)이 실시한 연구에서, 개별 자유여행자들이 꼽은 자

유여행의 장점 중 ‘맞춤형 코스를 만들 수 있음’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관광단체와 스케줄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이 20.0%로 그 뒤를 이

었다. 이는 개별 자유여행자들이 직접 코스를 만들고, 여행을 통해 본인이 

관심있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긴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단

체 관광객과 구별되는 개별 자유여행자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행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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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행자 경험의 매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

을 가이드함으로써 여행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여행 경험을 향

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자 경험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고 개념적 발전을 검토한 후,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여행자 경험 매개

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여행자 경험의 개념적 발전 

여행자 경험이라는 주제는 1960년대 이후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

아왔다. 여행자 경험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비교적 최근에야 

이에 대한 큰 개념적 발전(conceptual development)을 규명하려는 노력

이 있었다(Uriely, 2005).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의 이행과도 그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여행자 경험이 객관적이기보다 해체적이고, 주관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Uriely가 제시한 네 가지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의 삶과 여행 경험 사이의 차별화(differentiation)로부터 

탈분화(de-differentiation)로의 변화이다. 이는 여행자 경험에서 일상과

의 차별성이 강조되었던 과거와 달리,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상에

서 충분히 매개된 차원에서의 여행자 경험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둘째, 개념의 일반화(generalizing)로부터 복수화(pluralizing)로의 

이동이다. 초기 개념들은 여행의 의미와 동기의 다양성을 충분히 다루지 않

고 모두 일반화된 유형의 여행 경험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여행 및 여행자 분류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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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복수화는 두 가지 차원을 의미하는데, 여행자들이 여행 동기나 선호

하는 유형의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횡적 차원과 하나의 여행자가 한 여행에

서 다양한 동기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즐기는 종적인 차원을 뜻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Cohen(1995)은 여행의 다양성에 대해서 복수화의 개

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앞절에 서술되었듯 배낭여행자의 복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에서부터 심오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여행까지 다양한 요소가 밝혀졌다. 여행자 유형이 순수한 

의미의 관광객부터 복합성을 가지는 여행자까지 분화한 것이다. 이는 개별 

여행자 경험 고유성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다양성까지도 내포하는 개념적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행된 대상(toured object)에서 여행자의 주관적 의미 협상

(subjective negotiation of meanings)로의 전환이다. 이는 여행 산업이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행자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여행 경험의 진정성(authenticity)는 객

관적 진정성으로 접근되었으나, 구성적 진정성로 전환되었다. 전자가 초기 

여행에 대한 접근법으로 여행 대상의 속성에만 관심을 가졌던 반면, 후자는 

여행 대상의 구축에서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

이며, 보완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네번째 개념적 발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다.  

넷째, 모순적이고 결정적인 진술로부터 상대적이고 보완적인 해석으로

의 움직임이다. 여행에 있어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차이를 보이

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전자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반면, 후자

는 상대적인 진리, 즉 해석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dwards(1979)는 “해설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함으로써 세상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isinger & Steiner, 2008: 487에서 재인용). 단순히 대리 경험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적 경험(interpretative experience)에서 다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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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Ham은 해설의 중

요한 요소가 즐거움(enjoyment)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여행에서의 해설이 

단순히 교육적인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

이다. 나아가, Tilden(1977)은 관광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과 그들 자신

과의 관계,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서의 해설을 강조했다. 이는 여행

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행 가이드가 충실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기보다 실제 여행자들의 경험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

다.  

이 중에서도 여행자 경험의 매개와 관련하여 차별화에서 탈분화로의 

개념적 발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초기 사회과학에서

의 여행자 경험은 일상과는 차별화된 순수한 경험의 측면을 강조했다. 초기 

여행자 경험 연구는 관광객의 입장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Cohen, 

1979; Neumann, 1992; Ryan, 1997). 이러한 접근에서는 여행자가 보편

적으로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경험은 일상과의 대조인데, 주관적인 

이러한 경험이 바로 여행자 경험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에서 나아가, 

여행자 경험에서의 순수성을 더욱 강조하는 접근은 뒤르켐적 접근이다. 여

행자 경험을 준종교적, 순례, 신성한 여정과 동일시했다(Graburn, 1989; 

Henning, 2002). 여행자 경험은 현실의 고뇌, 제약, 혼란, 세속적 책임에 

대한 탈출 기회를 의미했다(Dann, 1977).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여

행자 경험을 자유, 진정성, 새로움, 변화, 몰입, 의미, 정체성 등과 같은 다

양한 가치로 상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기 여행자 경험 연구에서 순수성이 강조되어 단순히 일상과 

차별화되는 경험으로서의 여행자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면, 포스트모던 여

행 학파인 Lash & Urry (1994)는 탈분화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다. 이

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Urry(1990)는 여행자 경험이 본질적으로 특별

한 종류의 응시(gaze)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응시란 문화, 가치, 

지배적 담론 등에 의해 형성되고 훈련된 매스미디어와 관광 산업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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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 한때 여행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것들

이 이제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컨텐츠로 인해, 일상의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중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측면은, 탈분화를 촉진하

는 여행자 경험의 매개가 미디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2. 여행자 경험의 매개와 스마트폰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에 의한 여행자 경험 매개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사진을 기반으

로 여행자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므로,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여행자 경험

은 어떤 것인지, 모바일 기술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

고자 한다.  

  

먼저, 여행자 경험에서 매개란, Tussyadiah & Fesenmaier(2009)에 

따르면 “타인의 여행자 경험을 해석하거나 촉진하려려는 개인의 적극적 시

도”를 뜻한다.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및 콘텐츠는 목적지에 대한 

[그림 2] 여행자 경험의 매개 과정과 미디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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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메시지를 재현하며, 여행자 경험의 매개자 역할을 자처한다. 

Urry(1990)는 “복수의 기호, 전자적 이미지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편재로 

인해 말그대로 모바일에서 경험하든, 이동성을 통해 구현된 경험을 하든 사

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관광객(tourist)”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화, 

TV, 문학작품, 잡지 등은 여행자들에게 응시(gaze)를 제공하여 여행자들의 

기대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한다(Urry 1990). Mediascape의 서로 다른 유

형들이 사회적·물리적 풍경 안에서 여행 유형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Jansson 2002). 

특히 기술 기반 매개자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불러왔고, 사람

들은 육체적(corporeal), 가상적(virtual), 상상적(imagitive) 차원에서 관

광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Urry, 2000). Jansson(2002)는 여행자 경험의 

매개는 진짜 여행자의 움직이는 응시와는 다르게, 가상적으로 구현된 응시

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의 보편화와 문화적 확산이 여행자들에

게 물리적 움직이 없이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차원에서 여행자 경험의 매

개가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행자 경험의 매개는 

미디어를 통해 구성되고 강화된다.  

미디어와 기술을 통한 여행자 경험 매개의 과정은 연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Tussyadiah & Fesenmaier(2009)는 여행자 경험의 매개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여행의 전 과정인 기대적(anticipatory), 경험적

(experiential), 회상적(reflective) 단계에서 모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림 2]). 예를 들어, 개인이 접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인 영화, TV, SNS 

포스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은 기대적 단계에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험적 단계에서는 실제 방문 등 행동을 매개할 수 있고, 회상적 

단계에서는 경험을 회고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매스미디어와 

기술의 발전은 여행 맥락에서 매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Gretze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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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경험 매개의 문제는 특정한 관점에 의한 응시가 고착된다는 점

이다. 매개자는 특정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매개의 대상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가상화된 응시는 결국 콘텐츠나 미디어 특성에 따라 고정된 관점

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여행자 경험에서 매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

는데, 특정 관점의 고수는 여행자 경험의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여행

자 경험 향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여행자들에게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도와줌으로써 여행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여행 경험 매

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Wang et al.(2012)는 스마트폰이 여행자 

경험의 행동적·심리적 차원을 모두 매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 가

지 관점에서 가능한데, 먼저 정보 검색과 프로세싱, 그리고 공유를 용이하

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여행자가 새로운 여행 기회를 알 수 있게 하고 

목적지에 대해 풍부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사진이나 다른 소셜 액티비티

(socail activity)를 여행 중에 언제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림 3] 여행자 경험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매개의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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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Wang et al(2012)는 실제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행 관련 앱 

상위 100개에 대한 37,133개의 리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폰이 

어떻게 여행자 경험을 매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그들은 

스마트폰 앱이 여행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거나 

여행 활동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완수하도록 해준다는 점을 밝혀냈

다. 

그들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여행자들을 “성경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에서 벗어나 더욱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게 만들어서 더 큰 만족감을

준다(Wang et al., 2012). 스마트폰의 편재와 강력한 컴퓨팅 능력은 여행

자들이 미리 계획하거나 전통적인 정보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기

반 앱을 사용해서 레스토랑이나 볼거리, 가게를 자발적으로 인식하거나 고

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행위는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찾고 예

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추구하는 여행 맥락의 고유한 특성이 더욱 강화된다

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Wang et al.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미치는 영향과, 여행자들의 활동과 정보 요구에 맞

춘 서비스의 개발, 여행자들의 여행 경험 공유의 대상 등에 대한 연구가 확

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가이드하는 것은 여

행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여행자들은 액티비티를 조정하고 해석

하려고 스마트폰에 매우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

마트폰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들어 여행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이는 

“여행을 매우 즐겁게” 해주며 “더 많은 장소를 방문”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

해준다는 점에서 활동과 감정의 차원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을 돕는다

(Wang et al., 2012).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테크놀로

지, 특히 스마트폰의 개입을 통해 여행자 경험에서 활동과 감정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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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행 여행 지원 시스템 

이 절에서는 현행 여행 지원 시스템이나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솔루션이 여행 경험 향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한계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현행 여행 지원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고 그 수

도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수가 많고 여행지 정보 전달과 같은 기능

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서비스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옐프

(Yelp)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사진을 활용하여 POI 중심의 자동 루트

를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와 모바일 가이드 연구를 살펴보고, 기존의 한계점

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여행 경험 향상을 위한 다

양한 시스템이 등장하고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많은 경우에 기본적

이고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여행을 돕고, 여행지 정보의 탐색

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약과 조정이 주된 기능인 Expedia, 

Orbitz 등은 제외하고, 사용자 리뷰를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명 서비스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와 옐프

(Yelp)를 중심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트립어드바이저는 호텔, 

리조트, 비행 티겟, 여행 패키지, 명소, 레스토랑 등 여행지에 대한 모든 정

보를 사용자가 매긴 별점과 리뷰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이들은 중심적 여행

지를 평가 순으로 정렬하여, 유명하고 중요한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장소이라는 커다란 범주 하위로 정

렬되고, 내용 역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여행지 정보를 얻기에 유

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개인의 여행지 

경험이 별점으로 환원됨으로써 맥락이 사상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다양한 

경험에서 맥락을 삭제하고, 숫자로 추상화시킴으로써 실제로 어떤 의미에

서 해당 장소가 중요했다고 평가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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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경험을 표준화(normalize)하여, 객관화하고자 하려는 시도로, 경험

의 다양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두번째로는, 기준이 점수가 된다는 점에

서, 예비 여행자가 고정된 관점을 가질 우려가 있다. 여행자 경험은 이와 같

은 정보를 통해 매개되는데, 중요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방문 

이전에 고정된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해당 여행지에 대해 특정한 방향

에서의 관점을 고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험의 축소를 불러온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여행 경로와 일정의 자동화 지원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보면, 모바일 디바이스 등장 이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사진

을 활용하여 경로를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연구가 다수이다. Lu et al.

