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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추록> 

 

Naver 블로그에 반영된 헝가리 이미지 분석 

키스 타라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최근 수십 년간에 헝가리 관광 산업은 국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며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헝가리의 가장 잠재적인 관광 시장은 바로 한국이다. 

헝가리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극적으로 성장하며, 관광객들에게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온천문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콤한 헝가리 음식, 와인, 멋진 야경과 

규모가 위대한 건물, 역사유적, 자연경치 등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내놓기 

때문이다. 헝가리 관광 시장은 한국인들에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헝가리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으로 하여금 

헝가리에 대해 관심을 끌어 모아야 하고, 관광의 발달 또는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헝가리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관광은 확실히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한국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최근 1년 동안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 후기와 관련 내용을 통해 

헝가리 이미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헝가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블로그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인들은 야경, 건축, 음식, 물가, 관광지, 헝가리 사람들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개인 안정성, 접근성, 

서비스 품질 등 헝가리 관광 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도 찾을 수 

있다.  논문은 헝가리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의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연구는 헝가리의 관광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 

분야에서 추후 연구를 위한 견고한 정보 기반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인 관광객,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 여행 블로그 

학번: 2015-2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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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헝가리는 유럽 중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이고 1987 년에 수도인 

부다페스트 도시의 전체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수도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인류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헝가리는 다른 동유럽 국가처럼 과거 소련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였다. 1989 년에 한국정부는 소위 동구권 국가들 중에는 최초로 헝가리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후 헝가리와 한국 사이에는 외교, 정치,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21 세기에 들어 각 분야, 특히 

관광영역에서 한국과 헝가리 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헝가리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헝가리 관광 

시장은 한국인들에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로 한국인들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으로 하여금 헝가리에 대한 관심을 끌어 

모아야 하고, 헝가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지를 이해해야 한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외국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헝가리 관광지, 먹거리, 볼거리를 소개해준 한국 인기 TV 프로그램과 헝가리에서 

촬영했던 한국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었다.  <아이리스>, <아이리스 2> <닥터 이방인> 

<맨투맨> 등 헝가리의 풍광을 드라마의 주요 배경으로 활용한 사례들이다. 미디어를 

통해 외국의 이미지가 재생산 배포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여행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리뷰어들 또한 등장하여 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헝가리가 한국 드라마 영화의 촬영지로 각광받고있다.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세트장과 촬영지를 찾는 법이다. 한국 관광객들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은 헝가리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 연예인들이 헝가리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헝가리가 잘 

알려지게 되어 헝가리 이미지 상승, 헝가리에 대한 친밀감 상승 등으로 사회문화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헝가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지를 살펴보고 한국 관광객으로 

하여금 헝가리 여행을 제한하는 잠재적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헝가리에 

더 많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헝가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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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다른 목적은 한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헝가리를 방문하지 않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시장에서 헝가리 관광의 현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미래 관광지 이미지 연구, 브랜딩 

전략이나 헝가리 관광 전략에 도움이 되는 근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대중들의 헝가리에 대한 이미지, 구체적으로는 일반 한국 대중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헝가리, 헝가리인, 헝가리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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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및 문헌연구 검토 

1. 1.관광지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라는 용어는 여러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넓게 쓰인다.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은기수(2003)는 

이미지를 인간이 어떤 사물에 대해 갖는 “머리 속에 그림이나 상”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쌓였던 경험으로 통하여 그리는 상은 제품이나 기업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가를 대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형성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1  

국내외에서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정확도 검증에 관한 연구는 1970년 초에 

나타나며 연구자들은 1990 년대에 관광지 이미지의 구성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외국 연구 사례의 경우에는 Echtner & 

Ritchie(1991)는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 기능적 및 심리적 속성의 지각 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주장하였다. Moffitt (1994)은 관광지 

이미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지에 관한 관계적 통로와 매스미디어에 의한 

텍스트적 관계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이나 개인적 경험 등 세 가지 길에 의해 이미지가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관광지 이미지는 성공한 관광지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간주된다. 관광지 이미지가 마케팅의 공급-소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Govers 및 Kumar (2007)는 관광지 이미지는 공급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지의 마케팅 포지셔닝과 홍보 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논증하였다. 반면, Echtner 

및 Ritchie 는 관광지 이미지가 소유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관광목적지 선택과정 및 

관광객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좌우한다. 관광지 방문 전 및 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은 여행경험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Woodside 및 Lysonskin (1989)는 관광객들은 

                                       
1 조충제,은기수,박건,장원봉,유성용,정혜원 –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이미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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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관광지를 고려하고 

선택한다고 언급하였다. 

오늘의 관광객의 특징을 묘사하자면 여행자들은 여가 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운송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다룬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훨씬 더 다양한 관광목적지를 염두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광 시장 현황으로 효과적인 관광목적지 포지셔닝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여행자의 마음 속의 목적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유리하게 차별화 하거나 긍정적으로 

위치시켜야 한다. 이 포지셔닝 과정의 핵심은 관광지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창고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관광지 이미지가 실제로 관광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많다. (Hunt, 1975, Crompton 1979, Gartner, 1987). 즉, 강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관광목적지는 관광목적지 결정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되고 선택될 가능성이 더 

크다. Chon 은 여행자들의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기대치와 목적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현실의 비교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Reynolds 은 이미지의 형성을 분석하며 이미지 구성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일반 언론, 책, 영화, 여행 팜플렛, 가족, 친구, 여행사 등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덕분에 얻었던 정보 중에서 받았던 인상에 기반을 두고 정신적 이미지의 발전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목적지를 방문한 후에 관광지 이미지는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처음에 얻었던 정보에서 온 인상과 달리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보냈던 기간에 따라 관광지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박 3일 

동안 쌓였던 경험에 따른 국가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 지낸 후 그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먼저 사람의 특정 장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뜻을 정의해야 된다. Jenkins 및 McArthur(1996) 는 개인의 특정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의 추억과 상상력의 고유한 조합이라고 주장하였다. 각각 

개인이 인식한 이미지는 초기 정보나 관광지 방문에서의 기반으로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미지 형성 과정의 영향력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Hunt 및 

Scot (1978)은 사람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고 관광지에 대해 

가족, 친구와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관광지 이미지 

형성은 어느정도 관광지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가 

거주지에 가까우면 소비자들에게 더 강하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관광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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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연구가 많이 있지만 과정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 

과정을 이해하도록 이론적 프레임 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건(Gunn)의 여행 경험의 일곱 

단계 모델(1988)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로 이것은 다양한 정보원의 영향 뿐만 

아니라 관광지 이미지 형성 과정에 있는 역할을 지적한다.  

국내에서 관광지 이미지 연구는 1990 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 되고 있다. 박성태 

및 김기홍 (2013)은 소셜미디어의 활용수준을 활용량과 활용범위로 구분해서 정치, 경제 

국민의 차원에서 국가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의 활용량은 국민,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의 이미지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범위는 경제, 국민, 정치 이미지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 중에 이미지 척도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장주 ․ 박석희, 1999; 이익수, 2011 박석희 ․ 고동우, 2002.) 이총기 (2002) 

및 주현식 (2008)은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및 형성과정에 집중하며 

연구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관광지 이미지 개념의 정의, 형성과정, 측정방식에 대한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며 연구주제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다. 또한 관광지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뉴스나 신문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출현한 뒤로 언론환경은 달라졌다. 최근에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관광 산업 내 관광객과 관광지에 사이에서 사용되는 가장 영향이 강한 도구로 

인터넷이 관심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에 속하는 블로그를 활용하며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관광지의 정서적, 인지적 이미지로써 헝가리 관광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대변하는 정서적 이미지와 지식이나 신념, 태도 등을 뜻하는 

인지적 이미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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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소셜미디어와 관광지 이미지 

 

디지털화가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현대 세계의 제반 활동을 구축하는 데 

소셜미디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 그 뿐만 아니라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하고 접근이 어렵지 않고 매우 쉬운 성질이라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큰 인기를 얻었다. 

대중 매체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활용수준도 관광지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언론, 마이크로 블로그 등 

수많은 정보원이 나타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면서 

홍보효과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한 국가의 이미지에 주는 영향은 

아주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요즈음 인터넷,  모바일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소셜미디어를 자기 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소셜미디어는 관광지의 이미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지만 전통 대중 매체보다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국가이미지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2004 년에는 

60%의 성인 인터넷 이용자들이 최근 6개월 사이 인터넷으로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다(Govers & Go, 2005, p.79). 블로그, 관광 홈페이지는 사진, 

비디오,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관광지에 이미지를 인식하고 쓰이게 

한다(Cho, Wang, & Fesenmaier, 2002; Govers, Go, & Kumar, 2007). 인터넷은 또한 관광지 

마케터에게도 매우 유용한데, 마케터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여행 정보를 온라인상에 아주 다양하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Buhalis & Law, 

2008; Park & Gretzel, 2007: Wang & Fesenmaier, 2006).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는 관광 프로모터들이 관광지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 이벤트에 

초점을 두고, 개별 관광객들의 수요를 배려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한 정보는 자주 

업데이트 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최신의 여행 정보와 관광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광 분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블로그 유형은 여행 블로그이다. 여행 

블로그는 온라인 일기 역할로써 여행자들은 여행하는 동안 혹은 여행 끝난 후 목적지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을 포함된 정보 및 추천서를 올린다. (Schmallegger & Carson, 2007, 

Sharda & Ponnad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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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더 정확히 말하면 여행 블로그를 중심으로 헝가리 

이미지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에서 가장 큰 포탈사이트 네이버에 

올린 헝가리관련 글의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블로그에 계시된 글이 헝가리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가 담겨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블로그의 특징은 이용자들에게 쌍방향 정보를 강하게 전달하고 쉬운 의사소통 

방법을 공급한다.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행 정보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블로그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의견의 높은 신뢰성 덕분에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 올린 블로그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여행정보 

소재보다 더 믿을 만한 구전 의사소통이라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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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대상지  

1.1. 일반 현황 

본 연구는 유럽 중동부에 위치한 내륙국가인 헝가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서쪽과 

북서쪽은 오스트리아, 북쪽은 슬로바키아, 북동쪽은 우크라이나, 동쪽과 남동쪽은 

루마니아, 남쪽은 세르비아, 남서쪽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림-1). 

 

<그림 -1 > 헝가리의 위치 

 

헝가리 총 면적은 93,030km2이며 인구는 979만명의 국가로 한국의 약 20%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GDP 1 만 2664 달러로 국가 총 GDP 기준 한국의 10%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이다.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1873 년에 도시에서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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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지역들, 두나우 강 서쪽에 위치하는 부다(Buda)와 오부다(Obuda), 동쪽에서 

위치하는 페스트(Pest)를 합쳐져 탄생했다. 현재 부다페스트의 관광 지역은 부다와 

페스트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도시관광 테마 관점에서는 문화유산도시, 예술도시, 레저 도시 특징이 

아주 강하다.2 기후는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에 속하여 온화하고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도 있다. 1989년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에 많이 의존한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헝가리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인 농업, 2차 

산업인 제조업이고 3 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전통적인 

산업으로는 주류 제조업이 강하다. 특히 와인이 유명하다. 제 2차 대전 후, 차량생산, 

화학공업, 약품공업이 우선되었다.3   

 

< 표 - 1> 헝가리 경제 현황 

 

 

 

                                       

2 임근욱,이혁진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문화와 도시관광에 관한 연구, 2013 

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hu.html 

3.50%

31.80%

64.70%

GDP 구성

농업 산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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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헝가리 관광 산업 현황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산업 중 관광산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2015년에 관광 산업의 GDP에 직접적 기여도는 1 조 356억 HUF(GDP 의 4%)였고 

2016 년에는 3,1%를 증가하였다. 이것은 호텔, 여행사, 항공사 및 커뮤터 서비스를 

제외하고 기타 승객 운송 서비스 등 산업에 의해 생성된 경제 활동을 반영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지원하는 식당 및 레저 산업의 활동도 포함된다. 관광 산업은 

2026 년까지 GDP에 직접 기여도는 4,1%를 증가할 예정이다 (표-2). 

<표 - 2> 관광 산업의 GDP 에 직접적 기여도 

여행 및 관광 산업은 2015 년에 246,000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했으며 (전체 

고용의 5,8%) 2016 년에 1,8%를 증가하며 약 250,500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앞으로 

일자리의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다. 여기에는 호텔, 여행사, 항공사 및 

커뮤터 서비스를 제외하고 기타 승객 운송 서비스 고용이 다 포함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지원하는 식당 및 레저 산업의 활동도 포함된다. 2026 년까지 여행 및 

관광 사업은 329,000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것이고 향후 10 년 동안 2,7%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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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관광 산업의 고용에 직접적 기여도 

※ 출처: 헝가리 관광공사 통계자료 

외국인 관광객이 한 나라에 지출한 돈 (또는 방문객 수출)은 관광 사업에 직접적인 

기여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방문객 수출은 2015년에 1조 8,991억 HUF (총 수출의 

6,0%)를 창출했고 2016년에 3,6%를 증가하며 국제 관광객 수는 12,350,000 명에 달한다. 

