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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관광이 일상화되고 있다 관광은 이전보다 자주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 . , 

고 경험이 누적된 관광객은 관광지의 일상에 관심을 둔다 이른바 새로운 , . ‘

도시 관광 이라 불리는 이러한 관광 경향이 확산하고 (new urban tourism)’

있다 한편 관광에서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관광지의 주민과 관광객을 연. , 

결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 플랫. 

폼의 성장과 관광지의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지 현

지의 주민을 관광의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끌어들이고 있다 현지인으로서 . 

주민의 지식과 정보는 관광객이 원하는 진정한 현지 경험의 기회를 제공‘ ’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온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를 통해 . 

지역 관광의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는 주민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체험 에. ‘ ’

서 호스팅은 운영하는 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세 가지 연구 문제를 , 

설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관광에서 공유경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양쪽에 주는 이점으로 인해  , 

기존 산업을 재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광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 

사례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에어비앤비 체험 은 로컬로(Airbnb Experience)

서 호스트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이 묻어나는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는 점에

서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한 대량, 



관광 시기의 패키지 관광과 차별화된다 또한 독창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 , 

하는 호스트 선택권이 있는 게스트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서, 

로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며 따라서 호스트와 게스트 관계 또한 대량, 

관광 시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한편 서울에서 에. 

어비앤비 체험은 유형 측면에서 자신의 일상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쉽

게 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도보 여행 음식 여행 등산 유형의 프로그램이 , , 

많고 공간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기존에 외국인 , ,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스팅 프로그램도 밀집해 있다 다만 . 

주민의 호스팅 프로그램은 기존 관광 명소와 그 주변 지역에서 로컬에 의한 

차별화를 시도하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 ’ 

관광에서 로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과 관광, 

객을 이어주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관광의 주요 행

위자로서 주민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둘째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지역 관광의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활동하고  , 

있는 주민 호스트의 특성에 대해 분석했다 주민 호스트가 스스로를 로컬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민 호스트는 . 

게스트가 로컬로서의 호스트 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 ’

호스팅에서는 로컬로서 자신의 특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 

호스트가 게스트 경험이 충분히 누적돼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글로벌 이동. 

성이 확대된 사회에서 이들은 장 단기 해외 체류 및 여행을 통한 게스트 , 

경험이 많고 여행지에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진정한 현지 경험에 가치를 , 

두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 성격을 보인다 주민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체험‘ ’ . 

을 이용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게스트 경험이 풍부한 주민 호스트는 자신, 

의 일상 공간에서 직접 호스트가 돼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구미에 맞는 낯‘

선 곳에서의 일상 경험 을 호스팅 한다 호스트와 게스트의 정체성을 쉽게 ’ . 

오가며 주민이자 관광객으로서 순환적인 시선 을 형성하는 ‘ (circular gaze)’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게스트 경험과 로컬로서의 특성 재조정을 통해 호스

팅을 수행하고 주민의 이런 호스팅은 새로운 도시 관광의 경향을 내용적, , 

공간적 측면에서 확대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



셋째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그 의 , , 

미를 도출했다 주민 호스트는 일상에서의 장소 경험을 토대로 호스팅 대상. 

지를 선택하고 관광의 맥락에서 장소의 의미를 끌어낸다 이것은 일상을 반, . 

추해 장소의 새로운 측면을 발굴하고 관광적 요소를 고려해 일상 공간을 , 

관광 장소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 호스트가 지역 관. 

광의 생산자로 기능하는 이 과정은 동시에 주민이 일상적 환경을 재인식하

고 그 안에서 관광 경험을 하는 지역의 관광 소비 과정으로 이 연구는 이, , 

것을 호스트 관광 으로 개념화했다 그리고 호스팅 과정에서 ‘ (hostourism)’ . 

이뤄지는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스트가 지역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유발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공동으로 생산, , 

소비되는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징을 드러낸다 한편 이렇게 생산된 지역의 . 

관광 장소는 호스트에 의해 새로운 관광 지역 의 성격이 강조돼 재현된다‘ ’ .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선호에 맞게 재현된 장소 이미지는 온라인에서 게스

트에게 전달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그것을 수,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이미지는 강화된다.

그간 새로운 도시 관광 은 관광객이 이끄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 ’ , 

관련 연구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는 주민을 도시 관광의 중요한 행위 주체

의 하나로 상정하고 이들의 다면적인 성격과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 과, 

정에서의 역할을 규명했다 관광지 현지의 일상으로 향하는 관광을 수요자. 

관광객 가 아닌 공급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

서 의의가 있다 향후 관광에서 로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 

되는 만큼 관광과 도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관광의 주요 행위자로, 

서 로컬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주요어 새로운 도시 관광 에어비앤비 지역 주민 순환적인 시선 일상 : , , , , 

공간의 관광 장소화

학  번 : 2014-3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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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 1. 

도시계획법규가 파리의 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파리에서 살거나 일하는 이들이 길 광장 공원 가게를 사용하고 , , , 

창조하는 방법에 따라 파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나라티에리 베제쿠르(2017), ‧

풍경의 감각 파리 서울 두 도시 이야기: , p.10『 』

서울의 경복궁이나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도시의 상징 , 

이자 전통적인 관광 명소인 곳들은 과거처럼 지금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

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곳으로 가는 길에 마주하는 작은 골목에 . 

시선을 뺏기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두는 관광객이 ,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오늘날 관광의 도드라지는 특징이다 서두에 인용한 . 

문장에서처럼 도시 고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안에서 삶을 살아, 

가는 다양한 도시 이용자 의 일상적인 활동이‘ (city-user)’(Stors et al., 2019)

고 진정한 도시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객은 주민으로 대표되는 도시 이용자, 

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유럽 개국 일 과 같은 문구로 대표되는 패키지 관광의 정반대에서 요  ‘ 5 9 ’ , 

몇 년 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특정 도시에서의 한 달 살기 와 같은 현‘ ’

상은 오늘날 관광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다 이것은 관광객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최소화하고 관광지의 일상에 녹. , 

아들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에 맞춰 온라인에 떠도는 여행 정보 역시 현. ‘

지인과 함께 그리고 현지인처럼 활동하는 여행의 미덕을 설파한다’ ‘ ’ .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진정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 정보를 갖춘 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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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로컬 이 되어 관광 행위에 참여한다 이 연구는 이처럼 평범한 일( , local) . 

상이 대상이 되는 관광에서 현지인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온라인 여행 중, 

개 플랫폼을 통해 지역 관광의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주민

의 특성과 이들이 자신의 일상 공간을 관광의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이것이 유발하는 지역 관광 공간의 변화를 해석하려는 시도, 

이다.

사실 관광지의 평범한 일상을 탐하는 최근의 변화와는 달리 근대 이후 시 , 

작된 오늘날의 관광은 일상생활과는 대조적인 특별한 활동으로 여겨져 왔

다 관광은 일상의 익숙한 활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일탈적이고 낭. 

만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일상에서 오는 각종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

안의 하나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Cohen, 1979; Wang, 2000). 

은 복잡하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구 로‘ ’

서 교외나 더 먼 자연으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도시 관광은 . 

관광의 타 영역과 비교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연구 역시 ,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Williams, 2003; Ashwort

h and Page, 2011).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며 산업화 시기의 성장동력이 훼손된 도시 

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내세우며 글로벌 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

력하면서 도시 관광의 중요성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Florida, 2002; Fü

주로 도시 중심부에 있는 상징물이나 역사 유산 ller and Michel, 2014).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도시 관광은 주민의 일상과 중첩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를 마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오정준( , 2004; F ller and Michel, 2014; ü

조관연, 2018; Larsen, 2019).

도시 관광의 중요성이 두드러짐과 동시에 사회가 후기 산업사회로 전환되 , 

면서 관광 소비에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의 관광은 . 

흔히 패키지로 대표되는 제도화된 대량관광 대중관광의 형태가 주류를 이, 

뤘다 소비자의 개성보다는 생산자의 효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격화되고 . 

제도화된 대량관광은 이전의 모험적 성격을 지니던 관광을 편하게 만듦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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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관광의 대중화에 이바지했지만 관광객의 경험을 제한적이고 고립된 , 

수준에 그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Schmidt, 1979; Poon, 1993). 

나 다양화 특화 유연성 등을 강조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거시적인 변화 속, , 

에 관광 소비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Britton, 1991; Urry, 1995; 

대량관광에 대한 반발로 후기 산업사회에서Mowforth and Munt, 1998). , 

는 관광지의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고 현지 주민 현지 문화와 더 진정한 , , 

접촉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범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Skayanni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탈관광 신관광s, 1999). (post tourism), (new 

반관광 등의 용어로 부르며 저마다의 특징을 강조하tourism), (un-tourism) 

고 있지만 대량관광의 폐단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 

있다 김사헌( , 2006). 

이처럼 관광객의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복합적인 기능이 뒤섞여 있는 도시 

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 공간으로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Hayllar et al., 2008; Ashworth and Page, 2011).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한 관광객의 욕구는 그들의 발걸음을 전통적인 대량‘ ’ 

관광에서의 주된 관광지였던 곳들에서 나아가 점점 더 도시의 안쪽 도시민, 

의 일상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향하게 한다 이(Hohmann, 2018). 

들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 마치 주민처럼 행동(do as t

함으로써 진짜 도시 경험을 추구하고자 한다he locals) ‘ (authentic)’ (Matoga 

and Pawłowska, 2018). 

도시 관광의 이런 새로운 경향은 새로운 도시 관광 ‘ (new urban tourism)’

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도시 공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측면에, 

서 지리학을 중심으로 관광학 사회학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계의 관심을 불, , 

러 모으고 있다 사실 도시 관광에서 일상적인 것 매일의 삶 과 같은 것. ‘ ’, ‘ ’

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가 지적. Feifer(1985)

했듯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년대 이전부터 정비된 관광 공간1980 (touri

에서의 무대화된 경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고st bubbles)(Judd, 1999) ,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일상 공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 

들어 새로운 도시 관광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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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경향이 양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

문이다 이후석 오정준( , 2004; Dirksmeier and Helbrecht, 2015).․

오늘날 새로운 도시 관광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측 

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관광을 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이에 . 

따라 잦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과거보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 

생활 수준은 향상됐지만 저비용항공 의 등장 기, (LCC, Low Cost Carrier) , 

술의 발달 등으로 이동에 필요한 경비는 저렴해지면서 관광은 일상적 반복, , 

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방문자는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가 (Larsen, 2019). 

있는 전통적인 여행자 구역을 벗어나 현재 진행 중인 도시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되기 마련이다 박물관이나 고궁에 있는 진품 문화유(Maitland, 2010). 

산은 여전히 중요한 관광 대상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도시의 오늘이 돌아가, 

는 과정에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를 지닌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다 심창섭 상삼요(Edensor, 2006; , 2017).․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 

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잘 꾸며진 관광지가 아닌 도시의 낯선 곳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을 가볍게 했고 그 결과 새로운 도시 관광을 촉진하고 있, 

다 여행 정보를 주로 가이드북이나 대중매체 등에서 습득했던 과거와는 달. 

리 지금은 여행 전은 물론 여행 중에도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모바일 기, 

기를 통해 어디서나 손쉽게 지역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가 개, 2018 79.9%

인 여행자이며 이들 중 가 스마트폰을 통해 여행 정보를 획득한다, 78% .1)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지역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 

객은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지역을 더욱 폭넓게 바라보게 되고(Maitland an

기존의 관광 명소가 d Smith, 2009; Maitland, 2010; Hohmann, 2018), 

아닌 장소로의 이동은 유례없이 수월해졌다.

한편 관광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방문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관 

광의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징

1)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 20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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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낸다 여행자를 위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소셜 네(Larsen, 2019). , , 

트워크 등은 종종 사용자가 만드는 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s)

에 기대는데 이는 여행사 혹은 지역 내 다양한 층위의 관광 경영 및 마케팅 , 

기구 에서 만드는 (DMO, 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

전문적인 자료에 비해 사용자 사이에서 더욱 현장감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chmallegger and Carson, 2008; Akehurst, 2009; D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관광객과 비교해 지역 정보를 많이 ickinger, 2011). 

가지고 있는 주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 정보 제공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Edwards et al., 2017). 

방식에 변화를 불러온 플랫폼 기술의 도입은 관광의 소비자였던 지역 주민

을 공급자로 변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 

흐리게 만들고 있다 송운강 박용숙 김성윤( , 2018; , 2019).‧

그간 알려지지 않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의 정보원으로서 지역 주민 

의 역할은 주로 친구 및 친척 방문VFR(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 

관광에 국한돼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 

는 매력적인 지역 정보는 비단 친구나 친척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불특‘ ’ 

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게 됐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주민의 일상 공간에 . 

대한 방문 욕구가 큰 새로운 도시 관광객에게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지역

에 대한 주민의 암묵지 가 갖는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tacit knowledge)

지역 관광의 핵심적인 (Shani and Natan, 2012; Nezakati et al., 2015). 

정보원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새로운 도시 관광에서 관광객이 새로운 장소와 활동을 발견하고 , 

경험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대량관광과 사뭇 다르다 기존에 산업의 측면에. 

서 지역 주민은 관광과 거의 관련이 없었지만 새로운 도시 관광의 시기에 , 

지역 주민은 지역 관광 정보의 중요한 공급자가 될 수 있고 관광객은 이들, 

이 제공하는 지역의 관광 정보가 진정하며 생동감 있는 것으로 여긴다 따, . 

라서 주민이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지 및 관광 활동을 관광객이 소비하는, 

즉 관광을 통해 도시 공간이 사용되는 새로운 방식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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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새로운 도시 관광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관광  

지역이 아닌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관광 지역 의 (new tourism areas)

공간적 성격을 밝히거나 그러한 곳을 찾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 (new urban 

의 관광 동기와 행태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 반면 지역 주민tourists) . 

에 관한 관심은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touristification) 

보고 지역에서 내몰리거나 이에 저항하는 즉 수동적이거나 관광의 이차적, , 

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그려지는 데 그쳤다(Stors and Kagermeier, 2017

지역 주민을 단순히 관광의 영향 주로 피해 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바라a). ( )

본 기존의 연구들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기 

힘들었고 따라서 새로운 도시 관광이라는 관광 현상이 도시와 상호작용하, 

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 

도시 관광의 적극적인 행위자의 하나로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을 통해 , 

관광객을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주민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조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여행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체험 영문명 에서 로컬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 Airbnb Experience)

민의 특성과 이들이 일상 공간을 관광의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과 재구

성된 장소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 . 

관광에서 주민의 역할 주민과 관광객의 관계 관광 대상이 되는 일상적 환, , 

경의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 

같다.

첫째 관광에서 공유경제의 역할과 성격을 파악한 뒤 주민 호스트 활동의  , , 

장 이자 주민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여행 중개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 ( )場

체험이 지니는 성격과 운영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울에서의 유형 및 공, 

간분포를 파악한다 단순히 주민과 관광객을 연결할 뿐 아니라 운영 방식의 . , 

특성으로 인해 에어비앤비 체험이 새로운 도시 관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다는 점을 보이고 유형 및 공간분포를 통해 주민 호스트가 선호하는 호스팅 , 

유형과 장소의 특성을 밝힌다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COVID-1

이하 코로나 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제기되고 있는 관광의 변화 방향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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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에어비앤비 체험의 운영상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팬데믹 이후 관광에서 , 

온라인 중개 플랫폼 및 지역 주민의 역할 변화에 대해 논한다.

둘째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지역 관광의 중요한 행위자로 떠오른 주민  , 

호스트가 갖는 로컬 및 새로운 도시 관광객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플랫, 

폼 진입 방식과 동기에 따른 호스트의 다양성을 규명한다 풍부한 지역 정. 

보를 지닌 로컬이자 게스트 경험이 누적된 주민 호스트는 게스트와 호스트 , 

양쪽의 정체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유동적인 두 정체성을 통해 형성하는 , 

호스트 게스트 각각의 성격은 주민 호스트로서 이들의 호스팅 운영에 반영, 

됨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을 관광의 대상으 , 

로 재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그것을 재현하는 데 있어 드러, 

나는 특징을 파악한다 주민 호스트는 일상 공간을 관광 대상화하는 주체로. , 

익숙한 환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관광의 대상으로 재구성할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지역 의 성격을 갖는 장소라는 점을 부각한다‘ ’ . 

주민 호스트에 의해 수행되는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 방식과 새롭게 부여

되는 장소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이 벌어지는 도시의 곳곳이 

새로운 이미지를 갖는 관광 장소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연구 대상과 방법2. 

연구 대상1) 

본 연구는 새로운 도시 관광의 흐름 속에 관광의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활 

약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연, 

결하는 여행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체험과 그 안에서 호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주민 호스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에어비앤비 체험은 이른바 공유 숙박 업체로 널리 알려진 에어비앤 ‘ ’ 

비에서 제공하는 여행 중개 플랫폼으로 년 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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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기능의 여타 플랫폼과 비교해 출범 시기는 늦었지만 년 월 , 2020 6

현재 전 세계 천 개 이상의 도시에서 만 개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1 5

영 중인 대표적인 여행 중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로 설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 

은 물론 전국에서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을 호스팅 할 수 있다 다만 , . 

서울은 전 세계 최초로 호스팅이 시작된 도시 중 하나로 년 월부터 , 2016 11

호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호스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반면 전국적으로 호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 

한 것은 년 월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상당수의 2018 7 . 

호스팅 프로그램은 외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방한 외국, ( ) 訪韓

인 관광객의 방문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2)에 몰려있다는 

점 역시 운영 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서울에서 체험 호스팅이 가장 활발하

게 이뤄지는 이유가 된다 에어비앤비 체험의 주민 호스트가 연구의 대상인 . 

이상 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은 선택 가능한 가, 

장 이상적인 공간적 배경이 된다.

년 월 일 기준 서울에는 명의 주민 호스트에 의해 개의 호 2020 6 1 , 216 327

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은 . 2017

년 월 약 개 년 월 약 개 년 월 약 개로 빠르게 증7 80 , 2018 7 200 , 2019 8 370

가해 왔지만 코로나 로 인한 국제관광 침체의 여파로 성장세가 꺾인 것으, 19

로 보인다 새로운 주민 호스트가 지속해서 진입하고 있지만 기존 주민 호. , 

스트의 이탈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 호스팅 프로그램의 수치는 감소

했다 이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3 .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호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주민 호스트 

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주민 호스트의 성격과 이들이 일상 공간을 관광

의 대상으로 구성해가는 방식과 구성된 장소의 특징을 파악했다 년 . 2019 6

월부터 년 월 사이에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호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2020 8

2) 년 외래객 방문율 중복 응답 의 경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2018 ( ) , 79.4%, 14.9%, 8.
지방은 부산 강원 제주 등이며 그 밖의 지방은 대 이하로 3%, 14.7%, 9.7%, 8.5% , 3%

조사됐다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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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호스트가 연구의 대상으로 주로 장소 중심 유형 장 참고 프로그램, ‘ ’(3 ) 

을 운영하면서 호스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호스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 

행했다 그 결과 총 명의 주민 호스트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고 한 명의 . 20 , 

주민 호스트는 호스트 양성 과정 강의를 통해 직 간접적인 면담을 수행했, 

다 심층 면접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연구 방법은 다음 항에서 상술한다. . 

그리고 주민 호스트로부터 직접 생산한 차 자료를 보완하고 풍성한 연구 1 ,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주민 호스트가 직접 작성해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호스트 자신과 프로그램 방문 장소 소개글을 연구의 대상으로 , 

삼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민 호스트의 활동에 의해 관광 장소로 재구성되는  , 

일상 공간 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관광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 . 

연합과 세계관광기구 는 관광 을 방문객(UN UNWTO, 2010) (tourism) (visitor‧

활동의 결과로 보며 방문객은 지리적 차원 시간적 차원 이동의 목적에 s) , , , 

따라 정의된다 방문객은 지리적 차원에서 일상적 환경. (usual environment) 

밖의 목적지로 떠나는 여행자 로 시간적 차원에서 년 이하 이동(traveler) , 1 , 

의 목적은 고용되지 않는 다른 목적 출장 레저 혹은 다른 개인적인 목적( , , )

이 있는 사람이다 이중 지리적 차원의 는 개인이 일상 . ‘usual environment’

생활 정규적으로 행하는 삶의 루틴 을 수행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정의된다( ) . 

여기에는 거주지 근무지 혹은 공부 쇼핑 장소와 같이 현재의 일상 루틴에, , 

서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다른 장소가 포함되며 이것은 반드시 일상적, 

인 거주지에서 근접해 있어야 한다거나 연속적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3) 위의 정의에 따라 지리적 측면에서 관광이 일상적 환경 을 떠. ‘ ’

나는 것이라면 반대로 일상적 환경은 관광의 대상이 아닌 공간이 된다 그, . 

리고 그 일상적 환경은 일상 생활이 벌어지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 일상 공간은 기본적으로 호스트 입장에서의 일상적 환경에 기 

반한다 즉 호스트가 출근하고 일하고 쉬거나 노는 주민으로서 호스트의 . , , , 

일상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일상 공간은 경계를 지닌 특정한 물리. 

3) 이상은  United Nations and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0, International Reco『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 p.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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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호스트의 활동으로 의미가 채워지는 곳, 

으로 도시민의 일상적 활동이 벌어지는 도시의 어느 곳이든 일상 공간이 , 

될 수 있다 주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대량관광에서 시야에서 벗어나 .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주민에게 익숙한 이런 공간은 관광객에겐 낯설, 

고 색다른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의 일상 공간은 호스트에게 특별한 장소감을 건네주 

는 공간 즉 호스트의 장소 까지 포함한다 일상의 루틴에서 정기적으, (place) . 

로 찾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호스트가 선호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담긴 , 

곳 역시도 일상 공간으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비록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 

정기적으로 찾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장, 

소는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일상 공간 이상으로 익숙한 환경이 되기 때( ) 

문이다 이런 곳은 호스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겐 그다지 특별할 것 없. 

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담긴 호스트의 경험이나 그곳에 대한 전문, 

성을 바탕으로 호스트가 자신을 찾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상 공간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과 같다 < 1-1> . 

도시민의 개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다양한 도시 공간을 집합적 

차원에서 도시의 일상 공간으로 칭한다 이 안에는 주민으로서 호스트의 일. 

상적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 호스트에게 특별한 의미의 장소가 포함되며 이, , 

들은 상호 중첩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호스트가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은 혹은 호스 , 

트에게 특별한 공간은 도시 곳곳에 있는 평범하거나 흔한 곳일 수도 있지

만 이미 외지인에게도 유명한 관광 명소의 일부일 수도 지역 주민에게 인, , 

기가 좋은 이른바 핫플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는 전자만을 일상 공간으‘ ’ . 

로 상정하지 않으며 후자를 배제하지도 않는다 공간이 기능하도록 의도된 , . 

목적이나 기존 관광 목적지로의 역할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으로서 호스트, 

의 경험이 누적돼 의미가 채워진 공간을 일상 공간으로 상정한다 호스트는 . 

이 가운데 자신의 로컬 및 게스트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관광의 대상

이 될 만한 공간을 선정하고 이를 관광 장소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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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일상 공간 개념의 도식화> ‘ ’ 

이처럼 주민의 활동으로 의미가 채워지는 곳을 일상 공간이라고 한다면 ,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는 관광 장소화 될 수 있는 공간도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도시 공간 곳곳에 외부인으로선 알기 어려운 장소들도 그만큼 많이 . 