(2010)은 2000만 장의 사진에 포함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

호에 따라 경로를 자동으로 추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 Photo2Trip을 개

발하였다. 여행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목적지의 유명도, 방문 목적, 각 방문

지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자들이 채택하는 경로 등에 대한 요구

에 따라 개인화된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사하게 Kurashima와 그 동

료들(2010)은 역시 사진에 포함된 GPS 태그를 기반으로 핵심 랜드마크를 

잇는 여행 루트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정보시스템들은 

여행자들이 큰 고민 없이 여행 동선과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Tammet et al.(2013)은  사진

[그림 4] Sightsmap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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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GPS 정보를 히트맵(heatmap) 형태로 지도 상에 나타내는 

Sightsmap을 통해 인기 관광지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였다([그림 4]). 구체적으로 옵션을 선택하여 도보/자동차, 예상시간을 미리 

선택하면  POI 중심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동선을 소개해준다. 특히 

Sightsmap은 효과적인 시각화 기법을 통해 일반 개인이 보다 손쉽게 시스

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여행지 선택의 기준이 유명도라는 획일화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POI 중심으로 장소를 추천하는 것은 경험의 다양성과 맥락을 삭제한다는 

점에서, de Certeau(1984)가 주장하는 여정(tour)이 아닌 지도(map)의 

접근이다. 특히 이러한 솔루션에는 루트 생성 이후에 추천된 POI에서 무엇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취향 등을 고려하

지 않은 것이며, 이미 중요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즉, 

다양성보다는 대표성을 주입하며 경험의 획일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

한 메타적으로만 장소를 추천하고 있어, 실제 여행지에서의 생생하고 미시

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여행자들의 여행지 활동을 돕기 

위한 모바일 여행 가이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모바일 여행 가이드 연구

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초기 연구들은 물리적 환

경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많았다. 여행 가이드가 ‘실시간’으로 관광지에

서 여행자와 상호작용하며 관광지 해설을 해야하는데, 스마트폰 이전에는 

여행 중 네트워킹이 가능한 포터블 디바이스를 소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이전의 연구에서는 전용 디바이스를 제작

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Ballagas, Kuntze, & Walz, 2008; 양지민, 2008). 그러나 전용 디바이스

의 경우에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또한 중량과 휴대성 등이 중요한 여행 시에 부가적인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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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지하며 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 큰 한계

로 작용했다. 이외에 CRUMPET (Poslad et al. 2001), INTRIGUE 

(Ardissono et al. 2003), P-Tour (Maruyama et al. 2004) 등은 인터랙

티브하고 개인화 가능성이 커 “매개된 응시(mediated gaze)”를 향상시키

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받기도 했으나(Wang et al., 2012), 스마트폰 이후

의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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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여행 경험 재현으로서의 사진 

여행에서 사진의 역할의 중요성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변화된 사진 촬

영과 공유의 행태를 고려한다면, 사진을 활동 가이드의 미디어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행에서 스마트폰은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여 매우 강한 “매개된 응시(mediated gaze)”를 구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된다(Gretzel 2010). 모바일 테크놀로지

가 손쉽게 사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은, 경험 공유의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

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행과 사진 관계는 오래 전부터 많

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스마트폰 확산으로 사진 촬

영 및 공유에 익숙한 여행자들에게 사진 중심의 가이드가 소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진과 여행은 현대적 쌍둥이

(Larsen, 2006)”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여행자들의 사진 촬영 및 공유 행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과 여행에 대한 논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보는 시

각이 일반적이다(Urry, 1990). Munir와 Phillips(2005)에 따르면, 여행과 

사진의 연결 고리는 코닥(Kodak)에 의해 배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닥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날 때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이국적인 사진을 남겨올 것

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Munir와 Phillips는 코닥이 여행자(traveler)의 몰

락과 관광자(tourist)의 등장을 촉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

는 타당한 면이 있는데, 여행 사진이 관광에서 다차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일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진은 여행자들이 특정 장소에 물리적으

로 방문했음을 증명해주는 매개체이다(Hillman, 2007). 사진은 여행자들

이 경험한 진정성, 이국적인 특성, 다른 삶에 대한 증거로서, 사진을 촬영하

는 것 자체가 여행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Chalfen, 

1979). 

 26



한 차원 나아가보면, 사진은 여행의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친다(Baerenholdt, Framke, Haldrup, Larsen, & Urry, 2004). 사진

은 증거를 넘어서 기억들을 이야기나 내러티브로 저장할 수 있게 돕는 형태

이기도 하다. 여행은 장소와 이야기 사이의 상호작용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

진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여행자들은 자신이 타인과는 다른 특

별한 여행자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McCabe & Stokoe, 2004).  

여행자들은 사진을 통해 무형(intangible)의 경험을 유형(tangible)의 

객체로 변환함으로써 경험을 소유하고, 지휘하고, 조직하고, 측정할 수 있

는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Osborne, 2000; Schroeder, 2002; Sontag, 

1977). 이는 사진이 여행자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으므

로, 사진을 이용한 가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사진이 조작

할 수 있는 객체로 인식되고, 이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사진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가이드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상적으로 최근 SNS 등에서 사진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미리 마주하고, 

간접적으로 장소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행 사진의 공유에 대한 욕구는 앞서 서술한대로 여행 사진이 갖는 

특별한 의미로 말미암아 더욱 강화된다. Lo et al.(2010)에 따르면 89%의 

여행자가 여행 중 사진을 찍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들 중 41%가 여행 사

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자신

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데(Liu et al., 2012), 이를 활용한다면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여행자들은 특별한 요청 없이도 여행 시 촬영한 사진과 맥락 정보를 간단한 

텍스트로 남겨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Tussyadiah & Fesenmaier, 2009; Lo et al., 2011). 이는 개별 자유여

행자들이 다른 여행자나 현지인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특성

을 고려해보면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여행자들이 사진을 촬영

 27



하고 공유하는 행태를 검토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설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진의 특성 상, 사진만으로는 온전히 스토리가 전달

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가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Chalfen, 1987). 이에 따라 각 사진의 맥락을 설명

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텍스트 형태로 추가되는 일이 많았다(Walker, 

1989). 이러한 현상은 사진이 여행 가이드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짧더라도 텍스트 형태의 추가 정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촬영

자도 단순 사진을 업로드하기보다, 맥락과 스토리를 추가하고자 하는 욕구

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간단한 텍스트와 사진의 결합을 기

본 단위로 삼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뉴스 콘텐츠

를 제공하는 거대 언론사들부터 가볍게 즐기는 스낵 콘텐츠 제공자들까지

도 이러한 사진과 간단한 텍스트의 결합이 기본인 카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사진과 텍스트 결합 형태의 콘텐츠 유통 증가의 추세는 이

미지 기반의 정보 전달이 여행자들에게도 친숙한 형태라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사진을 활용하는 여행 가이드 역시 이러한 형태를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여행지나 여행 경험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도시 가이드 연구 등에서 제시한 경험 공유에서 사진의 역할에 

[그림 5] Curated City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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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도시 가이드 연구 중 하나인 Curated City 

(Cranshaw et al., 2014)는 “동네에서 ____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

인 경험은 이미 방문했던 익숙한 장소라 할지라도 새로운 특징, 즐거운 가

치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Cranshaw et al.(2014)는 관심

을 끌기에 적절하며, 감정적이고 표현적인 장소 경험을 공유하기에 적합한 

미디어가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 경험 공유를 위해서는 시각적 경험

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이드라인 하고 있다. 이처럼 사진과 내러티

브를 뒷받침하는 캡션을 통한 형태는 경험 공유의 효과적인 매개로 여겨져

왔다.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 중 사진을 찍고, 사진에 의해 매개된 여행자 경

험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활동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사진을 활

용하는 방안은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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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장소 기반 서비스 

장소 기반 서비스는 여행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장소 경험이라

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장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성공적인 서비스 케이스인 포스퀘어

(Foursquare)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지오캐싱(Geocaching)의 사례

를 먼저 살펴보고,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활용하여 가족 간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소 기반 게임인 GEMS(Procyk & Neustaedter, 2014)를 검토

할 것이다.  

포스퀘어와 지오캐싱은 다채로운 장소 경험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소 

기반 게임(Location Based Games)이다. 포스퀘어는 간단한 버튼 누르기, 

즉 체크인(Check-in) 기능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

르면(Lindqvist et al., 2011) 포스퀘어 사용자들에게는 프로필에 나타나는 

포인트나 배지가 동기부여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소

셜 요소의 활용을 통한 지속적 사용 유인의 매커니즘이 있다. 지오캐싱 역

시 유사하게 캐시를 찾는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장소 경험을 지원하는데, 여

기서도 역시 캐시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집의 욕구가 기본적인 모티

베이션이다(O’Hara, 2008). 포스퀘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최초로 캐시

를 찾는 것, 어려운 캐시를 찾는 것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도전, 경쟁이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경쟁과 협력 관계 를 활용

한 플랫폼으로서의 지원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행자들의 타

인과의 연결과 관련된 니즈를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검토되어야 하는 디자

인 전략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오캐싱에서는 포스퀘어와 다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이라는 측

면을 강조한다. 즉, 온라인 행위와 장소 구체적 행위의 중요한 관계를 나타

내는데, 이것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몰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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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어가 물리적 점유를 통해 구현한 장소 경험은, 지오캐싱이 주는 물리적 

경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은 이 같은 

측면에 집중하여 현실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장소 경험을 구현하고자 한다. 

GEMS(Procyk & Neustaedter, 2014)와 Digigraff(McGookin, 

Brewster, Christov, 2014) 등에서도 발견된다. GEMS는 위치 정보가 포

함된 사진과 비디오를 활용하여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특정 장소에 대한 풍

부한 스토리텔링을 돕는 장소 기반 게임의 일종이다. GEMS는 장소 실천과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에 대해 집중하였으므

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GEMS는 포스퀘어의 경

험과 지오캐싱의 경험이 콘텐츠 소비의 공간적 측면에서 다르다고 주장했

다. 포스퀘어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시스템 콘텐츠 생성 및 소비가 

가능하지만, 지오캐싱은 물리적으로 그 장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두 가

지 접근 모두 유효할 수 있는데, 컨텐츠를 열람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Foursquare), 소비는 물리적 장소의 방문(Geocaching)을 통해 가능

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시스템 내에

서 사용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스템 사용의 내

적 동기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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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자유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진 기반의 스마트폰 여행 가이드 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자유여행자들의 사진 촬영 및 공유 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현한 후, 현장 평가를 진행하여,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행 가이드에서 여행 사진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사진 여행 가이드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3. 사진 여행 가이드 시스템이 다양한 관점 제공이라는 측면

에서 여행자 경험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한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행 가이드에서 여행 사진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1-1. 여행 사진과 여행 가이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2. 여행 사진을 여행 가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 가이드에 개인이 촬영한 여행 사

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행 사진과 여행 가

이드 사이의 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진이 여행 가이

드로서 여행자들에게 주는 정보가 여행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

가 사진이 여행 가이드의 역할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

로 조사하고자 한다.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여행 맥락에서 사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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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여행 사진을 여행 가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떤 방식이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사진 여행 가이드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2-1. 여행 사진 기반 가이드 시스템은 어떤 디자인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는가? 

2-2. 여행 사진 기반 가이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사진 기반 여행 가이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방식

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 1에서 도출된 인터뷰 결과

를 바탕으로 기본 설계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 원칙에 따라 

실제 프로토타입 구현에 활용될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문제 3. 사진 여행 가이드 시스템이 어떤 측면에서 여행자 경험 향

상에 도움을 주는가? 