2026 년까지 국제 관광객 수는 18,166,000 명으로 예상되어 관광객들의 수출은 4,6%를 

증가할 예상이다.   

< 표- 4> 방문객 수출 및 국제관광객 도착 

※ 출처: 헝가리 관광공사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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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문객 수를 보면 유럽 시장이 49%로 우선되며 아시아가 26%로 2위, 미 

대륙이 16%로 3위, 아프리카가 5%로 4위, 중동이 4%로 5위로 나타났다.4 (표-5) 

<표-5 > 헝가리에 온 국제 방문객의 수 

※ 출처: 헝가리 관광공사 통계자료 

 

다음 표를 봤을 때 아시아 시장은 관광객 수에 비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2015 년 대비 2016 년에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의 수는 2,1%가 증가하는 반면에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의 수는 8,6%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헝가리 관광 산업의 

관점에서 아시아 시장은 잠재적인 시장이 된 것이다(표-6). 

 

                                       
4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 자료: Turizmus Magyarországon 2016, Riport a rekordévrő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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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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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문객 수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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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6> 헝가리에 온 국제 관광객들의 수 

※ 출처: 헝가리 관광공사 통계자료 

오늘날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관광객들보다 더 많이 오고 지난 6년 동안 성장 속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3배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표-7).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 

헝가리의 가장 잠재적인 관광 시장은 바로 한국이다. 2011-2016 년 사이에 헝가리 여행 

숙박 시설 사용은 한국 시장의 관점에서 극적적으로 성장했다.  

 

<표 7 >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의 일일 숙박 수 

※ 출처: 헝가리 관광공사 통계자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 116100 127900 138500 160700 222540 302107

일본 134700 153000 162800 146400 139098 118930

한국 60700 71000 102000 129000 141873 175328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중국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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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헝가리를 찾는 관광객 출신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수는 지난 5 년 동안 인구 수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5 (표-8) 

 

<표 -8>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의 수 (명) 

※ 출처: 헝가리 관광공사 통계자료 

 

 

 

 

 

 

 

 

                                       
5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 자료: http://szakmai.itthon.hu/statisztika#2016, Riport a rekordévről 2016 

(pdf formátumban letölthető kiadvány – végleges adatok), 201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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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2970 166012 114758

2015 64705 125857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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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9727 58386 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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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2.1네이버 블로그  

2017 년 상반기 점유율과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 1 위는 ‘네이버’가 차지했다. 6  네이버의 영향으로 다른 

포털사이트들은 평균보다 낮은 점유율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66,2%를 기록하며 높은 

점유율을 보여줬다. 그 다음이 ‘DAUM’ 으로 17%로 2 위, 티스토리가 7,5%로 3 위, 

이글루스 2%로 4위 기타 7,4%로 5 위 등을 나타났다 (표-9). 

 

<표-9 > 2017 년 상반기 블로그 점유율 (※ 출처: highcharts.com)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관광산업 내 여행자와 관광지에 사이에서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인터넷이 지목된다. 블로그 카테고리 점유율과 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블로그 1 위는 “여행, 숙박”이 차지했다.7 그 다음에 패션,의류가 

                                       
6 자료: 아마존 인공지능 알렉사 글로벌 톱 500 웹사이트, 2016.11.11, 

http://news.tongplus.com/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2076.html 
7 자료: 아마존 인공지능 알렉사 글로벌 톱 500 웹사이트, 2016.11.11, 

http://news.tongplus.com/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2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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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로 2위, IT인터넷이 7.9%를 차지해 3위로, 레시피, 식품, 맛집이 6.5%로 4위, 

교육, 학원, 학교가 6,2%로 5위 등을 나타났다.  

 

<표-10 > 2017년 상반기 블로그 카테고리 점유율 (※ 출처: highcharts.com) 

본 연구는 네이버 여행 블로그에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 빈도와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블로그 내에서의 글들은 게시된 날짜별로 역순으로 배열된다. 

2016 년 7월 1일에서 2017년 7월 31일 사이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모든 블로그를 

다운로드 하였다. 네이버를 통해 헝가리 여행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되는 블로그는 약 

21,000 건에 달한다. 이 블로그들 중 구체적으로 300건을 분석하였다. 여행일정추천, 

시티투어 가이드 광고, 관광지 소개, 사진 블로그 헝가리 여행 경험과 관련이 없는 

블로그 항목은 삭제되었다. 제목 및 간행 날짜가 있는 유효한 블로그들을 선정하였다. 

블로그 번호 1,2,3,4…… 

헝가리 여행과 관련 여부 관련 없으면 중지 

블로그 게재 월별 2016 년 7월,8월,9 월…..2017 년월 

블로그의 제목 유럽여행 :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 감상 

유럽여행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매력에 

퐁당  

<표- 11> 네이버 블로그 데이터베이스 

16.40%

8.30%

7.90%

6.50%

6.20%
6.10%5.80%

4.50%

3.80%

34.60%

카테고리 점유율

여행, 숙박 패션,의류 IT,인터넷 레시피,맛집,식품

교육,학원,학교 일상,생활 육아,출산 스포츠,레저,취미

의학, 병원 기타

http://blog.naver.com/cguynam?Redirect=Log&logNo=221013318176
http://blog.naver.com/mylucky1029?Redirect=Log&logNo=221017262048
http://blog.naver.com/mylucky1029?Redirect=Log&logNo=2210172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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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 자료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자료는 헝가리 관광 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 년-2016 년까지 

헝가리 관광 현황의 변화, 헝가리 관광 산업, 기록의 해 보고서, 헝가리에 온 

방문객들의 특징 및 현황, 관광 산업은 헝가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자료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규모 및 특징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표-12>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 자료 

구분 자료 비고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 자료 

 

헝가리 관광 현황의 변화 

헝가리 관광 산업 

기록의 해 보고서 

헝가리에 온 방문객들의 

특징 및 현황 

2011년 

2011 년~2016 년 

2016년 

2015년 

세계 여행 관광 위원회 관광 산업은 헝가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4 년~201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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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한국 블로그 사용자들의 

헝가리 방문 후에 나타나는 관광지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감정적인 요소에 미치는 

인지적 요소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기능적, 규범적 및 미적인 차원의 

요소들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블로그 내용에서 기능적, 미적 및 

규범적인 요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 세 가지 요인이 감정을 (국가에 대한 

인식을, 이미지)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또한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 

경우에는 어떤 차원이 여행자들의 헝가리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그림-2 >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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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B 구축 

수집된 블로그들의 텍스트는 단어 빈도 및 내용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내용 

분석은 의사전달이 뜻하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의 

의사전달을 통해 외부로 표시된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방법이 내용분석이다 (Berelson, 1952). 내용분석의 범위는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 

사회집단의 목적 및 형태의 파악 등 여러 가지 연구 목적을 위해 인문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측정방법이다. (Hsieh & Shannon, 2005) 오늘날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신문, 블로그, 논문, 기사 등 대한 내용분석의 방법이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 내용을 분석하여 정치 환경, 경제 발전, 복지, 외교 등 여러 가지 

발전가치가 언론에서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내용분석의 좋은 예이다. 

Stepchenkova (2009)에 따르면 내용 분석은 미디어 소스 및 인터넷의 텍스트 및 그림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관광 관련 연구 및 대상 이미지 연구에 종종 사용된다. 

블로그 제목 필자 간행날짜 주제영역 긍정/부정 

헝가리 부다페스트 - 

개요, 역사,공항-시내 

교통 

brandykinesia 
2017.02.1

5. 
교통 긍정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야경 
Wowcoo 

2016.10.1

3 

건물, 

건축물/ 

야경 

긍정 

유럽 여행: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 감상 
Cguynam 

2017.05.2

4 
야경 긍정 

동유럽여행/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체니 

다리, 어부의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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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저자는 블로그의 내용을 수동으로 코딩하여 주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블로그에 게재된 헝가리 여행과 관련된 내용을 어떤 토픽을 중심으로 

(블로그 주제) 얼마나 자주 (빈도) 어떤 방식으로 (블로그 방향 /궁정, 부정/) 

다루었는지 파악해보자고 한다.  

이미지의 기능적, 규범적 및 미적인 차원의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Echtner 및 

Ritchie (1993)는 개발한 이미지 속성이 분류 프레임에 적용되었다. Etchner 및 

Richie 는 관광지 이미지가 전체적 및 속성 기반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원래 연구는 이미지의 속성을 기능적인 구성 요소와 심리적 구성 

요소로 나눠서 속성을 34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34 가지 이미지 속성은 다음과 같다: 

풍경, 물가, 기후, 관광지, 유흥과 오락, 스포츠 시설, 국립공원 및 야외활동, 교통, 

건축물, 유적지 및 박물관, 해변가, 쇼핑 시설, 숙박 시설, 도시, 축제 및 행사, 

여행정보 안내 서비스, 혼잡도, 청결, 개인 안전성, 경제 발전, 접근성, 도시화도, 

상업화도, 정치적 환경, 환대, 문화 및 습관, 음식, 여유로운 분위기, 이국적인 분위기, 

모험 기회, 지식 향상 기회, 가정적인 분위기, 서비스 품질, 명성이다. 풍경, 관광 

명소, 서비스 시설, 숙박 시설, 기후, 물가 수준 등 이미지의 기능적인 속성은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느낌, 분위기, 친목 등 

심리적인 속성은 추상적이고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기능적인 속성에 

속하는 요소들을 기능적, 규범적 및 미적인 차원에 따라 분류하였다. 규범적인 요인은 

헝가리 민족, 전통, 사회와 관련된 요소들이다. 기능적인 요인은 정치적 환경, 서비스 

품질, 범죄, 청결, 교통 등이다. 그리고 미적인 요인은 풍부한 역사, 문화 상품, 미식, 

풍경 등이다.  

본 연구에서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들에 나타난 23가지 요소만 사용되었다. 

(표 – 3 )또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은 모두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일부 블로그 작성자가 헝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 여유로운 분위기, 

이국적인 분위기, 가정적인 분위기를 따로 분석하지 않고 "분위기"이라는 새로운 범주에 

합쳐서 분석하였다. 블로그의 내용은 두 가지 차원으로 코딩 되었다. 이미지의 기능적, 

규범적 및 미적인 차원의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Echtner 및 Ritchie (1993)는 개발한 

이미지 속성이 분류 프레임이다. 또 하나는 속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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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블로그에서 나타난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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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광지 이미지 분류 및 분석 

3.3.1. Cognitive versus affective image 

관광지 이미지 형성은 인지적 및 정서적인 요소로 형성되며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이미지가 특정 관광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인지적 

요소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이지만 정서적인 요소는 그 관광지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한 결과로 전체 관광지 이미지가 형성된다. 

(Baloglu & McCleary, 1999, p. 870). 시간 경과에 따른 이미지 지각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정서적 이미지는 인지적 이미지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적인 상태로 인해 정서적인 이미지의 인식이 변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지적 이미지는 주로 사전 정보와 지식 습득을 기반으로 안정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McKercher & Lee 2009, p.717).  

인지적 이미지의 구체적인 결정요인들은 기능적인 차원(functional dimension), 

미적인 차원(aesthetic dimension) 및 규범적인 차원(normative dimension)이다. 

기능적인 차원은 국가의 경쟁력 (국내 경제 실적과 정치 조직) 국가의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교육제도와 노동 시장, 연구 및 기술의 경쟁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적인 차원은 국가의 대중 문화, 전통과 지역, 풍경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규범적인 차원은 국가의 무결성, 국가의 속성과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 규범적 및 미적인 차원의 요소들은 특징 국가에 대한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Buhmann, Ingenhoff, 2015). 국가에 대한 정서는 교감 차원을 뜻한다. 