숨어 있으며 따라서 공간 경험의 주체로서 로컬의 정보와 노하우에 의해 , 

수없이 많은 곳이 새로운 여행지로 발굴될 수 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다. 

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관광객의 다채로운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시 관광 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시야말. ‘ ’

로 비도시 지역과 비교해 일상 공간이 관광 장소화 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도시 관광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플랫폼으로 대표되 

는 공유경제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을 연결하는 공유. 

경제는 속성상 수요자의 존재가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급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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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 참고 도시는 관광 ( 3 ). 

장소화 될 수 있는 공간도 많지만 관광객에게 특별한 일상 공간을 소개해 , 

줄 수 있는 주민도 많다 따라서 여행 중개 플랫폼을 통한 일상 공간의 관. 

광 장소화는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연구 방법2) 

본 연구는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호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주민 호스트 

의 성격과 이들이 호스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과 방식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동기와 과정에 대한 깊은 해석을 위해서는 이들의 전기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따라서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biographical) , 

서 현상이 진행되는가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질적인 연구 방법의 수행이 요

구된다.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한 연구 방법은 주민 호스트와의 반 구조화 

된 심층 면담이다 에어비앤비 웹사이트 내 검색을 통해 (semi-structured) . 

추출한 호스팅 리스트 가운데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즉 주로 특정 공, 

간을 방문하고 방문하는 곳이 호스팅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 

하는 프로그램 장 절 참고 을 운영하는 주민 호스트에게 에어비앤비의 메(3 2 )

시지 기능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이 중 심층 면담에 응한 호스트와 대면. , 

화상 온라인 이메일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했( ), 

다 이론적 포화 원칙에 따라 인터뷰를 통해 더는 새. (theoretical saturation) 

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시점까지 인터뷰를 계속했으며(Strauss and 

그 결과 심층 면담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Corbin, 1998), 2019 6 2020 8 20

명의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를 대상으로 수행됐다. 

심층 면담은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면담을 기본으로 했으나 전염병 감염  , 

위험을 이유로 명의 호스트와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 줌 을 통해 3 (ZOOM)

화상으로 진행했고 이메일 인터뷰는 예비 연구 건과 면담 대상자가 이메, 2

일 인터뷰를 선호하는 부득이한 상황 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행됐다 대1 . 

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의 경우 질문이 고정되지 않은 개방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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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진행했으며 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최단 분에서 최장 분, 50 120

에 걸쳐 진행됐다 면담에서의 주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호스트의 사회. , ‧

문화 경제적 배경과 호스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 호스팅 대상지 선정 과정과 , ‧

프로그램 구성 과정 그리고 호스팅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표 , (< 1-1>). 

모든 호스트는 에어비앤비 체험 웹페이지에 자신 및 자신의 프로그램에 관

한 소개를 적어두기 때문에 위의 공통 질문 외에 소개글의 내용에 기반해 , 

호스트별 맞춤형 질문을 별도로 구성해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심층 면담 .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주민 호스트와 모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 전화 등 , ,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았다 주민 호스트가 운영하는 . 

호스팅 프로그램의 유형 호스팅 개설 시기와 그 밖의 면담자에 관한 기본, 

적인 정보는 표 와 같다< 1-2> . 

질문 범주 주요 질문 내용

호스트의 

성격

성장 과정 생애사 에 관한 질문 출신 및 거주지 학창 시절 해외 체류 경험 등( ) ( , , )•

해외 여행 관련 질문 빈도 여행 방식 여행지 선택 기준 등( , , )•

외국어 구사 정도                호스팅 경험VFR • •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및 여행지에서 데이 투어 상품 이용 경험•

에어비앤비 체험 인지 계기와 호스트 혹은 게스트로서 사용 동기( ) •

현재 운영하는 호스팅에 있어 자신의 특장점•

호스팅 대상지 

선정과 재구성

호스팅 대상지를 선정하며 고려한 사항 대상지를 선택한 이유, •

호스팅 대상지에서의 평소 장소 경험 여부 및 장소 경험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

추가적인 호스팅 대상지로 염두에 둔 곳 유무와 해당 장소의 성격•

호스팅 대상지에 있어 자신의 지니는 특장점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

대상지 선정 후 프로그램 구성 과정 전반에 관한 질문, •

호스팅 

운영 방식

문화와 관습 법규 등이 다른 게스트를 호스팅하기 위해 고려하는 점, •

자신의 프로그램과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 및 여행지 데이 투어 등과의 차이점•

호스팅 전후 게스트와의 유대관계 유무 있다면 그 내용, •

후기와 평점 관리를 위한 노력 피드백을 통한 개선 경험, •

법적 문제 관광통역사자격증 보유 여부 합 불법성 여부 인지 여부 및 대응( , / ) •

현재 삶에서 호스팅이 갖는 의미•

기본 

인적 사항

나이 연령대 직업 관광 관련 직종 종사 여부 포함 국적 학력 및 전공 호( ), ( ), , , •

스팅 시작 시기와 운영 횟수 등

표 심층 면접 주요 질문 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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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프로그램 유형 호스팅 시작 시기 직업 학력 전공( ) 연령 대( ) 성별 심층 면담 시기 비고

1 A 한식 쿠킹 클래스 년2017
퇴직 후 프리랜서

개발자( IT )前 대졸 세48 여성 년 월2019 6 인터뷰E-mail 

2 B 한식 쿠킹 클래스 년 월2019 5 지인 회사 근무 경리직( ) - 세66 여성 년 월2019 6 참여관찰(‘19.7)

3 C 등산 년2019
퇴직 후 프리랜서

해외 마케팅( )前 대졸 대 후반20 남성 년 월2019 6 인터뷰E-mail 

4 D 등산 년 월2019 7 회사원 사무직( ) 대졸 신문방송학( ) 대 후반20 여성 년 월2020 1 -

5 E 도보 여행 년 월2019 11 퇴직 후 프리랜서 대졸 신소재공학( ) 세34 남성 년 월2020 2
서울 근교도시에서 

호스팅 진행

6 F 도보 여행 개2 년 월2019 1 회사원 의료기기( ) 석사 한국학( ) 대 후반20 여성 년 월2020 2 외국인 유럽( )

7 G 등산 년 월2019 3 회사원 항공사( ) 대졸 국제학( ) 대 초반30 남성 년 월2020 2 외국인중앙아시아( )

8 H 나이트 라이프 년 월2020 1 회사원 산업(MICE ) 국외대졸 국제경영학( ) 세28 남성 년 월2020 2 한국계 외국인북미( )

9 J 도보 여행 년 월2020 1 대학생 대재 도시계획학( ) 세25 여성 년 월2020 2 -

10 K 도보 여행 등 개4 년 월2019 10 대학생 관광 스타트업 창업/ 대재 말레이인니어( )‧ 세27 남성 년 월2020 2

11 L 도보 여행 년 말2016 퇴직 후 게스트하우스 운영 대졸 대기천문학( ) 세51 남성 년 월2020 6 숙박업 종사

12 M 도보 여행 년 봄2019 퇴직 후 자영업 대졸 세58 남성 년 월2020 7 -

13 N 음식 여행 등 개3 년 여름2018 퇴직 후 인 여행사1 대졸 법학( ) 세35 남성 년 월2020 7 관광 스타트업 창업

14 O 도보 여행 년 월2020 3 프리랜서 구직자 고졸 세29 여성 년 월2020 7 -

15 P 도보 여행 년 월2020 3 회사원 의료분야( ) 대졸 간호학( ) 세29 여성 년 월2020 7 -

16 Q 등산 년 월2020 2 대학생 대재 신소재공학( ) 세26 남성 년 월2020 8 -

17 R 도보 여행 년 월2020 5 프리랜서 대졸 영어학( ) 세33 여성 년 월2020 8 참여관찰(‘20.8)

18 S 도보 여행 년 월2020 1 대학생 대재 경영학( ) 세20 남성 년 월2020 8 -

19 T 도보 여행 년 월2019 7 주부 석사 한국학( ) 세30 여성 년 월2020 8
외국인 북미( )

인터뷰E-mail 

20 U 기타 사교 모임( ) 년 월2019 12 해외 취업 준비 국외석사 로스쿨( ) 대 중반30 여성 년 월2020 8 -

비고 참가자 정보는 심층 면접 당시를 기준으로 함: 

표 < 1-2 인터뷰 참가자 기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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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담은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고 면담 이후 이를 전사해 문서 , 

화했다 참가자의 응답 내용 중 가운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 분석. 

하기 위해 문서화한 자료 중 연구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선행연구 분석, 

을 통해 기설정한 범주에 할당했다 분석의 대상으로 각 범주에 할당한 텍. 

스트들을 대상으로 분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연구문제를 보다 세, 

분화하는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했다 이것은 연구자가 기존 연(Flick, 2012). 

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 자료를 해석적 반향적으로 판, 

독하는 과정으로 무엇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 , 

에 있어 연구자의 개입이 불가피했다(Mason, 2002).

본격적인 심층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호스팅 프로 , 

그램을 운영 중인 주민 호스트 대 중반 여성 이후 연구에서 로 칭함(30 , , ‘I’ )

가 다른 호스트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개설한 교육 과정에 참여해 강의를 , 

듣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년 월 년 에어비앤비 체험의 로컬 , (2020 1 ). 2018

호스트로 시작한 이 호스트는 에어비앤비 체험에서의 성공적인 호스팅 경험

을 바탕으로 현재는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관광업을 창업했다 그리고 또 . 

다른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가 쓴 주민 호스트 안내서4)를 통독했다. 2019

년부터 호스팅을 시작한 이 호스트 역시 에어비앤비 체험에서의 다수 호스

팅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서적을 출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호스팅 . 

경험이 풍부한 주민 호스트의 호스트 양성 강의를 듣고 관련한 서적을 읽, 

음으로써 호스팅 프로그램을 기획해 개설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 , 

요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직접적인 호스팅 . 

경험이 없는 연구자에게는 에어비앤비 체험이 운영되는 내부적인 프로세스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주민 호스트를 대상으로 심, 

층 면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이 됐다.

다음으로 심층 면담에 응한 주민 호스트 중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자의  , 

참여에 동의한 호스트의 프로그램 건에 직접 참여해 참여관찰을 수행했다2 . 

년 월 수행한 참여관찰은 호스트 의 가정에서 진행된 한식 쿠킹 클2019 7 B

4) 정민제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 가이드 비즈북스 (2020), ‘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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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 프로그램으로 호스트 명 한국인 여성 및 게스트 명 외국인 여성 과 , 1 ( ) 2 ( )

함께 했다 년 월 수행한 참여관찰은 호스트 의 도보 여행 프로그램. 2020 8 R

으로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지에서 진행됐으며 호스트 명 한국인 여성, , 1 ( ) 

및 게스트 명 외국인 여성 명 한국인 남성 명 이 참여했다 이때 연구자4 ( 3 , 1 ) . 

는 참여관찰에 동의한 호스트는 물론 게스트에게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참여관찰에 동의를 얻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호스트가 현장에서 호스팅 , .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방식 호스트와 게스트 게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 ,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고 게스트와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통해 호스팅 , 

참여 동기와 목적 등 호스팅과 관련한 게스트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었

다 이때 연구자가 에어비앤비에 가입해 해당 체험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등. 

록해 참여함으로써 게스트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호스팅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방식 플랫폼 기능을 활용한 호스트와의 상호작용 참여 후 호스트에 , , 

대한 평가와 후기를 남기는 방식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위의 방법들은 호스트의 성격과 호스팅 프로그램 구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 

해 주민 호스트를 직접 만나 차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이와 더불어 호1 . 

스트가 에어비앤비 체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프로그램 개의 소개글을 29

텍스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주민 호스트가 글을 통해 호. 

스트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프로그램 방문 장소를 소개하는 방식을 분석함으, 

로써 주민에 의해 형성되는 관광지의 장소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서울. 

특별시 공식 가이드북과의 비교를 통해 호스트가 만들어내는 장소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장의 . 5

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3 .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체험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성격과 서울에 

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자료 및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의 자료를 활

용했다 에어비앤비 체험의 성격은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 

관련 문헌 신문 기사 관계 법령 등 각종 아카이브 자료의 내용을 통해 확인, , 

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체험 현황은 년 월 기준이며 특정 . 2020 6 , 

시점에서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추출

해 분석했다 주민 호스트 각각은 개인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에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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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비를 통한 공식적인 현황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에어비. 

앤비 체험 웹사이트에서의 직접 검색을 통해 서울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

램을 전수 조사해 파악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의 절에. 3 2

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3.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 

서론에 이어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 분석틀을 도출한 2

다 근대 이후 관광 소비문화의 변화를 고찰해 오늘날 관광이 대량관광에 . 

대한 반발로 포스트모던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하고 상징적, 

인 것이 아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지 주민의 삶에 관심을 두는 이른바 새‘

로운 도시 관광 경향이 등장했음을 설명한다 새로운 도시 관광은 연구 대’ . 

상인 여행 중개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 체험과 로컬 호스트로 활동하는 

주민을 관찰하는 개념적 틀이 된다 새로운 도시 관광 경향의 지속적인 확. 

대 속에 관광객과 주민이 직접 마주칠 일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광. 

과 지역의 관계에 대해 다룬 기존 연구를 검토해 관광객과 함께 하는 주민 

호스트의 활동이 가져올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형성하고자 했

다 마지막으로 장소의 의미가 유동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 , 

관점의 연구를 정리했다 관광 공간을 물리적으로 고정된 개념으로 보는 관. 

점을 극복하고 관광지 장소 이미지를 주민 호스트 및 이들과 함께 공간적 , 

실천을 수행하는 관광객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장에서는 에어비앤비 체험의 성격과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절에서 3 . 1

는 관광에서 공유경제의 성격과 성장에 대해 살펴보고 여행 중개 서비스 , 

플랫폼의 하나로서 에어비앤비 체험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파악해 이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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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 관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한다 이어 연구 대. 

상 지역인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의 유형 및 공간 분포를 살펴 이후의 

분석에 적절한 프로그램 유형을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공간 분, 

포의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체험이 갖는 성격으로 인해 코. 

로나 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코로나 이후 변화할 관광에서의 역19 , 19 

할에 대해 논한다.

장에서는 지역 관광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떠오른 주민 호스트의 성격을  4

탐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주민 호스트의 로컬로서의 자기 인식과 경험을 . 

밝히고 초국적 이주 및 여행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으, 

로서의 특성을 드러낸 뒤 에어비앤비 체험의 진입 방식과 동기에 따른 주, 

민 호스트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밝혀 호스트의 성격을 규명한다. 

장에서는 주민 호스트가 자신의 일상적 환경에서 호스팅 대상을 선정하 5

고 관광의 맥락에서 장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해 하나의 완결된 호스, , 

팅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 방식과 이렇게 기획된 관광 장소가 갖는 이미지

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에 있어 일상의 매력 관광객과 주. , 

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광 경험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6 , , , 

그리고 한계를 끌어낸다. 

본 연구의 전체 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와 같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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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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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2 문헌연구 및 연구 문제 도출

관광 소비문화의 변화 도시의 일상과 로컬에 대한 관심1. : 

대량관광에 대한 반발과 포스트모던 관광으로의 변화1)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관광은 누구나 할 수 있 , 

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의 하나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이뤄지는 관. 

광은 근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진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전근. , 

대 시기의 관광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이뤄지거나 혹은 고위 계급만 제한적

으로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이었고 그 이전의 시기는 노동과 여가의 개념, 

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이다 조광익 신용석( , 2010; , 2011).

근대 이후 관광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근대사회가 지닌 양면성 때문 

으로 설명되곤 한다 관광의 근대성에 대한 의 설명에 따르면. Wang(2000) , 

기술 발달과 생산 효율의 향상으로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이동성이 증가하, 

며 휴가 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여가 시간이 확보되는 것과 같은 근대사회, 

의 긍정적 측면 이 사람들에게 관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love side) . 

반면 도시 생활의 삭막함과 소외감 비진정성과 스트레스와 같은 근대사회의 , 

부정적 측면 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관광하고자 하는 욕(dark side)

구를 끌어낸다 이와 같은 설명은 관광이 사회문화적 파생물로서 사회 환경. , , 

구조적 문화적 조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

관광은 근대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며 함께 성장했다 이전의 관광은 목숨을  . 

담보로 하는 모험적인 성격의 탐험에 가깝거나 교육 목적의 대순유여행, 

과 같이 특수한 목적이 있는 활동이었다 반면 대량생산 대량(grand tour) . , 

소비의 산업사회 모든 것이 이윤 추구를 위한 상품화의 대상이 되는 자본, 

주의 사회에서 관광은 상품이 되어 대량소비의 대상이 됐다(Watson and 

조광익Kopachevsky, 1994; , 2010).

관광산업은 일탈을 꿈꾸는 관광객의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합리적 전략 , 

적으로 상품을 계획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라는 산업적 목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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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힘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 발전한 대량관광은 포디즘적 . 

소비양식의 특징을 두루 지닌다 대량관광을 위(Shaw and Williams, 2004). 

한 관광 상품은 관광객의 선호보다는 생산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성을 기하

는 생산자 주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고 대동소이한 상품들 사이에서 가, 

격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른바 패키지 로 대표되는 조직. (package)

화된 대량관광에서 관광객은 관광객을 위해 정해진 구역 내에서 관광객이 , 

이용하도록 계획된 활동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현지인 현지 문화와 격리되, 

고 직접적인 접촉은 상실된 채 간접적이고 피상적 소비만 이뤄져 왔다

김사헌 김주락(Judd, 2003; , 2006a; Lumsdon and McGrath, 2011; , 

이와 관련해 는 관광이 관광객이 선호하는 틀에 박힌 2018). Relph(1976)

건축물과 인공적인 거짓 경관 장소를 지역에 만들어냄으로써 애초에 관광, , 

을 유발했던 해당 장소의 특색있는 경관을 파괴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는 점

을 무장소성 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장소에 관한 그의 (placelessness) . 

설명에 기반하면 대량관광에서 관광객은 장소 자체의 특성이나 의미와 상, 

관없이 그저 그 안에 있는 존재로 장소에 대한 애정이나 유대감을 형성할 , 

수 없는 지리적으로 소외된 존재이다, (Relph, 1976).

그러나 탈근대의 사회적 변화는 관광 소비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사실 대 . 

량관광의 시대에도 많은 관광객이 만들어진 관광 공간에서의 연출된 경험에 

피로감을 호소해 왔으며 관광객이 유명한 관광지에 몰려있는 다른 관광객, 

의 존재를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스스로가 관광객이라는 사실 자체를 싫어, 

한다는 사실도 제기돼 왔다(Culler, 1981; Feifer, 1985; Jacobsen, 2000). 

이는 소비를 통해 남들과 구별짓기 를 시도하는 중산층을 (Bourdieu, 1979)

중심으로 기존의 대량관광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욕구가 관광객 사이에 내재, 

해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관광객의 교육 (Jansson, 2018; Wearing, 2002). 

및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행의 경험이 누적된 관광객의 변화에 대한 욕, 

구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탈산업사회의 생산방식 변화와 함께 관광 유형

의 특화 유연화 다변화를 촉진했다 기존의 관광이 양적인 측면에서 크고, . 

활동의 유형 측면에서는 쾌락 추구형 (mass tourism), 4S(Sun, Sea, Sex, 

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탈Sand) ‘ (conven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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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대 관광은 다양해지고 특화된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규모 면에서 작

아지고 활동 측면에서 세분됐다(Stamboulis and Skayannis, 2003).

대량관광에 대한 반발에서 등장한 새로운 관광의 흐름은 신관광 탈관광 , , 

반관광 대안관광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문화 유산 관광 생태관광, , / , , 

체험관광 공정관광 특수목적관광 등의 새로, , (SIT, special interest tourism) 

운 형태로 다채로워졌다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관광은 개념적 혹은 실제적. 

인 영역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 가지 (Mowforth and Munt, 1998), 

분명한 점은 관광객의 선호가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도 바뀌고 있, 

다는 점이다 개별화된 소비 성향을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보다 다양해진 형. , 

태의 관광이 이전보다 더 짧지만 자주 더 특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소은 송운강 즉 대량관광이 공급자 중심(Lash and Urry, 1994; , 2014). , ․

으로 이뤄져 왔다면 탈산업사회 새로운 관광의 흐름은 보다 관광객의 성향, 

과 기호에 맞춰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량관광의 소비자와는 달리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광객은 새로운 경험을  , 

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문화적 자산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을 , 

추구하기 위해 관광한다(Weiler and Hall, 1992; Everett and Aitchison, 2

또한 지역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며 현지인과010). , , , 

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현지의 문화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려는 욕구가 

있어 대중관광의 관광객에 비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사헌(Aramberri, 2001; , 2003a; G

ilmore and Pine, 2007; Maitland, 2013).

공급측 필요와 수요측 선호를 충족하는 도시 관광의 성장2)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중관광은 일상에서 벗 

어난 곳에서 즐기는 특별한 경험 즉 탈일상성을 전제로 해왔다 이와 같은 , . 

전통적인 관광사회학의 관점에서 관광이란 주로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도시가 

아닌 교외 혹은 더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고 자연스레 일상의 생활영역으, 

로서 도시에서의 관광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고동(William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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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더욱이 도시에서 관광객은 특정 시간대 일부 지역에서만 목격되, 2012). , 

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이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 , , 

주변적이었고 따라서 도시에서 관광은 경제 행정 연구 모든 측면에서 소외, , , 

돼 왔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로의 시대적 전환과 (Stors and Baltes, 2018). 

함께 도시 관광은 차츰 주목받기 시작했다 후기 (Williams and Lew, 2015). 

산업사회로 접어들며 도시 관광이 활성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관광을 경제적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인 관광 개 , 

발을 추진한 도시 정부의 정책적 역할 때문이다 산업화 이래 제조업을 중. 

심으로 성장해 온 도시들은 년대 이후 세계경제구조가 재편되고 세계1980

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적인 정체 혹은 쇠퇴에 직면했다 글로벌 자본은 공. 

장을 더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개도국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기반의 기존 

도시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갔지만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 주체가 국가에서 , 

개별 도시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 

많은 도시 정부는 관광이 제공하는 잠재적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Meet

신용석 민웅기 심창섭 산토스han, 1998; , 2006; , 2010; Spirou, 2011; , 20․

신진숙12; , 2017). 

이에 세계 각국의 도시 정부는 기존의 역사 문화유산을 재정비하는 한편 , , 

쓰임을 다한 산업시설을 재정비해 문화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해 관광객 유, 

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서구 도시를 중심으로 폐선된 산업철도와 고가. 

도로는 산책로가 되고 미국 뉴욕 하이라인 공원 서울 서울로 폐쇄( ‘ ’, ‘ 7017’), 

된 정수장이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원 서울 선유도공원 이 되는가 하면( ‘ ’) , 

조선소와 공장의 산업폐기물이 쌓여 있던 야적장에는 박물관이 지어져 스페(

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도시에 ‘ ’) ,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많이 목격할 수 있다 물론 도. 

시 간 경쟁 과정에서 장소가 지닌 역사나 문화와 관련이 적은 현대적이고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건설되거나 여러 곳에서 엇비슷한 모습(Sudjic, 2005), 

의 개발이 시도됨으로써(Frieden and Sagalyn, 1990; Jones, 1998; Richard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자 했던 도시 정s and Wil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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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노력이 결국 도시를 다른 세계도시와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설에 

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Maitland, 2010b). 