3-1. 사진 여행 가이드가 여행의 기대감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3-2. 사진 여행 가이드가 여행 중 긍정적 감정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여행 사진 기반 가이드 시스템이 여행 경험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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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과정 

본 연구는 개인 자유여행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진 기반의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앞 장에서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각 연구문제가 다음의 연구 과정을 통해 검

증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크

게 (1) 여행자 조사 (2)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 프로토타입 사용 평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째, 여행자 조사는 28명의 자유 여행 경험자를 모집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기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둘째,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서는 인터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설계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

입을 구현하였다. 셋째, 프로토타입 사용 평가를 위해 여행자를 모집하여 

유명 관광지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맥락 정보를 보강

하였으며 서버 로그 데이터와 인터뷰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

하였다.  

[그림 5]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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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행자 조사 방법 

1. 리크루팅 

여행 가이드에서 여행 사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유 여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

터뷰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였다. 일반인 여행자 모

집 채널로는 대표 포털인 네이버에서는 유명 여행 카페인 ‘유랑’과 ‘바이트

레인’을 이용하였고, 페이스북에서는 여행 그룹인 ‘여행이 좋다’와 ‘여행클

럽’을 활용하였다. 학생 여행자 모집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

누라이프’를 활용하였으며, 이외에 개인 SNS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 2] 여행자 조사 인터뷰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P# 나이 성별 직업

P01 24 M 대학생

P02 22 F 대학생

P03 26 F 기자

P04 22 F 대학생

P05 25 M 대학원생

P06 21 F 대학생

P07 23 F 대학생

P08 25 M 대학생

P09 29 F 회사원

P10 27 F 회사원

P11 26 M PD

P12 25 F 대학생

P13 31 F 영어강사

P14 26 M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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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특성 상 너무 오래 전의 경험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

근 2년간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을 각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여행자로 

한정하였다. 여행의 형태는 패키지 여행을 제외하고 배낭여행, 에어텔 이용 

여행 등을 포함한 개별 자유여행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외에 스마트폰 사

용자로 한정하였는데 해당 기준으로 스크리닝 아웃된 참가자는 없었다. 이

에 따라 총 28명의 개인 자유여행 경험자가 모집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모집된 인터뷰 참가

자들의 세부 프로필은 위의 [표 2]와 같다.  

2. 반구조화 인터뷰 

P15 27 M 트레이너

P16 27 M 대학원생

P17 26 F 교사

P18 24 M 대학생

P19 31 F 자유기고가

P20 28 M 대학원생

P21 33 F 회사원

P22 30 F 공무원

P23 29 F 회사원

P24 29 M 대학원생

P25 25 M 회사원

P26 22 F 대학생

P27 33 M 회사원

P28 31 M 회사원

P# 나이 성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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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s)을 

활용하여, 여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여

행과 관련된 연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Riely & Love, 2000; Walle, 1997). 질적 방법론은 사건, 행동, 사람에 

대한 간단한 스냅샷(snap-shot)을 넘어 소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한다(Bonoma, 1985; Patto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행 참가자들은 여행 경험과 이미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행 시 촬영했던 사

진을 가져오도록 미리 요청하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경우 여행 준비 시에 

사용했던 자료들도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

듯, 여행 사진은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었는데, SNS에 게시된 사진을 함께 

보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캡쳐하거나, PC에 있는 것들을 폴더 채

로 스크린샷을 저장하여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가능한 경우, 일정

표나 여행 준비를 위한 바우처, 비행기 티켓 등도 추가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이처럼 여행에서 사진을 기반으로 조사하는 방법론은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져왔다. 여행과 사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선

행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진을 활용한 여행 경험 연

구는 단순 인터뷰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Decrop, 2004). 

  
[그림 6] 인터뷰 참가자들이 제출한 사진 목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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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사진과 여행 가이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인

터뷰 가이드라인에 따라([표 3])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로 나누어 사진 

및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과 맥락 등을 조사였다. 인터뷰는 평균

적으로 40-50분이 소요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은 1만원의 조사비를 제공받

았다.  

3. 인터뷰 데이터 분석 

인터뷰 내용은 모두 현장에서 수기로 기록되었으며, 참가자 동의 하에 

녹취되었다. 이후 3회에 걸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표 3] 여행자 조사 인터뷰 가이드라인

질문유형 질문내용

최근의 
여행경험

1. 기본정보

목적지 정보

동행 여부

여행 목적

맥락

2. 여행 전(pre), 여행 중(during), 여행 후(post)

여행의 전반적인 과정

구체적 수준의 여행 활동 묘사

행동 맥락과 동기

여행사진 
기록 및 공유

1. 여행 사진 촬영

평소의 사진 촬영 빈도, 동기, 대상, 습관

여행 시 사진 촬영 빈도, 동기, 대상, 습관

2. 여행 사진 공유

평소의 사진 공유 빈도, 동기, 대상

여행 시 사진 공유 빈도, 동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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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사이트 중심으로 재배열되었다. 녹취 파일에서 핵심 인사이트에 해

당되는 사례들을 추출하여 배치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 가지  

인사이트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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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방법 

여행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원칙(development rationale)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보설계(IA)를 진행하고 및 디자인 가이드를 수

립하였다.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OS 점유율을 검토한 결

과, 전 연령대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안드로이드 앱 형태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모바일 환경을 고려

한 설계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거쳤다. 시스템 상의 정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도달하는지는 사용자 경험(UX)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

인이므로, 이에 대한 UI 프로토타입 평가가 2회 실시되었고 수정을 거쳐 최

종 설계안이 도출되었다([그림 7]). 사용자가 보는 뷰(view)는 최대한 단순

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비교적 직관적으로 인터랙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

었다. 정보설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UI 디자인 가이드

[그림 7] 최종 설계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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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설정하였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디바이스마다 해상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뷰에서 하나의 콘텐츠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려한 디자

인 안을 도출하였다. 

정보설계서와 UI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OS 기

반 앱을 제작하였다. 안드로이드 OS 4.1(Jellybean) 이상을 지원하며, 서

버는 Java Servlet과 MariaDB를 통해 구축되었고, 아마존 S3를 사용하여 

사진 및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개발하였다. POI 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소 기반 SNS인 포스퀘어(Foursquare) API를 활용하였으며, 구글

맵(Google Map) API를 활용하여 지도 상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구현되었다([그림 8]). 또한 페이스북(Facebook) API뿐만 아니라 국

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친숙한 카카오톡(Kakaotalk) API를 활용하여 원

터치로 간편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그림 8]). 

  
[그림 8] 각 API 활용에 대한 뷰(view)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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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프로토타입 평가 방법 

총 15명의 자유 여행 경험자를 모집하여 프로토타입을 현장에서 평가

하고 사후 인터뷰(post-hoc interview)를 진행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리크루팅 

여행자 조사 시와 유사한 채널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입 사용 의향이 있

는 총 15명의 여행자를 모집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조사

하기 위해, 실험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북촌 한옥마을, 경기도 남한산성, 제

주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참가자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에는 3명 모두 숙박이 포함되어 있었고, 서울과 경기에서 참가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나절 외출 시에 사용되었다.   

[표 4] 프로토타입 평가 조사 참가자의 정보

T# 나이 성별 직업 타입 지역

T01 23 F 대학생 친구 동행

북촌 한옥마을

T02 22 F 대학생 친구 동행

T03 34 F 교직원 가족 동행

T04 31 F 교사 혼자

T05 29 M 회사원 가족 동행

T06 29 M 회사원 혼자

T07 24 M 대학원생 친구 동행

T08 28 M 취업준비생

친구관계

남한산성

T09 25 F 대학생

T10 27 F 대학생

T11 22 M 대학생
친구 관계

T12 22 M 대학생

 42



개별 자유여행은 친구, 가족과 동행하는 소그룹 여행인 경우가 많으므

로 동행이 있는 경우 함께 실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하지만 스

마트폰 OS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가를 권유하지 않

았다. 이에 따라 6명의 참가자는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동행(T01, T02, 

T03, T05, T07, T13)이 있었으며, 서로 친구 관계이거나(T08, T09, 

T10 / T11, T12) 가족관계(T14, T15)인 경우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실험 참가에 동의하는 시점에 여행지원금 3만원을 제공받았다.  

2. 프로토타입 사용 및 사후 인터뷰 

참가에 동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 가이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

며, 공항이나 카페 등에서 사전에 만나 설치를 돕고 간단한 조작법을 설명

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각자 방문할 장소에 가서 프로토타입의 모든 기

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평가는 총 세 곳의 다른 특성을 지닌 관광지

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장소로는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 서울의 북촌 한

옥마을, 제주도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장소가 유적지, 도심 관광지, 

휴양 관광지라는 특성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시스템 특성 상 원활한 사용을 위해 120개의 퀘스트를 미리 심어놓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사용자들이 자신의 방문 동안 프로토타입을 사용하

고 난 후, 개별적으로 사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여행자 조사와 마찬가지

로 인터뷰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참가자들은 여행 시작 전

T13 34 F 주부 가족 동행

제주도T14 37 M 회사원
가족관계

T15 35 F 주부

T# 나이 성별 직업 타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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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만원의 여행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사후 인터뷰는 원칙적으로 면대면으로 30분 가량 진행되었으나 부득

이한 경우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여행자 조사와 마찬가지로 반구조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더 명

료하게 설계하였다. [표 5]는 사후 인터뷰에 사용되었던 가이드라인이다.   

[표 5] 프로토타입 평가 조사 인터뷰 가이드라인

질문유형 질문내용

Overall 
Questions

1. Travel Q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impression)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 만약 Travel Q에 대해서 1~5점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점을 주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 Travel Q에 대해서 세가지 단어로 표현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가지 특징을 잡아서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4. Travel Q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세가지 말씀해 주세요.

5. Travel Q에서 가장 나빴던 점을 세가지 말씀해 주세요.

6. Travel Q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앞으로 여행에 간다면 Travel Q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8. Travel Q의 어떤 점(기존의 기능/필요한 기능)이  

    당신을 다시 사용하게 만들것 같습니까?

9. Travel Q에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여행을 가는 친구나 동료에게 Travel Q를 추천하시겠습니까?

11. Travel Q에 대하여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1. 수집한 퀘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퀘스트를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퀘스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 퀘스트를 수행하고 나서 어떤 생각/느낌이 들었나요?

2. 수집한 퀘스트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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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서버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되, 사후 인터뷰를 통해 구체

적인 맥락을 보완하여 실제 사용에 대한 평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취되어 전사되었으며, 프레임워크 접근

(framework approach)를 통해 분석되었다. 프레임워크 접근은 일종의 

연역적 분석 기법으로 전통적인 질적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사

용자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Pope, 2000). 연

구자들에 따르면 질적 샘플링 전략은 통계적으로 대표성 있는 답변자들의 

집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결과의 상대적인 빈도를 

표현하는 것은 오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질적 데이터 분

Specific 
Questions

이 퀘스트팩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퀘스트팩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 퀘스트팩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생각/느낌이 들었나요?

3. 새로 만든 퀘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퀘스트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퀘스트를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 퀘스트를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4. 새로 만든 퀘스트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퀘스트팩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퀘스트팩를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 퀘스트팩를 만들고 나서 어떤 생각/느낌이 들었나요?

5. 퀘스트 결과에 대해 평가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퀘스트를 평가하면서 고려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 퀘스트를 평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퀘스트 평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유형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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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그들의 고유한 형태로 보존되고, 분석적인 카테고리나 이론적 설명을 

발전시키거나 만들어내기 위해 색인화될 필요성이 있다.  