교감 차원(sympathetic dimension/ emotional dimension)은 국가에 대한 취향과 매력, 

정서, 일반적인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D 모델은 통계적, 내용 등 각 분석 데이터에 기초하여 한 국가에 대한 

기능적, 규범적, 미적 믿음이 정서적 국가 이미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매력적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한 행동 효과는 정치적으로 한 국가를 

지원하거나, 한 국가에 투자하거나, 한 국가를 여행하려는 의향과 같은 다양한 결과 

변수에 대해 분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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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 관광지 이미지의 4-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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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제적 발전, 

안전성, 접근성, 정치적 분위기, 문화적 발전, 교육수준, 부유함, 국가의 크기, 

인구밀도, 교통, 민족성과 같은 요인들이 그 지역의 관광객이 가지는 정서적, 지역의 

이미지 구성에 끼치는 중요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관광지 이미지에 대해 논의할 때 특정 국가의 지리적 위치는 중요하다. 지리적 

위치는 장소의 접근 가능성을 의미하며 여행경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은 

소비자의 원거리 목적지에 가는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지역의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원거리 목적지가 아닌 가까운 남유럽의 해변을 선호하는 

반면에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호주 같은 원거리 목적지보다 가까운 동아시아에 저렴한 

패키지로 여행을 가는 편이다. Weaver & Oppermann (2000)은 관광객들은 국가의 위치의 

결과로 인한 지리적 거리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관광지들을 잠재적 관광지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목적지에 여행 갈 시간 요인과 여행 

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헝가리는 장거리 목적지로 

간주된다. Gold은 여행경비와 여행거리, 접근성은 관광지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다. 여행경비에 따라서 여행지 선택 시 이상적인 여행지를 비슷한 여행지로 

대신하는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비용과 서비스 품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행경비는 관광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설 1. 기능적인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 다수는 헝가리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관광객의 감정적인 정서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헝가리의 접근성에 관하여 보통 비행기의 소요 시간은 12-13시간이고 한번 꼭 

갈아타야 하는 코스만 있다. 2016 년에 아시아나 항공이 국적 항공사 처음으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직항편을 운영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여름 휴가 성수기 시즌에서 일주일 

에 한번만 운영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비싼 가격으로 제공했다. 한국에서 헝가리로 갈 

관광객들의 여행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알맞은 가격으로 자주 가는 직항 또한 

환승 비행기가 필수적이다. 여행경비와 관하여 다들 헝가리 하면 저렴한 동유럽 패키지 

관광지 이미지를 떠올린다. 물가는 유럽에서도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이다. 서유럽에 

비해 저렴한 경비로 여행하기가 가능하다. 음식과 교통편은 매우 저렴하고, 의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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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한국과 비슷하다. 음식은 빵 50 포린트 (200 원), 피자한 한 판 

1200 포린트(4800 원), 맥주 210 포린트 850 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 숙박비는 일박 1만-2만원 정도 나온다. 잠깐 여행하러 오면 

저렴한 동네이지만 오랫동안 생활하면 한국 물가와 비슷한 동네로 판단할 수 있다. 

당연히 이곳의 물가가 저렴할 것이라 속단하기 쉽지만, 한국과 비교할 때 생활비가 

확실하게 싸지는 않다. 헝가리 한 달 월급 약 12 만-18 만 포린트 (48 만-70 만원) 

기준으로 생활하기가 저렴하지 않다. 부다페스트 경우 월임 대료(45~120 만원)가 

강남(95~430만 원)보다 조금 저렴하다. 난방비는 추운 겨울에 한 달에 약 20-30만원 

정도 나온다. 통신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월정액의 인터넷회선을 쓰며 속도는 비교가 

안 되게 느리지만 한 달에 만원 정도면 인터넷 쓰기에 큰 문제가 없다. 헝가리의 물가가 

한국과 비교해 저렴하다 해서 명품들 또한 저렴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 명품의 경우 한국이 조금 더 싸거나 비슷하고 특히 한국 명품의 경우는 한국이 

훨씬 저렴하다. 교통비는 버스나 지하철 티켓 한 권은 약 350포린트 (1400 원)으로 한국 

교통비와 비슷하지만 학생은 3000 포린트 (13000 원) 정도, 일반은 9000 포린트 

(36000원) 정도로 한달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헝가리 생활수준에 비해 많이 비싼 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물가대비로는 

저렴한 헝가리 물가는 헝가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가설 2. 기능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비해 저렴한 의식주 및 기타 상품 그리고 서비스 

등의 가격은 헝가리 관광에 있어서 긍정적인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Kotler(1993)은 정치 또는 범죄는 다른 관광지 이미지 요소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과 비교하면 헝가리는 

노숙자 문제 및 소매치기 등 치안이 좋지 않다. 노숙자는 불법이라고 해서 2011년에 

헝가리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를 강제로 대피소에 옮기기 위하여 

법칙을 시행했는데 노숙자 문제가 헝가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법안을 무효로 만들었다. 부다페스트에는 약 3,000명의 

노숙자가 길거리에 살고 있고, 헝가리 국내 전체에서는 약 10, 000 명의 노숙자가 

있다. 헝가리에 2013년에 등록된 범죄 건수가 37만 8천이었다. 대부분의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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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헝가리에서 등록되었고 서쪽 헝가리에서 범죄율은 제일 적었다. 2012에 104,000 

명의 범죄자가 등록되었으며 감옥에 수감된 구금자 수는 2013 년에 660 명으로 전년 

대비 17.8 천 명 증가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 사건으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 터미널, 시장, 기차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많이 일어난다. 기차역이나 

고속터미널에서 짐을 가져 간다던지, 지하철, 버스 내 소매치기 사건이 주요 사례이다. 

한국과 달리 헝가리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노숙자들은 위기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여행 시 불안전한 인식 때문에 헝가리 범죄 및 치안은 관광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  

 

가설 3. 기능적인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의 다수는 헝가리 치안이 나쁘다고 느끼는 것은 

헝가리에 대한 한국 관광객의 감정적인 정서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지 이미지는 해당 국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되어 외국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쳐서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고 한 국가의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는 해당 관광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관광지 

이미지는 제품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관광지를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이다. Gronroos(1984)은 여행서비스 품질을 교통, 숙박 시설 등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안내원의 친절, 여행상품의 설명 등 기능적 서비스 품질로 

분열하였다. Hollway(1985)는 여행서비스는 여행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항공, 

레스토랑 서비스, 렌트카, 숙박, 여행보험, 환전 등 등과 같은 서비스라고 하였다. Chi 

& Qu(2008)은 여행품질이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였다. 

문보영(2004)은 관광지의 월등한 관광서비스는 방문 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방문 후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헝가리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비스의식은 한국과 비교해 많이 떨어진다. 느린 서비스, 팁문화, 카드가 안 

되는 결제, 유료 화장실 등 한국 관광객들의 헝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가설 4. 기능적인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의 다수는 헝가리의 서비스 품질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불만족하게 하는 것은 헝가리에 대한 한국 관광객의 감정적인 정서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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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의 대중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24시간 티켓 1인 1650 포린트(6700원), 

5명까지의 그룹은 3300포린트(13400 원), 72 시간 티켓 4150 포린트 (16 800 원)을 사는 

게 편하다. 밤에도 야간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한 짓을 하지 않으면 안전한 

편이다. 지하철 4 개의 호선, 각종 트램과 버스로 교통은 너무 편하다. 서울과 비교하여 

사람이 붐비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지 않아 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 여유가 되면 시내 

전체를 걸어다녀도 좋을 만큼 도시 자체가 작다. 이런 이상적인 교통은 한국 관광객의 

헝가리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가설 5. 기능적인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 다수는 편리하고 잘 되어 있는 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헝가리에 대한 한국 관광객의 감정적인 정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 요소 중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Belgish(2015)은 관장지에 현지 사람들, 현지 사람들의 환대와 같은 요소들은 여행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지 사람들은 관광객을 

크게 환대해주면 여행자의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다. 

헝가리는 유럽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게르만, 라틴, 슬라브 등 유럽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속에서는 마치 인종의 섬과 같은 느낌을 주는 국가이다. 

헝가리인의 외모는 게르만족과 슬라브족과 함께 살면서 일반적인 유럽인과 차이가 없다. 

현대 역사에서 공산화 과정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화를 형성했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 한때 공산주의였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딱딱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을 잘 환대하고 친절한 편이다.   

 

가설 6: 규범적인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의 다수는 헝가리 현지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끼는 것은 헝가리에 대한 한국 관광객의 감정적인 정서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식은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음식관련 주제가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김근혜 

(2013) 및 윤선희( 2008) 은 음식관광에 대해 이은수 (2011)은 축제음식에 대해 서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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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은 음식서비스품질에 대해, 김옥연 (2014)은 현지 음식점의 가치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UNWTO 에서 관광지의 이미지에 있어서 음식을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비중이 88%로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은 낯선 곳을 여행하면 처음 먹어본 음식에 대한 

기대, 여행지를 구경한 후 현지 음식에 잘 적응한 경험,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낸 

즐거움은 먹는 자체보다 더 큰 흥미로 나타난다. 그 지역만의 특화된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행복은 머리 속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헝가리는 와인 생산국가이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와인과 헝가리의 과일 증류주 팔린커는 외국 관광객 입맛에 맞다. 

달콤한 디저트 와인인 토커이, 에게르의 적포도주인 비커비르는 이미 유명하지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맛있는 와인들도 많다. 또한, 헝가리를 대표하는 술은 과일로 

만든 팔린커 pálinka 도 유명하다. 한국 음식과 비슷한 점이 많은 헝가리 음식의 특징은 

조미료를 많이 쓰고, 국물 요리를 즐긴다는 점이다.  헝가리의 많은 음식들은 

'파프리카(paprika)'로 맛을 내는데, 헝가리의 파프리카는 한국의 고추와 비슷한 

조미료로 식당마다 소금, 후추와 함께 놓여 있다. 오늘날 헝가리 음식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북쪽에 구야시(굴라시) 수프가 가장 유명하다. 매콤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달콤한 것을 헝가리인들은 매우 좋아하는 데 굴뚝 빵 Kürtöskalács 은 

크리스마스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다. 두 나라의 미식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헝가리 

음식은 한국 관광객의 헝가리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가설 7: 미적인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들의 다수는 헝가리 음식에 잘 적응한 경험이 있는 

것은 헝가리에 대한 한국 관광객의 감정적인 정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Chon (1992)은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의 실제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Chon 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그에 반해서 관광객들이 긍정적인 관광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안 여행 경험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한다. 제일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관광지 이미지와 높은 긍정적인 여행 경험이 있는 것에서 

나온다. 

가설 8: 한국 관광객의 다수는 헝가리 여행하면서 긍정적인 여행 경험을 얻는 것은 

감정적인 정서는 헝가리 국가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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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및 고찰 

1.1.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의 통계적 분석  

1.1.1. 주제영역별 분석 

<네이버>(2016 년 5 월 1 일 – 2017 년 7 월 31 일)에 게재된 헝가리 여행 관련 전체 

블로그는 총 300 개로, 이 중 모든 블로그에서 도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헝가리 명성 관련 블로그 글로 총 188건으로 파악되었다. 헝가리의 정치와 경제 

관련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분야가 헝가리의 이미지의 미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14> <네이버>에 나타난 헝가리관련 전체 블로그-주제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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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블로그 경향별 분석 

내용 분석은 헝가리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하는 총 1177개의 문장을 확인했으며 1059개의 

긍정적 문구와 118개의 부정적인 문구가 포함되었다. <네이버 블로그>의 논조는 

헝가리를 관광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명성, 음식, 분위기 및 

물가 블로그는 놀라움과 감탄을 담고 있다. 블로그 논조가 비판적인 평가를 갖고 있거나 

이 블로그로 하여금 헝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 

부정적인 블로그로 구분하였다. 개인 안전성, 접근성, 서비스 품질 관련 블로그들이 

여기 속한다.  

 

<표-15> 의도방향별 블로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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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각 이미지(사진) 분석 

블로그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자신의 소중한 여행 경험과 정보, 시진을 공유한다. 전체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 중 97%가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영역별로 고르게 사진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빈도수로 보면 야경, 풍경 

관련 사진, 관광지 및 유적지, 일반 집, 길거리 같은 건축물 사진, 음식 사진, 온천 

사진, 트램 같은 교통수단, 영수증 등의 순서였다. 

 

<표- 16> 사진 게재 비율 

부다페스트 야경, 풍경 사진을 제외하고 헝가리 지방의 자연, 풍경은 사진으로 소개된 

적이 거의 없다. 이것은 관광적 측면에서 수도권 여행 코스의 강화를 볼 수 있다. 야경 

사진 중에도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의 야경 모습은 서양적 화려함으로써 가장 이국적인 

서양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또한 관광지, 유적지 같은 건축물 사진은 건물 자체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 헝가리의 오래된 역사, 민족적 자부심을 전달해준다. 음식 사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의미가 있다. 그만큼 헝가리 음식 문화도 이제 각 영역별로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번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온천과 관련 사진들은 동양 온천 

문화와 다른 온천 문화를 소개해준다. 트램 사진도 한국에서 없는 교통수단으로서 

이국적인 서양의 이미지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영수증 사진들은 저렴한 헝가리 물가의 

증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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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게재 날짜 분석 

블로그 게재 월별 추이를 보면 2017년 5월에 2710 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일년동안 

점차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과 1 년 사이에 

1303 건에서 2710건으로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은 헝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 17> 월별 블로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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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의 텍스트 주제 분석 

앞에서 정량 분석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번에는 요인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류한 23 개의 영역 별로 

내용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번째, 모든 블로그 내용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눈 후에, 블로그에서 언급되는 중심내용과 핵심사건을 추출하여 각 영역별 관련 

블로그의 전체 내용을 조망하고자 한다. 