관광이 도시의 매력을 개발 발견하고 후기 산업사회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 , , 

재구조화 과정 및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점 또한 분명하다(Williams and Lew, 2015).

도시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은 도시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과 변화한 관광객의 선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풀어 설. 

명하면 도시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동적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특징, 

이 다양해진 관광객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

다 도시 관광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 , 

로 목적지에 따라 관광을 구분하자면 도시 관광 은 농촌관광(urban tourism)

과 대비해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석(rural tourism) ( , 2006). Pearce

는 도시의 특징으로 구조 사람 기능의 높은 물리적 밀도 사회 문(2001) , , , , 

화적 이질성 경제적 다기능 도시권 네트워크에서의 물리적 중심성의 네 가, , 

지를 꼽으면서 도시 관광의 구별되는 특징은 도시의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 

된다고 설명한다 즉 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 , “

모여 여러 가지 형태로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적 중심지 심, ”(

창섭 산토스 로서 풍부한 다양성을 자랑하며 이는 이질적인 , 2012, p. 39) , ․

관광객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인 셈이다(Hayllar et al., 2008; Ash

이종임worth and Page, 2011; , 2017; Matoga and Pawłowska, 2018).

도시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건조환경과 기반시설이 관광을 목적으로 계 

획되거나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 관광객은 도시가 지닌 복합적인 기능, 

을 통해 쾌락과 이동 비즈니스 쇼핑 친구 및 친척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 , , 

로 도시공간을 활용하게 된다 나아가 관광의 경향이 다양해지고 개개인의 . 

개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면서 도시에서의 삶 그 자체가 관광의 , 

대상이 되고 있다 관광객을 위해 준비된 매력물이나 공간뿐 아니라 도시에. , 

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상 그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서의 진정성, 

을 찾아가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도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

는 이유로 꼽힌다 고동완 심창섭 상삼요( , 2012;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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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1990

년대 이후에는 자연스레 도시 관광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Pearce, 2

그러나 도시 관광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 대한 논쟁은 제쳐두고라001). ‘ ’

도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있는 도시에서 관광의 효과를 경제 문화 환경적 , , , 

측면의 영향을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거주민으로부터 , 

관광객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도시 관광 연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Edwards et al., 2008; Gibson, 2009; Page and Connell, 2010; Ash

worth and Page. 2011; Williams and Lew, 2015; Wearing and Foley, 2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시와 관광 연구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017). 

만 도시 연구는 관광을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 중요하게 다루, 

지 않았고 관광 연구는 관광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 공간의 특성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Ashworth, 2003; 

동완, 2012).

도시의 일상 경험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의 등장3) 

지금까지 도시 관광은 역사적 장소 과거에 만들어진 진품 이 전시된 박물 , ‘ ’

관 등 좁은 범위에서 주로 이뤄져 왔다 도시 정부의 관광 개발이 본격화된 . 

이후로는 호텔 쇼핑몰 리조트 마리나 수변공간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 , , , 

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관광객의 방문을 바라며 만들어진 시각적 스펙터, ‘ ’ 

클이고 맥도널드화, 5)된 유형적인 경관이었다 이처럼 고정된 (Larsen, 2019). 

실체로서 도시의 관광 공간을 정의할 경우 관광객의 경험은 대량관광과 마, 

찬가지로 현지의 사람 문화와는 단절될 수밖에 없고 장소상실의 공간, , (Relp

5) 맥도널드화 는 맥도널드 매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효율성과 예측 가능 (McDonaldization)
성 자동화 등의 특징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 Ritzer, 

가 자신의 책 에서 제시한 이래 세계화가 심화하G. The McDonaldization Thesis(1998) , 
면서 지역이 고유의 색을 잃고 전 세계가 동질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비판적으, 
로 다룰 때 사용되곤 한다 관광에 있어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엇비슷하게 꾸며져 . , 
있는 획일적으로 관광 공간을 맥도널드화된 경관으로 일컫곤 한다 관광 개발 과정에서 . 
지역 고유의 개성을 잃고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모습으로 변해 결국 고유한 장소감을 상, 
실한다는 점에서 문화지리학에서 말하는 무장소 와 일맥상통(placelessness)(Relph, 1976)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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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비판받는 관광객 버블 안에서 그치게 된다 그러h, 1976) (Judd, 1999) . 

나 이처럼 관광 공간을 도시의 기능 지역 중 하나로 구분하는 도시 생태학

에 근거한 관점은 사람 자본 정보의 역동적인 흐름과 변화한 관광객의 욕, , 

구가 반영되는 도시 관광 공간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tors and Baltes, 2018).

최근 도시 관광에서 이와 정반대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 . 

시 생활의 평범한 일상성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무형의 자산에 관한 관심이 , 

진짜 도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관광객들이 점차 관광객을 위해 ‘ (authentic)’ 

계획된 도시 지역 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TBD, Tourism Business District)

그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 관광(F ller and Michel, 2014). ‘ (new urban tü

이라 불리는 도시 관광의 새로운 흐름은 공간적 측면에서 전인미답ourism)’

의 새로운 곳 으로 관광객이 퍼져 나간다는 점 내용적 (off the beaten track) , 

측면에서는 도시 주민의 일상에 관심이 있고 그들과 비슷한 것을 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관광이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 오. 

늘날의 관광에서 특별히 관광객을 위해 준비한 탈일상적 매력이 아닌 지역 , , 

주민의 일상과 하루하루의 삶이 도시 관광의 핵심적인 매력이 된 것이다 고(

동완 모든 여행자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는 더욱더 , 2012). , 

많은 도전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광을 즐, 

기는 관광객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Richards and Wilson, 2007).

그림 < 2-1 관광 소비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도시 관광 의 등장> (new urba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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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새로운 도시 관광 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사회학자 (new urban tourism)

가 도시에서 개최되는 문화 스포츠 등의 메가 이벤트를 연구하Roche(1992) , 

며 최초로 사용한 개념이다 그는 도시 내부 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이벤트와 . 

관광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를 새로운 도시 관광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 Maitl

에서 일상의 매력을 느끼는 관광 으로 용어가 갖는 and and Newman(2004) ‘ ’

의미가 확대됐고 이 특별한 행사나 축제의 의미를 , F ller and Michel(2014)ü

담지 않고 도시의 일상을 강조하는 의미로만 사용하면서 이 단어는 오늘날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도시 관광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Stors et 

al., 2019). 

새로운 도시 관광의 확산은 사회변화와 연동된 현상으로 두 가지 측면에 ,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관광이 이전과 비. 

교해 훨씬 쉬워지고 잦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Postma et al, 2017; L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수월해지고 생활 arsen, 2019). , 

수준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관광에 대한 여력이 늘어난 반면 저비용항, 

공 이 확대되고 이동 수단이 발달하면서 여행에 (LCC, Low Cost Carrier)

필요한 비용은 전에 없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은 일상의 안티테. 

제로서 지니던 특별한 의미를 점차 잃어갔고 반복적으로(routinization), (rep

이뤄지고 있다 김사헌eat tourism) ( , 2006b; Larsen, 2008; 2019). 

관광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경험이 누적된 재방문 관광객이 늘게 된다 . 

최초 방문자는 관광지에서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 에 관한 (sight-seeing)

관심이 높지만 재방문자 혹은 경험이 쌓인 관광객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체험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기 마련이다, , (Li et. a

송화성 조경신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도시의 주요 관광 l., 2008, , 2015). ‧

명소를 다시금 찾는 것은 재방문자로선 자신의 문화자본을 쌓는 데 큰 도움

이 되지 않고 게다가 관광 명소는 인파로 북적이기 때문에 재방문자는 이, 

런 곳을 찾을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왔었(Maitland, 2010). 

고 다음에도 올 수 있는 느긋한 관광객들은 관광 명소를 급하게 찾아다닐 , 

필요가 없으므로 이들의 관광행태는 도시 거주자가 도시를 소비하는 방식, 

과 비슷해진다(Matoga and Pawłowsk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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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관광객이 관광의 대상으로서 도시의 일 , 

상으로 접어들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Uriely 2

에어비앤비 카우치서005; Urry and Larsen, 2011; Vogt, 2011). (Airbnb), 

핑 과 같은 관광 관련 공유경제 플랫폼은 물론이고 트립 어(CouchSurfing) , 

드바이저 를 비롯한 여행 정보 공유 사이트 유튜브(TripAdvisor) , (Youtube)

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Instagram), (Facebook),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관광지에 , 

대한 다양한 정보는 오늘날 관광객이 도시의 더 넓고 다양한 공간과 만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만나는 방식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Brewer and Douri

이에 더해 모바일 기기의 보급은 개인 sh, 2008; Stors and Baltes, 2018). 

간의 접속성과 이동 중에도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인간관계

를 전환함으로써 기존엔 불가능했던 새로운 모습의 관광행태(Urry, 2007), 

의 출현을 뒷받침했다.

관광객이 현지인과 현지의 문화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정보원 , , 

이를테면 가이드북이나 관광지도 등을 통해서 도시 주민의 일상적인 삶이 

벌어지는 곳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정보원은 주로 관광객 구역. (p

과 같이 도시의 제한적인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 담고 있기 recinct)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엔 관광객이 명소 이외의 곳을 탐험하려 한다면 탐험. , 

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것은 대안적인 형태의 가이

드북이나 현지의 지인을 통해 얻는 내부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는 소수의 관광객만이 수행할 수 있는 대단(Stors et al., 2019). 

히 제한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 와 같은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통신기기가 보 , PC

편적으로 보급되고 모바일 인터넷 통신망이 광범하게 구축되면서 관광객은 , 

여행 전은 물론 여행 중에도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

다 관광객이 목적지의 일상을 발견하고 싶다면 관광객 앱 웹사이트 등을 . , , 

사용해 주민 혹은 이전 관광객이 남긴 정보를 통해 이런 어트랙션‘ (attractio

에 접근하거나 나아가 주민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다n)’ (Maitland, 2

010; Jeacle and Carter, 2011; Molz, 2012; Guttentag, 2015; Hohmann, 



- 29 -

기술의 발달은 이전 관광객과 잠재적 관광객을 연결하고 관광객과 2018). , 

지역 주민을 연결함으로써 전인미답의 장소에서 관광 경험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바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관점은 관광을 일상(Stors et al, 2019). 

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로 여겼던 전통적인 관광의 개념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로컬에서 진정성을 찾는 새로운 도시 관광의 성격4) 

대량 관광에서 관광객은 준비된 관광 공간에서 계획된 활동을 하는 수동적 

인 소비자로 관광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보기 힘들었다 오정준 반, ( , 2003). 

면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고유하고 독특한 도시 공간과 그곳만의 생활양식, 

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관광의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의 관광객이 좀처럼 찾지 않던 도시의 새로운 곳으로 과감히 향한다 이‘ ’ . 

런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 관광객을 능동적인 관광의 주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도(Romeiß-Stracke, 2007; F ller and Michel, 2014). ü

시 관광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공간적으로는 전인미답의 장소에 내용적으, 

로는 거주민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관. 

광의 진정성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authenticity) .

전후 관광 연구에서 시작된 진정성 논의는 관광객의 관광 동기와 관광 경 

험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김사(

헌 박세종 이 대중관광객은 의, 2013; Rickly-Boyd, 2013). Boorstin(1964)․

사 이벤트 에 속아 진정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pseudo-events)

하며 진정성 논쟁이 촉발됐고 이에 이 관광객은 관광 목, MacCannell(1973)

적지에 존재하는 진정한 것을 찾아다니는 일종의 순례자라는 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진정성 논쟁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관련한 초기 연구는 관광 대상. 

물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성 즉 진품이냐 가품이냐 에 따라 진정성을 , ‘ ’

따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진정성 논의가 거듭되면서 진정성을 .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는 . Bruner(1994)

관광 대상물의 진정성은 사물에 내재한 객관적 특징에 달린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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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구성되고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

했다 나아가 은 관광 대상물 에 초점을 맞추는 이전의 진정성 . Wang(1999) ‘ ’

논의에 한계가 있다면서 관광객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찾는 과정에, 

서 발현되는 실존적 진정성 개념을 대안으로 내세(existential authenticity) 

웠다. 

이처럼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해 온 진정성 논의에서 최근엔 일상적인 모 

습을 보이는 관광 현상의 분석을 위해 현대적 진정성(contemporary authen

개념이 제시됐다 심ticity) (Metro-Roland, 2011; Shim and Santos, 2014; 

창섭 상삼요 이 개념의 핵심은 오늘날의 관광객은 단지 역사적 전, 2017). , ․

통적인 관광 대상을 통해서만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 

모습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성이란 꼭 . 

과거의 무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 

들이 진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이. , MacCannell(1973)

야기하는 순례자 같은 관광객처럼 진품 그대로의 진정한 과거 유산을 찾아

다니는 것뿐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생생한 현재를 경험하는 , 

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관광 경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도시 관광. 

의 관점에서 관광객은 단순히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관광, 

지 사회의 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지윤( , 2001; Larsen et al., 2007).

현대적 진정성의 개념에 따르면 목적지 주민 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local)

활동은 도시에서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의 지표 역할을 하며 따라, 

서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점점 도시의 안쪽 거주지역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들에게 도시의 현재를 만들(Maitland, 2008; 2010; Hohmann, 2018). 

어가는 주민과 만남은 관광을 떠나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만 이것은 사전에 ,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주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 , 

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를 방문해 현지의 분위기에 흠, 

뻑 빠져들고 다른 도시 이용자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중요, 

하다 따라서 관광 연구 역시 관광객과 주민의 극적인 차(Stors et al, 2019). 

이를 강조하는 행태를 벗어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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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이국적인 것의 일상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Jeuring and Dia

z-Soria, 2017).

물론 이러한 관광의 양상이 오늘날의 모든 관광 현상을 대변하는 것은 아 

니다 패키지로 대표되는 대량관광은 여전히 중요한 관광의 형태이며 새로. , 

운 도시 관광객 역시 기존에 갖춰진 대중관광의 하부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이후석 오정준 그러나 새로운 도시 ( , 2004; Stors and Kagermeier, 2013). ․

관광의 성장은 도시 관광 공간에 분명한 변화를 안기고 있다 도시 거주민. 

의 일상은 도시 공간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따라서 도시 관광은 이론적으로 , 

도시공간의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Urry, 1995; Shaw and William

그런데도 새로운 도시 관광객에게 주목받는 지역은 점점 뚜렷해s, 2002).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에 고정된 과거의 자산 이 아닌 도시의 오. ‘ ’ ‘

늘 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

로 최신의 경향을 이끄는 선구자 젠트리파이어 와 유사하(pioneer), (gentrfier)

다 새로운 도시 관광 문헌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흔히 언(Krajewski, 2004). 

급되는 근린지역은 주로 서유럽 대도시의 기존 도심부 인근 지역으로 독일 ,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F ller and Michel, 2014; Novy and ü

영국 런던의 뱅크사이드와 이슬링턴Huning, 2009; Vogt, 2011), (Bankside 

프랑스 파리의 베흑씨and Islington) (Maitland, 2008; Vogt, 2011), (Berc

등이 꼽힌다y)(Ingallina and Park, 2009) .

새로운 관광 지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  

도시 내의 새로운 힙스터 지역으로 변모한 곳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 ’ . 

은 로컬이 모여들어 인기를 끌고 지역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곳이다 이, . 

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에게 도시의 모든 일상이 관심의 대상인 것은 아니

며 현지인에게 인기를 끄는 지역의 일상에 관광객 역시 관심을 갖는다는 , 

점을 의미한다 김향자 이런 곳에서 관광객은 빠르게 ( , 2008; Larsen, 2009). 

변화하는 도시의 최신의 일상에 빠져들 수 있고 주민과 부대끼면서 현대적 , 

의미에서 도시 관광의 진정성을 체험할 수 있다 나아가 도시의 최신 흐름. 

을 이끄는 주민 그리고 이들과 비슷한 선호를 지닌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 

관심은 상호 보완적이며 도시 경험 을 공동으로 생산하, (urba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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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비하는 행위자로 볼 수 있다, (Edensor, 2001; Richards, 2011; Rakić

and Chambers, 2012; Pappalepore et al., 2014).

 관광 소비 문화의 변화를 정리하면 근대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된 관광은 , 

대량관광을 거치며 산업적으로 성장했고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며 경향이 , 

다양해지고 개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변해가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탈일상

적 특징보다는 일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에 도시 관광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객을 위해 꾸며진 공간이 , 

아닌 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도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관심이 ,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목한 연구들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존 도심 주. 

변부의 새로운 관광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곳을 찾는 새로운 도시 관, 

광객의 성격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전의 관광객이 조직화된 대량. 

관광의 단순한 구성원이거나 정해진 관광 구역을 돌아다니는 수동적 행위, 

자였던 반면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능동적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한다는 점, 

에서 이들에 관한 연구와 이들이 찾아가는 지역에 관심을 두는 연구를 진행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 새로운 관광 지역으로 찾아가 현지 주민과  

자연스레 엮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과 만나 상호작용하게 되는 지역 , 

주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절. 

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도시 관광 현상이 범세계적. , 

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주로 유럽 선진국의 대도시의 맥, 

락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의 바람처럼 새로운 도시 관광. Stors et al.(2019) ,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비서구 지역 다른 도시에서 벌어지는 새

로운 도시 관광 현상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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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지역 주민 사회 의 관계2. ( · )

관광에 의한 호스트 사회의 변화 호스트 게스트 패러다임1) : -

관광은 인간의 이동을 전제로 하며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 ,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일이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며. , 

그것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지에 관한 관심만으로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서 관광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관광 연구는 관광 경영 마(Rojek and Urry, 1997). , 

케팅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공급자 중심의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지나, 

치게 집중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사헌 김사헌( , 2003b; 2006b; 2007; ․

박세종 이에 본 절에서, 2013; Cooper, 2003; Williams and Lew, 2015). 

는 관광객의 등장이 지역 주민 나아가 지역 사회 전반에 광범한 사회 문, , 

화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Wil

는 측면에서의 논의를 점검하고자 한다liams, 1998) . 

관광과 지역의 관계에 대해 다룬 초기의 연구들은 대개 대량으로 몰려드는  

관광객에 의한 지역의 변화를 기본 틀로 설정해 왔다 영향의 방향은 일방‘ ’ . 

적 관광객으로부터 지역으로 이고 영향의 결과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 . . 

이는 초기 연구의 성과로 꼽히는 관광 인류학의 호스트 게스트- (Host-Gues

패러다임 의 영향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t) (Smith, 1977) .

호스트 게스트 패러다임은 관광에 의한 관광지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사 -

회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호스트로서 관광지 지역 사회, , , 

주민 문화 전반과 게스트로서 외래 관광객의 상호작용을 중심에 두, ( ) 外來

고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민영 이 개념은 제 세계 관광지로 몰( , 2018). 3

려가는 제 세계 관광객에 의해 관광지 지역 사회가 재편 적응하는 모습을 1 , 

해석하는 논의의 기반이 됐다 대량관광이 중심이던 시기 관광은 대개 선진. , 

국 국민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격차가 큰 개도국의 휴양지로 떠나, , ,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게스트와 호스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

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전근대적이고 개발 수준이 낮은 호스트 사회와 선진. 

국에서 온 근대적인 관광객으로서의 게스트를 전제하며 따라서 이에 기초, 



- 34 -

한 논의는 관광객과 관광지 사회의 문화적 유사성 정도 관광객의 규모와 , 

관광지 사회의 규모 입지 속성 호스트와 게스트의 공간적 근접성 직접 만, , (

나는지 만날 일이 거의 없는지 등이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요, ) 

인이 된다고 설명해왔다(Williams, 1998; Sherlock, 2001).

관광 영향 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접촉은 물론 관광 개 (tourism impact)

발과 같은 물리적 변화를 포함해 관광으로 인해 지역에 발생하는 유무형의 

모든 결과를 의미한다 고동완 영향은 관광 개발 및 관광객이 호스( , 2001). ( ) 

트 지역 사회 사람 에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 ( , , ) , , , , 

등 폭넓게 발생한다 관광과 관광객은 때에 따라 지역의 파괴자가 되기도 . 

하고 반대로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Crang, 201

이를테면 관광지 사회와 사회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관광객 사회의 이4). , , 

문화가 유입되면서 관광지 사회의 전통과 충돌해 공동체의 갈등 혹은 붕괴

를 야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Urbanowicz, 1989; Norberg-Hodge, 1991),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가 관광 상품이 되어 그 의미가 재해석되고 보존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McKean, 1989; Bruner, 1996). 

전통문화의 상품화를 불러옴으로써 오히려 전통이 왜곡되거나 고유문화를 , 

조악한 관광 상품으로 타락시키는 결과 를 낳는 등 관광(Greenwood, 1989)

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표 (< 2-2>). 

그러나 이후 관광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관광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지 

고 행위 주체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져 개념에서 상정하는 호스트와 게스트, 

의 단순한 이분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실의 복잡한 . 

행위 주체를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생각의 방식을 고정하고 연구의 , 

방식과 관찰 설명을 한정하는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Macleod, 1999; Mc

Naught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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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사회문화적
측면

관광지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

이해와 지식 증가

세계 사회에서 관광지 문화의 평․

판 증진

지역 내 자산의 새롭고 현대적인 ․

가치 발굴 실천, 

전통 공예 예술 의례 등의 보전 , , ․

및 계승

지역 정체성 증진 및 지역사회 전․

반의 권한 증대(empowerment)

문화의․ 가치 저하와 상업화 

전통 풍습 실천 양식과 관련한 , ․

가치와 의미의 상품화와 이에 따

른 변질 가능성

문화 갈등 관광객에 의해 도입: ․

된 생활 양식과 전통적 생활양식 

사이의 갈등

도박 매춘과 같은 일탈적 관광객, ․

으로 인해 유입되는 반사회적 활

동의 지역 내 확산

경제적
측면

소득 증대 및 생활 수준 개선․

고용 기회 증가․

기반시설 확충․

물가 상승 이익의 역외 유출, ․

․ 관광객 경제에 종속 가능성 글로벌 , 

패턴을 따라가는 지역 내 소비

환경적
측면

자연환경 보존․

주변 환경 정비․

자연 생태계 파괴․

대기 수질 등 각종 오염 소음 , , ․

및 쓰레기 문제

출처 김사헌 박세종 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Williams and Lew(2015), · (2013)

표 관광이 관광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 2-2> 

비판의 핵심 중 하나는 관광에 참여하는 다양한 특성의 행위자를 단지 호 

스트와 게스트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각 그 자체다 이 개념에 비판적인 . 

연구자들은 먼저 호스트 게스트로 묶이는 각 집단이 내부적으로 균질하지 , 

않다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호스트 혹은 게스트라는 집단적 명. 

명 하에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섞여 있어, , , 

이들을 각각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 본다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게스트보다 호스트 (Pearce, 1981; Sherlock, 2001). 

집단의 불균질함이 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Young et al., 2020). 

이에 는 주민의 업무 및 관광객과 접촉 빈도에 따라 주Krippendorf(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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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호스트를 구분했다 그는 주민 집단을 관광객. 