Pope(2000)가 제시한 프레임워크 접근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방법의 다

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는, 익숙해지기(familiarisation)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로우데이터(raw data)에 몰입하여 핵심 아이

디어와 반복되는 테마를 찾아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테마 프레임워크 규명

하기(identifying a thematic framework)로, 데이터로부터 뽑아낼 수 있

는 모든 핵심 이슈, 컨셉, 테마를 규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산출물은, 

세부 색인(index)을 지닌 데이터로 관리가 가능한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세번째 단계는, 테마 프레임워크나 인덱스를 체계적으로 모든 데이터에 적

용하는 색인하기(indexing) 단계이다. 네번째 단계는 차트 만들기

(charting) 단계로,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데이터를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

배열하고, 순수하게 데이터를 요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인용구 텍스트의 

모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도 그리기와 해석(mapping 

and interpretation) 단계에서는, 컨셉과 맵을 정의하기 위해 차트를 사용

하여 유형을 만들고 테마들 간의 관계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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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 장에서는 여행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설계 및 디자인 원칙을 

도출한 후, 프로토타입 구현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설계 및 디자인 원칙 

1. 여행자 조사 결과 

반구조화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행 사진-여행 가이드 간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인사이트가 도출되었다. 이는 사진 기반

의 여행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 및 디자인 원칙의 토대가 되는 부분

이다.  

ⅰ. 사진 기반으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재구성한다 

예상했던 바처럼 여행지에 대한 사진 정보가 선호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여행자들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사진으로 인

해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가 우유니 사막 사진 보고 진짜 거기에는 죽기 전에는 꼭 가보고 싶

었거든요. 남미 여행을 한 달을 준비하는데... 거기 가는 날 비가 와야 진짜 

좋다고 하더라구요. 물이 있어야 완전 거울이라고, (사진) 보니까 확실히 차

이가 있어가지고 걱정반 기대 반이었어요” (P10)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진과 텍스트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카드 형태’의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여러 여행자들이 SNS나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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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이미지 기반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으며, 이를 다운받거나 참조한

다고 밝혔다. 70% 이상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꼭 해야할 

10가지” 등의 이미지 가이드를 참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행은 먹방이죠. 제가 내일로 갈 때, 전주 길거리 음식 사진들이랑 여

수 맛집을 전부 사진으로 저장해서 갔어요. 사진첩에서 바로 확인하려구요. 

”(P13) 

“막 통으로 글씨 다 쓰고 그런 거는 일단 너무 읽기가 싫게 생겼고... 네

이버에서 블로그 검색하면 사진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카페에서도 마찬가

지고... 그런 데 가서 보거나 하죠”(P17) 

이러한 결과는 여행 사진 기반의 가이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이 기본으로 삼는 정보의 형태와 범위에 대해서

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간단한 텍스트를 

수용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텍스트가 주요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행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작은 화면에서 텍스트를 중심적으

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ⅱ. 여행자들은 ‘인증샷’으로 대변되는 활동뿐만 아니라 인증샷 

너머의 다른 활동에 대한 확장을 요구한다 

여행에 가면 인증샷을 찍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현상

은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연구되어 많이 알려져있다. 여행자들은 사진으로 

봤던 곳을 찾아가서 원래와 똑같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이상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제가 정동진 갔을 때... 일출을 보러 갔죠. 근데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

 48



는데, 일출 때 해 먹는 사진 찍기 이런 사진을 아마 페북에서 본 거 같아요. 

그게 좋아서 가서 꼭 그런 인증샷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죠. 그런 

깨알팁 같은 게 잘 없으니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걸 좀 남겨야겠다 한거예요. 그래서 동상 같은 걸 이용해서 찍거나 고

현정 소나무 있거든요. 그런 거 밑에서 모래시계 흉내내고 그랬어요” (P02)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여행 사진에서 특별한 문법이 확인되었다. 일종

의 ‘인증샷 템플릿’이라 할 수 있는 형태가 드러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각기 다른 장소에 촬영하는 일명 ‘점프샷’이다. 점프의 형태도 매우 다양한

데, 여러 포즈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또 쇼핑한 물품들을 일렬로 배열해놓

고 찍는 ‘떼샷’도 대표적인 형태였다.  

“이게 전동성당, 경기전, 중앙시장에서 점프해서 찍은 인증샷인데... 약

간 복붙한 거처럼 되게 잘 찍지 않았어요? 이런 게 자랑하기에도 좋은 거 같

아요. 나 여기 갔다왔다 이렇게 딱...” (P19)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SNS 등에 공유하게 되는 경향이 짙었다. 흥미로

운 점은 평소에 사진을 잘 찍지 않는다고 밝혔던 인터뷰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이는 인증샷을 찍게 된 활동들이 특별하다고 느꼈

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아요. 특히 음식 사진 같은 것들 

말이죠. 찍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스

페인에 갔던 이유는 빠에야, 플라멩고, 가우디 때문이었거든요. 그것들은 왠

지 찍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심지어 안하던 페북에 공유까지 

했어요”(P25)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인증샷’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

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인증샷을 통해 기대를 형성하며, 관광지 탐색에 대

한 동기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인증샷 촬영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큰 것을 

고려했을 때, 인증샷을 여행 가이드에 활용한다면 여행자들에게 흥미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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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여행 사진을 통해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 

사진으로 여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모든 참가자에게서 관

찰된 현상이다. 이들은 사진을 선택적으로 건너뛰면서 에피소드를 배열하

거나, 나름의 내러티브로 여행을 재구성했다. 선택된 사진과 생략된 사진들 

나누는 기준에 대한 패턴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 P14는 유럽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시간 순으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해나갔다. 많은 참가자들과 마

찬가지로 어떤 사진은 생략되고, 어떤 사진은 자세히 설명되었는데, 객관적

으로 의미없어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도 맥락이 있었다. 이는 사진의 자동 

요약이 반드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징적인 또다른 유형은 한 여행에서 테마별로 정리를 해놓는 경우였

다. 이 경우에 먹을 것, 풍경, 쇼핑리스트와 같은 식으로 폴더가 나뉘어져 

있었다. 이외에 장소별로 나누거나 했으며, 일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법이었다. P27은 한 번의 여행에 대해 다양한 테마로 사진들을 나눠놓

고, 설명해주었다.  

“하와이에 갔을 때 먹었던 것들, 산 것들, 본 것들 이렇게 나눠놓은 거

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으면 다른 여행에서 먹은 거랑 합치고, 쇼핑한 

거랑 합치고... 나중에 볼 때도 훨씬 재밌어요.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구

요.” (P27)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여행자들이 여행 사진을 큐레이팅함으로써 여

행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디지털 스

토리텔링은 선행연구 등에서 그 효과가 이미 확인된 것으로, 시스템에 이러

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요소들

을 관계에 따라 조합하면서, 개별적인 요소들의 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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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Kerne et al., 2013).  

2. 설계 및 디자인 원칙 

여행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설계 및 디자인 원칙을 도출하였다.  

ⅰ. ‘인증샷’은 손쉽게 퀘스트로 변환된다 

여행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샷을 퀘스트로 변환하는 기본 전략

을 채택하고자 한다. 퀘스트란 어드벤처 게임의 요소 중 하나로, 게임 플레

이 중 완수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인증샷을 퀘스트로 변환하

는 것은 해야할 일이라는 속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여행자

들이 인증샷을 활발히 촬영하고 공유하는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게임이 아닌 컨텍스트(non-game context)에 게임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Deterding, 

Dixon, Khaled, & Nacke, 2011).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적 요소에 대한 

어포던스를 통해 전반적인 가치 창출을 지원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Huotari & Hamar, 2012). 특히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여행 맥락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은 관광지 관여(engagement)

를 높이고, 여행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여행자 충성도와 여행 브랜드 지각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u, Weber, & Buhalis, 2013). 

따라서 인증샷을 퀘스트로 변환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은 여행 가이드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퀘스트의 형태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 여행 사진을 중심으로 간단한 텍

스트와 장소정보가 부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자

들은 퀘스트를 통해 장소와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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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카드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수집 가능한 객체

라는 점을 카드 형태를 통해 어포던스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자들의 관여도

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는 앞과 뒤로 구성되어 있어 간

단한 정보가 카드 앞면에 제시되고, 뒷면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으므로 정보구조를 설계하는데도 유용성이 있다.  

ⅱ. 퀘스트를 엮으면 여행 이야기가 된다 

여행자들은 여행 사진을 큐레이팅하며 이야기를 엮는 것을 즐긴다. 따

라서 시스템이 이러한 개별적인 사진을 엮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여행 가이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온 만

큼, 여행 가이드 시스템에서 부가적으로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바

람직한 설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개별적인 사진

인 퀘스트를 엮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퀘스트팩 기능을 설

계하고자 한다.  

이는 창의성과 큐레이션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큐레이

션은 인간이 질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창의적 활동이다. 이는 인

간이 복잡한 사고과정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이 단순 합보다 큰 가치를 지니

도록 하나의 집합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osenbaum, 2011). 큐

레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고, 행복, 자존감, 배움, 자

아성찰 등의 기회를 얻게 된다(Cranshaw, Luther, Kelley, & Sadeh, 

2014). Kerne과 그의 동료들은 큐레이션의 매개체를 두 가지 수준으로 분

류했는데, 첫번째는 큐레이션 요소의 매개체이고, 두번째는 요소들의 아상

블라주의 매개체이다(Kerne et al., 2013). 전자의 경우가 퀘스트에 해당

하고, 후자의 경우는 퀘스트팩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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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셜 플랫폼(social platform)에서 퀘스트는 공유되고 평가

된다 

다양한 가이드 콘텐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촬영한 사진을 퀘

스트로 변환하여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 플랫폼(social 

platform)을 설계한다. 가이드 시스템을 소셜 플랫폼으로 설계하게 되면 

여러 이점이 있다. 장점은 소셜 플랫폼이므로 사용자가 계속 생산자의 역할

을 할 필요 없이, 소비자가 되거나 평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사용을 장기화할 수 있다

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퀘스트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판별하는 평가자의 

역할이 시스템이 아니라 동료 사용자인 경우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극적

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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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토타입 구현 

본 연구에서는 여행자 조사를 통해 도출된 설계 및 디자인 원칙을 토대

로, 여행 사진 기반 퀘스트 가이드의 프로토타입인 ‘Travel Q’를 개발하였

다. 장소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와 활동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여행 사진을 수

집 가능한 객체인 퀘스트로 변환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퀘

스트를  묶어 손쉽게 여행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Travel Q의 핵심 컨셉이

다. Travel Q는 일종의 소셜 플랫폼을 채택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애플리

케이션으로 제작되었다.  

1. 시스템 구성 

“사진을 모으는 것은 세상을 모으는 것과 같다(To collect 

photographs is to collect the world)”는 Susan Sontag(1977)의 표현

은 Travel Q의 핵심 아이디어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진 기

반 퀘스트 여행 가이드인 Travel Q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행 중의 ‘사

진’을 모으는 것을 돕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진 기반 퀘스트

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접하게 되

고,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설계 및 디자인 원칙에 따라 소셜 플랫폼 형태로 개발된 Travel Q에서

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던 여행자 집단이 타인과의 적극적인 교

제를 원하는 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셜 플랫폼을 통해 Travel Q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

행의 과정이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로 나뉘는 점을 고려하여 여행 과정

에 따라 다른 사용자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사

용자는 여행 중에는 적극적으로 창작자(creator), 와 수집가(collecto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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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 있다. 여행 중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평가자

(validator), 큐레이터(cur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표 6]).  

  

[그림 10]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역할에 대해 파악할 수 있

다. 한 사용자가 퀘스트를 등록했을 경우(퀘스트 창작자), 다른 사용자가 똑

같은 사물을 찾아서 인증하여 답변 사진을 올린(퀘스트 수집가) 사례를 보

여주는 것이다. 답변 사진이 등록되면 랜덤으로 3명의 사용자에게 평가를 

받아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별된다. 