1.2.1. 헝가리 이미지의 기능적인 차원 (functional dimension) 

< 헝가리의 도시 이미지 > 

 
<표-18>헝가리의 도시별 방문객 수 

 

부다페스트는 처음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나타나고 한국 관광객들의 주요 

목적지가 헝가리 수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헝가리에서 여행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한국관광객들은 수도에 도착한 후에 하루이틀 머물고 다른 헝가리 도시를 방문하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블로그 작성자가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대해 글을 남겼다. 

나머지는 블로그에 여러 도시에 대해 글을 올렸다. 이 도시들은 헝가리를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다.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가장 인기가 있는 목적지들은 발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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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치 (Pécs)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가 관광지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끊임 없는 볼거리로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인 것을 

보여준다 . 헝가리 지역관광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빡빡한 여행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구경할 시간이 없는 이유로 수도권 여행 코스로 편중된 것을 볼 

수 있다. 부다페스트는 잘 알려져 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야경, 온천 문화 등 

한국 관광객들에게 유혹적이다. 그렇지만 헝가리(부다페스트)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목적지가 포함된 패키지 여행의 유일한 단기 체류 중 하나이다. 

헝가리 통계사의 자료에 따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은 아주 짧은 1,4박이었으며 관광객들의 80%는 부다페스트에서 머물렀다.8 

한국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수도 중심적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8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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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유적지, 관광지 이미지 > 

 

<표-19>헝가리의 관광지,유적지별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부다페스트는 1873 년에 헝가리의 수도로써 탄생했으며, 현재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쓰는 ‘동유럽의 파리’ 및 ‘두나우 강의 진주’ 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로도 유명하다. 부다페스트는 오랜 역사를 거쳐 부다 지역에는 오래된 왕궁 과 

어부의 요새 등이 있으며, 페스트 지역에는 국회의사당과 영웅광장이 있고 언드라시 

거리 에는 화려하고 조화로운 건물이 숲을 이룬다. 부다페스트는 잘 알려져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국제도시이며, 구체적으로 두나우 강 연안과 부다 

성, 언드라시 거리는 도시경관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되어있다. 한국 관광객들은 관광지, 유적지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관광지, 유적지에 설명, 해석 글들이다. 전체적으로 헝가리 관광지, 

유적지에 대한 “관리 잘 되어 있다”, “오랫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 유적지에 쓰는 비용이 헝가리 물가보다 좀 

비싸다’, “사람이 많다” 같은 의견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다. 또한 

블로그을 분석하면서 그 짧은 체류기간 안에 한국인들은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의 주요 관광지를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오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부다페스트에 있는 유명한 문화유산이나 관광지를 제외하고 

헝가리의 다른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지역들이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관광지 유적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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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문화유산, 유적지, 관광지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광지:  

➢ 긍정적 기술 

매력적이다, 화려하다, 시설이 좋다, 깨끗하다, 좋다, 아름답다,  

➢ 부정적 기술 

비싸다, 사람이 많다 

 

문화유산, 유적지: 

➢ 긍정적 기술 

오랫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 관리 잘 되어 있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웅장하다, 

풍부하다, 우수하다, 독특하다 

➢ 부정적 기술 

오래된 냄새가 난다, 외관이 좀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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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교통 이미지 > 

 
<표-20>헝가리의 교통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부다페스트는 영국에 이어 유럽대륙 최초로 건설된 지하철 노선을 자랑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에는 1896 년 공사를 완성된 지하철을 비롯한 4개의 지하철 노선, 29 개의 

노면 전차, 트롤리버스와 버스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블로그를 분석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은 부다페스트를 여행 할 때 지하철과 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체 여행자가 아닌 배낭여행자들은 

도시 안에 유럽식 트램을 타는 게 여행 체험의 한 일부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에서 

존재하지 않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트램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교통수단이다. 부다페스트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점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자동차의 수를 감소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대신 전기로 가는 트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권장, 어느덧 노란색 트램은 

부다페스트의 상징이 되었다. 헝가리 교통에 대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은 관광지마다 

부다페스트의 잘 되어 있는 교통이었다. 부다페스트의 좋은 점은 지하철, 버스, 트램이 

모두 연결이 되어있다는 것 이였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무엇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안내되고 전광판에도 표기된다. 블로그 글들을 통해 한국 관광객들은 헝가리 교통을 

편하게 불편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인증할 수 있었다. 블로그 작성자들은 전체적으로 

부다페스트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 교통 티켓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헝가리에서 환승이 안 되는 일회권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여행자도 있었다. 공항에서 도시 시내까지 자주 사용되는 지하철 노선 때문에 

대중교통 지하철 트램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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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객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대부분 관광객들은 “노후화된 지하철”, 

“생각보다 조금 오래된 느낌” 과 같은 부정적인 첫인상을 얻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은 같은 노선의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의 에스컬레이터는 정말 빠르고 

위험하다는 걸 느끼기도 한다. 조사하면서 이 낡은 지하철은 한국 사람들의 헝가리 

교통의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 관광객들이 지하철에서 “음습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이 지하철이 깊고 어두우며, 유사시 방공호로 사용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새로운 개통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한산하고 조용했다” 

같은 긍정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여행 후기에서 블로그 작성자들은 나머지 교통수단인 

트롤리 버스 (전선으로 가는 버스), 버스나 택시를 간략히 소개할 정도로만 언급했다.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교통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교통: 

➢ 긍정적 기술 

잘되어 있는 대중교통, 심야활동이 많은 한국도 대중교통이 24 시간이 아닌데 

부다페스트는 24 시간 운행,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 사이트투어 버스가 많고 

대중교통도 좋다, 속도와 신호등 교통에 관한 모든게 너무도 정확히 지킴, 신호등 너무 

작고 귀엽다, 헝가리인들 양보력이 어마어마하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무조건 사람 먼저 지나가라고 양보해줌, 

➢ 부정적 기술 

교통 일회권을 사면 환승이 적용되지 않아서 불편하다, 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스럽다, 

에어컨 대신 활짝 열려 있는 창문, 공통 승차권은 종류가 많은데다 사용 방법이 

복잡한다. 

 

지하철: 

➢ 긍정적 기술 

지하철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 새로운 지하철은 한산하고 조용했다, 지하철역은 

아기자기 하게 생겼다, 앤틱한 가구범 같다, 새로운 지하철은 깨끗하고 현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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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만큼 더럽지 않았다, 내부도 엄청 작고 덜컹거리지만 너무 좋았다, 엄청 

낡은 만큼 더 운치 있는 헝가리 지하철 

➢ 부정적 기술 

오래된 지하철,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렵다, 놀이기구 타는 느낌, 

새로운 지하철 외관은 중세스럽다, 우울해 보이는 지하철, 세월이 흔적이 느낀다, 

손잡이 안 잡으면 굴러떨어진다, 위험하다, 음습한 느낌, 노후화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정말 빠르다는 걸 느끼기도 한다. 

 

트램: 

➢ 긍정적 기술 

트램 및 지하철로 왠만한 관광지를 다 갈 수 있다, 예쁘다, 귀엽다, 확실히 트램이 

있으니 도시가 더 이국적인 느낌, 

➢ 부정적 기술 

오래된 트램 

 

택시: 

➢ 긍정적 기술 

길가에 노란색 택시는 어두운 도시의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린다, 한국에서 흔히 있는 

택시 바가지요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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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이미지 > 

 

<표-21>헝가리의 개인 안전성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개인 안전성 관련 블로그 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관광객들은 낮에는 

안전한 느낌이 든 반면에 밤길에 사람들이 별로 없거나 불빛이 없기 때문에 강도를 

당하기 같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무서움을 나타낸다. 또한 블로그 작성가들 몇 명은 

노숙자의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 때문에 생긴 불쾌한 경험에 대해 글을 썼다. 즉 한국과 

달리 헝가리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노숙자들은 위기감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헝가리 안전적 이미지가 분명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드러난다.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개인 안전성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술:  

밤거리가 위험하단 느낌은 없었다, 낮엔 안전 한 느낌이다. 

➢ 부정적 기술:  

낮엔 안전한 느낌인데 밤늦은 시간에 좀 위험할 것 같다, 비가 올 때 한 명도 없어서 

무서웠다, 노숙자 때문에 무섭다, 밤에 관광지에 갈 때 길이 불빛도 없고 여자 혼자서는 

조금 위험할 수 도 있겠다, 어두운 밤 홀로 걸어 무섭다, 밤에 골목골목 사람이 없이 

약간 무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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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 이미지 > 

 

<표-22>헝가리의 청결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청결은 국가의 미화 과정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청결은 관광객들의 형성된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관광객들은 청결을 

보고 국가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국가의 청결함은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국가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싶게 한다. 한국 블로그 

글을 통해 일반위생과 청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밝혀졌다. 한국 관광객들은 

부다페스트의 거리들은 깨끗하고 깔끔한 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은‘지하철역 내부는 노숙자들 때문에 좀 안 씻은 냄새나 술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확실히 서유럽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게 느낀다’ 는 부정적인 서술을 

했다. 노숙자 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헝가리가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청결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술:  

깨끗한 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거리는 깔끔한 편이고 조용했다 

➢ 부정적 기술:  

지하철 입구 노숙자들 때문에 좀 냄새가 난다, 지하철역 안에는 노숙자가 많아서 

어수선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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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품질 이미지 > 

 

<표-23>헝가리의 서비스 품질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서비스 품질에 관해 한국인 관광객들은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태도, 유럽 

문화권의 서비스 특징인 팁 문화, 언어 구사력, 영업시간, 결제방법, 유료 화장실을 

언급하였다.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 헝가리 식당이나 호텔에서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친절하지만 한국의 빨리빨리 서비스 문화와 달리 서비스 차제가 느리다고 

느껴서 불만족을 표시했다. 한국인들은 한국에 전혀 없는 팁문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가끔씩 외국관광객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하는 글도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없다는 것도 혼란의 한 이유이다. 즉 블로그 

글들의 전반적인 논조는 팁문화에 대해 비판적이다. 또한 서비스 품질에 관하여 많은 

곳에서 카드 결제가 잘 안되는 것과 길지 않은 영업시간과 식당에서 따로 흡연실이 

없다는 것은 불편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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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서비스 품질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직원들: 

➢ 긍정적 기술:  

친절하다 

➢ 부정적 기술:  

서비스가 느리다 

팁 문화:  

➢ 부정적 기술:  

뭔가 속이는 느낌, 팁 문화 너무 마음에 안 들다, 당황스럽다, 서비스 별로 인데 팁 

내고 오면 기분 좀 별로이다 

기타: 

➢ 긍정적 기술:  

영어 소통에 큰 불편을 못 느낀다, 어디 가든 기본적인 영어소통은 가능했다 

➢ 부정적 기술:  

문이 일찍 닫다, 화장실 찾기가 힘들다, 식당 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 

많은 곳에서 카드 결제 안되고 현금 지불할 수 있다, 화장실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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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이미지 > 

 

 

 

 

 

 

 

 

 

 

 

 

 

 

<표-24>헝가리의 접근성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관광지 이미지의 구성 요인은 지리적 위치이다. 지리적 위치는 관광지의 접근 

확률을 뜻하며 국가의 일반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여행자들의 입장에서 

헝가리는 원거리 목적지이다. 헝가리는 한국에서 약 8000km 멀리 떨어져 있고 비행기 

소요시간은 12-13 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헝가리로 가는 직항편은 

없으며, 대부분의 유럽 대도시에서 부다페스트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거리 목적지를 잠재적 관광지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블로그 글을 통해 한국인들은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를 많이 

방문할 계획임을 발견했다. 하지만 거리와 관련된 글의 논조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국가 접근성은 헝가리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접근성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정적 기술:  

헝가리 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 소유시간 너무 길다 약 12-13시, 17시간 

비행은 정말 너무 힘들다, 프라하에서 야간열차 타도 멀다, 갈아타는게 불편하다, 

피곤하다,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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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도 이미지 > 

 

<표-25> 헝가리의 혼잡도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다른 서유럽 휴양지와 비하면 헝가리에서 관광객들은 아직 많지 않고 교통혼잡도 

세계적일 정도로 심하지않은 상황이라서 한국 블로그에서도 긍정적으로 기술할 뿐이었다.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혼잡도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술:  

사람이 별로 없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곳, 동유럽 

국가 중 제일 조용한 나라, 프라하보다 훨씬 사람도 적어서 한산했다,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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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물가 이미지 > 

 

<표-26> 헝가리의 물가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한국 관광객들은 전체적으로 헝가리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블로그에서 저렴한 

식품, 의약품, 옷 브랜드를 제일 많이 언급했다. “부다페스트 물가가 비싸지 않아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편이다”,“오스트리아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하다”, “서유럽에 비해 저렴한 경비로 여행의 가능하다” 같은 글을 살펴보면 

헝가리 물가를 비싼 서유럽물가 대비 긍정적으로 비교 하기도 한다. 다만 한국의 

물가대비로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헝가리에서의 식재료 대비 가격으로는 비싼 가격인 

것을 깨달았다는 블로그도 많았다.또한 한국 여행자들은 두 나라의 교통비 차이를 잘 못 

느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오페라,콘서트, 연극, 영화 등 문화 공연비가 한국과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좋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관광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카페 등은 좀 비싼 편이라고 불평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헝가리 

물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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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물가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술:  

저렴하다, 과일, 야채는 한국보다 더 싸다, 화장제품, 의약품, 식품, 옷 브랜드 등 

쇼핑하기가 좋다,  

➢ 부정적 기술: 

관광지는 비싸다. 