과 지속해서 접촉하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는 주민 업무 자체는 관광객, 

과 관련이 없지만 불규칙적으로 관광객과 접촉하는 주민 관광객과 규칙적, , 

으로 접촉하지만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전체 중 일부인 주민 그리고 , , 

관광객과의 접촉이 없는 주민으로 구분해 호스트 공동체 내에 다양한 성격, 

을 갖는 주민이 존재함으로써 관광의 영향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

했다 는 이를 확장해 비단 업무가 관광객과 관계되지 않더. Sharpley(2014) , 

라도 게스트와의 만남의 성격에 따라 호스트 주민의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

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주 및 관광을 포함한 국내외로의 장 단기적인 이동이 활발해진  , 

시점에선 호스트 내에서의 비균질성을 넘어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구분마

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유학 연수 업무 파견 워킹 홀리데. , , , 

이(working holiday)6)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이주한  

사람은 옮겨간 지역사회에서의 게스트이면서 동시에 그를 찾아오는 사람에

게는 호스트 역할을 한다(Uriely and Reichel, 2000; Duval 2003; Griffin 

이민영 또 주거는 다and Dimanche, 2017; Choi and Fu, 2018; , 2018). 

른 곳에서 하면서 관광지에서 일하며 관광객을 마주하는 그러나 가끔은 관, 

광객이 되어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사람 자신이 살고 있는 (Sherlock, 2001), 

혹은 인근 지역으로 여행하는 이른바 근접 관광 관광객(proximity tourism) 

의 정체성을 게스트 혹은 호스트 중 하나로 구분하기는 (Diaz-Soria, 2017)

쉽지 않다 보다 비판적인 측면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 , 

와 저임금에 가혹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관광업에 종사하는 제 세계 사람3

들이 관광객으로선 호스트로 보일 수 있지만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이들은 , 

단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외부인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McNa

ughton, 2006).

호스트와 게스트의 개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행위 주체를 호스트와 게 , 

6) 청년 대체로 만 세 들이 협정 체결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 ( 18~30 ) , , 
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임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 (
터, whic.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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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

동적인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Mac

대량관광 시기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하는 역leod, 1999, Stronza, 2001). 

할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여행사가 독점해 왔고 이 가운데 관, 

광 가이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호스트 사회를 잘 아는 중개인으로서 . 

이들은 게스트에게 호스트 사회에서 볼 것 과 할 것 을 지정하는 권력을 ‘ ’ ‘ ’

지닌 존재다 관광 가이드는 관광객과의 상호작(Cheong and Miller, 2000). 

용에서 규범적인 관행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주체적으로 , 

관광에 참여하는 행위자이지만 호스트 게스트 이론의 틀에(Salazar, 2006) -

선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없었다.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고 모바일 장비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새 , 

로운 관광의 행위 주체가 등장한 것도 관련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관광. 

객과 관광지 사회의 다양한 호스트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게스트와 호스트가 현지 여행사를 통해 혹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긴밀하

게 연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민영 그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 , 2018). 

어상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개인을 뜻하는 인플루언서 는 자신의 (influencer)

관광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이웃에게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과, 

거엔 볼 수 없던 새로운 유형의 행위자로 드러나고 있다(Mart nez-Sala et í

이들의 활동은 과거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로al., 2019). 

부터 여행 정보를 전해 듣던 개인적인 차원의 입소문 이 불특(Wang, 2000)

정 다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짐으로써 큰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도시의 관광 관련 기관과 기업은 (Jalilvand et al., 2012), 

관광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목적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Gret

zel, 2018; Femenia-Serra and Gretzel, 2020). 

이처럼 호스트 게스트 패러다임은 관광과 지역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는  -

데 있어 갖는 한계가 명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광의 사회적 관계. ,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두 행위 주체를 통해 개념화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단순하고 핵심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관광 연구에 있, 

어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Cheong and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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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점er, 2000; McNaughton, 2006; Zhang and Kwong, 2017). 

을 인식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관광 현상의 분석에 

적절한 분석의 도구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특히 관광객과 주민이 온라인을 . 

통해 직접 만나는 상황에선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호스트-

게스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개념을 재정립해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근대 이후의 관광에서 호스트 게스트 관계가 관광 서비스의 제공자 소비 - -

자와 같은 경제적 교환관계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기존의 호스트 게스트 이, -

론은 대중관광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비판(Aramberri, 2001)

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지인과 만남을 통한 진정한 관광 경험을 추구하. 

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대량관광 시기의 단순한 소비자로서의 게스트와 

다르고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호스트로서의 지역 주민은 관광객과의 관, 

계가 중요한 관련 업계 종사자와 다르다 따라서 두 관계가 맺어지는 과정. 

에서 매개체로 기능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고려 게스트에게 집, 

중됐던 둘 사이의 권력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변화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민영 호스트 게스트 개념은 유효한 분석의 틀( , 2018), -

로 적용될 수 있다. 

주민의 일상에 관심을 두는 관광에서 호스트와 게스트2) 

전술한 바와 같이 대량관광은 생산과 관리의 효율을 위해 현지인이나 현 , 

지 문화와의 접촉이 최소화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광이 지역사회와 ,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관광객이 접촉하는 주민은 .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혹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외, , 

의 주민을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특히나 관광객으로서 선진국 국민. ‘ ’ 

에게 주로 개도국인 관광지의 현지인 은 대부분 리조트 직원 지역 전문가‘ ’ , 

로서 로컬 가이드와 같은 사람들로 그저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지역의 '

풍경 에 그치거나 심지어 관광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대' , , 

상으로 설명되기도 했다(Dann, 1996; Jaworski et al., 2003, Hunter,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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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의상을 입고 미소를 띤 현지인은 관광객 시선이 머무는 대상이거8).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관광객과의 상호작용은 크게 고려되지 않, , 

았다 즉 관광객이 지역사회와 유리된 관광 엔(Echtner and Prasad, 2003). , 

클레이브 에 머무는 대량관광에서 관광산업 종사자 이외의 (tourism enclave)

지역 주민의 삶은 관광과는 별반 관련이 없었다 도시 관광(Saarinen, 2017). 

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관광객은 주로 도심부의 를 중심으로 이동했기 TBD

때문에 관광객과 도시민이 직접 만날 일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도시는 크, . 

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은 그 안에 흡수되어 보, , 

이지 않는 존재였다 고동완( , 2012).

그러나 관광객이 도시의 일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의 일 , 

상 공간으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일상이 벌어지는 . 

몇몇 공간은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 

는 관광에 의한 공간의 변형을 의미한다 는 . Ashworth and Dietvorst(1995)

관광에 의한 공간 변형의 행위 주체로 생산자 각급 정부 관광업 관련자 주( , , 

민 등 와 소비자 관광객 를 상정하고 이들이 일으키는 공간 변형을 물리적 ) ( ) , 

차원과 상징적 차원으로 구분했다 표 이 관점을 통해 일상 공간이 (< 4-3>). 

관광 장소화 되는 다양한 측면을 관찰할 수 있다. 

행위 주체 물리적 변형 상징적 변형

생산자
관광 개발을 위한 

경관 공간 등의 물리적 변화, 
관광 자원으로서 경관 문화 등이 , 

갖는 상징적 의미의 변화

소비자
관광객에 의한 환경과 유산 등 

지역 자원의 훼손
관광객의 경험과 해석으로 인한 

상징적 의미의 변화

출처 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Ashworth and Dietvorst(1995)

표 < 4-2 행위 주체별 관광에 의한 공간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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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 주민의 일상이 벌어지는 공간이 관광 장소화 되는 현상은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각급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바 

있다 이상훈 고동완 철거 후 전면적인 재개발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 ( , 2017). ‧

우리나라의 도시 낙후지역 재개발과 달리 년대 들어서는 기반시설 확, 2000

충과 같은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소성을 유지 개발하고 지역 ,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화적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 , 

재생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수정 강정식 이 과정을 통해 ( , 2017; 2018). 

낙후지역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특색있는 장소가 돼 관광객의 흥미를 유

발한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마을 광주 양림동 펭귄마을 . , , 

등은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의 일상 공간에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대표

적인 사례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며 또한 도시에. , 

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체험마을 로 대표되는 농어촌 개발사업의 상당. ‘ ’

수가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 문화유산 생산물 등을 자산으로 관광객을 유, , , 

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손재영 이러한 정책( , 2014). 

의 성패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활발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 

의도적으로 일상 공간이 관광 장소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자에 의한 . 

공간의 물리적 상징적 측면의 변형을 통해 일상 공간이 관광 장소화 되었, 

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생산자에 의한 물리적 상징적 변형에 의한 일상공간의 관광 장소 , 

화와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도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 , 

한 곳이 입소문을 타고 관광 장소화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쉽게 확산되고 사람, 

들의 관광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Jalilvand et al., 2012; Pietro et al., 201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블로그에 올라온 이미지 한 장 영상 한 편이 2). , , , 

독특한 느낌을 주는 골목 오래된 건물의 외벽 심지어 슈퍼마켓의 간판을 , 

관광 대상으로 부각하는 현상은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Ashworth and 

의 관점에서 이것은 소비자 관광객 에 의한 상징적 변형을 Dietvorst(1995) ( )

통해 일상 공간이 관광 장소화 되는 사례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민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개인에 의한 일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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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광 장소화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것은 물론 지금까지 지역 주. 

민 개인에 의한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가 물리적 상징적인 측면 양쪽 모, 

두에서 다른 행위 주체에 의한 변형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관광객이 주민의 일상에 관심을 두고 이들과 만나길 원하며 지. , , 

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원희( ․

박주영 조아라 관광 공간의 생산자로서 주민 개인에 의한 일상 공간, 2019), ․

의 관광 장소화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관광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관광지의 일상에 관심을 두는 관광객이 에어비 ‘

앤비 카우치서핑 등을 통해 거주지역 깊숙이 들어와 숙박하고 현지인만 ’, ‘ ’ , ‘

아는 곳과 것을 찾아 골목길 깊숙한 곳을 헤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민’ 

과 관광객이 서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졌다 관광 연구에서 (Larsen, 2019). 

이런 우연한 만남은 대개 부정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좁은 지역에 수용 가. 

능한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겪(overtourism) 

고 있는 곳 짧은 시간에 관광객이 급증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곳에서, 

는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Quinn, 2007).

이런 유형의 관광에선 기본적으로 주민의 일상이 관광의 대상이 되기 때문 

에 주민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광객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몰려드, 

는 사람들이 초래하는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악화되

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관광객을 위한 단기 주거 임대가 늘어나. 

면서 주거비와 생활비가 증가하고 일상 서비스를 위한 상점이 관광객을 위, 

한 상점으로 바뀌는 등 이른바 관광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touristification)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C cola-Gant, 2015; Stors and Kagermeier, 2017ó

이는 지역 주민의 관광객에 대한 반감 및 저항운동을 유a; Larsen, 2019). 

발하고 종국엔 기존 주민이 쫓겨나는 이른바 관광 때문에 지역 주민의 삶, , 

이 대체되는 현상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C cola-Gant, 2016). ó

어떻게 지역 주민의 삶을 존중하며 관광할 수 있는지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

가 제기된다 고동완 조아라( , 2012; , 2017).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도시 생활의 평범한 일상과 지역 주 

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가보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곳 등에 대한 관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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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민 관광객 즉 호스트 게스트 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 , -

엿볼 수 있다 도시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지역 특유의 색과 . ,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지역 주민으로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지역 주, 

민의 고유한 역할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Garrod et al., 2012; Shan

특히 관광 목적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전인i and Uriely, 2012). , 

미답의 장소에 대한 정보는 어떤 여행 서적 영상보다 지역 주민이 가장 확, 

실하고 핵심적인 정보의 제공자가 된다 관광객과 주민의 관계를 더는 관, . ‘

광객이 영향을 미치고 주민이 영향을 받는 일방적인 관계라 보기 어려운 , ’ 

것은 이 때문이다.

관련해 호스트 게스트 패러다임과 더불어 관광 연구의 지배적인 담론 중  -

하나로 언급되는 의 관광객의 시선 개념을 살펴볼 필요Urry ‘ (tourist gaze)’ 

가 있다 관광사회학자 는 자신의 책 . Urry(1990) ‘The Tourist Gaze : Leisu

를 통해 시각을 권력으로 설명하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y’

는 푸코 를 차용 관광객의 시선 개념을 관광 연구에 도입했다 그(Foucault) , . 

에 따르면 관광객은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다양한 비관광

적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의 시선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강하게 영향, , 

을 받는다 즉 관광객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왔지만 자신. , 

이 살아온 사회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선을 관광, 

지 사회에 투사하며 이 해석의 틀을 통해 관광지 사회를 내려다본다는 것, 

이다 윤여일 가 처음 언급한 관광객의 시선에 따르면 시선을 ( , 2012). Urry

행사하는 주체는 관광객이고 시선의 대상은 관광 대상 혹은 관광지의 주민, 

으로 일방적이다 관광객의 시선엔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내재돼 있어서. , 

관광객의 일방적인 시선 하에 있는 주민은 이를 거부하거(under the gaze) 

나 이에 순응하는 존재이다 김사헌, ( , 2008).

의 시선론은 반향이 컸던 만큼 다양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푸코가 말 Urry . 

한 의사의 엄격한 시선을 관광객의 여유로운 시선에 대입할 수 있는지(Leip

관광객을 단지 수동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상정함으로써 관광객이 er, 1992), 

경험하는 다른 감각적인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Perkins 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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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비판의 요점이었다 그중에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horns, 2001) . 

하는 부분은 시선을 행사하는 관광객과 시선의 대상이 되는 주민 사이의 권

력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물론 관광객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관광지 사회. 

를 보지만 주민이 단지 이 시선에 끌려간다는 주장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 

쉽게 부정된다 인도에서 이스라엘 관광객과 현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연구. 

한 는 관광객의 이상에 맞춰 자신들의 삶을 무대화함으로써 관Maoz(2006)

광객을 자신들의 시선 으로 관리하며 반대로 주민 역시 관광객(local gaze) , 

의 시선 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 시선(tourist gaze) (mutual gaz

개념을 제시했다 중국과 베트남 국경의 사례를 연구한 역e) . Chan(2006) 

시 베트남의 관광지 주민이 단지 관광객 시선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중, 

국인 관광객에게 치열하게 시선을 던지는 활동적인 행위자임을 강조했다. 

이에 는 개정판 을 통 Urry ‘The tourist gaze 3.0’(Urry and Larsen, 2011)

해 관광객의 시선은 보는 사람 과 보이는 사람 이 서로 만나는 , (gazer) (gazee)

순간에 발생하며 초판에서와 달리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수동적이거나 무, 

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본 연구는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시선을 . 

행사하는 권력 관계에서 벗어나 호스트와 게스트가 관광지에서 상호작용하, 

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연구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아가 관광지 . 

고유의 다른 곳과는 다른 지역적인 것 을 추구하는 최근, ‘ (something local)’

의 관광에선 지역적인 것 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주민의 시선이 갖는 의미‘ ’

가 중요해졌다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광 공유경제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역할 확대3)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관광객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1 , 

도시 관광으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광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이 갖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역 주민이 더욱 능동적인 관광의 주, 

체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반정화 전술한 바와 같이 ( , 2016). 

현대적 진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에게는 전통적인 관광 명소를 

벗어난 전인미답의 장소에 가서 그 도시의 일상적 삶 이(local everyday life)



- 44 -

라고 여기는 것에 빠져드는 것이 관광의 핵심이다 이들(Stors et al, 2019). 

이 추구하는 도시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 과의 접촉(local)

이 중요한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접촉의 기회를 이전에 볼 수 없던 수, 

준으로 확대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이 직접 연결되. 

는 관광 공유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관광산업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

오고 있으며 그 안에서 주민이 맡는 역할 역시 점차 커지고 다양해지고 , , 

있다 공유경제 등장과 관광에서 공유경제의 역할은 장에서 보다 자세히 . 3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관광 공유경제의 성장이 야기한 관광에서 지역 주민, 

의 역할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온라인 미디어가 지역 관광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 시점 

에서 지역에 대한 암묵지를 보유한 주민은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자의 하, 

나로 여겨지고 있다 관광객이 관광을 준비하기 위해 (Edwards et al, 2016). 

접근하는 온라인 서비스 여행 관련 앱 블로그 소셜 미디어 동영상 공유 ( , , , 

사이트 등 의 상당수가 사용자의 정보에 기반하며 여기엔 관광객뿐 아니라 ) , 

지역 주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일상에. 

서 괜찮은 곳 맛집 쉴만한 곳 가볼 만한 곳 등 을 찾아다니는데 이러한 ( , , ) , 

것은 도시를 탐험하는 일종의 관광적 요소‘ (touristic component)’(Cohen, 1

이고 주민들은 이러한 경험을 다른 관광객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이 974) , 

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경험과 정보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 

다양한 콘텐츠는 관광객이 도시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현지의 주(Stors et al, 2019). 

민이 연결되고 지역 관광 공간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내며 주민의 , , 

일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은 점차 강화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관광객을 지역 주민과 연결하는 관광산업의  

메커니즘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이민영 산업화된 관광에서 여행사는 ( , 2018). 

송출지의 관광객을 모아 목적지의 명소를 안내하는 중개자 역할을 해왔다

채현정 그러나 카우치서핑 에어비앤비 잇위드( , 2009). , , (eatwith)7)처럼 관광

7) 카우치서핑 은 여행자에게 무료로 숙박공간을 제공하는 비영리  (www.couchsurfing.com)
온라인 커뮤니티이고 에어비앤비 는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숙박 공, (www.airbnb.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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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관광 공유경제의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관광객과 주민은 중개인 없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을 맞이했다(OECD, 20

이른바 로컬 이라 불리는 지역 주민과 만남의 가능성이 새로운 16a). (local)

도시 관광객에게 중요한 관광의 동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중개인 없이 지역 주민이 직접 연결되어 조우. ‘ (encounte

를 사전에 계획 할 수 있기 때문이다r)’ ‘ ’ (Stors et al, 2019). 

이와 같은 온라인 환대 교환 네트워크 (online hospitality exchange networ

는 현지인과 만남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시작하는 여행을 예측이 가능ks)

한 상황으로 만듦으로써 예측 공간 관광객은 자신이 원하는 (‘ ’, Urry, 2007), 

형태의 여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공유 숙박 사이. 

트인 에어비앤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이러한 , 

플랫폼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 없거나 생각하기 어려웠던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인과의 개인적인 접촉 기회를 제공받게 돼 , 

더욱 진정한 관광 경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Lampinen and Cheshire, 20

16; OECD, 2016a; Stors and Kagermeier, 2017b). 

관광 공유경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역 주민의 역할은 단순히 방을 내주 

거나 식사를 같이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비단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 . 

게스트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동기로 호스팅을 , 

시작하는 로컬 호스트(Karlsson and Dolnicar, 2016; Lampinen and Ches

는 적극적인 지역 관광 서비스의 제공자로 활동한다 이들은 자hire, 2016) . 

신이 살고 일하고 노는 동네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지역의 이, , , 

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관광지화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Stor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관광객을 맞이하는 지역 s and Kagermeier, 2017a). 

주민은 관광의 목적지로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깊숙이 침투하는 관광객에 대한 큰 관 

심에 비해 지역의 관광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학

유 사이트이며 잇위드 는 식사를 함께 하거나 쿠킹 클래스 푸드 트, (www.eatwith.com) , , 
립 등을 함께 하는 소셜 이팅 사이트이다(social e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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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측면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정책 과정에 있. , 

어 주민 참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관광이 지역사회에 경제 사회 문화 등 , , ,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관광 개발에서도 주체, 

로서의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Woodley, 1993; Swarbro

고동완 이연택 정봉섭 등oke, 1999; , 2001; Abenoja, 2001; , 2003; , 201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관광 개발 과정에 참여해 외1; Bimonte, 2013). 

부자본에 의해 이뤄지는 대중관광의 폐해를 막고 관광의 혜택이 지역의 이, 

익으로 돌아가는 목적의 지역사회 기반 관광(CBT, Community Based Tou

은 지속가능한 대안적인 관광 개발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송rism) (

영민 심진범 정책적 차원 외에도 지역의 관광 자원에 대해 , 2010; , 2012).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가이드 등 주민 자치적 성격의 활동도 

있다 김명주( , 2018). 

그러나 비전문적 비직업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개인 관 과 연결되지 않 , , ( )官

은 주민이 지극히 사적이면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행위는 실증

적 사례연구는 물론 이론적 측면에서도 검토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 

는 그간 도시 관광에서 그런 성격을 갖는 주민의 참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 

사회변화와 기술발달로 관광객과 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시대

엔 주민 개인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의 주체로 등하고 있다 관광객이 . 

선호하는 이런 주민의 수가 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 

관광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주민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가는 관광 공간의 , 

성격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호스팅 도시 관광의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 주민4) VFR : 

 새로운 도시 관광은 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관광의 흐름이지만 지2010 , 

역 정보의 소유자로서 능동적인 관광의 호스트로서 관광객과 직접 상호작, 

용하는 지역 주민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자신을 방문한 친구나 친척을 호. 

스팅 하는 주민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관광은 다른 관광과 달리 지. 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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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한 판촉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고 지인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 

등 다른 유형의 관광객에 비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적다고 여겨져 관광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었다(McKercher, 1996; Backer, 2

그러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유학 연수 이민 등 장단기 007; Griffin, 2015). , , 

이주가 활발해지고 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관광에서 은 간과할 VFR , VFR

수 없는 영역이 됐다 특히 상당수의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6). 

이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광은 도시 관광에 있어 , VFR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가속하는 세계화는 국제관광의 하나로서 의 , VFR

지속적인 발전을 예상케 한다(Griffin and Dimanche, 2017).

그러나 년 의 첫 연구 이후로도 과 관련한 연구는 관광의  1990 Jackson VFR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Bac

그마저도 실용적 경제적 측면에 경도된 관광 연구의 경향이 반ker, 2019). , 

영돼 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주로 방문자 관광객 에 의한 경제적 효, VFR ( )

과에 집중됐다 반면 호스트로서 지역 주민은 관광의 공급자이자 촉진자로. 

서 이 관광이 형성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함에도 이들에 초점을 맞VFR , 

춘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Young et al., 2007; Yousuf and Back

그러나 은 지역 주민 개인이 자신의 개성에 맞춰 능동적으er, 2017). VFR

로 관광객을 호스팅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도시 , 

관광에서 호스트로 활동하는 지역 주민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호스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호스트의 일상 경험이 호스팅에  VFR ,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주민의 호스(Shani and Uriely, 2012). 

팅 내용은 자신의 경험 그 이상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민의 호스. 

팅 패턴은 주민이 평소 지역 내 장소를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되며 그들의 , 

개인적인 관심 이전의 레저 패턴에서 비롯된다 나아, (Choi and Fu, 2018). 

가 자신을 찾는 방문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일부 주민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활동에 참여하거나 장소

를 방문하기도 한다(Shani and Uriely, 2012; Yousuf and Backer, 2017). 

이 과정에서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관광의 관점에서 보는 즉 익숙한 , 



- 48 -

일상 공간에서 색다른 면을 찾는 기회를 얻게 되고 지역사회를 보다 깊숙, 

이 경험하게 되며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우는 역할, ,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iffin, 2017; Griffin and Dimanche, 2017;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은 도시 관광의 수Jeuring and Diaz-Soria, 2017). 