2. 퀘스트 

퀘스트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이

다. 본 연구에서 퀘스트는 여행 사진과 장소 정보, 100자 이내의 간단한 설

명을 기초로 하는 가이드의 기본 단위로 정의된다. 퀘스트는 사진과 더불어 

[표 6] 시스템 내 사용자 역할

사용자 역할 설명

퀘스트 창작자 
(Quest Creator)

• 여행 사진을 퀘스트로 바꾸는 역할 
• 퀘스트 수집가는 퀘스트를 생성하고 공유함으로써 타인

에게 여행 활동을 안내할 수 있음

퀘스트 수집가 
(Quest Collector)

• 타인의 퀘스트에 답변하는 역할  
• 퀘스트 수집가는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진을 촬영함으

로써 퀘스트를 탐색하고 수행할 수 있음

퀘스트 평가자 
(Quest Validator)

• 타인의 퀘스트의 성공/실패 여부를 평가함 
• 다른 여행자들이 수행한 퀘스트의 성공/실패 여부를 10

초 내에 판별함

퀘스트 큐레이터 
(Quest Curator)

• 개별 퀘스트를 모아 퀘스트팩으로 만드는 역할  
• 퀘스트를 엮어 테마와 이야기를 만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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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소, 세부설명 등의 부가 정보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퀘스트를 창작

하고, 모으고, 평가하고, 큐레이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여행 중에 관광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업

로드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들은 사진이 촬영된 장소를 방문하여 같은 사

진을 촬영함으로써 해당 퀘스트를 수집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오리지널 퀘

스트와 같은 사물을 찾거나 유사한 포즈를 취한 후 사진을 찍어야 한다. 퀘

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3명의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를 거

쳐야 한다. 퀘스트가 성공으로 판별되는 경우에, 완료 스탬프가 생성된다.  

앞절에서 서술했듯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퀘스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퀘스트 디자인은 카드 메타포를 채택하였다. 카드

는 전통적으로 수집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앞면과 뒷면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진과 텍스트, 장소 정보라는 서로 다른 타입의 정보를 하나의 객체로 인

식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카드의 앞면에서는 카드 면적의 80%를 차지

하는 여행 사진이 나타나며, 기본적 정보들이 아이콘과 심플 텍스트 형태로 

제시된다. 만약 사용자가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스탬프가 자

동으로 카드 앞면 하단에 생성된다. 

[그림 9] 퀘스트 생성-수행-평가 프로세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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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뒷면으로 뒤집게 되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퀘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퀘스트를 만든 사용자 정보

와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이 퀘스트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사진도 열람이 가능하다. 

  

  

3. 퀘스트팩 

서로 다른 퀘스트를 퀘스트팩으로 조합함으로써, 사용자는 개별 퀘스

트를 큐레이팅하여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퀘스트팩을 만들

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퀘스트를 다양한 리스트로부터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만들고 수집한 퀘스트뿐만 아니라 타인이 만든 

퀘스트도 퀘스트팩에 포함시킬 수 있다. 퀘스트를 선택한 후에, 사용자는 

대표 썸네일, 제목과 자세한 설명을 입력하여 퀘스트팩을 만들 수 있다.  

퀘스트가 카드 메타포를 사용하였듯이, 퀘스트팩도 여러 장의 카드(퀘

스트)가 담긴 봉투 메타포를 사용하여 디자인되었다. 퀘스트팩 봉투를 터치

하면, 봉투에 담긴 카드가 나타나 보다 자세하게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카드 메타포를 적용한 퀘스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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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스트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개별 퀘스트를 모두 수집해야 하며, 성공할 

경우 자동으로 스탬프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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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봉투 메타포를 적용한 퀘스트팩 디자인 



제 6 장  연구결과 

이 장에서는 Travel Q의 서버 데이터와 인터뷰 데이터를 토대로 시스

템 사용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 경험이 향상되었는지 논

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시스템 사용행태 분석 

시스템의 사용행태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여, 사용자가 사

진을 통해 여행을 만족스럽게 가이드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먼저 시스템 상에서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검토한 후, 퀘스트의 

생성, 수집, 평가, 큐레이팅 기능에 대한 사용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서술

할 것이다.  

1. 시스템 전반 사용행태 

ⅰ. 긍정적·부정적 반응 

먼저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퀘스트 여행 가이드라는 컨셉의  Travel Q

에 대한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참

가자들에게 Travel Q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고, 전반적

인 인상에 대해 세 단어로 표현할 것을 요청했을 때 받은 대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평균 3.33점을 기록한 점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점수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대략적으로 파

악해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 참가자들이 Travel Q에 대해 표현할 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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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다’와 ‘재미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표 7]). 새롭다는 평가는 참가

자에 따라 ‘신선하다’, ‘참신하다’, ‘신기하다’ 등으로 총 9번 표현되었는데, 

맥락상 동일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보다 구체적인 이

유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다는 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시스템 컨셉이 새로운 것으로 콘텐츠를 구경하면

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게 새로웠구

요. 이거 하면서 조금, 이 여행지에 대한 정보나 명소 같은 거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야하나? 단순히 저는 남한산성을 갔지만, 다른사람들이 남한산

성 주변에서 하는 걸 보면서, ‘어? 이런 장소도 있구나!’하는 거를 느끼고 캐

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T09) 

둘째로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기

하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Travel Q가 관광지 

이미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

는 것과 동시에 기대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7] 평가 참가자별 점수 및 첫인상 표현

T# 점수 표현

T01 4 자주적인 새로운 즐거운

T02 4 신기하다 재밌다 뮤직 플레이리스트

T03 3 신선 참여 재미

T04 3 재미 게임 아이템

T05 3 개인 가이드 신기한 모험

T06 4 집착 어린 시절 우표수집

T07 3 신선하다 보이지 않는 친구 웃기다

T08 3.5 신선함 부족함 가능성

T09 3 유머러스한 재미있는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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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러스한’ ‘웃기다’ ‘즐거운’ 등을 포함하는 ‘재미있다’는 표현은 총 

9번 언급되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은 사소한 순간을 quest로 인증

샷으로 만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별하거나 새롭지 않은 경험

을 퀘스트로 만들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여타 SNS가 제공하는 

경험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여행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을 도왔다. T01 기타 피크 닮은 기왓장 퀘스트를 만들었던 경험을 설명하며 

긍정적 감정의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순간적 느낌은 휘발성이 강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그거 진짜 웃

겼었는데,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도 안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는 이런 걸 

못올리잖아요. 근데 깨알같은 거를 올릴 수 있다는 게 Travel Q의 장점인 

것 같아요. 농담이 퀘스트가 되니까요” (T01)  

‘재미’와 ’참여’가 함께 언급된 부분. 퀘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roles의 

제공은 다른 SNS와는 차별적인, 사용자로 하여금 더 참여적인 경험을 제공

했다. P03, P08, P11은 평소에 페이스북은 잘 이용하지 않지만, Travel Q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사용했다. 즉, diverse users roles

가 기존 SNS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SNS 미사용자에게도 

충분한 사용 동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페북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올리긴 하지만, 전 되게 방관자

T10 3 여행용 도장 여성을 위한

T11 3.5 새롭다 참신하다 재미있다

T12 3 호불호 귀찮다 정돈이 안된 느낌

T13 3 새롭다 실용적이지 않은 -

T14 3 여행친구 가족용 -

T15 4 친근한 재밌는 애들이 좋아하는

T# 점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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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이렇게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별로 안드는데, 이거는 퀘스트를 줘

가지고 뭔가 완료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것도 단순히 따라만 하면 재미가 

없었을것 같은데, 하고 나면 성공했다고 알려주고, 제가 직접 평가도 하고 

그래서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T03) 

몇몇 참가자가 언급한 개인 가이드, 여행 친구, 친근한과 같은 단어는 

Travel Q가 본래 의도했던 바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진 기반 퀘스트 여

행 가이드라는 컨셉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자주적인, 

가족용 등과 같은 표현은 개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언급한 것으로 다

른 사용행태 분석과 함께 후술할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적이었지만, Travel Q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완

전한 만족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시스템 사용 상의 이

슈를 파악하게 할뿐만 아니라,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의 

역할을 하므로 중요하다. 실제로 HCI 분야에서는 시스템 평가 시에 다수의 

긍정적 평가보다 소수의 부정적 사용 평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는 (1) 정보의 불충분함과 (2) 여행 목적에 따라 불필요함의 

두 가지 문제점이 직접적으로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우, ‘정돈이 안 된 느

낌’으로 표현되었는데, 기존 인터넷 리소스나 책과 같은 미디어처럼 고정된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

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비인기 지역이라도, 어떤 

곳에는 정보가 있지만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격차가 발생하게 되

는 것이다. 또한 ‘부족함’에 대해 언급한 T13은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의 거리나 소요시간, 교통수단 등 실용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

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퀘스트를 보고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같은 것들이 나왔으면 했어요. 아무래도 원래 다른 어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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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게 다 나오니까... 제 여행에는 Travel Q가 도움이 많이 안 되었어

요” (T13) 

이는 여전히 사용자들이 전통적으로 제공받던 정보를 기대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따라서 Travel Q도 이러한 니즈에 대해 대응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사진 기반의 퀘스트는 새롭고 참신한 접근이지만, 기본적인 정보에 충

실하지 못할 경우 참가자들이 장기적 사용을 멈추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행의 목적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지

적되었는데, 명상과 휴양의 목적인 경우 Travel Q가 ‘귀찮다’는 느낌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꾸 미션만 이거 찾아야지 이거 찾아야지 돌아다니다보면 오히려 진

짜 생각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여행은 사실 사색을 하러 갈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거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T12) 

이런 피드백은 사진 기반 퀘스트 가이드라는 컨셉이 포섭할 수 없는 니

즈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사색이나 휴양과 같은 목적에는 Travel Q가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따라

서 Travel Q가 비단 모험적이고 신나는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니즈에 대

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함을 시사한

다.  

ⅱ. 시스템 데이터 기반 분석 

서버에 남겨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생성·수집·평가·큐레

이팅한 퀘스트의 총 개수 및 평균,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중앙값 등은 아

래 [표 8]과 같다. 실험이 비교 실험을 통한 검증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으므

로 절대적인 많고 적음을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연구를 참고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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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시간~최대 3일간의 사용으로 평균 14.53개의 자발적 콘텐츠가 생

성되었다는 것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나낸다. 유사한 

조건에서 콘텐츠 생성 및 공유 시스템을 평가한 연구에서 나타난 수치와 비

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 장소에 가

상적으로 그래피티(graffiti)를 남길 수 있게 하는 연구에서는 2주간 13명

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8.15개(std = 5.99)의 콘텐츠가 생

성되고, 5.61개(std=5.43)가 수정되었다(McGookin, Brewster, 

Christov, 2014). 또한 가족들간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SNS를 만들어 

15명을 대상으로 3주간 평가한 GEMS의 경우에는 총 54개의 콘텐츠가 생

성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Procyk, Neustaedter, 2014). 이

들 연구에서는 수치를 통한 평가보다는 사용자들의 사용 양상과 그 의미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가자들이 적은 숫자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스템 사용이 참가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면, 결

코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 표([표 8])에서는 수집된 퀘스트가 생성된 퀘스트보다 90개 이상 

사용자별 생성·수집·평가·큐레이팅한 퀘스트 개수 평균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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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수집 평가 큐레이팅

[그림 12] 사용자별 생성·수집·평가·큐레이팅한 퀘스트 개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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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가자

들이 수집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인지, 시스템이 포섭하지 못하는 

사용 행태가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인터뷰의 내용과 연관하여 후술할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큐레이팅의 경

우에도 생성, 수집, 평가된 퀘스트에 비해 수치가 적은 편인데, 이러한 수치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후 인터뷰와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퀘스트의 평가는 총 297회 이뤄졌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

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집된 퀘스트가 

137개이고, 각 퀘스트에 대한 판별이 3회씩 이뤄져야 하므로 총 411회의 

평가가 있어야 했다. 114회의 평가는 모집된 실험 참가자로부터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Travel Q를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실험 참가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

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 인터뷰에서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참가자들의 동행자나 실험이 끝난 후 친구에게 소개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퀘스트 평가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의적인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퀘스트 평가와 관련한 분석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예정

이다.  