 

문화공연 가격: 

➢ 긍정적 기술:  

저렴하다 

 

교통비: 

➢ 긍정적 기술:  

저렴하다, 정기권이 있어서 좋다 

➢ 부정적 기술: 

복잡한 티켓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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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발전 이미지 > 

 

<표-27> 헝가리의 경제 발전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경제적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의 제품들이 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의 

제품에 비해 높게 평가된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이미지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도 정치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불안정하면 그 국가의 

제품은 낮게 평가 될 수 있다. 또한 Jaffee(1979)는 공산주의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체재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와 감정이 그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90년때의 정치와 경제 체제 전환기 이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외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국영기업이 민영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짐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외자유치에 진출했던 나라가 헝가리였다. 중동유럽 국가 중 한국과도 

정식으로 최초로 수교를 열었던 나라다. 물론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발전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경제 강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IT분야와 R&D, 서비스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헝가리는 위치적 특성 덕분에 서유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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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의 중요한 연결 지점이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마지막 잠재성이 큰 시장인 동유럽의 

진출 교두보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에서는 헝가리의 경제발전에 대해 “지역발전이 활성화된 도시” 

“동유럽에서 발전적인 도시”,“동유럽국가들 중 가장 발전되고 개방된 나라” 등 

유럽과 발칸 지역에서 발전된 나라, 도시일정도만 간략히 기술 되었을 뿐이다. 경제적 

환경과 관련 글의 수량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서 헝가리 경제 발전과 현상이 

여전히 미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람들은 헝가리가 유럽의 한 경제 강국 

이미지가 아니라 단순히 오랜 역사를 담긴 풍요로운 문화유산의 보유국 이미지를 갖고 

있다. 헝가리의 경제 발전 이미지는 많이 약하다. 영토가 작고 경제적으로 많이 

홍보되지 않아서 다른 경제 강국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부족하다.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경제발전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술: 

헝가리는 공산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 동구권 국가 중에도 헝가리는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역발전이 활성화된 도시, 동유럽에서 발전적인 도시, 동유럽국가들 중 

가장 발전되고 개방된 나라, 지금 아주 성장 중이고 변화중인 나라 중 하나 

➢ 부정적 기술: 

2008 년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해 헝가리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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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시설 이미지 > 

 

<표-28> 헝가리의 쇼핑 시설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블로그 작성자들은 쇼핑 시설에 대한 색다르게 언급하지 않았다. 대부분 경우에는 

쇼핑 시설보다 관광지로서 유명해지는 중앙시장에 대해 글을 남겼다. 한국 광장시장 및 

동대문 시장과 비교하며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았다. 양국 전통 시장들은 100 년이 넘은 

역사적인 장소들이다. 시장 안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먹자 골목이다.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해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같은 가게 별로 없고 매장들은 문을 일찍 닫는 점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쇼핑 시설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광객들, 

해외 현지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한인 마트를 논평을 한다. 블로그 

글을 분석을 통해 헝가리 주변 나라들에 한인 마트 아예 없거나 규모가 너무 작은데 

비해,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인 마트는 아주 많고 한국 제품도 다양해서 한국 관광객들이 

한인 마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관광객들의 헝가리 

이미지와 관련된 인식에서 쇼핑 시설 이미지는 아직도 형성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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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쇼핑 시설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 

➢ 긍정적 기술: 

소시지, 치즈, 과일, 야채 종류가 많다, 시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멋진 건물이다, 한국 

광장시장과 비슷한 느낌, 알록달록한 지봉의 건물안에 실내 시장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다, 현대적이고 매우 깔끔하다, 시장인데 시장같지 않은 느낌, 푸드코트에는 정말 

맛있는 헝가리 음식들 꽉 진열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세, 한국의 전통시장을 떠올렸으나 

훨씬 크고 잘 꾸며진 관광지였다 

➢ 부정적 기술: 

아무리 유명하고 좋다고 해도 한국 남대문시장의 그 활기찬 모습과 풍성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보다는 훨씬 못한다. 

 

일반 매장, 마트 

➢ 부정적 기술: 

한국에 비해 일찍 문을 닫다. 

 

한인마트 

➢ 긍정적 기술: 

한국상품도 많지만 절반은 일본상품이다, 제품 종류가 많다 

➢ 부정적 기술: 

한국 가격보다 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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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이미지 > 

 

<표-29> 헝가리의 건물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헝가리 관광 산업의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요소는 건축이다. 헝가리의 건축 

이미지는 한국인들의 방문의도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유럽식 건축물들은 여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 

블로그에서 일반적으로, 헝가리 건축물은 “예쁘다” “화려하다” “위대한 규모” 등 

긍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부정적인 기술의 이유는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건축물들은 덜 깨끗하고 뭔가 관리를 잘 안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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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건축물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술: 

예쁜 건물들, 엄청난 규모, 오래된 건물들, 오래된 교회, 화려한 지붕 장식, 성당의 

웅정한 느낌, 수도 서울에도 많은 다리들이 있지만 느낌이 완전 다르다, 한국기업에 

간판이 중중 눈에 뙨다, 유럽의 중앙역들이 화려하고 멋지다, 건축물의 위대함을 느끼다, 

고층이 없다, 외관으로만 보자면 박물관과 궁전의 느낌까지, 

➢ 부정적 기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더럽다, 대기업 호텔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강가에 저렇게 안 어울리는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어둑어둑한 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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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헝가리 이미지의 미적인 차원  ( aesthetic dimension ) 

< 헝가리의 음식 이미지 > 

 
<표-30> 헝가리의 음식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헝가리 여행 후기 블로그에 헝가리의 음식 중에서 구야쉬, 고추가루, 와인이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었고 상세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기술되었다. 구야쉬는 헝가리의 

대표적인 국으로 유명하고 고추로 진하게 양념하여 약간 매운 맛이 특징인 전통 

헝가리식 쇠고기와 야채 스튜를 말한다. 블로그에 음식에 대해 분석하다 보면 구야쉬에 

대해 “고향의 맛도 느껴지고 맛있다” “한국 육개장, 감자탕과 비슷하다”,“고향의 

맛도 느껴지고 맛있다.”,“얼큰해 빨간 국물 보니 반갑다.” 와 같은 글을 쓰는 

작성가들의 긍정적인 논조가 눈에 뛴다. 헝가리 음식을 만들 때 고추와 마늘을 

사용하기에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많은 나라라고 표시한다. 헝가리 

사람들은 한국의 육개장 과 비슷한 얼큰한 구야쉬 스프를 먹고, 한국과 비슷한 식성으로 

고추를 좋아하는 헝가리 음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헝가리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글들은 한국의 육개장 과 비슷한 얼큰한 구야쉬 

스프를 먹고, 고추와 비슷한 파프리카를 사용해 매콤한 요리를 한다는 점도 두 국가간의 

비슷한 식문화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헝가리는 생산하는 동유럽 와인 강대국 중 하나이다. 블로그에 다른 생산하는 

유럽 국가보다 헝가리 와인은 아주 저렴하고 맛있고 독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 있고 

음식 구야쉬 와인 고추 렁그스 굴뚝빵 커피
치킨

스튜
치즈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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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으로 사지 않는다면 후회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글쓴이들은 헝가리의 

특산품 고추가루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들을 올렸다. 블로그에서 여행자들은 헝가리를 

“고추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헝가리의 특산물인 고추가 잘 알려져 있다. “헝가리 

사람들이 파프리카 가루를 식재료로 애용한다더니 음식이 한국사람들 입맛에 꼭 

맞네요.”“고추를 말리는 모습은 우리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다는 글을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헝가리도 고추를 많이 쓰고 매운 

음식을 즐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로그에 언급된 구야쉬, 고추가루, 와인을 제외하고 렁그스, 굴뚝빵, 스테이크, 

치킨 스튜, 햄, 살라미, 치즈 등 다른 헝가리 음식에 대해 간략이 기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헝가리 음식에 대한 리뷰는 “맛있고 매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반면에 

서양식 음식을 선호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음식이 좀 짜고 느끼할 수 도 있다는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헝가리 대부분 식사가 고기 위주이고 감자가 

주식이라 어디를 가던, 요리가 감자와 함께 나오고 헝가리 음식은 자극적이고 짭짤하며 

후식은 단음식으로 먹는다는 사실도 인증했다. 다시 말하면 두 나라의 미식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헝가리 음식은 블로그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 

또한 한국인 여행자들은 오직 미식의 즐거움을 위해 여행하러 가는 경향도 있다. 

블로그에서 올린 헝가리 레스토랑 방문 후기나 현지 음식점 추천을 통해 미슐랭 선정 

레스토랑과 유명한 현지 레스토랑의 요리를 맛보는 게 여행의 목적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음식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 음식 

➢ 긍정적 기술: 

맛있다, 매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헝가리음식 참 맛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는 듯, 대부분 식사가 고기위주임,동유럽은 감자가 주식이라 어딜가던지 요리가 

감자와 함께 나온다. 헝가리 음식은 자극적이고 짭짤하며 후식은 단음식으로 먹음, 

 



５６ 

 

➢ 부정적 기술: 

좀 짜다, 음식이 느끼하다 

 

구야쉬 

➢ 긍정적 기술: 

한국 육개장, 감자탕, 고추참치맛과 비슷함,고향의 맛도 느껴지고 맛있다, 얼큰해 빨간 

국물 보니 반갑다, 육개장보다 더 맛있다,비쥬얼은 매콤해보이지만 매콤하지 않고 

삼삼하니 맛있다,처음에는 별로인거 같은데 먹다보면 꽤 중독적임 

➢ 부정적 기술: 

같은 요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음, 밥없이 아쉽다 

 

와인 

➢ 긍정적 기술: 

맛있다, 달콤한 맛이 특징이라 디저트 와인으로 좋고 특히 여성분들의 입맛에 잘 맞다, 

독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 

 

고추가루 

➢ 긍정적 기술: 

고추의 나라 헝가리, 고추가루를 사용하는게 좋다, 헝가리 특산물로 인기가 많다, 맵지 

않고 살짝 단 맛이 드는게 특징이라 기념품으로 사기 좋을 것 같다, “헝가리 사람들이 

파프리카 가루를 식재료로 애용한다더니 음식이 한국사람들 입맛에 꼭 맞네요.”, 

“고추를 말리는 모습은 우리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다 

렁그스 

➢ 긍정적 기술: 

헝가리식 피자, 맛있다,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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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기술: 

짜서 못 먹겠다. 음식이 느끼하다, 

 

굴뚝빵 

➢ 긍정적 기술: 

바삭바삭하고 안은 부드럽다. 맛있다. 

 

스테이크 

➢ 긍정적 기술: 

저렴하고 맛있다 

 

커피 

➢ 부정적 기술: 

끝 맛에 신맛이 나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안 맞음, 

 

치킨 스튜 

➢ 긍정적 기술: 

맵지 않은 제육볶음이나 닭도리탕 양념 느낌, 맛있다, 

 

치즈 

➢ 긍정적 기술: 

치즈 종류가 많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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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의 풍요로운 역사 이미지  > 

 

<표-31> 헝가리의 역사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여행 후기에서 헝가리 역사에 대한 글들은 대부분 주요 역사 사건에 대한 

소개일 뿐이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헝가리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과 비슷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침략을 

당한 아프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헝가리 지역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는 

관광객에게 유혹적이다.  