요자일 뿐 아니라 지역 사회 관광의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주민의 평소 일상 경험과 관련되는 관광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일 VFR 

반적인 관광과는 차별화된다 무엇보다 이른바 관광 명소 라 불리는 곳에 . ‘ ’

연연하지 않으며 풍부한 지역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일반적인 관광객, 

의 관광 패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 관광 공간을 더욱 폭넓게 사용할 것

으로 기대된다 호스팅 과정에서 지역 (Gitelson and Kerstetter, 1994). VFR 

주민은 자신을 찾은 손님을 위해 특별한 관광 매력물을 발굴 소개한다, . VF

관광은 일반적으로는 방문객이 찾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상적이고 지R 

역적인 곳으로 관광객을 이끎으로써 기존의 도시 관광 개발이 일으킬 수 , 

있는 동질성과 피상성을 피하는 동시에 지역에 새로운 관광 명소와 관광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Caffyn, 2012; Griffin and Dimanche, 201

즉 관광의 호스트로서 주민은 지역 7; Yousuf and Backer, 2017). , VFR 

관광 공간의 소비자이자 창조자이다(Andrades and Dimanche, 2014).

자신을 관광객으로 유형화하는 경향이 적은 관광객은 지역 주민인  VFR 

호스트 덕분에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머물고 동네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 

보낸다 지인을 방문하는 것에 목적을 둔 (Yu et al., 2012; Larsen, 2019). 

관광객은 일반적인 관광객에 비해 지역을 둘러보는 데 느긋하고 지역VFR , 

민과 함께 다님으로써 보다 깊은 현지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 

게스트가 호스트와 함께 일상의 공간과 활동을 경험하는 동안 호스트는 호, 

스팅을 하며 일상의 공간에 머물면서도 여행지에서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즉 호스(Schanzel and Brocx, 2013; Pappalepore et al., 2014). , VFR 

팅을 통해 주민은 일종의 관광객이 되어 지역 내에서 관광 경험을 하고 관, 

광객은 주민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관광객은 새로. VFR 

운 도시 관광객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반대로 호스트로서의 지역 주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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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색다른 감각을 갖게 된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광객과 직접 만나 이들을 호스  

팅 하는 지역 주민을 온라인을 통해 확장된 의 호스트로 볼 수 있다‘ VFR’

고 보고 관련한 문헌연구를 진행했다 관광에서 호스트와 게스트는 , . VFR 

선의에 기반한 관계로 금전적 관계로 맺어진 관광 제공자와 관광객 사이에, 

서 벌어지는 관광과는 그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체. 

험의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경제적인 대가가 오간다는 점에서는 관광 제

공자와 관광객의 관계이지만 관광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호스트가 전문적인 , 

관광업 종사자가 아닌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장소를 소

개하기 때문에 관광이 지니는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에VFR . 

어비앤비와 같은 여행 중개 플랫폼이 후기와 평점이라는 신뢰와 평판을 바

탕으로 돌아가고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의 유대(Yannopoulou et al., 2013), 

관계 형성이 장려된다는 측면에서 호스트 게스트 관계의 측면에서도 , - VFR 

관광의 주민과 친구 친척 관계와 유사한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지역 주민 호스팅의 성격을 파악하기 . 

위해 관광의 특징에서 힌트를 얻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주민의 호스VFR , 

팅이 관광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밝히는 것 역시 이 연구가 가지는 의VFR 

미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과 지역의 관계는 초기 관광객에 의한 지역의  , 

변화를 기본틀로 연구가 진행됐으며 관광객은 자신이 살던 사회에서의 비관, 

광적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시선 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관광 경(tourist gaze) , 

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관광객과 지역에 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 시선은 . 

비단 관광객만의 것이 아니며 관광지의 주민 역시 자신들의 시선, (local gaz

을 치열하게 던지는 행위자성이 강조됐다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발e) . 

달로 관광객이 주민과 직접 만나게 되고 지역 주민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 

정보 제공자로 기능할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관광에서 주민의 갖는 역할은 

더욱 커졌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관광객과 주민은 엄격하게 구분된 정체성. 

으로 규정돼 왔다 그러나 관광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관광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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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개인이 자신의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게스트에서 호스트로 다시 호스트에서 게스트로 그 정체성을 넘나드는 일이 , 

잦아지고 쉬워졌다 시선 이론에서 관광객은 일상에서의 비관광적 경험에서 , . 

비롯되는 시선에 기반해 관광 경험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반대로 비일상에서. 

의 관광적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시선이 관광객에서 일상으로 돌아와 호스

트가 된 주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호스트와 게스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관광

에서 관광객과 주민 각각이 던지는 시선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른바 순환적인 시선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circular gaze) . 

관광과 장소 이미지3.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광지 장소 이미지1)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 공급자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투영된 이미지 (projecte

와 수요자 측면에서 생성되는 인식된 이미지 가 d image) (perceived image)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다(Marin

투영된 이미지는 관광지 판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e-Roig, 2015).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홍보되며 인식된 이미지는 투영된 이미지를 포, 

함해 자신의 지식 정보 경험 등을 통해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인식하게 , , 

되는 이미지를 뜻한다(Gartner, 1993; Marine-Roig and Ferrer-Rosell, 20

투영된 이미지는 관광지의 실제를 모두 보여줄 수 없고 관광객의 인18). , 

식된 이미지와 다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되어 관광객을 , 

이끄는 역할을 한다(Chan and Zhang, 2018).

글로벌 이동성이 확대되고 관광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 , 

계의 여러 도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긍정적인 장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도시 정부 및 관광 관련 조직은 자연과 역. 

사 문화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고유의 장소성을 개발하고, 

자 하며 이렇게 형성되는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 관광의 핵심적인 판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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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된다 이들의 바람이 투영된 이미지는 도시의 관(Govers et. al., 2008). 

광 추진 조직의 활동이나 관광 안내소는 물론이고 관광 가이드 신문이나 , ,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전파되며 영향력 있는 정보원으로서 이들, 

의 활동은 도시에 대한 방문자의 인식과 관광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도시 정부는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도시의 여러 이미지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 강조하는데 이 과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Saarine

무엇을 지역 고유의 정체성으로 선택해 개발할 것인가는 해당 지n, 2004). 

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투쟁의 과정 박배균 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 , ( , 2010) , 

확장된 사회 및 경제 구조의 일부로 이해돼야 한다. 

관광지 이미지와 관련한 연구들은 관광산업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제공되 , 

는 투영된 이미지가 관광지의 실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 

려 신화 혹은 환상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Relph, 1976; Crick, 198

특히 지역을 상업적인 관광의 대상으로 보는 관광산업은 9; Rojek, 1997). 

특정한 방식으로 지역을 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와 

담론을 실천하며 홍보의 수단으로 광고와 여행 브로슈어 등을 적극적으로 , 

사용한다 그뿐 아니라 대중에 (Hughes, 1992; Wang, 2000; Jalil, 2010). 

대한 영향력이 큰 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해 투영된 이미지는 더욱 광범하게 

퍼져 나간다 특히 광고와 비교해 신뢰도가 높은 신문의 여행 기사는 독자. 

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자 하는 관광산업에 있어 중요한 홍보의 방식이 되어 왔다(Santos, 2004; 

Daye, 2005).

관광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 

습 가운데 긍정적이고 관광객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이미지들이 , 

선택되고 강조된다 특별하지 않거나 혼란스럽고 평범한 것들은 삭제되어. , , 

투영된 이미지 속의 관광지는 관광을 위한 긍정적인 이미지만 남게 된다(H

이처럼 선택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투영된 이미지는 관광객unter, 2008). 

에게 지역 전체가 아닌 목적지의 신화 를 기대하도록 만든다‘ ’ (Echtner and 

즉 관광지의 이미지를 정형화시킴으로써 관광객이 관광지를 Prasad, 2003). , 

특정한 보는 방식 을 통해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way of seeing)’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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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ve, 1985). 

관광객은 관광을 떠나기 전에 일상의 비관광적 경험을 통해 관광지의 투영 

된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 투영된 이미지가 만드는 관광지에 대한 기대는 . 

관광지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마음속에 그리게 , 

한다 관광객은 관광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관광지의 이미. 

지와 일치하는 특정한 기호를 수집하는 것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전형적인 ,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Wang, 

즉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보는 것은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2000). , , 

어디로 가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일상에서의 비관광적 경험을 통해 이미 

정해져 있다 많은 관광객이 가이드북의 추천 명소와 일정을 (Dann, 1996). 

따라가고 대중매체에 소개된 장소와 맛집을 방문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

관광객의 이런 관광 행위는 다시금 기존의 관광지 이미지를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확인한 투영된 이미지는 경험적 사실. 

이 돼 주변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관광지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이. 

런 관광객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입소문은 투영된 이미지의 다른 홍보 방

식보다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다 온라인을 통한 관광, (Gartner, 1993). 

객 사이의 정보 교류가 활발한 오늘날에 있어 이는 새로운 관광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관광객이 인식하는 . 

관광지의 이미지가 단지 투영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만은 아

니다 관광객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며 앞서 언. , 

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사회적 구성물로서 관광, 

지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광지의 이미지는 관광지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일련의 사 

회 문화적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투영된 이미지와 관광객의 관광지, , 

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인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인식된 이미지에 달려 있다, . 

이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이 강조되고 또 어떤 부분은 삭제되어 왔기 때문, 

에 시공간적인 왜곡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Crick, 1989). 

특히 관광지 사회에서 살아가며 지역색을 만들어가는 주체인 주민이 관광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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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혹은 직접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오늘날의 관광에서 주민은 자, 

신의 인식을 투영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관광객에게 전달돼 이들, 

의 관광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주민 관광객의 만남과 관광지 장소 이미지 2) -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곳을 방문하고 정해진 활동을 하는 대량관광  , 

시기에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마주할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도. 

시의 일상 공간 깊숙이 들어오는 새로운 도시 관광에서 관광객과 주민의 만

남은 필연적이다 관광은 단지 사람의 공간적 이동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 

관광객과 주민의 상호작용은 관광객의 문화와 관광지의 문화가 만나는 잠재

적인 문화 교류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관(Shaw and Williams, 2002; 2004), 

광지로서 도시에 사회 문화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새로운 도시 관광은 일상의 공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도시 관광객이  

현재 도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광을 일상 도시의 , 

나머지 부분과 물리적 상징적으로 따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 ,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본다 새로운 도시 , (Maitland, 2010; Larsen, 2019). 

관광에서는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주민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도 , 

모두 도시 이용자 다 이는 관광객과 도시민 모두가 체류 기간과 (city-user) . 

상관없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 지역의 재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공, ( )

동 생산자라는 의미이다(Freytag and Bauder, 2018; Stors et al., 2019). 

관광객을 정형화된 도시 이미지의 소비자로 지역 주민을 관광의 영향을 받, 

는 존재로 설정한 이전의 관점과 달리 새로운 도시 관광에서는 도시 이용, 

자로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도시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한

다 이 관점에서 관광을 통한 주민과 관광객의 만남은 고정되지 않은 장소 .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원동력이다(Govers et al., 2008; Crang, 20

관광객과 주민을 포함하는 도시 이용자가 창조하는 다양한 콘텐츠는 14). 

도시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함으로써 다, 

양한 도시 이용자가 만나고 섞이는 접촉 지대 를 만들어낸다, (contact zone)



- 54 -

(Maitland, 2010; Stors et al, 2019).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도시 생활의 평범한 일상과 지역 주민의 라이프스타 

일 가보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곳에 대한 관심이 있다 도시에서 평범한 , , .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지역 고유의 색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지, 

역 주민이기 때문에 관광에서 이들이 지니는 고유한 역할에 관한 관심이 , 

증가하고 있다(Richards, 2011; Garrod et al., 2012; Shani and Uriely, 2

특히 관광 목적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대한 정보는 여행 서012). 

적 영상 등 그 어떤 정보원보다 지역 주민이 가장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 

원이다 이는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을 주민이 지정하고 주민에 의한 . , 

장소 이미지 구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이와 관련해 공유 숙박 온라인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등장을 통해 베를린의  

관광 공간이 재 생산되고 있음을 밝힌 의 연구는 주( ) Stors and Baltes(2018)

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전통적 관점에서 관광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 

지역에서 주민 에어비앤비 숙박 호스트 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을 재( )

해석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방문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덜 관광화된, (less touri

동네에 방문객의 관심을 이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stified) 

명한다 즉 이전엔 . , NTO(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RTO(Regional 

등 다양한 수준의 지역 관광 추진 준정부조직과 여Tourism Organization) 

행사 대중매체 등이 관광지의 이미지 만들고 의미를 사전에 해석해두는 행, , 

위자였다면 지금은 관광객과 직접 만나는 주민들이 지역의 자산을 직접 소, 

개하며 이를 통해 관광객이 장소를 이해하는 틀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 

가담할 수 있게 됐다(Pappalepore et al., 2014; Stors and Baltes, 2018).

새로운 도시 관광에서는 관광객 역시 수동적인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오 . 

히려 관광객은 근린지역의 독특한 매력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

로 주목받는다 이는 이들의 공간 활용이 주(Crang, 2014; Frenzel, 2019). 

민의 그것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관광은 일상의 루틴이 완전히 중지되. 

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한계적인 활동이 아니고 습관 의무 일상의 사물과 , , , 

사회적 관계가 관광객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생활과 , 

실천은 관광함에 있어 차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재해석하는지에 대한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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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결국 역동적으로 변화하(Chen and Chen, 2017; Larsen, 2019). , 

는 도시공간은 주민과 다양한 배경을 지닌 관광객이 만나 수행하는 로컬이 , 

교차하는 프로세스 가 고도로 응축된 방식으로 만나는 (trans-local process)

곳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다양성은 도시가 갖는 매력의 (Stors et al., 2019).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관광객의 차별화된 장소 경험은 도시의 매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돼야 한다.

전술했다시피 관광 연구에서 관광객과 현지 주민의 조우는 대개 부정적으 

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관광객의 방문이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역동. 

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관광객과 현지 주민 사이의 긍정적인 조우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관광객과 주민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현지 주민. 

이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근린 시설 이를테면 레(Larsen, 2019). , 

스토랑과 카페 바 공원 등의 문화 쇼핑 시설이 관광객에 의해 더욱 활성, , , 

화되고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풍성하게 한다면 주민은 관광에 의한 변화를 ,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더욱이 자신의 지역에서는 호스트지만 다. , 

른 지역에서 게스트로서 여행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관광객과 우호적인 관

계를 맺기 쉽고 관광이 지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활기와 활력, 

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Maitland and Ne

이처럼 관광객으로서 도시 wmanm, 2008b; Raki and Chambers, 2012). ć

이용자가 되어 서로의 일상 구역으로 침투해오는 새로운 도시 관광은 범세

계적인 생활양식과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변화를 유발한다.

도시 공간의 공동 이용자이자 공동 생산자로서 관광객과 주민의 만남은 관 

광 공간이 도시의 각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중관광 시기에. 

는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지의 공간적 집중이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 

도시 관광객이 추구하는 현지인과 만남 은 주민의 일상이 벌어지(encounter)

는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이드북에 등장하는 기존의 관광 , 

명소와는 다른 곳이기 때문이다 오정준 방문지에( , 2004; Stors et al, 2019). 

서 주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지역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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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욕구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단기 임대 숙박 서비스를 이용해 도

심부의 호텔이 아닌 주거 지역에서 숙박하고 이른바 , OHWs(online 

라 불리는 네트워크화된 환대 교환hitchhiking websites) (networked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곳의 낯선 사람과 새로운 계획hospitality exchange) 

된 만남을 만들어 간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다른 방법으로(Bialski, 2012). 

는 생각하기 힘든 도시 공간 곳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고 도시 내에서 관, 

광객이 미치는 범위는 확장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의 일상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 

관광객의 영향이 특정 지역에 과다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투어리스티피케

이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관광지의 일상에 다가가려는 관광객의 관심. 

이 여전하다면 주민이 이들과 긍정적으로 조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 

는 것은 오늘날 도시 관광에 던져진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관광지 이미지가 비단 관광 캠페인이나 홍보에 의해서 

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이용자로서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재 생산, ( )

함을 확인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지로서 도시의 진정성은 도시 . 

이용자 사이에서 협상되고 만들어진다 그러(Raki and Chambers, 2012). ć

나 기존의 논의는 두 집단의 문화적 만남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관광객

의 역할에 비해 주민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소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

다 이는 새로운 도시 관광이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관광 경향 변화에 보다 .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 숙박 호스트로서 주. 

민의 역할을 다룬 연구가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주민의 일상 공간으로 , 

진출하는 관광객이 과연 도시 관광 공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에 집

중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 인식하는 관광의 진정성에 있어 지. 

역 주민 그 자체와 주민의 지역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주민, 

이 인식하고 만들어가는 도시 이미지는 관광객이 도시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광지로서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주민의 역할을  ,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 관광이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도시 관광 공간, 

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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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 장소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관광객의 문화가 . , 

그곳의 의미를 덮어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관광객과 함께 의미, 

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졌다(Bærenholdt et a

즉 정부가 주도하는 탑 다운 방식 혹은 거대 자본이 l., 2004). , - (top-down) 

필요한 관광 개발뿐 아니라 주민이 일상을 살아가고 도시를 즐기는 방식 , 

등 무형자산에 기초한 바텀 업 방식의 관광 개발의 중요성이 - (bottom-up)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관광지 이미지를 만들어 온 이미지 메이커들. (i

은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 도시의 특정한 이미지는 강조하고mage-makers) , 

또 어떤 이미지는 삭제하면서 도시공간의 이미지를 시공간적으로 왜곡해 왔

다 그러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주민의 인식과 목적이 (Crick, 1989). 

투영된 관광지로서 도시 이미지는 이전과 비교해 도시의 다채로운 측면을 

보여주게 되고 관광객과의 교류를 통해 이미지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변, , 

해갈 수 있다.

관광의 주체로서 주민의 성격과 역할4. 

새로운 도시 관광의 맥락에서   : 

이상의 문헌연구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관광이 시작된 이래 관광 소비문화 

가 변화해온 과정 관광과 지역의 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관광지 이미지 , 

구성에 관해 살펴봤다 이것은 관광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인 배경 관광. , 

객 이 관광지 사회 및 주민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 )

과정을 탐구하고 관찰하는 개념적 기반을 형성한다 오늘날 관광 연구가 내. 

용적 측면에서는 경영과 마케팅 같은 공급자 중심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는 양적 자료에 기댄 실증 분석에 경, 

도됐다는 비판을 수용해 관광이 내포하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끌어내는 질, 

적인 분석의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관광 소비문화는 탈일상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의 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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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 우세하던 포디즘 시기를 거쳐 탈산업화의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관, 

광 역시 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관광지의 일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 관광 이라 불리는 최근의 도시 . ‘ ’

관광에서 관광객은 관광객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활동만 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 공간 곳곳을 보다 능동적으로 탐험하, 

고자 한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수요자 관광객 가 이끄는 현상으로 여겨. ( )

져 왔고 관련 연구 역시 관광객을 연구의 대상으로 진행됐다, .

반면 를 벗어난 일상의 공간에서 관광객과 자연스레 마주치게 되는  TBD

지역 주민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일상 공간으로 침투해오는 관광객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축출되거나 혹은 이에 저항하는 즉 , ,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로 그리는 것에 집중됐다 몰려드는 관광객에 의. 

한 지역의 부정적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인 오버투어리즘 투어(overtourism), 

리스티피케이션 등의 용어는 관광이 일상화된 오늘날에 이(touristification) 

르러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익숙한 용어가 되기도 했다 반대로 관. 

광객과 주민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지역의 변화를 찾아낸 일부 연구 역시 

관광객의 일상 공간 유입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와 같은 측면의 접‘ ’

근으로 방점은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객의 행위에 찍혀있다 이처럼 관광, . ‘

의 주체 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지역 주민을 관광객의 시선이 머’

무는 대상 정도로 여겨온 관광 연구의 전통적인 관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 변화는 관광에서 지역 주민이 갖는 의 

미에 변화를 불러오게 됐다 지역 주민과 만남 그 자체 그리고 현지인으로. 

서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여행의 동기가 되고, 

여행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준거로 작용하면서 관광에서 주민의 역할은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 주민이 온라인을 . 

통해 중개인 없이 관광객을 직접 만날 기회가 확대되면서 주민이 관광의 주

체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는 현격히 증가했다. 

이는 관광지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주민이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존에 관광지 이미지 형성의 주체는 관광 추진 준 정부 . ( )

조직 여행사 대중매체 등으로 관광지 이미지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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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외부적으로 형성돼 왔다 관광은 이렇게 형성된 지역의 이미지‘ ’ . 

를 소비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으며 관광객이 이미지 이면에 있는 지역의 , 

다른 면모를 확인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역의 일상에 관심이 있. 

는 관광객과 주민의 만남은 주민이 자신의 장소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관심을 지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주민과 관광객의 만남은 외부적으로 .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고정되지 않은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 

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 도시 관광의 중요한 주체로  , 

등장한 지역사회 깊숙한 곳으로 관광객을 이끄는 주민의 성격과 역할을 이, 

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 관광이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도시 . , 

관광 공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지역 관광의 주체로 주민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여행 중개 플랫. 

폼인 에어비앤비 체험을 사례로 다음의 연구 주제를 설정했다, .

연구 문제 관광 공유경제의 특성과 여행 중개 플랫폼 운영 방식의  1. 

특징이 새로운 도시 관광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관광 공유경제의 특성과 여행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체험 의 운영   ‘ ’

방식과 특징을 확인해 새로운 도시 관광의 매개체로서 에어비앤비 체험

의 성격을 밝히고 서울에 개설된 에어비앤비 체험의 유형 및 공간 분포, 

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 관광의 하나로 주민이 호스팅 하는 . 

관광에서 선호되는 관광의 유형과 장소의 특징을 끌어내고 이것이 도시 , 

관광에서 갖는 의미를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에어. 

비앤비 체험이 코로나 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코로나 이후의 19 , 19 

관광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민의 호스팅이 차지하게 될 역할에 대해 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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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주민 호스트는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호스2. , 

팅 기제는 무엇인가.

여행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지역 관광의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떠오른 주 

민 호스트의 특성을 밝힌다 먼저 다양한 특성의 주민 호스트가 스스로 . 

인식하는 자신의 로컬 정체성과 정체성의 재조정 그리고 로컬 호스트 , 

경험과 성격을 탐구해 이들의 로컬 특성을 파악한다 동시에 주민 호스. 

트가 초국적 이주와 여행의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이며 다양한 게스트 , 

경험을 통해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이는 유동적이고 다중적인 ,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호스팅이 . 

이들의 로컬 특성과 새로운 도시 관광객 성격에서 비롯되며 동시에 플, 

랫폼 진입 방식 및 동기에 따라 호스트의 성격이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밝힌다. 

연구 문제 주민이 어떻게 일상 공간을 관광 장소로 재구성하며 재 3. , 

구성한 장소를 재현해내는가.

주민이 호스팅을 위해 자신의 일상적 환경 가운데 특정한 대상을 선택 

해 그것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관광의 대상으로 재, 

구성하는 방식과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관광 장소가 온라인을 통해 

재현되는 방식의 특징에 대해 밝힌다 호스팅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은 . 

주민 호스트가 자신의 장소 경험을 토대로 관광의 맥락에서 장소의 의미, 

를 발견 해석 기획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은 일상 공간을 , , . 