[표 8] 총 생성·수집·평가·큐레이팅된 퀘스트 개수

생성 수집 평가 큐레이팅

총 퀘스트 개수 218 137 297 86

참가자별 평균 14.53 9.13 19.8 5.73

최소값 7 3 12 0

최대값 25 19 31 16

최빈값 8 13 19 0

중앙값 15 9 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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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퀘스트 생성 및 수집 

ⅰ. 생성 및 수집된 퀘스트 개수 및 유형 

15명의 참가자들은 총 218개의 퀘스트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

균적으로는 14.53개가 생성되었으며, 최소값은 7개, 최대값은 25개로 나

타났다.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18개로,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T02의 

적극적인 사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T02의 경우에는 서울 북촌 한옥마

을에서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북촌에서는 총 16개의 퀘스트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평가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스템을 사용하

며 지난 겨울 제주도 여행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9개의 퀘스트를 만

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 여행지에서 최대로 생성한 퀘스트 수는 실질

적으로 T07의 20개라 할 수 있다. T07의 경우 동행한 친구가 등장하는 사

진을 다수 촬영하여 퀘스트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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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스트 생성 퀘스트 수집

[그림 13] 참가자별 생성·수집한 퀘스트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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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퀘스트는 다섯가지의 핵심 주제와 활동 유형에 따라 코딩되

었는데, 분류의 결과는 아래의 [표 9] 나타난 것과 같다. 유형별 코딩은 2명

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프레임워크 접근에 따라 분석되었다. 최초 

코드(initial code)는 촬영대상(사물, 음식, 텍스트, 풍경, 인물), 행동(찾기, 

따라하기)였으며, 2차례의 크로스 코딩을 거쳐 촬영대상에 ‘복합’ 유형을 

추가하였다. 코드 작성시 일차적 기준은 사진이었으며, 제목과 설명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였다. 다음은 코드 분류 표([표 9])이다. 

[표 9] 퀘스트 유형 분류를 위한 코딩 원칙

코드분류 하위코드 코딩원칙

촬영대상

복합

사물, 음식, 텍스트, 풍경, 인물 중 두 가지 이상의 대상
이 주제로 나타난 경우. 제목과 설명을 참고하여 퀘스트
의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을 
경우에 복합으로 코딩함

사물

식별 불가능한 배경을 제외한 대상이 사물인 경우 혹은 
제목과 내용에 구체적으로 대상이 명시된 경우. 인공물
이나 자연물 등 사물이 단독으로 주제가 되는 경우에 사
물로 코딩함

음식
식별 불가능한 배경을 제외한 대상이 음식인 경우 혹은 
제목과 내용에 구체적으로 음식이 명시된 경우.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모두 포함함.

텍스트
식별 불가능한 배경을 제외한 대상이 텍스트인 경우 혹
은 제목과 내용에 구체적으로 특정 텍스에 대한 명시가 
있는 경우. 

풍경
대상이 명료하지 않으며, 해당 장면(scene) 그 자체가 
퀘스트인 경우. 구체적인 사물을 찍는 것이 아닌 

인물
인물의 얼굴이나 전신이 드러난 경우, 혹은 인물 자체가 
주제인 경우

행동유형

찾기 대상만 나타나있는 경우

따라하기
촬영자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이용한 경우 혹은 신
체를 이용해 포즈를 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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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퀘스트 중 98개 퀘스트가 사물을 주제로 하고 있었으며,  그 다

음으로 음식이 37개, 복합 32개, 풍경 28개, 텍스트 19개, 인물 3개를 차지

하였다. 인물의 경우 3개로 그 개수가 적은데, 인물이 포함된 퀘스트는 대

부분 복합 유형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합 유형 32개 중 27개

가 인물-사물 유형이었다. 이는 여행 시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관광지에서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사물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여행 기억을 남기려 하

는 행동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타입의 퀘스트는 관광지에 있는 유물, 인

형, 간판, 광광조형물 등과 함께 촬영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관광지의 특

[그림 14] 생성·수집된 퀘스트 유형 분류

수집된 퀘스트 유형별 분류

따라하기

찾기

0 32 64 96 128 160

복합 사물 음식 텍스트 풍경 인물

생성된 퀘스트 유형별 분류

따라하기

찾기

0 32 64 96 12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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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이용한 사진들은 퀘스트 수집 시에도 인기가 많았다. 복합 유형 퀘

스트는 총 35회 수집되었는데, 이 중에서 24회가 인물-사물 유형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생성·수집된 퀘스트의 유형 분류 예시

유형
생성 
개수

수집 
횟수

퀘스트 예시 퀘스트 제목

복합-따라하기 31 33
선생님께  

예의바르게 인사

사물-따라하기 14 5
주사위를  

찾아보시라능

음식-따라하기 8 7
제주 돼지 두루치기  
한점 먹고 가세요~!

풍경-따라하기 2 0 범섬을 내손안에

인물-따라하기 3 1 늘어진 팔자

복합-찾기 1 2
물고기 두마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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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퀘스트 생성과 수집의 동기 

[그림 14]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경우에, 퀘스트 생성이 퀘스트 수행보

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결과가 중요한 지점이다. 사후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원인이 발견되었다. 12명의 참가들은 특정 퀘스트를 보고, 

그 퀘스트를 그대로 수행하기보다 주제를 발전시키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퀘스트를 만든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창의적인 퀘스트

를 만드는 것을 촉진하였는데, T01의 경우 “갓 튀긴 츄러스!!!”라는 제목의 

퀘스트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두 개의 추로스를 사서 겹쳐 “에어비앤비 

로고 만들기” 퀘스트를 생성했다([표 10]). 3명의 참가자들은 사후 인터뷰

에서 해당 퀘스트의 창의성을 언급하며 더욱 인기있는 퀘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경쟁의식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물-찾기 84 57
웃긴 얼굴 찾기 
(유사품 주의)

음식-찾기 29 13
환상적인  

녹차아이스크림과  
녹차롤

텍스트-찾기 19 6 스릴 넘치는 소화전??

풍경-찾기 26 13
북촌 8경의 쓸쓸한  

포토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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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러스로 그런 걸 만들 줄은 몰랐죠. 진짜 쩌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고 생각은 했는데 어렵더라구요” (T04) 

이처럼 사회적 창의성(social creativity)가 증진되고, 이를 통해 더욱 

새로운 경험을 소개할 수 있는 퀘스트가 생성되는 것은 장려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Travel Q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

과도 동일하다. Travel Q 시스템이 제공하는 퀘스트 수행과 수집의 기능이 

명료하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퀘스트 수집의 일

환으로 나타나는 퀘스트 생성은 Eglash가 설명하는 경험의 전유

(appropriation)로 설명될 수 있다. 타인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변형을 통해 각색(adaptation)하거나, 의미론적 구조를 완

전히 변형하는 재발명(reinvention)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여행 경험의 향상을 논의할 때 함께 다루기로 한다. 

한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퀘스트 수집은 총 137회 이뤄졌는

데, 이는 퀘스트 생성 수치(218) 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

명했듯 사용자들이 그대로 퀘스트를 수행하기보다 새로운 퀘스트를 만들었

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퀘스트 수행 양상을 보면 사용자별로 3개부터 

19개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T09와 T11이 각 3개, T12, T13이 

각 4개로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분석 결과, T12과 T13의 경

우에는 스스로 이 시스템이 자신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실용성이나 귀찮음의 이유를 들어 시스템 사용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

응을 보였다. T09와 T11의 경우에는 다양한 퀘스트를 구경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다고 느꼈다고 대답했다.  

가장 많이 수집된 퀘스트는 ‘디스이즈코리아’(5번), ‘북촌 8경의 쓸쓸

한 포토스팟’(5번), ‘구석기 갈비 입에 뼈채 물고’(4번) 순으로 나타났다. 많

은 경우에 한 개의 퀘스트가 한 번씩 수행되었는데, 이는 참가자들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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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향과 관심사, 장소 특성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05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어려운 퀘스트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수행했

다고 밝혔다. 그는 “건물 모서리에서 낚시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랏” 퀘스트

를 수행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하면서,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이리

저리 골목을 뒤지고 다니는 여행을 마치 ‘어드벤처 게임’처럼 느꼈다고 말

했다. 일부 참가자들(T02, T05)은 Travel Q가 가이드의 역할에 충실했다

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팁들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3. 퀘스트 평가 

퀘스트가 평가된 횟수는 총  297회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

서 언급한 것처럼 퀘스트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예상된 결과는 아니

었다. 애초에 퀘스트 평가가 동료 평가(peer review) 형식으로 구현된 것

은 이미지 매칭 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참

여가 저조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타인이 퀘스트에 답변한 사진을 보며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역할에 비해 매우 수동적인 활동이므로 참여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퀘스트 평가를 가장 

손쉽게 많이 행했으며, 적극적으로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표 11] 평가에 대한 사용자 분석 유목화

유목화 세부내용 Voice of Users

동기

단순함 “간단하니까? 어차피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T06)

재미
“시간 카운팅 되는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더라면 되게 
무미건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서 뭔가 더 퀴즈를 푸는 느낌이 
들잖아요” (T08)

타인과의 
교류

“남들이 뭐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약간 (페이스북) 좋아요 누
르는 느낌 같은?” (T04)

평가기준

유사성
“일단 보여지는 사물, 사진속에 나오는 사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풍
경은 구도를 봤던 거 같구요. 액션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를 봤죠. 아
예 엉뚱한 게 아니면 쉽게 판별이 되더라구요” (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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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스트 평가에 대한 반응은 위의 표([표 11])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

째로, 퀘스트 평가가 매우 간단하고 재미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심심할 

때마다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평가 과정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쉽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10초의 시간 제한은 소극적이지만 게

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것으로 참가자들이 많은 양의 평가를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타인과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경험을 열

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몇몇 사용자의 평가가 확인되었다. 평가를 

통해 알지 못하는 다른 여행자들과 인터랙션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점이 인기의 요인이었다. 여러 참가자들(T01, T03, T04, T07)이 사후 인

터뷰에서 평가 메커니즘에 대해 만족스러워했다. 한 참가자는 평가를 통해 

다른 여행자의 경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두번째로는, 평가의 기준과 태도이다. 평가기준으로는 유사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창의성에 대한 부분도 일부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흥

미로운 것은 평가에 대한 관대한 기준을 만드는 호의적인 태도이다. 이는 

여행이라는 맥락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여행을 망치고 싶

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참가자들이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대체로 성공으로 평가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이는 즐거움, 

휴식과 관련된 여행 맥락을 고려한 것으로 정확성보다는 창의성, 유희성 등

을 위하는 개별 자유여행자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Loker-

평가기준

창의성
“창의적으로 조금 더 잘 찍은 게 틀린건 아니죠. 같다, 다르다 라고 
평가하기 보다 그걸 좀더 창의적이고 우스꽝스럽게 수행한 사람에 
대해, 오히려 점수를 더 주고 싶은거죠” (T10)

태도 관대함

“이미지나 느낌이나 이런거 비슷하면 거의다 그냥 성공, 어차피 놀러
왔는데요, 굳이 실패를 누를것 까진 없다는거죠. (중략) 저도 누가 제
가 했는데 실패라고 하면 되게 찝찝할것 같아요. 그런거 있죠. 무슨 
일하러 간것도 아니고 놀러간건데 말이죠”(T15)