헝가리는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식민지 시절을 겪었다. 1,2 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가의 합병과 분열을 겪었으며 이후로 공산주의 체제의 독재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은 헝가리를 “유럽의 위대한 생존자” 라고 부를 만큼 

주변 강대국의 침공에 시달렸다가 해방을 얻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헝가리는 오래 세월 

터키, 오스트리아, 독일 등 많은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당했고 2 차 대전 이후 

독립했지만 소련 영향력 하에 편입, 아픈 역사의 흔적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은 옛날 동유럽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다. 블로그 글을 통해 한국도 

슬픈 식민지 역사가 있어서 헝가리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밀접한 공감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인들은 헝가리 역사가 아주 풍요롭고 오래된 역사의 유적을 잘 

보존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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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역사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술: 

한국처럼 헝가리가 오래된 식민지 역사를 겪었다, 옛날 동유럽 문화를 잘 느끼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에 시달렸던 헝가리, 유럽의 위대한 생존자, 오랜 역사, 애절한 

역사의 이야기,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겪었다, 세계 2차대전, 독일 공격, 경제적 문제, 

우울했던 사실, 과거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갖은 외침과 

핍박을 받았던 나라다,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도시 70%가 파괴되며 상처로 뒤 덮인 

아픔을 겪은 도시, 이곳이 진정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수차례 겪은 역사적 아픔을 

이겨내고도 자국의 말과 글, 문화를 굳건히 지켜낸 위용 때문이다. 강대국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공산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유럽의 아시아 민족으로서 그 정체성은 강력하게 지켜가고 있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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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이미지 > 

 

<표-32> 헝가리의 풍경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풍경과 관련된 블로그 글들은 다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고층빌딩이 없어서 풍경이 여유롭고 복잡한 한국 대도시 경관보다 시원해 보이며 도시 

경관을 장애물 없이 잘 감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 여행자들은 대부분 두나우 

강을 서울 한강과 비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다. 부다페스트를 번번히 

두나우의 진주라고 부를 만큼 지역에서 주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진행되는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이다. 부다페스트는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었고 두나우 강을 

관광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휴식공간으로서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관심을 갖게 되며 도시경관 관람하기 위해 유람선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해가 질 무렵 유람선을 타는 것을 아주 즐긴다. 

게다가, 블로그에서 풍경 뿐만 아니라 공기도 언급되어 있었으며 미세먼지도 없는 

깨끗한 하늘과 좋은 공기는 한국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해가 갈수록 한국에서 건강에 

매우 해로운 미세먼지 오염은 뜨거운 감자가 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맑은 하늘과 

공기가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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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풍경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풍경 

➢ 긍정적 기술: 

풍경이 참 평화롭다, 멋지다, 고층빌딩이 없다, 시원하게 펼쳐진 부다페스트, 

환상적이다, 고풍스럽다, 여유롭다, 끝내주다 

 

두나우 강 

➢ 긍정적 기술: 

서울 한강하고 엄청 비슷하다, 파리의 센느강도, 스위스의 아레강 등 다른 나라의 

강들보다 더 넓다고 느낀 강폭, 한강 생각이 많이 났었다. 

 

공기 

➢ 긍정적 기술: 

좋다, 내륙 위치한 까닭에 미세먼지도 없는 깨끗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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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의 명성 이미지 > 

<표-33> 헝가리의 명성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분석 결과를 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야경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야경이기 때문이다. 한국 블로그 

중에서 헝가리 여행후기를 검색할 때 부다페스트에서 꼭 해야 할 것은 “야경 

감상하기”라고 할 만큼 부다페스트 야경의 매력이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다. 블로그 

내용의 추세를 살펴보면 야경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글이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한국 관광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블로그의 형식을 보면 

글쓴이들은 부다페스트의 화려한 야경을 극찬하면서 해질녘 유람선 타기, 어부의 

요새에서 관람하기, 겔레르트 언덕에서 감상하기 등 다양한 야경 감상하기 코스를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블로그 작성자들의 “프라하 야경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특별하다”, “파리보다 부다페스트 야경이 훨씬 더 예쁘다” 프라하도 괜찮았지만 

부다페스트는 더 압권이다” 같은 글을 보면 유럽에서 야경으로 유명해진 파리와 프라하 

야경 대비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해외 야경 비교뿐만 

아니라 한국내 부산 야경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부다페스트를 방문하게 만든 

제일 큰 원동력은 야경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다페스트가 한국 관광객들 중에서 명성을 얻었던 다른 이유는 바로 

온천문화이다. 역사적으로 약 2 천년전 고대 로마인들이 로마식 동중목욕탕을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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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것을 시초로 하는 헝가리 온천은 16-17세게 투르크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헝가리에는 94개의 인증 받은 온천이 있고 380 여 개의 수영장과 

목욕탕을 갖춘 온천들이 있다. 블로그 작성자들은 제일 많이 가봤던 온천은 바로 

부다페스트 온천 중 가장 규모가 큰 세체니 온천이었다. 세체니 온천은 유럽에서 제일 

큰 복합온천 단지로 유명하다. 1913 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야외 수영장은 

1927 년에 개장했다. 과거에는 전장의 부상병들을 위한 치료소 였다면 현재는 힐링이 

되는 스파 현장이 되었다. 세체니 온천은 피로를 풀려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한국 배낭 여행자들 이야말로 피로를 풀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온천에 대해 쓴 

글들의 방향을 조사해 보면, 작성자들의 호불호가 뚜렷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쓴 글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던 글들도 있었다. 지하철을 통해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시설도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글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온천 문화라고 하면 먼저 일본의 온천 문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래서 

블로그 작성자들이 헝가리 온천을 일본 온천과 비교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있어 유럽의 온천문화는 매우 생소하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헝가리의 온천을 “화려하지 않은 작은 온천 테마파크에 온 듯한 느낌” “그냥 수영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냥 유럽에서 아주 오래된 워터파크라고 생각함.“ 같은 약간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글도 드물게 올리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온천, 목욕탕은 

남탕, 여탕, 구분되어 있는데 이곳은 한국처럼 완전 나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 라는 차이점을 적기도 하였다. 헝가리 온천은 다국적 사람들로 붐비며 과거부터 

독일사람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라서 독일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영어안내보다 

독어안내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블로그에 올린 여행 후기를 보면 안내언어 때문에 

불편하는 한국 관광객들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국가의 문화는 다소 차이점도 있지만, 

음식 뿐만 아니라 온천문화를 즐긴다는 점에서 연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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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명성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야경 

➢ 긍정적 기술 

불빛이/밤이 화려하다,멋지다, 예쁘다,낮보다 밤에 더 아름다운 도시, 야경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다페스트,야경이 가장 아름답다,유럽의 3대 야경이라고 불리는 

파리, 프라하, 부다페스트 그 중에도 부다페스트가 야경은 최고 인 것 같다,마치 야경을 

위해 태어난 도시일 거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순간 

온천 

➢ 긍정적 기술: 

온천나라 부다페스트,한가하고 정말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 저렴하다, 피로를 풀 수 

있는 곳,물도 깨끗하다, 즐거웠다, 고풍스럽고 아름답다, 기대 안 했는데 짱 

좋았다,이렇게 고풍스러운 건물로 둘러싸인 온천이라니 호강하는 기분, 몽환적인 느낌도 

나고 좋았다, 온천에서 체스하는 아저씨들의 모습은 세계 여행 잡지에 단골로 등장한다. 

헝가리 사람들의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보여주는 듯,온천, 목욕탕은 남탕, 여탕, 구분돼 

있는데 한국처럼 완전 나체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 부정적 기술: 

온천나라 부다페스트,한가하고 정말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저렴하다, 피로를 풀 수 

있는 곳,물도 깨끗하다, 즐거웠다, 고풍스럽고 아름답다. 기대 안 했는데 짱 좋았다 

이렇게 고풍스러운 건물로 둘러싸인 온천이라니 호강하는 기분, 몽환적인 느낌도 나고 

좋았다, 온천에서 체스하는 아저씨들의 모습은 세계 여행 잡지에 단골로 등장한다. 

헝가리 사람들의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보여주는 듯, 온천, 목욕탕은 남탕, 여탕, 

구분돼 있는데 한국처럼 완전 나체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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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헝가리 이미지의 규범적인 차원 ( normative dimension) 

< 헝가리의 민족성 이미지 > 

<표-34> 헝가리 민족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헝가리는 유럽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게르만, 라틴, 슬라브 등 유럽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속에서는 마치 인종의 섬과 같은 느낌을 주는 국가이다. 

헝가리인의 외모는 게르만족과 슬라브족과 함께 살면서 일반적인 유럽인과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마자르인은 아시아에서 유래했으나 오늘날 헝가리인은 오히려 유럽인에 

가까우며, 1 천년 이상 유럽의 중앙에 거주해 유럽화 되었음을 뜻한다. 뿐 만 아니라 

헝가리는 역사적으로 150 년동안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 이슬람 영향을 

받았고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향으로 정치·문화적으로 게르만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대 역사에서 공산화 과정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화를 

형성했다. 

이미지 형성 요소 중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한국인의 눈에 포착된 헝가리 사람은의 특성은 무엇일까? 여러 블로그 글에서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주변 국가의 민족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한국이 보는 헝가리인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내적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헝가리인이 

성격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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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를 잘 즐기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 글을 보면 

“똑똑하다” 는 특징도 나타났다.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민족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격: 

➢ 긍정적 기술: 

친절하다, 똑똑하다, 여유러워 보인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씨 좋다, 몽골 같은 기마 

민족, 어느 유럽도시나 다름은 없지만 뭔가 이곳 사람들만의 풍미가 느껴졌다. 여유를 

잘 즐기는 사람들, 자긍심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활기가 넘치다, 따뜻한 친절함과 

마을의 소소한 풍경,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들리는 이옷사람들의 웃음소리, 들락날락하며 

가볍게 인사하는 사람들, 유럽의 유일한 아시아 민족답게 친근했고, 유럽인이라고 

하기엔 그저 순박해 보이기도 했다. 

➢ 부정적 기술: 

불친절하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 사람들은 웃음기 없는 표정에 잔뜩 가라앉은 느낌일 

것만 같았다. 

 

외모: 

➢ 긍정적 기술: 

사람들은 살이 붙어 얼굴이 등글등글하다, 외모로는 우월하다, 사람들이 다들 선남선녀, 

헝가리는 유럽내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민족으로 헝가리 여자들이 인기가 많기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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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행사 이미지 > 

 

<표-35> 헝가리의 축제, 행사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한국 블로그에서 축제, 행사와 관련된 글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헝가리를 

우연히 축제 기간에 방문할 때 느꼈던 인상에 대해 썼던 글들이다. 축제, 행사 중에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행사는 부다페스트의 크리스마스 시장이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른다.  도시의 광장에서 11 월부터 약 1 달 동안 

행해지는 행사 독일에서 유래된다. 큰 크리스마스 시장은 광장의 중심에 큰 크리스마스 

나무가 놓인다. 그 주위에는 상점이 즐비하고 기념품이 판매된다. 다양한 수공예품, 

장식품, 선물, 음식, 공연을 담고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관광객을 헝가리로 이끄는 

겨울의 중요한 행사이다. 또한 행사 중 건국 기념일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원래 야경으로 유명한 부다페스트의 밤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불꽃놀이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하지만 헝가리 행사, 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잘 형성되지는 

않았다. 

 

 

크리스마스 시장 건국 기념일

긍정 4 2

부정 0 0

4

2

0 0

0

0.5

1

1.5

2

2.5

3

3.5

4

4.5

축제 ,행사

긍정 부정



６８ 

 

<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축제, 행사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크리스마스 시장 

➢ 긍정적 기술: 

음식도 팔았지만 한국 어느 축제처럼 공예품도 곳곳에서 팔았다,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이다, 크리스마스 마켓 불이 밝히지면서 

축제 분위기가 한층 더해진다, 재미있다. 

 

건국 기념일 

➢ 긍정적 기술: 

계획에 없던 폭죽쇼를 볼 수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야경하면 부다페스트가 갑이라는 게 

확실해졌던 순간이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화려한 불꽃놀이는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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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헝가리 이미지의 교감 차원(sympathetic dimension/ emotional 

dimension) 

< 분위기 이미지 > 

 
<표-36> 헝가리의 분위기 이미지 관련 의도방향 블로그량 

 

한국 블로그들에 분위기와 관련된 글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글이었다. 헝가리 

관광객들은 헝가리 분위기를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롭다, 여유롭다, 

낭만적이다, 로망이 있다” “매력적이다”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헝가리 분위기와 

관련된 글 중에 “우울하다” “어둡다” 라는 부정적인 기술도 다소 발견되었다. 