관광 장소로 만들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지역 관광의 생산자 역할을 하

게 되며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주민이 일상적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는 , 

관광적 경험 즉 지역 관광의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 . 

만들어진 장소는 주민 호스트에 의해 특정한 이미지로 재현되며 이러한 , 

과정 전반을 통해 도시의 일상 공간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관광 장소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점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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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연구 검토를 거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 

은 아래의 그림 와 같다< 2-2> .

그림 < 2-2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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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3 관광 공유경제와 에어비앤비 체험 플랫폼

공유경제와 관광 에어비앤비 체험1. , 

공유경제의 성격과 관광 공유경제 1) 

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 최근의 공유경제) 

지난 십여 년간 이른바 공유경제 라 불리는 형태의 비즈 ‘ (sharing economy)’

니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은 공유경제를 상업경제Lessig(2008) (commercial econ

와 대조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즉 화폐가 교환의 매개가 되는 상업경omy) . 

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서로의 제품 서, 

비스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 사람과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하거. 

나 물물교환하는 형태의 경제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오늘날 ,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기술 매개 거래 사용과 같은 여러 여건의 변화

는 지리적 경계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넘어 훨씬 폭넓은 수준에서 이것이 

벌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Belk, 2014; Botsman and Rogers, 2011).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일종 

의 협력적 소비 형태로 성장해가면서 개인은 비단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자일 뿐 아니라 생산자 혹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년 , . 2008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비의 지속불가능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

정에서 공유경제는 성장을 거듭했다 이성규 공( , 2013; Ranchord s, 2014). á

유경제에 대한 합의된 명백한 정의는 없으며 취하는 관점과 자동 방식에 , 

따라 협력적 경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economy), (collaborative consu

소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mption), P2P (peer-to-peer consumption)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유권이 아닌 일시적이고 유연한 . 

활용과 접근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접근 기반 소비(access-based consump

라 불리기도 한다tion) (Bardhi and Eckhardt, 2012).

이처럼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가 확산되면서 비영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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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격을 지니던 초기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버 그랩 에어비앤비 등 이(Belk, 2014). (Uber), (Grab), 

른바 공유경제 기업 이라 불리는 업체의 운영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공‘ ’ , 

급자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빌려주거나 제

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받는 그리고 기업은 중개 수수료를 취하, , 

는 상업적 공유경제 개념으로 오히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 ’ (

석완 금전적 이유로 상업적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 플랫폼 과 참, 2018). ( )

여자는 공유 를 위해 더는 사회적 관계를 교환하지 않는다 이성규‘ ’ ( , 2013). 

결국 공유경제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 이름과 달리 실, , 

제 공유가 이뤄지는 가와 상관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즉

각적으로 만나게 되는 주문형 경제 온디멘드 경제‘ ( , on-demand economy)’

의 성격이 크게 반영돼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기존의 상업경제에서는 행위 주체로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중심이 되어왔다 

면 상업적 공유경제에서는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해졌, 

으며 이런 중개 서비스가 공유경제 비즈니스로 인식되고 있다 최유성 안혁, ( ·

근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 2018; Kumar et al., 2018). 

용을 도와 거래를 촉진하며 이것의 형태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으로 다, , ,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규 상업적 공유경제에서는 소비자와 공( , 2010). 

급자로 대표되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비인간 행위자의 , 

역할도 중요하다 플랫폼이 소비자 공급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거래의 . , 

단계마다 이들 사이의 거래를 지속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

상태 김남조, 2018).‧

이런 플랫폼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양면 시장이라 부른다 . 

양면 시장에서는 한쪽의 이용자 예를 들면 소비자 가 얻는 편익이 다른 한( )

쪽 공급자 의 수 혹은 소비량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 , 

를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 혹은 간접적 네트워크 (cross network externality) 

외부성 이라 한다 이상규 공급자가 많(indirect network externality) ( , 2013). 

으면 수요자를 확보하기 쉽고 반대로 수요자가 많으면 공급자를 확보하기 , 

쉽다 공급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지를 만나게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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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비자가 많은 곳에서 공급자도 더 많은 판매의 기회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쪽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 

게 되고 플랫폼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이재민 따라서 이는 독과점으, ( , 2019). 

로 흘러가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지배하. 

고 있는 카카오톡 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 독과점하고 있는 ‘ ’ ‘ ’, ‘ ’, ‘ ’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관광 공유경제) 

관광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관광은 공 , 

유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꼽힌다 자신(Cheng, 2016). 

의 일상 공간과 소유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사람의 재화와 서비, 

스를 이용해야 하는 관광의 특성이 공유경제의 속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 

유경제는 관광 문화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카우치서핑 등의 . ,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여행지에서 묵을 숙소를 찾고 여행지에서는 그랩, 

과 우버 얀덱스 택시 등을 불러 타거나 공유 전동 킥보드를 , (Yandex Taxi) , 

타고 이동하면서 마이리얼트립 투어스바이로컬스, (Myrealtrip), (Toursbylocal

등의 사이트에서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의 s) 

모습은 더는 낯설지 않다. 

공유경제는 년 억 달러에서 년 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2015 150 2025 3,350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8) 에서 재인용(PwC, 2015; Cheng(2016) ), OECD

는 관광 공유경제 가 관광객에게 추가적(2016a) ‘ (tourism sharing economy)’

인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한다 학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업적 공유경제의 등장이 숙박 렌. , 

터카 레스토랑 여행사 등 관광과 관련한 기존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지대, ,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관광산업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이야, 

기한다(Guttentag, 2015; Zervas et al., 2017; Altinay and Taheri, 2019). 

8) 공유경제의 가지 주요 분야 5 (peer-to-peer lending and crowdfunding, online staffing, 
의 규모를 의peer-to-peer accommodation, car sharing, and music and video streaming)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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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서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재구성할 정도로 성장한 것 

은 양면 시장의 각각을 차지하는 공급자와 소비자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을 ( )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 상업적 공유경제는 자신의 유. , 

휴자원을 사용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관광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로컬에 대한 지식 자신의 . , 

전문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간 관광 경

제에서 배제돼 있던 로컬 주민도 관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Dredge and 

관광의 소비자였던 주민이 플랫폼을 통해 다른 관광객에Gyim thy, 2015). ó

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송운강 박용( , 

숙, 2018).

한편 소비자 측면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공유경제는 더 다 , 

양하고 참신하며 많은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 , 

된다 이것은 대안적인 관광 현지인과 만남을 통한 관광 경(Nadler, 2014). , 

험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관광객에게 매력적이다 공유경제는 관. 

광객과 호스트가 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뿐 아

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의 호텔 여행사 등에 비해 효율적이다, , (Tussyadi

그뿐 아니라 거대한 자ah and Pesonen 2015; Altinay and Taheri, 2019). 

본의 투자 없이 관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관광 인프라가 구

축되지 않은 곳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광 공유경제의  , 

활성화로 인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먼저 누구나 참여하고 어디서나 일. 

어날 수 있어 집중을 완화하고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상적인 

전망과는 달리 실제로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즉 인구학적 측면에서 공유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 및 디지. , 

털 자본을 갖춘 사람에 의해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에서 활발하게 벌어짐으

로써 집중을 완화하기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Dredge and Gyi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의 시설이 주요 대m thy, 2015; Tussyadiah, 2015). ó

도시 지역과 관광지에 집중돼 있으며 공유도시 에 대한 활발한 담론과는 , ‘ ’

달리 공유가능한 시골 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 ‘ (shareable countryside)’ Dre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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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은 이미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작e and Gyim thy(2015, p. 296)ó

동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현실을 드러낸다. 

공유경제는 생산자 주권 중심으로 움직이던 관광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원동력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핵심 행위자 가운데 . 

하나인 플랫폼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중개할 뿐 아니라 이들을 지배하는 새

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웅기(Munar and Gyim thy, 2013, , 2018). ó

참여자는 플랫폼이 지정한 행위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독점적 지위를 지닌 , 

플랫폼은 참여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 밖에 법적인 안전. 

망 밖에서 벌어지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행위 이를테면 우버나 그랩과 같은 ( , 

승차 공유 서비스의 운전자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주거권 및 공정경쟁 규), , 

제 포획의 문제 한윤애 기존 업계와의 갈등 탈세 등은 불분명한 법( , 2015), , 

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화지체 현상으로 공유경제의 문제로 지적된다 새, . 

롭게 등장한 산업이 기존의 산업과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이며 공유경제가 , 

불러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운강 박용숙 오세( , 2018; ‧

환 등 이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공유경제가 미치는 , 2018). 

영향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미 공유경제 시스템을 통. 

해 여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공유경제를 관광산업 혁신의 핵, 

심 전략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다9) 관광에서 공유경제는 그 장점과 문제점. 

을 밝히고 이익과 피해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더 연구될 필요가 , 

있다(Dredge and Gyim thy, 2015).ó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의 등장과 에어비앤비 체험2) 

관광 분야에서 공유경제는 숙박 교통 음식 각종 여행 서비스 여행 상품 , , , ( , 

체험 동행 환전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 ) (Dredge and Gyim

그 가운데 특히 관광지에서 현지인과 만나고 현지의 일상과 thy, 2015). , , ó

문화를 경험하려는 여행 경향이 확대되면서 여행지 현지의 주민이 설계한, 

9) 년 월 일 정부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에서 글로벌 관광산업이 플랫폼 경제 공 2019 4 2 ‘ ’ , 
유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도시형 공유민박 도입 공유서비스 적용, , , 
관광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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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행 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

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희 박주영 조아라 이에 따라 국내 외( · · , 2019). ·

를 불문하고 현지의 주민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은 지속해서 등장하고 

또 성장하고 있다 표 참고 관광에서 중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 3-1> ). 

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여기에 주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 

서울시는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관광상

품 온라인 플랫폼인 원모어트립 을 개설하고 서울 (www.onemoretrip.net) , 

각 지역의 특성을 담은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매년 공모전 서울 체험관광 (

콘텐츠 공모전 을 여는 등 변화한 관광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에어비앤비 체험은 공유 숙박 플랫폼 에 

어비앤비의 여행 중개 플랫폼으로10)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 2008

년 월 시작됐지만 에어비앤비 체험은 그로부터 년 뒤인 년 월 시8 , 8 2016 11

작됐다 겟유어가이드 투어스바이로컬스 등 . (GetYourGuide), (ToursByLocals)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이 년을 전후로 2008

시작됐고 이후 년에서 년 사이 많은 스타트업이 시작된 것에 비하, 2012 2015

면 에어비앤비 체험은 시장에 비교적 늦게 진입했다 그림 참고 그(< 3-1> ). 

러나 세계 최대의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양면 시장에서 지니고 

있던 교차 네트워크 효과 많은 공급자 및 소비자 보유 에 힘입어 빠르게 성( )

장하면서 지금은 대표적인 여행 중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에, . , 

어비앤비 체험은 현지 주민에 의해 주도되는 관광을 최P2P(peer-to-peer) 

초로 시도한 플랫폼은 아니지만 다른 플랫폼이 따라잡을 수 없는 에어비앤, 

비의 기존 네트워크 및 글로벌 브랜드로서 장점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지위

를 차지해가고 있다. 

10) 출범 당시의 명칭은 국문명은 에어비앤비 트립 였으나 년 지금의  ‘Airbnb Trips’( ‘ ’) , 2018
이름으로 리브랜딩 됐다 한국에서는 이후로도 에어비앤비 트립 이라는 명칭(rebranding) . ‘ ’
을 계속 사용하다 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에어비앤비 체험 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 2019 ‘ ’
기 시작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일부 호스트의 경우 체험 대신 트립 혹은 투어 라는 . ‘ ’ ‘ ’ ‘ ’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명칭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심, , 
층 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는 호스트의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따라서 이하 내용에는 체. ‘
험 과 트립 투어 가 혼용돼 사용되며 때에 따라 영문명인 익스피리언스 로 ’ ‘ ’, ‘ ’ , ‘ (experience)’
표현한 호스트도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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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이름 홈페이지 주소 본사 위치 서비스 지역/ 창업 연도

1 Agriturismo www.agriturismo.it 이탈리아 이탈리아/ 2001

2 GetYourGuide www.getyourguide.com 독일 전 세계/ 2008

3 ToursByLocals www.toursbylocals.com 캐나다 전 세계/ 2008

4 Eat With www.eatwith.com 미국 전 세계/ 2012

5 Peek www.peek.com 미국 미국 중심/ 2012

6 Voyagin www.govoyagin.com 일본 전 세계/ 2012

7 I Like Local www.i-likelocal.com 네덜란드 개도국 중심/ 2013

8 Voomago www.voomago.com 미국 이탈리아 중심/ 2013

9 Withlocals www.withlocals.com 네덜란드 전 세계/ 2013 

10 City Unscripted www.cityunscripted.com 영국 유럽 중심/ 2014

11 Headout www.headout.com 미국 유럽 동아시아 중심/ , 2014

12 Hi, hi guide www.hihiguide.com 네덜란드 전 세계/ 2014

13 Klook www.klook.com 홍콩 전 세계/ 2014

14 KKDAY www.kkday.com 대만 전 세계/ 2015

15 Gopackup www.gopackup.com 미국 전 세계/ 2015

16 Take Me Tour www.takemetour.com 태국 동남아 호주/ , 2015

17 Airbnb Experience www.airbnb.co.kr/experiences 미국 전 세계/ 2016

국내 플랫폼 이름 홈페이지 주소 서비스 지역 창업 연도

1 O’ngo Food www.ongofood.com 국내 2008

2 MyRealTrip www.myrealtrip.com 전 세계 2012

3 Trazy www.trazy.com 한국 동남아, 2012

4 Frip www.frip.co.kr 국내 2013

5 Gastro Tour Seoul www.gastrotourseoul.com 국내 2014

6 Xcrew www.xcrew.kr 국내 2014

7 Waug www.waug.com 전 세계 2015

8 Onemoretrip www.onemoretrip.net 국내 2016

9 KoreaByLocals www.koreabylocal.com 국내 2019

자료 각 사 홈페이지 기업 정보 제공 사이트: , Crunchbase( , www.crunchbase.com)

표 < 3-1 국내외 주요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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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1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관련 주요 사건 타임라인 > 

자료 각 사 홈페이지 기업 정보 제공 사이트* : , Crunchbase( , www.crunchbase.com)

출범 당시 에어비앤비 체험은 전 세계 개 국가 개 도시 8 12 11)에서 여 500

개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은 최초 시작 도시 가운, 

데 하나였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경우 한국지사 서울 는 . , ( ) 2008

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이 시작된 때로부터 년이 지난 시점이자6 , 

년 독일 베를린 에 최초의 해외지사를 개설한 이후 년이 흐른 년2011 ( ) 3 2014

에 설립됐지만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다 이어 , . 

년 월에는 한국 내에서 두 번째로 제주에서 체험이 개설됐으며 같은 2018 3 , 

해 월부터는 부산을 포함해 국내 전 지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7 .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년 월 기준 에어비앤비 체험이 개설돼 운영되 2020 6 , 

고 있는 도시는 전 세계 천 개 이상 전체 체험 프로그램은 만 개 이상이1 , 5

다12) 개설된 프로그램의 수를 기준으로 최초 시작 시점 년 월 으로. (2016 11 )

부터 약 년 반 동안 배가 넘게 성장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년 3 100 . 2017

월 약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정민제7 80 ( , 2020). 

11) 체험 프로그램이 최초로 개설된 개 도시는 서울 외에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마 12 , , 
이애미 디트로이트 이상 미국 아바나 쿠바 런던 영국 파리 프랑스 나이로비 케냐, ( ), ( ), ( ), ( ), ( ),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쿄 일본 다( ), ( ) .

12) 에어비앤비 뉴스룸 (news.airb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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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신문 보도 내용을 추려보면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인 , 

년 월에는 전국적으로 약 개 서울에 여 개 제주와 부산에 각2018 7 240 ( 200 , 

각 여 개 년 월에는 전국적으로 배 정도 늘어난 약 개의 20 ), 2019 12 2.5 600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년 월부터 년 월까 2017 7 2019 12

지 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수가 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2 7.5 .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년 월에서 년 월 2018 12 2019 12

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대 년 중반에서 년 중- Z (Gen-Z, 1990 2000

반에 태어난 세대 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 여행지로 선정됐다) .14) 한국은  

에어비앤비 체험의 두 행위 주체 즉 호스트 개설된 프로그램의 수 와 게스, ( )

트 인기도 양쪽 모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서울은 ( ) , 

그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다.

에어비앤비 체험의 운영 방식과 특성3) 

가 에어비앤비 체험의 운영 방식) 

에어비앤비 체험의 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은 여느 공 P2P 

유경제 비즈니스의 사업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호스트. ‘ 15) 가 자신이 계획한 ’

13) 동아닷컴 년 월 일 에어비앤비 아트 김밥 만들기 등 부산 트립 월 신규 론 2018 7 16 ( , ‘ ’ 7
칭, 최종 접속일 년 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716/91078209/2, : 2020 11
월 일 년 월 일21 ), Korea Joongang Daily 2019 9 15 (Airbnb opens the door for a new 
kind of tourism, www.koreajoongangdaily.joins.com/2019/09/15/industry/Airbnb-ope

최종 접속일 년 월 ns-the-door-for-a-new-kind-of-tourism/3067906.html, : 2020 11
일 로이슈 년 월 일 에어비앤비 쿠킹 체험 런칭21 ), 2019 12 4 ( , ‘ ’ , www.lawissue.co.kr/vie

최종 접속일 년 월 일 등w.php?ud=201912041818434792204ead0791_12, : 2020 11 21 ) 
의 보도 내용을 정리 종합한 내용이다 한 주민 호스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년 , . , 2019

월 일 기준 우리나라 각 도시에서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의 수는 서11 14
울 개 제주 개 부산 개이며 그 외의 지역에 개 미만 대구 개 광주와 전주406 , 63 , 58 , 10 ( 8 , 
에 각각 개 등 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 가3 ) (『
이드 정민제( , 2020), p.26).』

14) 디지틀조선일보 년 월 일 도심서 즐기는 설 연휴 세대를 위한 다양한 에 , 2020 1 21 , ‘ Z… 
어비앤비 체험‘ ’’(www.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

최종 접속일 년 월 일 보도 내용80173.html, : 2020 11 21 ) .
15)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반대로 서비스의 이용자는  . 

게스트라고 부른다 관광 연구에서 지역 주민을 호스트 관광객을 게스트 라고 . (host), (guest)
오랫동안 불러왔음을 생각해볼 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주민을 호스트로 이것을 , , 
이용하는 관광객을 게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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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프로그램을 에어비앤비 체험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면 게스, ‘

트 가 그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에어비앤비 체험 측에 이에 대한 비용을 ’

냄으로써 계약이 성사된다 게스트가 내는 비용에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부. 

과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없지만 호스트의 경우 게스트가 낸 금액의 를 , 20%

에어비앤비가 중개 수수료로 수취한 나머지 금액을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 받게 된다 숙박의 경우 호스트 숙박요금의 와 게스. ( 3%)

트 숙박요금의 양측이 에어비앤비 측에 수수료를 내지만 한윤애( 6-12%) ( , 

체험에서는 호스트만 수수료를 내며 호스트가 감당하는 수수료율에2015), , 

도 차이가 있다 그림 (< 3-2>). 

그림 < 3-2 에어비앤비 체험의 거래 구조> 

한윤애 를 토대로 재구성 * (2015), OECD(2016b)

프로그램의 내용뿐 아니라 호스트가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른 게 

스트로부터 받은 평가는 게스트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호. 

스트가 여행사가 아닌 일반 개인인 이상 호스트가 스스로 작성한 자신과 ,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프로필 을 제외하면 이전 게스트의 후기와 평가는 호( ) ‘

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프로그램은 어떤지 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거의 ’, ‘ ’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게스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 

니다 호스트 역시 게스트가 직접 작성한 프로필 및 다른 호스트가 게스트. 

에 대해 남긴 평가와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게스트가 자신의 프로. , 

그램에 남긴 후기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게스트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 

한 상호 평가 방식은 평판 시스템 이라 불리며 사용자 ‘ (reput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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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에어비앤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고 있다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게스트와 호스트 양(Bolton et al., 2013). 

쪽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 , 

전체의 신뢰가 형성된다.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의 평판 시스템 외에 에어비앤비 체험 플랫폼 역시  ,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의 안전과 지속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상태 김남조 에어비앤비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게스트와 ( , 2018). ‧

호스트는 플랫폼 등록 가입 과정에서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 ) 

고 금전적인 거래는 반드시 에어비앤비의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뤄지, 

도록 설정돼있다 게스트와 호스트는 여행 전 중 후 모든 시기에 걸쳐 에. , , 

어비앤비의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전화번호 이, , 

메일 주소 아이디 등 에어비앤비 시스템 밖에서 개인적인 연락을 취, SNS 

할 수 있는 정보는 메시지 상에서 자동 차단돼 전달되지 않는다 모든 의사. 

소통과 거래를 에어비앤비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는 두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래를 행위자로서 에어비앤비가 보증하는 

안전망 내에서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중개 수수료에서 수익을 , 

창출하는 에어비앤비의 수익이 개인 간 직거래로 인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

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한편 지정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주민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 호스트의 활동

은 잠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관련 규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에 따. 『 』

르면 여행자에게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업을 여행, , 

업이라고 하며 조 관광사업의 종류 항 이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3 ( ) 1 ),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자치구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 ) (

조 등록 항 그리고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규정한 같은 법 제 조 관광종4 ( ) 1 ). 38 (

사원의 자격 등 항에 따르면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관광통역안내 자) 6 , 

격이 없는 사람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에 종사하게 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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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체험 플랫폼을 단순히 사용자들을 중개하는 연결망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 여행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안에, , 

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호스트는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가 그, 

리고 외국인 관광객도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

격증 소지가 필수적인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 반. , 

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취하면 영업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 

서 여행업 등록이 필요하다 수익이 발생하지만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으로 . ,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 호스트의 독특한 성격은 그들이 여행업 등록

의 필수적인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 

등록 과정에서 예비 호스트들에게 현지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 ’

안내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만 제공할 뿐 호스트들에게 준, , 

법할 것을 강제하지 않으며 합불법성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호스트의 판, 

단에 맡기고 있다.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등 이른바 공 , 

유경제라 불리는 서비스의 등장 이후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합 불법성 판단이 ,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체험을 비롯해 유사한 온. 

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이 더욱 성장해 기존의 관광 가이드 시장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상황이 된다면 에어비앤비 숙박 나 타다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 ( )

등과 유사하게 기존 사업자와 중개 플랫폼이 충돌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나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 선정 과정의 특징) 

에어비앤비 체험의 프로그램 등록 기준은 에어비앤비 체험이 지향하는 목 

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호스트가 . 

자신이 기획한 상품을 에어비앤비 측에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호. 