요구사항

자세한  
피드백

“OX나 점수만 주는게 아니라 한줄이라도 코멘트를 남길 수 있으면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 안 비슷하면 누르고 그 이유를 적는다든가 
‘팔의 각도가 틀리다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T08)

기준 명시 “평가할 때, 기준까지 뭐뭐뭐 이런식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그걸 입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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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phy & Pearce, 1995). 하지만 이 같은 관대한 기준은 자칫 정확한 평

가를 불가능하게 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인터랙션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요구

가 확인되었다. 사용자들은 평가가 단순히 버튼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서 불만을 표시했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

고 싶다는 니즈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요구사항은 개별 자유여행자의 특

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타인과의 교류를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시스템 개선 시 해당 기능에 대한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평가 기준 명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몇몇 참가자로부터 제기되었다. 정확한 평가 기준이 주어져야 

평가자와 참가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기준 제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하는 사항이다. 여행 맥락을 감안하더라도,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가’라는 기능 자체가 불필요해지게 된다. 평가는 사용자가 퀘

스트를 수행할 동기를 부여하고, 시스템의 신뢰도 및 콘텐츠 질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자들의 피드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퀘스트 큐레이팅 

총 86개의 퀘스트가 큐레이팅되어, 15개의 퀘스트팩이 생성되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퀘스트팩을 만드는 행태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번째는, 많은 참가자들에게서 관찰된 것으로 특정 주제와 관

련 없이 개별 퀘스트를 모아 ‘여행기’를 만드는 것이다. T06은 ‘북촌햇살아

래’라는 제목의 퀘스트팩에 16개의 퀘스트를 포함시켰다. 이는 하루동안의 

여행에서 생성된 퀘스트팩과 타인이 만든 퀘스트를 합쳐 제작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테마에 따라 퀘스트팩을 만드는 것이다. T07은 ‘삼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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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삼종 세트’, ‘한글간판 모음집 3선’ 등처럼 퀘스트팩을 다채로운 주제

에 따라 생성하였다. 많은 참가자들이 퀘스트를 큐레이팅함으로써 참가자

들은 자신의 여행을 재발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별 퀘스트를 엮어 퀘스트팩을 만든 경험을 익숙한 행위

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도 요즘에는 피곤할 때 좋은 음악, 우울할 때 좋은 

음악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없을 때 빨리 

돌아다니는 팩’ ‘평화로운 휴식 여행’ 이런 식으로 개인의 욕구가 살아있는 

팩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T01) 

사용자들은 사후 인터뷰에서 대부분 퀘스트팩 수집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퀘스트팩을 많이 만들거나, 적극

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참가자들은 남이 만든 퀘스트팩

을 처음부터 그대로 수행하기보다, 하고 싶은 개별 퀘스트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어쩌다보니’ 퀘스트팩을 수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다고 언급했다.  

“(퀘스트팩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했던건 아니고요, 일단은 하나씩 

수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 퀘스트팩 중에서 가장 할만한 것, 몇 개만 

더하면 완수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한거죠. 사실 하나씩 하는거는 내가 골

라서 하면 되는건데, 묶어 놓은거는 그 사람(만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거

지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낱개로 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냥 제가 성공한 퀘스트들로 이루어진 퀘스트팩이 추천 팩

으로 앞으로 완수할 수 있는 팩으로 추천되면 다른 것들보다는 할 생각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T03) 

참가자들의 큐레이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여행자 경험에서 스토

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바로 미루어보아, 

Travel Q의 기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식과 사용의 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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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Q에서 퀘스트팩을 만드는 인터페이스와 수집에 대한 기능이 제대

로 디자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큐레이팅과 관

련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능 검토 등을 통해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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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행자 경험 향상에 대한 논의 

이 절에서는 Travel Q의 사용이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

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적으로 분석된 시스템 사

용 분석이 기능 및 시스템 사용, 시스템이 제공하는 역할의 이슈에 집중했

다면, 이 절에서는 Travel Q가 제공하는 경험이 여행의 어떤 측면에 기여

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장소의 재발견 및 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의 긍정적 감정을 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 서술할 것이

다. 둘째, 퀘스트 생성 및 수행을 통해 여행 경험을 전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기대와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시스템이 사용되는 맥락, 즉 동행 유무에 따라 

시스템 사용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추구 연구에서 보완되

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장소의 재발견 및 탐색 기회 제공 

Travel Q는 여행자들에게 장소에 대한 재발견과 모험적 탐색의 기회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여행 경험 향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Travel Q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

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탐색의 기회는 두 가

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처음 방문하는 곳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둘째, 유명한 곳과는 다른곳에 대한 모험적이고 도전적으

로 탐색하고자 한다. 대부분 참가자들이 전자의 경우에 대해 언급하며, 퀘

스트를 통한 탐색의 유용성에 대해 말했다.  

“여행지 가면 보통 처음 갔을 때에는 어디가야지 뭐가 있고 이런걸 잘 

모르는데, 퀘스트들을 보고 여기를 둘러보니깐, ‘아 저거 있던거구나’ 하면

서 바로바로 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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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안가본 데를 간접경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렇게 갔었구나’라구요. 미리 보고 탐색할 수 있죠” (T1 1)  

이들은 사전에 퀘스트를 브라우징함으로써 목적지 이미지를 미리 접했

으며, 이에 따라 목적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탐색의 욕구가 강화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로, 전혀 새로운 곳에 대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탐색 기회를 언

급한 참가자들이 있었다. 특히, T01은 퀘스트 컨셉의 가이드에 대해 “장소

의 권력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기존의 여행 가이드 시

스템은 한 장소에 대해 별점과 리뷰를 통해 일종의 편향(bias)을 형성하고 

있어, 일종의 무의식적 필터링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별점이 3점이라도 내려가면 안가거나 더 높은 곳 찾아가자 하는 경향

이 있는데, 그동안은 우연적 여행의 즐거움을 막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똑

같은 데를 가게 되는 것 같은데… Travel Q는 길을 마음대로, 제발로 다닐 

수 있는 느낌이예요. 그 동안은 지도 앱으로 점을 찍어 다녔다면 구석구석 

곳곳을, ‘남들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싶으니

까 그전에 안 갔던 곳도 가고. 아무 길이든 가보자 하는 거죠. 무작정 마인드

를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결국 숨겨진 장소의 권력을 높여준

다고 해야할까...” (T01) 

T01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참가자들에게도 이미지 기반 퀘스트는 도

전적인 탐색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사진’이 가진 구체성에 따른 것으

로 현지에서 발견의 기쁨을 주는 역할을 했다.  

“저는 좀 잘보이는거 말고 숨어있는거 찾으면, 찾기 더 어려운거를 사

진을 찍으려고 했던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보이는거는 특별히 어렵지가 않

아서요. 숨겨져 있는 거를 찾는데서 오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걸 좋아하거

든요. 큰 건물 이런 거보다 어디에 적혀있는 글씨 찾기 그런 게 재밌어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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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했죠” (T10) 

이러한 사례는 Travel Q가 기존에 있던 장소 기반 앱인 Foursquare 

등의 check-in과 유사한 수준의 동기에서 출발하지만, 더 많은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흥미롭고 인기있는 퀘스트 생성 및 수행을 통해 장소의 재발

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Travel Q는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 과거에 방문했

거나, 사전 정보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에 대해 새로운 시각

을 제공해주었다.  

“삼청동에 여러번 갔었는데, 그동안 갔을때에는 그냥 맛집 찾고 명소 

둘러보는 정도였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서 갔을 때에는 정말 곳곳에 숨겨진 

것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을 많이 찾았어요.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봤거든요. 목욕탕 굴뚝이 제일 웃긴데요. 이게 되게 신기

한게, 그냥 퀘스트 없이 갔으면은 그냥 지나쳤을만한건데, 별거 아닌것 같은 

사물들을 퀘스트를 만들어 놓아서 그게 의미가 있는게 되었어요. 그냥 평범

한 목욕탕 굴뚝도 다시 보게 되었죠. 그걸 본 순간 되게 반가웠고, 퀘스트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T03) 

“여행서나 이런데에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었

던거요. 찾아보는 재미요. 여행서에 맛집들은 나와있긴 한데, 지나가면서 놓

치기 쉬운 아기자기한 것들, 소품처럼, 그런 기왓장 위에 얼굴이나 표정, 코

끼리 상도 그렇고, 관심없이 지나면 그냥 지나칠만한 것들인데, 그런건 찾았

을때 되게 기쁘잖아요. 찾았을 때의 기쁨이 컸어요. ‘이런게 여기 있단 말이

야?’했는데 실제로 (그 장소에서 그걸) 찾으면 있어서 놀라웠어요.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었어요.” (T05) 

의미없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익숙

한 장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측면은 비물

질적 컨텐츠를 통해, 사용자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의미를 찾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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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경험의 전유를 통한 여행 경험 향상 

앞서 기술했듯이, Travel Q를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타인의 경험을 전

유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glash에 따르면, 전유(appropriation)

에는 재해석(reinterpretation), 각색(adaptation), 재발명(reinvention)

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Eglash, 2004). Travel Q 사용 결과를 검토해보

면, 모든 단계의 전유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해석과 각색이 

대부분이었고, 재발명은 매우 적은 수가 확인되었다.  

[표 12] 퀘스트 전유의 대표적 사례

전유 단계 기존 퀘스트 답변 퀘스트/새로운 퀘스트

재해석

→

풍년이 왔네
(답변 퀘스트는  

따로 제목이 없음)

각색 
→

화수분을 찾아서 돈은 없지만 던지는 척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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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은 의미적 연관성만을 바꾸는 것으로서, 퀘스트의 근본적 특성

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참가자들이 타인의 퀘

스트를 수행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

다. T06의 경우에는 풍년쌀농산이라는 분식집에서 “풍년이 왔네” 제목의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원래는 손에 들고 인증해야 하는 사진을 셀카 형식으

로 촬영하였다. 이는 비록 같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름의 고유한 수정 

및 추가를 통해 타인의 퀘스트를 자신의 경험으로 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유의 두 번째 단계인 각색은 대상의 의미적 연관성과 사용을 모두 바

꾸는 것이다. 각색의 사례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했는데,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참가자들은 다른 퀘스트를 보고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새로운 퀘

스트를 만들었다([표 10]).  