부다페스트는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란 시에서 기억이 되살아나가는 

비참한 상상이나 ‘글루미 선데이’ 라는 영화를 통해 표현되는 근심스럽고 어두운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던 시기가 있었던 탓에 한국 중년의 사람들에게 헝가리는 여전히 

우울한 분위기를 대표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부다페스트를 자주 프라하,  서유럽과 

비교한다. 부다페스트가 프라하와 비슷한 인상을 주고 가장 큰 이유는 지도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 가운데 큰 강이 흐르고 대표가 되는 다리와, 왕궁이 

위치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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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에 나타난 헝가리 분위기 관련 글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기술: 

낭만적이다, 로망이있다, 웅장하고 큼직큼직한 느낌, 골목이 프라하보다 더 커, 거래는 

전체적으로 프라하와 비슷한 느낌, 매력적인 카톨릭 국가, 인간미가 가득한 나라, 

서유럽과 다른 느낌이 있다, 평화롭다, 자유로워보인다, 한국과 다른 문화를 접라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매력적인 도시, 아기자기하다, 복잡하지 않고 아주 좋은 

분위기, 신비한 곳, 여유있다, 밤이 되면 사랑스러운 도시, 한산한 동유럽 느낌, 사람이 

있는 사람사는 곳 같은 느낌, 고급스러운 동네, 파리같다, 감격스럽다, 낮에 보든 밤에 

보든 너무 아름답다, 작은 나라에서 느껴지는 담백한 느낌이 있다, 한가하다, 느긋하다, 

프라하나 비엔나보다 조금 더 현대적인 도시 느낌, 깔끔하고 예쁘다, 프라하와 비슷한 

동유럽 분위기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빈의 동생 같은 분위기의 부다페스트 

여행이었다, 체코는 뭔가 아기자기함 + 동화긑음의 아름다움이라면 부다페스트는 

웅장하고 삐까뻔쩍하고,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야경…? 부다페스트여행 코스의 주요 

포인트들을 봤을 때 임팩트는 굉장히 강렬했다, 먼저 프라하는 도시 전체가 잘 만들어진 

예술품 같은 느낌이라면 부다페스트는 좀 더 선이 굵은 남성적인 느낌을 받았다, 

프라하와 부다페스트는 어찌보면 비슷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두 도시 그런데 차이점도 

느낄수 있다, 원래 예정에 없었던 도시였지만 체코에서 가깝길래 왔는데 정말 신의 한수, 

체고 보다 훨씬 놀기 보기 좋은 부다페스트 

➢ 부정적 기술: 

전체적으로 프라하보다 어둡다는 느낌, 우울해 보았다, 부유한국가가 아니라는 느낌, 

우중충한 느낌, 글루미하다, 

 

 

 

 

 



７１ 

 

1.3 .헝가리 이미지의 인지도  

네이버의 헝가리 여행 후기 블로그로부터 경험적으로 구분한 23 가지의 영역 

(물가, 기후, 도시, 교통, 건물, 쇼핑 시설, 축제 행사, 인구밀도, 청결, 개인 안전성, 

경제 발전, 정치적 환경, 접근성, 서비스 품질, 명성, 헝가리 민족, 분위기, 풍부한 

역사, 문화 상품, 풍경, 관광지, 유적지, 음식) 별 이미지 인지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로축을 인지도로 보고 세로축을 긍정과 부정항으로 놓으면, 

긍정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뛰어난 것은: 명성 (야경 및 온천), 음식, 물가 및 

분위기이다. 부정적으로 인도가 가장 뛰어난 것은: 개인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이다. 

접근성은 인지도도 낮지만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직항 서비스가 없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림-5> 한국 관광객들의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의 인지도 

 

한국 사람들이 헝가리와 관련된 이미지 중에 명성(온천 및 야경), 음식, 물가 

및 분위기를 가장 뛰어나게 인식하고 있다. 명성 (야경 및 온천), 음식, 물가 및 

분위기이는 한국 여행 블로그들에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하였다. 이 영역들은 

한국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고 헝가리 하면 이 영역들이 한국 여행자들의 생각에 먼저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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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들을 통해 한국 관광객의 인식에서 헝가리는 수도인 부다페스트의 

화려한 야경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국 여행자들은 여행 후기를 쓸 때 

처음 언급하고 추천하는 것은 바로 야경 및 야경 유람선 투어 였다. 블로그의 핵심 

내용으로 나오는 야경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고 관광객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글에서 자주 해외 및 국내 야경을 비교하는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한국 관광객들이 헝가리를 여행가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부다페스트의 

야경이다. 또한, 한국 관광객들을 헝가리로 끌어 모으는 또 다른 이유는 유럽식 온천 

문화이다. 한국인들은 온천 문화라고 하면 먼저 일본의 온천 문화 이미지를 생각난다. 

블로그 작성자들이 헝가리 온천을 일본 온천과 비교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있어 유럽의 온천문화는 매우 생소하다. 한국 관광객들은 

전반적으로 온천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블로그 글 중에 약간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글도 드물게 올리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블로그에 올린 여행 

후기를 보면 안내언어, 시설 등 때문에 불편해 하는 한국 관광객들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국가의 문화는 다소 차이점도 있지만, 온천문화를 즐긴다는 점에서 

연계성이 있다. 

음식은 여행자들의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관광객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 처음 먹어본 음식에 대한 기대, 여행지를 구경한 후 현지 음식에 

잘 적응한 경험,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낸 흥미는 먹는 자체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나타난다. 그 지역의 특성과 음식문화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행복은 머리 

속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헝가리 문화적 영역 중에서는 헝가리 음식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에서 헝가리 음식 문화가 한국 관광객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헝가리 음식 중에 한국 육개장 같은 구야쉬 고기 국, 고추가루 그리고 와인이 제일 많이 

언급되었다. 헝가리는 와인 생산국가이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와인과 헝가리의 

과일 증류주 팔린커는 한국 여행자들의 입맛에 맞다. 또한, 한국 음식과 비슷한 점이 

많은 헝가리 음식의 특징은 조미료를 많이 쓰고, 국물 요리를 즐긴다는 

점이다.  헝가리의 많은 음식들은 '파프리카(paprika)'로 맛을 내는데, 헝가리의 

파프리카는 한국의 고추와 비슷한 조미료로 식당마다 소금, 후추와 함께 놓여 있다. 

블로그 글을 통해 한국 여행자들은 헝가리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두 나라는 비슷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음식은 헝가리 여행과 관련된 블로그들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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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였다. 결론적으로 두 국가의 미식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헝가리 음식은 한국 

관광객의 헝가리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저렴한 물가와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헝가리 물가는 한국 물가를 대비해서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서유럽에 비해 저렴한 경비로 여행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국 

관광객들은 헝가리 음식과 교통편은 매우 저렴하고, 의류와 화장품은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물가대비로는 저렴한 헝가리 물가는 헝가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마지막으로 분위기와 관련하여 블로그 글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헝가리 

분위기는 매우 유명한 관광지 제외하고 조용하고 여유롭다는 평가를 얻었다. 한국 바쁜 

일상과 달리 여유로운 분위기는 한국 관광객의 인식된 헝가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찾아냈다. .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헝가리 건물, 풍경, 관광지, 교통, 헝가리 민족과 역사 

이미지가 형성되지만 아직 강하지 않다. 한국 여행자들은 불로그에서 이 영역들에 대해 

많이 언급했고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기술하였다.  

Naver에 게재된 헝가리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 블로그 글은 부다 왕궁, 어부의 

요새, 성 이스트반 성당, 겔레르트 언덕, 마차시 사원, 바이다후냐드 성 같은 주요 유형 

자산에 집중돼 있다. 수도인 부다페스트 전체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돼 

있다. 대부분의 블로그 글이 핵심 내용으로 헝가리 문화 및 역사의 보호를 주목한다. 

블로그 쓰는 여행자들의 다수는 헝가리 유적지, 관광지의 설명, 해석, 인상에 대해 

기술하였다. 한국 관광객들의 헝가리 관광 수요는 여전히 수도 중심적 수요를 보인다. 

한국에서 헝가리 수도를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헝가리 입장에서 한국은 빠르게 늘어나는 관광 시장이지만 부다페스트 중심적 관광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Naver 여행 블로그는 많은 글에서 헝가리와 주변 유럽 국가들의 민족성을 

비교하고 있었다. 헝가리인의 외모는 게르만족과 슬라브족과 함께 살면서 일반적인 

유럽인과 차이가 없지만 유럽에서 유일한 아시아 민족답게 친근했다. 관광지 이미지 

구성요인으로서 그 국가의 사람이 중요한 인자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는 헝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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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은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고 여유를 즐기는 국민들이다. 한편으로 관광객을 잘 

환대하고 친절한 평가를 얻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현대 역사에서 공산화 과정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화를 겪었으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 한때 

공산주의였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딱딱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찾을 수 있었다. 

헝가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국의 침략을 받은 

아프고 오래된 역사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헝가리 지역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는 

관광객에게 유혹적이다. 헝가리는 오래 세월 터키, 오스트리아, 독일 등 많은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당했고 2차 대전 이후 독립했지만 소련 영향력 하에 편입, 아픈 역사의 

흔적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옛날 동유럽 문화를 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한국도 슬픈 식민지 역사가 있어서 헝가리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밀접한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 헝가리 역사가 아주 풍요롭고 오래된 역사의 유적을 잘 

보존하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은 헝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켰다. 

헝가리는 오래된 건물을, 유적지를 그대로 잘 보호하고 있고 두나우 강을 따라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여행 다니면 강이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한국과 달리 

고층빌딩이 없어서 풍경이 여유롭고 복잡한 한국 대도시 경관보다 시원해 보이며 도시 

경관을 장애물 없이 잘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여유로운 풍경과 밤에 화려한 야경은 한국 

관광객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블로그 글에서 한국 여행자들은 낮보다 밤에 야경을 

감상하는 것을 매우 즐겨서 부다페스트 야경은 헝가리 여행 갈 원동력 중 하나라는 것을 

찾아냈다. 또한 풍경 뿐만 아니라 맑고 미세먼지 없는 헝가리 공기도 많이 언급돼 있다.  

 다음으로 헝가리의 건축물 이미지 관련 외도방향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헝가리 건물 이미지는 한국 여행자들의 방문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건물들도 야경처럼 헝가리 여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오래된 교회, 화려한 지붕 

장식, 웅장한 느낌이 있는 성당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이 많이 넘겨 있다. 하지만 건물의 

외관이 좀 더럽고 어둑어둑한 느낌 같은 글을 볼 때 낡은 헝가리 건물들의 개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관하여 지하철 4개의 호선, 각종 전차와 버스로 부다페스트 

교통은 너무 편하다. 서울과 비교하여 사람이 붐비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지 않아 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 여유가 되면 시내 전체를 걸어 다녀도 좋을 만큼 도시 자체가 

작다. 이런 이상적인 교통은 한국 관광객의 헝가리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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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시켰다. 게다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전차도 한국 여행자들의 입장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교통수단이다. 블로그 글들을 통해 한국 여행자들은 잘 되어 있는 

헝가리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헝가리 이미지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한 영역은 쇼핑 

시설, 혼잡도, 청결, 전시회, 축제, 행사, 음악, 미술, 연극, 정치적 환경, 경제 발전, 

기후 및 문화상품이다. 이 영역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나왔지만 블로그 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기술이었다. 

쇼핑 시설과 관하여 네이버 헝가리 여행 후기 블로그에서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및 한인 마트 외에는 어떤 쇼핑시설도 소개되지 않았다. 물가가 저렴한 나라 헝가리에서 

쇼핑, 놀이, 힐링을 같이 하는 쇼핑몰들은 미개척지이자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과 비슷하게 복합 쇼핑몰을 설립하여 쇼핑은 기본이고 먹고 즐기고 

문화생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대형 공간을 시각적으로 화려한 쇼핑시설을 통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시회, 축제, 행사와 관하여 헝가리 여행을 다녀온 관광객들은 오직 

겨울에 개최된 크리스마스 시장만 언급하였다. 헝가리는 크리스마스 시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제공하는 나라이다.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2 주에 걸친 

부다페스트 봄 축제가 열릴 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공연자들도 색다른 쇼와 

전시 등을 개최한다. 또한 이제 조금씩 축제, 행사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려고 

하는 영역으로 8월 20일 헝가리 건국기념일로 부다페스트 각종 문화 행사, 에어쇼, 

불꽃놀이, 콘서트, 국내와 국제 공연을 제공하는 퍼레이드 축제도 열리고 한국에서 온 

공연자들의 전통 춤을 볼 수 있다. 특히 헝가리의 공연들을 예술적 시각적 이미지로 

재생산해 국제적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헝가리 청결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미약하다. 청결에 대한 남겼던 글이 많지 

않지만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관광지의 청결함은 여행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면 

관광지에서 더 있고 싶게 한다. 다른 주요 유럽 관광지보다 거리가 더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청결에 대해 언급했던 글의 소수는 노숙자들 때문에 

부정적인 기술이었다. 노숙자 문제를 배제하면 전반적으로 한국 여행자들은 헝가리가 

깨끗한 나라의 인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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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말하자면 음악, 미술, 연극에 대해도 이미지가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헝가리의 예술, 음악, 미술, 연극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나마 예술 

영역에서 특히 음악 분야에서 리스트(Liszt)가 인정받는 사람이다. 

기후와 관련된 블로그 글도 매우 미미하였다. 댓글을 쓰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겨울에 야경 볼 때 강추위를 언급하였거나 여름 낮에는 느꼈던 더위에 대해 글을 남겼다. 

헝가리는 대륙성 기후로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이 있다. 여행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는 

4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이다. 여름에 한국과 달리 날씨가 습하지 않지만 햇볕이 너무 

강하다. 겨울에는 추위가 극심해서 야외 활동 조심해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 및 정치적 환경과 관하여 관광지 이미지는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되는 것인데 

한국 여행 블로그에서 정치적 측면 및 경제 측면은 미미하다. 한국 여행자들은 헝가리 

정치적 환경 및 경제 발전 인지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의 정치적 

이미지는 국가 정치제도의 변화, 국제관계, 외교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헝가리 경제발전 

이미지는 주변에 있는 동유럽 국가 중에 가장 발전된 나라로 인식이 되지만 서유럽 경제 

강대국보다 상당히 무력하다. 한국 여행자들은 새로운 경제 강대국보다 여전히 오래된 

역사와 잘 보관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보유국 이미지를 갖고 있다.  