스트가 로컬로서 자신의 경험 혹은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해 에어비앤비 체험에 제출하면 에어비앤비 체험 측에서 이를 검토해 상품 ,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제출된 프로그램의 평가 과정에서 살피게 되는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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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어비앤비 체험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하면서 판단 기준은 전문성, ‘ (exper

특별한 기회 교감 이라고 안내하고 있tise)’, ‘ (insider access)’, ‘ (connection)’

다.16) 호스팅 프로그램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등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 

는 게스트가 혼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나 활동을 경험할 특별한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안내는 에어비앤비 체험의 지향점을 드러내며 이는 ’ ,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가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들을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 ‘

가서 도시의 상징물 이면에 가려진 비화 투쟁 전설 등을 보이라 는 에어, , , ’

비앤비 측의 호스트를 위한 조언은 주민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로컬

로서의 특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기존 유명 관광지의 음영지역

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즉 에어비앤비 체험이 내세우는 등록 . , 

기준은 주민 호스트의 호스팅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새로

운 도시 관광의 특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맞는 체험 .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주민 호스트는 지역의 자산을 토대로 관광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로컬 크리에이터‘ (local creator)’17)의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관광 연구의 관점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의 프로그램 등록 기준이 갖는 의미 

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성 은 주민이 자신의 전문적인 . (expertise)

관점을 통해 현지의 문화와 장소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량관광에 대한 반발, 

로부터 등장한 새로운 관광의 흐름 가운데 하나인 특수목적관광(SIT, Speci

즉 특정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al Interest Tourism), 

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문성은 비단 전문적인 학위나 . 

공인된 자격증 소지 여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부로서 한국 요리를 , 

매일같이 수십 년간 해 온 경력 특정 지역에서 오래 살며 경험적으로 알게 , 

되는 지역의 역사와 같은 누적된 일상의 경험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16) 에어비앤비 체험의 국 영문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하의 내 , , 
용은 에어비앤비 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17) 한국관광공사는 트렌드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관광 분야 직업의 하나로 로컬 크리에이 ‘
터 를 예로 들고 있으며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이라고 소개’ , “ ”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취업지원팀(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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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3 게스트가 체험 이후 받게 되는 설문 전문성 관련> ‘ ’ – 
 

그림 은 에어비앤비 체험 게스트가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받게  < 3-3>

되는 설문 중 호스트의 전문성 과 관련한 내용이다 호스트가 전문가처럼 ‘ ’ . 

보이는 이유로 선택 가능한 응답 왼쪽 사진 을 통해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 )

말하는 전문성 의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의 오른쪽 그림은 ‘ ’ . < 3-3>

게스트가 호스트가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할 경우 받게 되는 차 문2

항이다.

특별한 기회는 영문 에서 볼 수 있듯 그야말로 내부자의  ‘insider access’ ‘

정보 를 이용한 프로그램일 것을 주문하는 평가 기준이다 경험이 쌓인 여’ . 

행객이 현지인만 아는 곳에 관심을 두고 현지인과 함께 하는 활동을 추‘ ’ , ‘ ’ 

구하며 현지인처럼 지내는 여행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대응한다 별다른 , ‘ ’ . 

도움 없이 여행자 혼자서도 다닐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알 수 없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프로그램에 담아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이 경험하. 

고 느끼는 지역의 특색이 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에 묻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비단 숨겨진 명소나 널리 알려지지 . 

않은 장소나 사람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새롭게 떠오르고 , 

있는 트렌디한 장소나 사물 등에 대한 소개가 포함된다 주민에겐 평범한 . 

일이지만 여행자로선 좀처럼 경험해보기 쉽지 않은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 

역시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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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4 게스트가 체험 이후 받게 되는 설문 특별한 기회 관련> ‘ ’ – 

그림 는 에어비앤비 체험 게스트가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받게  < 3-4>

되는 설문 중 특별한 기회 와 관련한 내용이다 특별한 기회였다고 응답할 ‘ ’ . 

경우 왼쪽 특별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경우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질문을 , 

받는다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회가 스스로는 하지 못할 . ‘

활동 평생 한 번뿐일 특별한 경험 을 하거나 특별한 문화나 커뮤니티의 ’, ‘ ’ , ‘

일부가 된 느낌 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교감 은 호스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관 (connection)

한 것으로 친절한 응대에서 비롯되는 친밀한 교감을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 ,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는 평가 기준이다 앞서 제시된 평가 . 

기준들에 따르면 호스팅 프로그램에는 호스트의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과 생

각 경험이 들어가 있게 되고 소규모로 진행된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체험, , . 

에서의 호스트 게스트 관계는 대량관광 시기의 가이드 게스트 관계보다 개- -

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문헌연구, . 

에서 확인한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고려하면 게스트에게 에어비앤, 

비 체험은 프로그램의 내용 못지않게 어쩌면 오히려 지역 주민을 만나는 ,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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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8) 본 연구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을 온라인을 통해 확대된 일종의  VFR

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호스팅 프로그램 내용의 성격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인간적인 유대관계의 형성을 적극적

으로 권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는 에어비앤비 체험 게스트가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받게  <3-5>

되는 설문 중 교감 과 관련한 내용이다 호스트와 교감했다고 응답할 경우 ‘ ’ . 

아래 왼쪽 교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할 경우 아래 오른쪽의 그림의 질문을 , 

받는다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말하는 호스트와의 교감은 게스트가 느끼는 . 

호스트의 배려와 환대는 물론이고 호스트 게스트 관계를 넘어서는 유대관, -

계까지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3-5 게스트가 체험 이후 받게 되는 설문 교감 관련> ‘ ’ – 

  

18) 트립 호스트 서밋 서울 에서 에어비앤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년 월 서울에서  ‘ @ ’ , 2019 9
진행된 에어비앤비 체험에 참여한 전체 게스트는 약 만 천여 명이고 이 중 약 인 3 4 , 47%
만 천여 명이 자신이 참여한 체험 프로그램에 후기를 남겼다 점 만점으로 표현하는 1 6 . 5

체험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이며 약 가 만점 점 을 줬다 소수 인원으4.92 , 93% (5 ) . 
로 이뤄지며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상호작용 활발한 에어비앤비 프로그램의 특성상 후
기를 남기는 비율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민제(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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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체험에서 제공되는 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이 선정되는 기준과  

판매되는 방식을 종합하면 과거 패키지 대량관광 상품의 생산 소비 과정과, , 

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패키지 상품이 출발부터 도착. 

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대량생산 방식으로 생

산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면 에어비앤비 체험은 , 

분화에 기인한 효율성보다는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고 호, 

스트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고유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

이 묻어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민(

영 또한 비록 여행 서비스의 선택은 게스트가 하지만 독창적이고 , 2018). , , 

유일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 게스트에 의해 만들어지는 평판이 중요한 호스, 

트 역시 게스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관

계 역시 대량관광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의 분포2. 

본 연구는 에어비앤비 체험에 등록된 여행 서비스 프로그램 가운데 공간적 , 

으로 서울특별시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것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절에서는 . 

년 월 기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는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2020 6

추출한 뒤 그것의 의미와 유형별 공간별 분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 .

자료 구축 방법 및 구축된 자료 특성1) 

에어비앤비 체험에서는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체험 홈페이지 검색 결과를 활용해 현황을 , 

파악했다 에어비앤비 체험의 초기 화면 그림 에서 위치 를 서울로 . (< 3-6>) ‘ ’

설정하고 날짜 를 지정하지 않은 채 검색 버튼을 누르면 기간과 상관없이 , ‘ ’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결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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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6 에어비앤비 체험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 (www.airbnb.com/experiences)

접속일 년 월 일: 2020 6 17

 

연구에 사용된 내용은 년 월 일 검색 결과이며 검색 결과가 달라 2020 6 1 ,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틀 간격으로 두 번 더 같은 검색을 진행했으나 , 

프로그램의 배치 순서에 다소의 변동이 있을 뿐 전체 결과는 달라지지 않, 

았다 평소라면 새롭게 등록되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코로. , 

나 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여행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진 상황인 데다 체험 19 , 

플랫폼 운영을 전면 중단 년 월 일 한 이후 재개 동년 월 일 한 (2020 3 18 ) ( 5 6 )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도 없는 것으로 보인

다 관련한 내용은 장 절 참고(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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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7 에어비앤비 체험 검색 결과 화면> 

접속일 년 월 일* : 2020 6 17

  

검색 결과 그림 는 호스트가 설정한 프로그램의 대표 사진을 중심 (< 3-7>)

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을 통해 프로그램의 제목 가격과 소요 시간 평, , , 

점과 후기 개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각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호스트가 .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제공되는데 이 중 프로그램, ‘ (What you'll 

과 방문 장소 를 소제목으로 달고 있는 부분의 내용do)’ ‘ (Where you'll be)’

을 추출해 분석을 진행했다 장의 그림 참고 프로그램 부(5 < 5-1> , p.128). ‘ ’ 

분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을 파악해 유형을 분

류하고 방문 장소 부분을 확인해 호스트와 게스트가 만나 호스팅이 시작, ’ ‘ 

되는 지점 및 주요 동선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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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8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의 인당 운영 호스팅 수 서울> 1 ( )

 

검색 결과 서울에는 총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 327

다 이 수치는 예약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수로 개설은 되어있으나 예약할 . , 

수 없어 체험이 불가한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검색 결과로 등장하지 않음( ) 

프로그램은 제외된 값이다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스트는 모두 명. 216

이고 이 중 명은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명시했다 많게는 최대 개의 프, 19 . 7

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스트 명 도 있지만 호스트 인당 평균 개의 여(1 ) , 1 1.52

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 중 에 가까운 명의 호스트가 한 , 70% 148

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 전체 호스트의 에 가까운 명의 호. 85% 182

스트가 개 이하 에 이르는 명의 호스트가 개 이하의 프로그램을 2 , 95% 205 3

운영 중이다 그림 운영하는 호스팅의 개수가 호스트의 성격을 좌우(< 3-8>). 

하지는 않지만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부업 혹은 취미 생활의 하나로 , 

호스팅은 운영하는 호스트는 복수의 호스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호스, 

팅의 본업이거나 본업의 일환인 경우 소수의 호스팅만으론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호스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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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스트 중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가이드들이 그룹을 형성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

다 부업으로 시작한 첫 번째 에어비앤비 체험이 게스트로부터 인기를 끌고. , 

자신도 그에 만족하면서 점차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면서 종국에는 본업을 대

체하는 경우나 체험 호스팅 노하우를 호스팅 하는 경우와 같이 호스팅이 호

스팅을 낳고 새로운 직업이 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뷰티 , . 

관련 숍 네일 마사지 스타일링 등 공방 공예 서예 도자기 등 학원 교( , , ), ( , , ), /

습소 댄스 음악 요가 등 등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에어비앤비 체( , , ) 

험에 등록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들에게 에어비앤비 체험은 일종의 추가적인 판로이자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에어비앤비 체험의 유형별 분포 특성2) 

구축한 자료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프로그램의 설명 내용에 따라  , 

유형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고 동선을 분석해 공간적 분포를 확인했다 에어, . 

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나름의 유형 분류가 되어있으나 이것은 호스, 

트가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으로 같은 유형으로 , 

분류된 프로그램 사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엇비슷한 성격의 호스팅 프로. 

그램이라 하더라도 호스트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그 반대, 

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스팅 프로그램의 내용. 

을 분석해 자체적인 분류 기준을 세우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재분, 

류했다.

연구에서 각 유형은 방문하는 장소와 연계되는 정도 및 방식의 차이에 따 

라 분류했다 장소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격이 호스팅에 중요하게 작용하. 

는 유형이 있는 반면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는 즉 방문하는 장소보다는 활, , 

동 내용이 호스팅에 더 중요한 유형도 있다 전자의 경우 같은 낙산공원의 . , 

서울성곽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어떤 프, 

로그램은 삼선동의 오래된 주택가 마을의 골목길과 함께 구성되는 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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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프로그램에서는 대학로의 활기찬 북적임에 더 집중할 수도 있다 이런 . 

유형의 프로그램은 장소 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속성과 호스트가 장소를 바

라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도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

다 그러나 팝 댄스를 배우는 클래스는 어떤 댄스를 어떻게 배우는지는 . K-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 강남인지 신촌인지는 프로그램의 기, , 

본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체 개 프로그램을 개의 유형  327 13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전체 유형을 다시 크게 가지 유형 즉 방문하는 장, 2 , 

소가 프로그램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소 중심 유형‘ ’

과 장소 특성이 덜 중요한 활동 중심 유형 으로 분류했다 설정한 분류 유‘ ’ . 

형 및 유형에 대한 설명 분포 현황은 아래의 표 와 같다 본 연구는 , < 3-2> . 

주민이 만들어가는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장소

의 고유성이 중요한 장소 중심 유형 의 프로그램을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된‘ ’

다.

방문하는 장소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격이 호스팅에 핵심적인 장소 중 ‘

심 유형 의 프로그램이 활동 중심 유형 프로그램보다 많은 가운데 세부 ’ ‘ ’ , 

유형 가운데 특정한 장소 몇 곳을 걸어 다니며 해당 장소의 의미와 역사,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도보 여행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 ’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서울의 경우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 , 

의 장소를 묶어 구성된 호스팅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프로그램. 

을 기획하는 호스트 입장에서 이것은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도 장

소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므

로 비교적 개설이 쉬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 중심 유형 의 경우 전. ‘ ’

문 사진사가 호스팅 하는 사진 촬영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 프‘ ’ 

로그램이 이와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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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 유형 설명 개수개( ) 비율(%)

장소

중심

유형

도보
여행

걸어 다니며 장소의 의미와 역사 호스트의 경험 등에 ,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82 25.1

음식
여행

시장 길거리 등에서 호스트가 음식과 장소를 소개하고, , 
음식을 맛보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18 5.5 

등산
산에 오르며 장소의 의미와 역사 호스트의 경험 등에 ,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14 4.3 

자전거 
여행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장소의 의미와 역사 호스트의 경험 ,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13 4.0 

나이트
라이프

펍 바 클럽 크롤링 등 야간 유흥 문화 체험을 / / (crawling)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9 2.8 

시장
탐방

구제 상품 꽃 수산물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 , 
시장을 둘러보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6 1.8 

자동차 
여행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장소의 의미와 역사 호스트의 경험 ,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2 0.6 

사진
촬영

전문 사진사인 호스트가 게스트와 주요 지점을 다니며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그램

34 10.4 

소계 178 54.5

활동 

중심

유형

전통 
문화

전통 공예 음악 서예 다도 한복 등 한국 전통 문화를 , , , , 
배우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 

28 8.6 

한식 쿠킹 
클래스

일반 가정 혹은 요리 학원 공유 주방 등에서 한국 요리를 ,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25 7.6 

컬처K-
한국식 헤어 메이크업 패션 스타일이나 팝 보컬 댄스 / , , K- , 

등에 대해 배우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
15 4.6 

레포츠
호스트와 함께 스포츠 농구 축구 등 혹은 레저 활동 카누( , ) ( , 

요트 패러글라이딩 등 을 즐기는 프로그램, )
6 1.8 

기타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프로그램 기타 (

클래스 소셜 밋업 등, (social meetup) )
75 22.9 

소계 149 45.5

계 327 100.0 

표 < 3-2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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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보 여행 유형의 프로그램은  . ‘ ’ 

전통적인 관광 명소가 밀집한 서울 도심의 고궁 주변과 강남 홍대 및 신촌 , 

일대 그리고 주요 한국 영화 촬영지 팝 관련 장소 뮤직비디오 촬영지, , K- ( , 

연예기획사 사옥 주변 대학 캠퍼스 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등 한강공), ( , , ), 

원 뚝섬 반포 강서 등 하늘공원 해방촌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폭넓게 분( , , ), , 

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 가운데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으로 이어. - - -

지는 서울성곽은 그 자체가 역사의 흔적인 데다 비교적 간단한 하이킹만으, 

로 쉽고 안전하게 높은 곳에 올라 서울의 전경 특히 도심의 야경을 감상할 , 

수 있고 주변 명소와 엮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수월한 데다 접근성까지 , 

좋아 다수의 프로그램 개 이 개설돼 있다 서울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33 ) . 

있는 한강 역시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가 선호하는 공간이다 한강을 배경. 

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한강공원에 둘러앉아 치맥과 한강 라면 을 먹으‘ ’

며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하거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 서울시, 

민이 한강공원에서 일상적으로 즐기는 여가 행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음식 여행 의 경우 단순히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그 ‘ ’

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음식을 찾아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예를 들면 떡, ( , 

볶이를 맛보기 위해 신당동 떡볶이 거리에 감 시장 길거리 등을 돌아다니), , 

며 함께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측면에서 음식 여행 은 넓은 범위. ‘ ’

에서 보면 도보 여행 과 비슷한 유형으로 묶일 수 있으나 프로그램 전반 ‘ ’ , 

및 장소 이동의 목적이 음식을 찾아다니고 특색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에 , 

초점을 두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간단한 도보 여행이 . 

함께 구성돼 있어 자연스레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특성이 중요하게 작, 

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먹거리 시장인 광장시장. , 

에서 음식 여행을 한 뒤 추가적으로 청계천을 걷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를 방문한다거나 최근 젊은 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힙지(DDP) , ‘

로’19)로 이동해 음식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 식이다.

등산 유형의 프로그램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 ‘ ’ 

19) 고유의 감성과 트렌디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의 단어 힙 에 을지로 라 ‘ (hip)’ ‘ ’
는 지명이 더해져 만들어진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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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울 전역의 개 산7 20)에서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산14 . 

은 지하철로 등산로 입구까지 호스트 등산 프로그램 호스팅 갈 수 있‘ ’( G, ) 

어 이동이 편리하고 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도심의 모습이 환상적 텍스트 분, ‘ ’(

석 대상 코드 장 절 참고 이기 때문에 주말에 산에 오르는 것이 7.1.8, 5 2 ) , ‘

취미 인 지역 주민 호스트 등산 프로그램 호스팅 입장에선 어렵지 않게 ’ ( D, ) 

괜찮은 등산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계적인 대도시면서도 . 

시내 어디서든 산을 만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 

쉽게 등산을 떠날 수 있는 서울 특유의 등산 문화가 체험 프로그램에 반영

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자전거 여행 유형의 프로그램은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각각 자전거를  ‘ ’ 

타고 여행하는 것으로 명소가 밀집한 도심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된 한강, , 

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점은 다르지. 

만 장소를 이동해 가며 장소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도, ‘

보 여행 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호스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주요 지점’ . 

을 다니는 자동차 여행 역시 이동 수단만 다를 뿐 내용 측면에서 도보 여‘ ’ ‘

행 자전거 여행 과 유사해 보이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유형은 아니다’ ,‘ ’ , .

나이트라이프 유형은 바나 펍 클럽 등을 돌아다니며 야간 유흥 문화를  ‘ ’ ,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태원 홍대 강남 지역 등 서울 시민에게 나이트, , , 

라이프 목적지로 인기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클럽의 분포는 지역. 

적으로 제한된 곳에 분포한다 해도 바나 펍은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찾을 , 

수 있지만 나이트라이프 유형의 프로그램이 어디에서나 벌어지지는 않는다, . 

도보 여행 이나 등산 등 앞서 언급된 유형의 프로그램과 같이 장소 그 자‘ ’ ‘ ’ 

체가 프로그램의 성격을 결정짓는 유형은 아니지만 나이트라이프 프로그램, 

이 진행되는 지역의 특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으므로 장소 중심 유형의 프

로그램으로 분류했다. 

시장 탐방 은 구제 상품 꽃 수산물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시장 ‘ ’ , , 

을 둘러보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방문하는 시장의 특성이 , 

20)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 아차산 남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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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 시장은 흔히 여행지에서 현지인의 . ‘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으로 불리는 인기 여행지로 서울에서도 광장시장’ , , 

남대문시장 동대문종합시장 같은 도심의 대형 재래시장에서부터 망원시장, 

망원동 통인시장 서촌 신흥시장 해방촌 노룬산시장 자양동 과 같은 동네 ( ), ( ), ( ), ( )

단위의 작은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개 시장에서 개의 프로15 47

그램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뤄진다 다만 시장은 도보 여행 이나 음식 여. , ‘ ’ ‘

행 그리고 한식 쿠킹 클래스 유형에 속하는 프로그램에서 방문하는 목적지 ’ ‘ ’ 

중 하나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시장 방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 

램은 드문 편이다 특정한 시장을 탐방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그램은 대개 동. 

묘벼룩시장 구제 상품 고속터미널꽃시장 꽃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물 약령( ), ( ), ( ), 

시 한방 약재 등과 같이 특정한 상품에 특화된 시장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 ) 

성을 가진 호스트 예를 들면 플로리스트 꽃시장 수산물 경매중개인 수산시( - , -

장 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

사진 촬영 유형의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호스트가 게 ‘ ’ 

스트와 함께 시내 주요 지점을 다니며 사진을 촬영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호스트는 대부분 자신이 직업 사진작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호스트들, 

이 에어비앤비 체험 플랫폼을 주업의 홍보 및 판매 채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사진 촬영지는 경복궁과 북촌 익선동 등 한. , 

국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도심 지역 개 과 젊은이의 거리로 유명(15 )

한 홍대 지역 개 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 사진 촬영 프로그램(5 ) . 

은 서울숲 하늘공원 석촌호수 낙산공원 응봉산 등의 대형 공원과 을지로, , , ,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용마랜드 폐쇄된 놀이동산 등 독특한 분위기를 (DDP), ( ) 

자아내는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게스트의 선호에 따라 호스트의 추천 촬. 

영지가 바뀌는 프로그램 개 이 많은 것은 장소가 고정된 다른 유형의 프로(9 )

그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활동 중심 유형 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보다는 무엇을 하는지 가 더  ‘ ’ ‘ ’

중요한 유형이다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는 활동이 더 중요하다 해도. , 

모든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장소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 

램의 성격에 따라 장소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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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한식 쿠킹 클래스 유형은 게스트가 호스트와 함께 한식을 만드는 프로그 ‘ ’ 

램으로 대부분은 게스트와 호스트가 함께 근처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식 쿠킹 클래스 를 운영하는 호스트 및 게스트와. ‘ ’

의 인터뷰 결과 게스트가 남긴 후기를 종합하면 게스트가 만족감을 느끼는 , 

부분은 낯선 한국 요리를 하는 과정뿐 아니라 한국의 일반 가정과 동네 시

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핵심적이다 가정과 시. 

장 마트는 주거지라면 어디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쿠킹 클래스는 입지상, 

의 구애가 가장 적은 유형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유형의 . 

프로그램은 왕십리동 성동구 구로동 구로구 신정동 양천구 봉천동 관악( ), ( ), ( ), (

구 제기동 동대문구 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지 않은 주거 지역), ( )

에서도 이뤄지고 있다.21) 에어비앤비 체험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도시의 낯 

선 곳 일상 공간으로 향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으로서의 성격을 보일 가, 

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관광객에게 덜 알려진 낯선 위치에 , 

있는 가정에서 열리는 쿠킹 클래스는 비록 그 전문성이 다소 낮다 하더라

도 한국의 일반 가정을 방문해 가정식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진정한, ‘

경험이 될 수 있다(authentic)’ 22)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포츠 유형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축구 농구 달리기 등 스포츠를 좋아 ‘ ’ , , 

하는 호스트와 만나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전문적인 

기술 혹은 장비가 필요한 스킨스쿠버 체험 카약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레저 , , 

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적인 레저 활동의 경우 특정한 자연환경과 시설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요트의 경우 마리나 항만 시설 패러글라이딩의 ( , , 

경우 높은 곳에 있는 활공장 서울에서의 분포는 제한적이고 김포 양평) , , , 

21)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년 월 검색 결과에 따르면 언급한 지역 외에 강서구 광 19 2019 8 , , 
진구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외곽의 주거 지역에서도 한식 쿠킹 클래스 유형의 프로그, , ‘ ’ 
램이 개설돼 있었다.