“(원래 퀘스트가) 꼭두랑이라는 데 있는 동전 던지는 곳이더라구요. 근

데 전 원래 그런 거에 잘 안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던지는 척

만 하고 찍은 걸 퀘스트로 만든거죠. 저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

요.” (T01)  

“원래는 ‘풍금이 있던 자리’ 이 퀘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찍으려고 

박물관에를 갔단 말이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 앉아서 칠 수도 있더라구

재발명
→

갓 튀긴 츄러스!!!!! 에어비앤비 로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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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반에서 오르간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얼른 앉아

서 오르간 연주를 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T03)  

해당 사례들에서 퀘스트의 목적은 단순히 사물을 찾는 것이었지만, 참

가자가 대상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고유한 경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앞서 언

급했듯이 많은 참가자들이 각색을 경험했다는 점은, 전유에 대해 Travel Q

가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들로 미루어보았

을 때 경험의 전유는 매우 중대하게 관광지에 대한 매력을 자각하게 할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고무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유의 마지막 단계인 재발명은 의미적 연관성과 사용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도 함께 바꾸는 것이다. Travel Q 사용에서도 매우 적

은 수가 관찰되었다. 특정 퀘스트로부터 유사한 대상을 완전히 대상의 의미

와 구조를 바꾼 새로운 퀘스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절에서 언급된 

추로스를 이용해 “에어비앤비 로고 만들기”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있던 퀘스트로부터 새로운 타입의 퀘스트를 재발명하고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경험을 높은 수준으로 전유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참

가자들이 재발명 퀘스트에 대해 감탄했으며, 스스로 이러한 퀘스트를 만들

고 싶어하는 니즈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수준에서 전유가 나타남으로써, Travel Q를 사용하는 

여행자들은 새로운 차원에서 관광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여행자들은 사전

에 접했던 목적지 이미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하는데 퀘스트의 

재해석이 이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여행자 조사에서도 확인되

었듯이 여행자들은 사진 너머의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

는데, 각색과 재발명을 통해 관광지 경험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

서 시스템이 이러한 전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몇몇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를 말하기도 했다. 여러 참가

자들이 연관 퀘스트 형식에 대해 말했는데, 오리지널 퀘스트를 발전시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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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경우, 연관 퀘스트로 그룹을 만들어주거나 브렌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나아가, 한 참가자는 배틀 퀘스트 형식을 통해 더 창의적인 퀘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떤 사람이 바위에서 올라간 사진을 찍었따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그

거를 수행하는거에서 발전을 해서 좀 더 더 얇은 바위 위에서 찍어서 약간 

발전시켜 나가는 거요. 예를 들어서 나비와 사진을 찍었으면 이 사람은 나비

를 여기(머리 위)에 놓고 찍는다든지요. 저는 다른 사람이 올린 미션을 비슷

하게 수행을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발전시켜나가는 뭔가 배틀 형식의 미션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T08)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경험 전유에 대한 기능을 추가함으

로써, Travel Q는 여행 경험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3. 동행 타입에 따른 경험 차이: 나홀로 vs. 그룹 

자유 여행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은 여행 중에 타인과 관계를 향상시키

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Travel Q 사용 참가자들 중에는 홀로 여행

하는 여행자 친구 혹은 가족과 동행하는 여행자 두 타입이 있었다. 이 두 그

룹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홀로 여행하는 여행자는 적극적으로 장소를 탐색하였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했다. 그들은 어렵거나 재밌는 퀘스트를 

만들고 찾기 위해 시간을 쓰거나 길을 잃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

다. 

“길 잃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다면 좀 문

제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혼자니까요.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다

면 좀 끔찍했겠죠. 뭐 어쨌든 어려운 퀘스트를 만드는 건 재밌으니까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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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이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지 않겠어요?” (T06) 

또한 나홀로 여행자는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동료 여행자나 현

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다수의 퀘스트가 타인

이 자신을 찍어줘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도

움 요청을 관계 형성의 기회로 삼았다.  

반면, 가족이나 친구처럼 그룹 여행자인 경우에는, 한 명이 퀘스트를 

만들면 다른 멤버가 바로 수행하는 등 나홀로 여행자와는 다른 사용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다양한 퀘스트 수행이나 개인적인 도전보다는, 그룹 내의 

재미를 우선시했다. 특히 가족의 경우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빠가 한 거를 보고 딸아이가 같이 따라서 하고, 아니면 딸아이가 한 

걸 보고 아빠가 같이 하고,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리적으로 그만큼 가가지고 따라하거나 하기는 힘들

었고, 아마 다른 사람이 한거를 따라한거는 두 세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

의 저희 가족들끼리 만들고 수행한 거였어요” (T15) 

즉, 그룹 내의 친밀감이 퀘스트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적

극적이고 즐기는 마음으로 퀘스트를 수집, 생성, 평가할 수 있던 것이다. 친

구 그룹의 경우도 유사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더 재미있고 흥미 위주의 사

진을 찍기를 원했다.  

“애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다 똑같은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양한 걸 이용해서 서로 재밌게 찍으려고 경쟁하고 그래서 웃긴 것들을 많이 

찍었죠. 어디서 걔(T08)가 빗자루 같은 걸 구해왔더라구요. 그거를 타고 점

프하는 거를 찍는데 성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

요. 아직도 그 빗자루는 어디서났는지 모르겠어요” (T10) 

이는 여행자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니즈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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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니즈를 충실하게 지

원하는 것은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드

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들

이 현지인이나 다른 여행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여행 가이드의 본래 역할 중 하나도 바로 현지의 모든 대상

과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Cohen, 1985). Travel Q가 기존의 여

행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가족이나 친구,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를 지닌 

여행자들을 위해 그룹 내 커뮤니케이션이나 폐쇄형 퀘스트 등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Procyk & Neustaedter, 2014). 친밀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그룹 여행자들의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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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 절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개별 자유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행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진 기반의 새로운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

는 목표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여행자 조사, 설계 원칙 및 구현, 프로토타입 평가, 논의 확장 등

의 과정을 거쳤으며, 각 과정에서 얻어낸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개별 자유여행자의 특성, 여행자 경험의 구성

과 여행 만족 모델, 여행 가이드의 역할, 여행자의 사진 촬영 및 공유 행태

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

별 자유여행자들은 유동적인 일정을 선호하며, 모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경

향이 있다. 이 같은 개별 자유여행자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여행 경험의 향

상을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여행자 경험의 개념적 구성과,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여행자 경험 매개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매개적 역할을 이해한 후 현행 서비스 및 시스템 등의 솔루션이 획일화된 

관점을 강조한다는 한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가이드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여행에서 사진의 역할을 검

토하였으며, 장소 기반 서비스(LBS)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시스템 제안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로부터 얻은 이해를 토대로 개별 자유여

행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행자 조사를 통해 기존의 산업 관점에서

의 시스템 설계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었다. 여행자 조

사를 통해서 개별 자유여행에서 사진이 생산되고 공유되는 맥락을 조사하

여 여행 사진과 활동, 여행지에 대한 관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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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 관점에서 사진이 여행 가이드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고자 

했다. 여행자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사진과 간단한 텍스트

가 결합된 형태의 정보를 선호하였으며, ‘인증샷’을 찍고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인증샷을 찍고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

는 다채롭고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자유여행자

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 여행 사진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 

셋째, 선행연구 검토 및 여행자 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진 기반 여행 가이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한 후, 프로토

타입 애플리케이션인 Travel Q를 구현하였다. 선행연구와 여행자 조사를 

통해 여행자들이 모험적인 속성이 있으며, 이 특성이 인증샷과 연결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대표적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인 퀘스트(quest) 형

태를 차용하여, 인증샷을 퀘스트로 변환하는 전략을 고안했다. 퀘스트는 여

행자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인증샷과 간단한 맥락정보를 설명하는 텍스트

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여행 시에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긍정적 감정을 형성

할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의 대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관광지 경

험이 향상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퀘스트가 타인에게 생생

한 가이드가 될 수 있으므로, 소셜 플랫폼 형태를 채택하여 손쉽게 콘텐츠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퀘스트를 연결하여 이야

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퀘스트팩을 설계하여 사진을 통해 여행자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같은 설계 원칙들을 토대로 

안드로이드 앱 형태의 프로토타입인 Travel Q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넷째, 프로토타입 Travel Q가 실제로 관점의 확장 차원에서 여행자 경

험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다. 여러 채널에서 

모집된 15명의 참가자들은 Travel Q를 사용하면서 새로움과 재미를 느꼈

다고 답했다. 평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참가

자마다 동행, 목적 등의 맥락에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여행의 특성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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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휴식, 재미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실험실 환경에서는 절대 포

착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평가 결과, 총 생성

된 퀘스트는 218개였고, 수집된 퀘스트는 137개로 확인되었다. 참가자들

은 퀘스트를 생성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사소한 경험을 퀘스트로 

변환하며 관광지에서의 경험을 기존보다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독특한 퀘스트를 만들고 어려운 퀘스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도전적 성향은 모험적인 공간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움을 제공함으

로써 여행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마련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퀘스트를 

그대로 수집하기보다 변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타인의 

경험을 전유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여행지에서의 경

험이 더 특별하고 다채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퀘스트 평가에 대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타인과의 교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개별 자유

여행자들의 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후 시스템을 개선할 때 고려되어

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다섯째, Travel Q 시스템 사용과 여행 경험 향상에 대한 논의는 장소

의 재발견과 모험적 탐색 제공, 경험에 대한 전유, 개별 자유여행자 간 차이

라는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첫째, Travel Q는 퀘스트라는 형식을 통

해, 이미 방문했던 장소에서 익숙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낯선 곳에서 퀘스트를 통해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탐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둘째, 퀘스트 생성과 수집의 컨셉은 그 

자체로 경험에 대한 전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경험을 전유했다. 이는 여행지에서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의 경험을 형성함으로써 여행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할 수 있었으

며, 이는 여행 경험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자유여행자 

사이에서도 동행 여부에 따라 다른 니즈가 나타나며, 이런 특성이 여행 경

험 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혼자 여행하는 경

우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컨셉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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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행자가 있을 경우 그룹 내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이 같은 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 기반의 퀘스트 여행 가이드인 Travel Q 시스템이 

여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

이 참가자들은 새로운 컨셉의 가이드 시스템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

을 보였다. 퀘스트를 생성, 수행, 평가, 큐레이팅하면서 타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여행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변화가능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를 통해 Travel Q가 여행자 경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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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행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진 기반의 퀘스트 여

행 가이드인 Travel Q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했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자유여행이 가지는 모험적, 독립적 특성이라는 다소 

특별한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질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는 시스템 제안

과 평가라는 목표와는 상충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여러 한계점이 지

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양적인 측정이 부족해 실증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시스템의 

성능이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양적 평가

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시스템 특성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특

성이나 동행 여부, 목적지 특성, 개인 성향, 여행 스타일 등의 다양한 변수

가 미치는 영향이 양적으로 명료하게 검증되지 못하고 정황적으로 뒷받침

되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평가의 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종단 연

구(longitudinal study)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 여행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가기간은 최소 반나

절부터 최대 3일까지였다. 하지만 개별 자유여행은 본래 체류기간이 길다

는 특성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통계(한국관광공사, 2014)를 보더라도 점점 

여행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특성은 사용자의 동

기와 이탈요인, 불만족, 만족 등을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의 양상이 다르므로, 두 환경에서의 평가도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공간적·시간적 차이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이 되므로, 추후 반드시 개선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해당 시스템은 소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리워드 등과 

같은 동기부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명료한 전략이 모색되지 않았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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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지와 욕구에 기대고 있는 많은 소셜 플랫폼은 동기부여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여행이라는 특수한 맥

락 속에서 동기가 활성화된다는 점과 시스템 내 다양한 사용자 역할을 디자

인하는 것을 그 답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는 시스

템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를 탐색할 필요

가 있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갖

는다. 본 연구는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론적 토대

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구현하였다. 여행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인 이해의 토대 위에서, 공학적 접근을 통해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융합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술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놓고, 실제 

여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는 산업적 접

근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이윤 및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고려되는 여행 관

련 연구와는 달리, 사용자인 여행자를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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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vel Photo Guide for Creating, 
Collecting and Curating Quests 

Yoojung Kim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now common for travelers to record their activities in fine detail without 
ever missing a moment with smartphones. However, how we can enhance the 
travel experience by utilizing such recorded activities remains to be 
determined. Thus, this study aim to (1) investigate how travelers record 
activities in photos through a user study and (2) design a system to enhance 
travel experiences by providing various perspectives on tourist sites based on 
travel photos. Based on the user study, we devise a gamification strategy to 
motivate travelers to change their photos into quests. We implement a research 
prototype, Travel Q, a community platform that allows users to share their 
activities through photos. The results of a field study with the prototype 
suggest that participants have perspectives on tourist sites. There are several 
significant findings and discussion points, such as the value of the 
questification strategy, the appropriation of others’ experiences, and the 
validation of others’ experiences. 

Keywords: Travel experience; moible application; travel photo; quest; 
activit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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