혼잡도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지만 긍정적으로 나왔다. 주요 유럽 관광지보다 

외국 관광객들의 수가 많지 않고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다. 한국 여행자들은 교통 

체증이 심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도 긍정적인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역시 주요한 것이지만 문화상품 이미지도 강하지 않다. 

헝가리에서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술적이고 시각적으로 화려한 도자기, 

대표적인 고급 식료품인 푸아그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프리미엄 거위털 이불, 각 

문화상품별 미적 자질을 개발하여 문화상품으로 홍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으로 인도가 가장 뛰어난 것은 개인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이다, 

접근성이다. 부정적으로 제일 낮은 인지도는 접근성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이다. 

가장 부정적인 영역은 헝가리 치안이다.  

접근성은 인지도도 낮지만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직항 서비스가 없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행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는 중요하다. 

지리적 위치는 장소의 접근 가능성을 뜻하며 여행경비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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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원거리 목적지에 가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헝가리의 접급성과 관하여 보통 

비행기의 소요 시간은 12-13시간이고 한번 꼭 갈아타야 하는 코스만 있다. 2016 년에 

아시아항공이 국적 항공사 처음으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직항편을 운영했는 여름 

성수기에 일주일 한번만 운영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비싼 가격으로 제공했다. 한국에서 

헝가리로 갈 관광객들의 여행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알맞은 가격으로 자주 가는 

직항 또한 환승 비행기가 필수적이다. 한국 여행자들의 입장에서 헝가리는 원거리 관광 

목적지이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잠재적 관광지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은 한 국가의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관광지의 월등한 관광서비스는 방문 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방문 후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한국 관광객들은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친절함, 팁 문화, 언어 구사력, 영업시간, 결제방법, 화장실 등 

여려 가지 측면을 언급하였다. 헝가리 서비스 품질이 높은 평가로 나왔지만 

서비스의식은 한국과 비교해 많이 떨어진다. 느린 서비스, 팁 문화, 카드로 안 되는 

결제, 유로 화장실 등 한국 관광객들의 헝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으로 인도가 가장 뛰어난 것은 개인 안전성이다. 범죄는 다른 

관광지 이미지 요소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블로그 글을 통해 한국과 비교하면 헝가리는 노숙자 문제 및 소매치기 등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 

사건으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 터미널, 시장, 기차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많이 일어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많이 찾았다. 여행자들의 다수는 

낮에는 안전성을 느끼는 반면에 밤에 돌아 다니는 것은 좀 불안전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과 달리 헝가리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노숙자들은 위기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여행 시 불안전한 인식 때문에 헝가리 범죄 및 치안은 관광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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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1.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최근 1년 동안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 후기와 관련 내용을 통해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블로그 내용을 

분석하고 세부 영역으로 배분한 후 핵심 의미들을 도출해 보았다.  

관광지로서 헝가리 이미지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열정적으로 공유한 300명의 

블로그를 분석하였다. 블로그 작성자들은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공유했을 때 실제로 

헝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공개하였다. 블로그 내용 분석에서 얻은 자료는 

기능적 및 정서적 특성 관점에서 헝가리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들은 헝가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블로그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인들은 야경, 건축, 음식, 물가, 관광지, 헝가리 사람들에 대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개인 안정성, 접근성, 

서비스 품질 등 헝가리 관광 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 중 ‘아름다운 야경 및 저렴한 물가는 헝가리를 떠올릴 

때마다 첫번째 이미지로 강조된다. 맛있는 음식과 온천 문화도 많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들도 하여금 헝가리에 갈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야경 이미지는 한국인의 인식에서 관광지로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이미지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과 예쁜 건축물들이다. 

또한 헝가리의 문화유산과 자연 경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인들은 

아름다운 야경, 온천, 맛있고 저렴한 음식, 친절한 현지인들, 풍부한 역사가 있는 

동유럽 국가로서 헝가리에 대한 낙관적인 전체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국 관광객들은 지하철을 제외하고 헝가리 교통 수단과 일반 교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블로그 분석을 통해 헝가리 여행의 큰 메리트는 

저렴한 물가라고 나타냈다. 한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헝가리 물가 및 교통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기능적인 차원에서 저렴한 물가, 잘 되어 있는 교통은 

헝가리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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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관광객들은 한국에서 전혀 없는 팁 문화, 짧은 영업시간, 복잡한 

결제방법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한국과 비교해서 낮은 편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품질은 헝가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한 이유였다. 접근성 요인에 대한 글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었다. 한국 관광객들이 헝가리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헝가리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헝가리 노숙자 문제 

때문에 한국관광객들의 안전성 관련 의견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능적인 

차원에서 나쁜 치안, 낮은 서비스 품질 및 어려운 접근성은 헝가리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헝가리 사람들의 친절함, 환대는 헝가리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블로그들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헝가리 음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매콤한 요리 때문에 한국과 헝가리 식문화의 관련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미적인 

차원에서 헝가리 음식에 잘 적응한 경험은 헝가리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요인들은 한국인들을 헝가리로 끌어들이는 주된 이유라고 

여겨지고 있다. 관광지로서의 헝가리의 전반적인 이미지에는 여러 구성 요소의 조합 및 

상호 작용이 포함되므로 모든 특징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다. 저자는 한국에서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를 기초적 이해하기 위해 블로그 내용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헝가리의 

근본적인 전체 관광지 이미지를 과감하게 정의한다: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유럽 야경 1순위로 뽑히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도시이다. 그러나 시골 지역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의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 점차 강하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 중심적 수요의 

우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미디어에서 헝가리 관광 광고는 부다페스트에서 

짧은 코스를 제공하는 여행 일정일 뿐이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서 헝가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광지이며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의 

관광지 이미지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광고 및 여행 정보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헝가리 관광청은 한국에서 헝가리의 이미지를 더 분명하게 하며 

확장하기 위해 로망이 있는 수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 지역을 

목적지로 강력히 홍보해야 한다. 대중의 관심을 끌고 한국에서 헝가리의 강력한 관광지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헝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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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장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한다. 

첫 번째 필수 조치는 한국 사람들이 헝가리 이미지를 관광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헝가리는 한국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소중하고 유용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 여행 박람회에 참여하고 현지 여행사와 

협력하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여행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한국 관광 시장에 접근하고 

잠재적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에서 헝가리의 경제, 정치, 안전, 위생, 관광지, 음식과 관련된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국인들이 헝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6 년에 

아시아항공이 국적 항공사 처음으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직항편을 운영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여름 휴가 성수기 시즌에 일주일 한번 운영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비싼 

가격으로 제공했다. 한국에서 헝가리로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여행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알맞은 가격으로 자주 가는 직항 또한 환승 비행기가 필수적이다. 헝가리는 

다른 항공사 간의 협력과 조정을 장려하여 관광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관광객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헝가리 

관광 산업의 발달은 여전히 느리다. 유럽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관광객이 머무르는 동안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성, 노숙자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고 개선해야 한다. 관광지의 서비스, 숙박 시설 및 교통의 적절한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서비스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은 항상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이므로 적절한 교육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 노동력에 

제공해야 한다.  

대체로, 이 논문은 헝가리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의 헝가리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미래의 헝가리 관광 개발을 위한 예비적인 제안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이미지 특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헝가리의 관광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 분야에서 추후 

연구를 위한 견고한 정보 기반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국에서는 양적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관련 여행 후기 블로그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질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헝가리에 대한 포괄적 이미지를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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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  

 

연구대상을 헝가리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헝가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잠재관광객에 대한 및 헝가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비교분석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방향은 헝가리를 방문한 관광객과 헝가리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 즉 헝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또한 헝가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방문자와 잠재 관광객과 및 

현지인 한국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면 헝가리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와 이미지를 통한 

전략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이미지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조사방법도 헝가리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 여행자만이 아닌 외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를 해야, 보다 정확한 헝가리의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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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ungary’s Image Projected in Korean Travel Blogs 

Tamara, Kiss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tination marketing and positive country image is essential to attracting 

visitors. Prospective visitors are more and more dependent in the Internet to get 

information on destinations they may want to vis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analyze the destination image of Hungary by content analysis of Korean 

travel blogs. Korean travel blogs reflect numerous dimensions of tourists’ 

experiences in Hungary from visiting tourist sights, and trying local cuisine to 

overall impression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Naver,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eb portal in Korea, has been selected to 

process content analysis by sampling the blogs about Hungary from 2016 May to 2017 

Jun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As a whole, blog authors had a positive image 

of Hungary as a destination. Tourists perceived Hungary positively in aspects of 

gastronomy, scenery, night view, buildings, prices, rich history, transportation 

and hospitality. Therefore, these positive measures should be used to promote 

Hungary’ s destination image. In comparison, measures associated with negative 

words were personal safety, accessibility, quality of service, especially tip 

culture, revealing the major flaws of Hungary’s tourism industry. Considering the 

online high-tech development in Korea, Hungarian government should implement some 

policies. Koreans associated Hungary with its night view and cheap prices. As such, 

Hungary is still perceived by Koreans as a country with a long sad history and elder 

generation still remember Hungary as communist country, despite the significant 

strides Hungary has made on the economic front in recent years. Further effort is 

needed to improve the awareness and the image of Hungary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primary reference to establish a media public strategy 

plan for Hungary and Korea. In order to get further conclusions, analyzing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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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press, or a direct survey targeting Korean people who lives in Hungary for 

long time will be able to draw a clearer image of Hungary. In conclusion, despite 

challenges and limitations,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as an attempt to survey 

the images of Hungary perceived by the Korean tourists.  

Keywords: destination image, travel blog, Hungary 

Student number: 2015-25173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논의 및 문헌연구 검토
	1.1. 관광지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1.2. 소셜미디어와 관광지 이미지

	III.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대상지
	1.1. 일반 현황
	1.2. 헝가리 관광 산업 현황

	2. 연구자료 
	2.1. 네이버 블로그 
	2.2.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 자료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3.2. 네이버 DB 구축 
	3.3 관광지 이미지 분류 및 분석
	3.3.1. Cognitive vs affective image


	3.4. 연구가설 가설 설정

	IV. 결과 및 고찰 
	1.1.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의 통계적 분석
	1.1.1 주제영역별 분석
	1.1.2 블로그 경향별 분석 
	1.1.3 시각 이미지 분석
	1.1.4 게재 날짜 분석 

	1.2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의 텍스트 주제 분석
	1.2.1. 헝가리 이미지의 기능적인 차원 (functional dimension) 
	1.2.2. 헝가리 이미지의 미적인 차원  (aesthetic dimension) 
	1.2.3. 헝가리 이미지의 규범적인 차원 (normative dimension) 
	1.2.4. 헝가리 이미지의 교감 차원/ 정서적인 차원 (emotional dimension) 

	1.3 헝가리 이미지의 인지도 

	V. 결론
	1.1.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1.2.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

	VI. 참고문헌
	VII. Abstract


<startpage>9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II. 이론적 논의 및 문헌연구 검토 3
 1.1. 관광지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3
 1.2. 소셜미디어와 관광지 이미지 6
III. 연구방법 및 범위  8
 1. 연구 대상지 8
  1.1. 일반 현황 8
  1.2. 헝가리 관광 산업 현황 10
 2. 연구자료  15
  2.1. 네이버 블로그  15
  2.2. 헝가리 관광 공사 통계 자료 17
 3. 연구방법  18
  3.1 연구 모형 18
  3.2. 네이버 DB 구축  19
  3.3 관광지 이미지 분류 및 분석 22
   3.3.1. Cognitive vs affective image 22
 3.4. 연구가설 가설 설정 24
IV. 결과 및 고찰  29
 1.1.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의 통계적 분석 29
  1.1.1 주제영역별 분석 29
  1.1.2 블로그 경향별 분석  30
  1.1.3 시각 이미지 분석 31
  1.1.4 게재 날짜 분석  32
 1.2 헝가리 여행 관련 블로그의 텍스트 주제 분석 33
  1.2.1. 헝가리 이미지의 기능적인 차원 (functional dimension)  33
  1.2.2. 헝가리 이미지의 미적인 차원  (aesthetic dimension)  54
  1.2.3. 헝가리 이미지의 규범적인 차원 (normative dimension)  65
  1.2.4. 헝가리 이미지의 교감 차원/ 정서적인 차원 (emotional dimension)  69
 1.3 헝가리 이미지의 인지도  71
V. 결론 78
 1.1.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78
 1.2.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 81
VI. 참고문헌 82
VII. Abstract 8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