22) 년 월 수행한 한식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의 참여관찰 중 인터뷰에 응한 한 미국 2019 7 , 
인 관광객 여 세 은 한국이 정말 무엇인지 경험하기 위해 현지인을 만나고 싶지만( , 30 ) “ ,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돌아다닐 때는 현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거의 힘들다 전. (
문 강사가 운영하는 쿠킹 클래스가 아닌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식문화를 ) 
경험한다는 것과 함께 한국의 현지인을 만나 대화하고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을 경험해, , 
보고 싶어서였다 라고 응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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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 문화 와 컬처 유형은 과거와 현대의 한국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 ‘ ’ ‘K- ’ 

램 대부분이 공방 학원 등에서 강습 클래스 이 이뤄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 ) . 

따라서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위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따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 기존의 공방 학원 연습실 등이 있는 곳에서 열린다 전통 문화, , , . ‘ ’ 

유형의 경우 서촌 북촌 삼청동 등 고궁 주변의 도심부를 중심으로 서울 , , 

전역에 퍼져 있다 반면 컬처 유형의 프로그램은 뷰티 산업이 발달해있. ‘K- ’ 

고 연예기획사가 밀집한 강남을 중심으로 클래스가 열리고 있다 한복 저고, . 

리를 만들어보고 팝 댄스를 배우는 활동은 우리나라 어디서 진행된다고 , K-

하더라도 활동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지만 에어비앤비 체험의 분포를 살펴, 

보면 나름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기타 유형은 위에 분류한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도자 ‘ ’ , 

기 만들기 가죽 공예와 같은 기타 공예 클래스 공연 사교 모임, , , (social 

등이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공간적 성격이 중요meetup) . 

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두드러질 필요가 없으며 에어비앤비 체험 플랫폼, 

이 일종의 판매 채널로서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후 장에서 다룰 연구 대상으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유형이다.

서울 에어비앤비 체험의 지역별 분포 특성3) 

가 지역의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 분포)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은 전역에 걸쳐 개설돼 있다 그와 동 . 

시에 커널밀도추정 을 통해 공간적 집중도를 지(Kernel Density Estimation)

도화한 그림 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지역에 특히 밀집해 있< 3-9>

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호스팅 프로그램이 밀집한 개 지. 5

역을 각각 도심 동대문 마포 용산 강남 권역으로 명명했으며 이는 ‘ ’, ‘ ’, ‘ ’, ‘ ’, ‘ ’ , 

서울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서울특별시 공식 가이드북 서울관광가이2020『

드북 에서 설정한 권역의 구분을 일부 차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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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9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의 공간적 분포> 

비고 프로그램에서 호스트와 게스트가 만나는 지점으로 제시된 곳을 점 으로 표시했으1. ( )‧

며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점으로 표시됐다 중복되는 지점의 경우 진행되는 호스, . 

팅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점 하나로 표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밀도, 

가 높을수록 진한 색을 띠는 히트맵 형태로 구현했다 음영이 진할수(heat map) . 

록 한 점에 많은 점이 중복돼 있거나 주변에 많은 점이 밀집해 있음을 의미한다, .

비고 도심 동대문 마포 용산 강남2. ⓵ ⓶ ⓷ ⓸ ⓹

서울특별시 공식 가이드북에서 설정한 서울의 주요 관광 권역은 도심 (City 

광화문과 종로 동대문과 주변 지역Center), (Gwanghwamun & Jongro), (Do

마포 용산과 여의도ngdaemun & Around), (Mapo), (Yongsan & Yeouido), 

강남 잠실과 성수 의 개다 그림 이 (Gangnam), (Jamsil & Seongsu) 7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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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설정한 도심 권역은 가이드북의 도심 시청 주변 명동 을지로 남‘ ’ ‘ ( , , ‧

대문시장 남산 서울로 과 광화문과 종로 청계천 종로 인사동 삼청동, 7017)’ ‘ ( , , ‧ ‧ ‧

북촌 동대문 권역은 가이드북의 동대문과 주변지역 동대문시장 대학로)’, ‘ ’ ‘ ( , )’

의 지역적 범위를 따랐다 마포 권역은 가이드북의 마포 홍대 상수 연남 신. ‘ ’ ‘ ( , ‧ ‧

촌 이대역 주변 상암 망원 를 중심으로 마포구와 서대문구 전역 용산 권역, )’ , ‘ ’ ‧ ‧

은 용산과 여의도 용산 이태원 여의도 중 용산구 지역 강남 권역은 강‘ ( , , )’ , ‘ ’ ‘

남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가로수길 주변 강남역 주변 삼성역 주변 서초( , , , , )’‧

을 포함한 강남구와 서초구 전역으로 설정했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 

서울 시내 다섯 개 호스팅 밀집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호스팅 프

로그램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과 같다< 3-3> .23)

 
그림 < 3-10 서울시 공식 가이드북에서의 서울 주요 관광지 권역 > 

설정 서울관광가이드북 목차( 2020 )『 』 

23) 동선을 특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 이를테면 호스트가 게스트의 의견을 반영해 그때그때  (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진 촬영 은 지역별 집계에서 제외했고 두 지역 이상에서 벌어) , 
지는 경우 예를 들어 금요일엔 홍대 클럽 토요일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 , 
나 차를 이용해 북악산을 다녀온 뒤 반포한강공원에 가는 프로그램 는 두 지역 모두에 , )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따라서 지역별 프로그램의 수 구성비 등은 전체 프로그램의 . , 
수 구성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92 -

유형 도심 동대문 마포 강남 용산

장소 

중심 

유형

도보 여행 33 16 16 5 3

음식 여행 3 6 1 2 -

등산 1 - 2 2 1

자전거 여행 9 - - 1 -

나이트라이프 - - 4 1 4

시장 탐방 - 1 2 2 -

자동차 여행 2 - - 1 -

사진 촬영 16 1 6 - -

소계 64 24 31 14 8

활동 

중심 

유형

한식 쿠킹 클래스 1 5 8 - 2

레포츠 - - - - 1

전통 문화 11 1 4 6

컬처K- 1 - 2 7 2

기타 18 3 26 9 3

소계 31 9 40 22 8

합 계
전체 대비 비율( )

95
(29.1%)

33
(10.1%)

71
(21.7%)

36
(11.0%)

16
(4.9%)

표 < 3-3 서울 주요 밀집 지역 에어비앤비 체험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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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보면 전통적인 관광도심 인 도심 권역에 가장 많은 호  < 3-3> (TBD)

스팅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권역은 서울특별시 전. 

체 개 프로그램 가운데 개 프로그램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327 95 (29.1%) 

다 이 권역은 경복궁과 그 주변의 북촌과 서촌 익선동 인사동처럼 고궁이. , , 

나 한옥 등 전통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이와 관련한 전통문화 관련 시설이 , 

많은 곳이다 따라서 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은 역사적 흔적을 중심으로 주. 

변을 둘러보는 도보 여행 자전거 여행 과 전통문화유산을 ‘ ’(34.7%), ‘ ’(9.5%)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프로그램의 비중 이 높은 편이다 유형별(16.8%) . 

로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전거 여행 개 중 , ‘ ’( 13 9

개 장소가 지정된 사진 촬영 개 중 개 도보 여, 69.2%), ( ) ‘ ’(26 16 , 61.5%), ‘

행 및 하이킹 개 중 개 한국 전통문화 클래스 개 중 개’(81 33 , 39.8%), ‘ ’(20 6 , 

유형의 프로그램이 이 권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30.0%) 

됐다. 

동대문 권역은 대학로 혹은 동대문에서 시작해 이화동 벽화마을과 낙산 서 

울성곽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진행되는 도보 여행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장 ‘ ’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역사 유적 서울 성곽 과 재래시장 광장시장 동대. ( ) ( , 

문시장 벽화마을 이화동 서울 도심의 전경 및 야경 감상 낙산 을 한꺼번), ( ), ( )

에 묶어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지 조건

이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방문하. 

는 곳은 엇비슷하지만 호스트들은 각기 예술가 혹은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의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거나 나만 아는 혹은 비밀의 공간을 부각함으, ‘ ’ ‘ ’ 

로써 차별화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이 권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주목. 

할 만한 점은 음식 여행 유형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 전‘ ’ . 

체 음식 여행 호스팅 프로그램 개의 이 이 권역에서 진행되며 모두 ‘ ’ 18 1/3 , 

광장시장에서 이뤄진다 서울의 대표 먹거리 시장인 광장시장은 내국인은 . 

물론 이미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유명한 곳으로 호스트들은 오랜 경험, , ‘ ’, 

맛집 지도 제작자 와 같은 자신만의 관점을 강조하거나 상인과의 대화 나 ‘ ’ , ‘ ’

그 밖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일반적

인 광장시장 방문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정된 방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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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되는 관광 행위의 유사성을 극복하기 위해 호스트는 자신을 통해 , 

남다른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마포 권역은 도심 권역 다음으로 많은 개 프로그램 전체의 이 개 71 ( 20.9%)

설돼 있다 이 권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가이자 문화 예술의 거리로 꼽. , 

히는 신촌과 홍대 그리고 특유의 골목길 감성을 뿜어내는 연남동과 망원동, 

을 중심으로 도심 권역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권역에서도 도보 여행 유형의 프로그램 개 이 가장 많다는 점은 도심 ‘ ’ (16 )

권역과 같지만 역사 유적이 중심이 되는 도심 권역과는 달리 이 권역에서, , 

는 홍대와 신촌 이대 앞 거리 이른바 연트럴파크 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 , ‘ ’ , 

대학 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 차이가 뚜렷하다 그 외에. 

도 망원동을 중심으로 한식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으며 개‘ ’ (8 , 

서울 전체의 서울의 대표적인 유흥가로서 전체 나이트라이프 유형 32%), ‘ ’ 

프로그램 개 중 개가 이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9 4 . ‘ ’ 

프로그램의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은 홍대 주변과 연남동에 산재한 예술가의 

공방과 작업실에서 진행되는 공예 클래스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강남 권역에서 서울 전체 프로그램의 인 개 프로그램이  11% 36

진행되고 있다 다른 권역과 차별화되는 이 권역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통 . ‘

문화 와 컬처 유형의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다 도심 권역에서 진행되’ ‘K- ’ . 

는 전통 문화 유형의 프로그램이 주로 전통 장신구나 한지 족자 만들기 ‘ ’ , 

등 전통 공예와 관련된 클래스 중심이라면 강남 권역에서 진행되는 이 유, 

형의 클래스는 국악과 국악기를 다루는 전통 음악과 관련한 클래스가 많다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전통 음악 관련 프로그램과 동시에 컬처 유형의 . ‘K- ’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 유형의 프로그램은 . 

서울 전체 개 클래스 중 개가 강남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는 엔터테인7 5 . SM

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기획사를 포함한 크고 작은 규모의 , 

연예기획사와 녹음실 연습실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 

다 강남 스타일 을 필두로 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지로서 강남 권역은 . ‘ ’ , 

전통 음악도 현대 음악도 배울 수 있는 곳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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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을 중심으로 용산 권역을 마지막 밀집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용산  . 

권역에는 개 서울 전체의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이중 이태원 일16 ( 4.9%) . 

대의 클럽과 펍 등을 돌아다니는 나이트라이프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 ’ 

고 개 해방촌과 보광동 등 오래되거나 특색 있는 동네를 걷는 도보 여(4 ), ‘

행 개 이 뒤를 잇고 있다 이 권역 프로그램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3 ) . 16

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스트 명 중 명이 외국인 한국계 외국인 명 14 5 ( 1

포함 이라는 점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 거주지로서의 특색이 드) . 

러나는 호스트 구성으로 외국인 호스트는 나이트라이프 명 도보 여, ‘ ’(3 ), ‘

행 명 유형의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고 있다 용산 권역의 사례는 오늘날 관’(2 ) . 

광에 있어 로컬 즉 관광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불러온 호스트의 의미(local), 

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문헌연구에서 언급했듯 국내외로의 . , 

장 단기 이주가 활발해진 세계화 시대엔 이주자는 지역 사회의 게스트이면, 

서 동시에 이들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호스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 이런 . 

이주민 호스트 는 비단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오래 거주‘ ’ , 

하다 돌아온 사람 국내 다른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현재 사는 곳에서 호, , 

스팅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이 밀집한 개 권역의 유형별 분포 특징을 종합 5

해보면 전통적인 관광 도심이라 할 수 있는 도심과 동대문 권역은 장소 , ‘

중심 유형 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에 비해 마포 강남 권역은 활동 중심 유’ , , ‘

형 의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도심과 동대’ (< 3-11>). 

문 권역은 역사 유산 및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길 등 특색있는 장소를 중심, 

으로 도보 여행 음식 여행 등이 중심이 되지만 마포와 강남 권역에서는 ‘ ’, ‘ ’ , 

주민 개인의 공방과 작업실 등에서 진행되는 전통 문화 컬처 기타‘ ’, ‘K- ’, 

음악과 공예 클래스 유형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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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11 서울 시내 주요 밀집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의 유형별 분포> 

한편 세부 유형 가운데 도보 여행 은 강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권역에서  ‘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강남과 다른 권역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 

것으로 강남에 비해 다른 권역에 이야깃거리가 많은 걸을만한 동네와 골목, , 

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현준 은 단위 거리당 출입구의 . (2015)

숫자를 이벤트 밀도 로 보고 이를 거리가 보행자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다‘ ’ , 

양성을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이벤트 밀도가 높을. 

수록 보행자가 거리를 걸으면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은 높아지는데 자연발, 

생적으로 생성된 강북의 다른 권역은 사람의 걸음에 맞춰 보다 작은 단위의 

동네와 작은 골목이 많아 사람들이 걸으며 호기심을 보일 기회가 많다 반. 

면 자동차가 다니는 큰길을 중심으로 큰 블록 단위의 계획도시로 형성된 강

남은 그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도보 여행의 매력이 낮다.

이처럼 서울에서 진행되는 에어비앤비 체험은 유형의 특성 및 지역적 차이 

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으로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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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관광 명소 주변과 주민에게 지금 인기 있는 장소로의 확산) ‘ ’ 

 앞에서 꼽은 다섯 곳의 체험 프로그램 밀집 권역은 근년도 외래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주요 방문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표 는 년과 년 방한 외국인이 서울에서 방문. < 3-4> 2018 2019

했다고 응답한 주요 지역 중복 응답 과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 ) . 

서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의 밀집 권역으로 선정한 서울 시내 다섯 개 권

역과 공간적으로 비교하면 명동 남대문 북창 종로 청계 시청 광화문광, ‘ / / ’, ‘ / ’, ‘ /

장 은 도심 권역 동대문 패션타운 는 동대문 권역 신촌 홍대주변 은 ’ , ‘ , DDP’ , ‘ / ’

마포 권역 강남역 코엑스 는 강남 권역 이태원 은 용산 권역의 일부 혹은 , ‘ ’, ‘ ’ , ‘ ’

전부와 공간적으로 중첩된다 기존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았던 지역. 

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팅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과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밀집 지역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공간적으로는 . 

중첩되지만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

른 경우도 있다 동대문 패션타운 와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동대문 권. ‘ , DDP’

역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절반가량이 낙산공원과 이화동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도보 여행 및 하이킹 유형의 프로그램이고 광장시장 일대에‘ ’ , 

서 진행되는 음식 여행 유형의 프로그램도 많지만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 ’ , 

에게 동대문 패션타운과 는 그다지 인기 있는 대상지가 아니다 그리고 DDP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서 외국인 방문 비율이 높은 잠실 지역의 경우,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많이 이뤄지는 지역은 아니다.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의 분포와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비교 

하면 에어비앤비 체험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과 그 근처에서 많이 , 

진행되며 특히 명소 주변의 비교적 덜 알려진 곳과 타지에서 온 관광객이 , 

익숙하지 않을 재래시장이나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반면 주요 랜드마크나 놀이동산 쇼핑몰 등 주민만이 가질 수 있는 로. , 

컬 고유의 정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수에 비해 운영되는 호스팅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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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19 년2018

순위 지역 비율(%) 순위 지역 비율(%)

1 명동 남대문 북창/ / * 88.21 1 명동 남대문 북창 / / 88.16 

2 동대문 패션타운, DDP** 58.42 2 동대문 패션타운 60.95 

3 종로 청계/ *** 39.62 3 종로 청계/ 37.57 

4 신촌 홍대주변/ 39.10 4 신촌 홍대주변/ 35.60 

5 강남역 28.16 5 강남역 27.77 

6 잠실**** 23.35 6 이태원***** 23.83 

7 이태원***** 22.01 7 잠실 22.36 

8 시청 광화문광장/ 15.27 8 코엑스 12.43 

9 코엑스 13.88 9 광화문광장 11.55 

10 한강 유람선/ 12.61 10 한강 유람선/ 10.93 

원자료에 표현된 각 지역의 구체적인 명칭은 아래와 같음.

* 명동 남대문 북창 숭례문 남대문 덕수궁 명동 한옥마을 남산 남산 서울타워 남대문 시장/ / ( ( ), , , ( ), / , )

**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시장 동대문 패션몰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 ), DDP( )

*** 종로 청계 청계천 고궁 박물관 기념관 북촌 삼청동 인사동/ ( , , / , , , )   

**** 잠실 잠실롯데월드 롯데월드몰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 / , , )

***** 이태원 이태원세계음식거리 한남동( , )

자료 각년도 : 2018, 201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

표 < 3-4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 서울 중복 응답> 2018-2019 ( , )

에어비앤비 체험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주민에 의한 일상 공간의  , 

관광 장소화는 기존의 관광 명소와 관계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 기존의 관광 명소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시작된, 

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기존에도 이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 , 

에서 주민이 가지고 있는 로컬 정보가 가미된 숨겨진 곳 이‘ (hidden place)’

나 기존의 관광 지역 주변이지만 관광객의 발걸음이 뜸한 장소에서 시작,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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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의 경우 도심과 외곽의 산 한강공원 재래시장과 같이 도시의  , , 

특성을 드러내는 일상적 공간과 현지 주민에게 인기 있는 장소 이를테면 (

망리단길 의 망원동 연트럴파크 의 연남동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 라 불리‘ ’ , ‘ ’ ‘ ’

는 곳 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산재해 있다 이런 분포 특성을 보이는 것) . 

은 물론 게스트 주로 외국인 관광객 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를 고려, ( )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호스트가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신이 경험, 

하지 못했던 것 이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 체. 

험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민 호스트의 활동은 기존 관광 지역의 음

영 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고 일상적이지만 특, 

색 있는 장소로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서. 

울에서만의 특징적인 현상은 아니다 문헌연구에서 살펴봤듯 런던 파리. , , , 

베를린 등 서유럽의 주요 관광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기존 ‘

도심 주변 현지인에게 인기 있는 곳 이 새로운 관광 지역으로 주목받고 ’, ‘ ’

있다 이처럼 주민 호스트의 등장은 도시 관광객의 방문지가 기존 관광 명. 

소에서 그 주변으로 그리고 현재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곳과 그 밖의 곳, 

으로 확산함을 뒷받침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대응3. 19 

코로나 로 인한 주민 호스트의 이탈1) 19

년 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년 초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를  2019 12 2020

감염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관광산19

업을 유례를 찾기 힘든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년 월 일 세계. 2020 3 11

보건기구 가 코로나 의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WHO) 19 , 

위해 세계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거나 불요불급한 이동을 제외한 모든 이동, 

에 제약을 부과하면서 나라 밖으로의 여행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일. 

부 상황이 심각한 곳은 도시나 지역이 전면 봉쇄되면서 국내 혹은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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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조차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 단계에 놓인 년 월 중순 이 19 ‘ ’ 2020 2

후 국제관광은 사실상 중단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 

면 년 월부터 내국인 출국자 수 외국인 입국자 수 모두 큰 폭으로 , 2020 2 , 

감소하기 시작해 월 이후에는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이상 급락하, 3 90% 

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년 월부터 월까지 내국인 출국자는 (< 3-12>). 2020 3 8

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만 명의 외국인 입국자41 5,770 1,454 7,791 2.9%, 

는 만 명으로 전년 동기 만 명의 수준에 그쳤다 코로31 465 916 6,975 3.4% . 

나 의 개선 상황에 따라 국경 폐쇄나 지역 봉쇄와 같은 이동 제한 조치가 19

일부 완화되기도 했지만 과거와 비교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국가 간 이, 

동과 감염 위험 한국 입국 후 일정 기간 자가격리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 

년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도 입국하는 외국인도 찾아보2020 , 

기 힘들어졌다.

그림 < 3-12 전년 대비 내외국인의 입출국 증감률 년 월> (2020 1~8 )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통계자료 검색 : (kto.visitkorea.or.kr/kor/ktom/stat/stat.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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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로 인한 관광객 유입 감소는 에어비앤비 체험에도 큰 영향을 미  19

치고 있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개설 이듬해인 년 한 해 동안 예약률이 . 2017

성장2,500% 24)하는 등 가파르게 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서울에서도 체험 . 

프로그램의 수가 년 월 여 개에서 년 월 여 개로 2017 7 80 2019 11 400 40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처럼 급성장하던 호. 

스팅 프로그램의 수는 코로나 의 확산 이후 정체 혹은 감소하는 모습을 19

보인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관광객 게스트 과 현지 주민 호스트 을 연결하는 . ( ) ( )

중개 플랫폼인데 게스트가 급감함으로써 호스트의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 < 3-13>

그램의 수가 년 월 개에서 년 월 개로 반년여 만에 약 2019 11 406 2020 6 327

감소했다 그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적인 범위도 외곽 19.5% . 

지역을 중심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팬데믹 이전인 년 월 검색 . 2019 8

결과에 따르면 도보 여행 유형의 프로그램은 서울 개 가운데 개 구에‘ ’ 25 19

서 음식 여행 유형의 프로그램이 개 구에서 진행됐지만 년 월엔 , ‘ ’ 18 , 2020 6

각각 개 개 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관광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13 , 7 . 

께 주민 호스트도 빠르게 증가해 왔지만 관광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관광, 

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조직되지 않은 주민 호스트는 이 대열에서 이탈하, 

고 있다 관광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기는 경우 주민의 활동이 가장 . , 

먼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4) 에어비앤비 뉴스룸 년 월 일 에어비앤비 트립 성장 가속화 년 개 여 (2018 2 23 ), ‘ 2018 1,000
행지로 확대 신규 열정 카테고리 추가, ’(news.airbnb.com/ko/airbnb-doubles-down-on-e

최종 xperiences-expanding-to-1000-destinations-and-adding-new-categories-in-2018, 
접속일 년 월 일: 2020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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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13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의 증감 서울> ( , 2017.7~2020.6)

비고 년 월 및 년 월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이고 년 월 년 * : 2017 7 2018 7 , 2019 8 ~2020 6

월 사이의 수치는 집계한 수치임.

시기별 수치 자료 출처* 

년 월 년 월 정민제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 가이드  - 2017 7 , 2019 11 : , 2020, , p.2『 』

6; p.65.

년 월 동아닷컴 년 월 일 에어비앤비 아트 김밥 만들기 등 부산   - 2018 7 : (2018 7 16 ) ‘ , ‘ ’ 

트립 월 신규 론칭7 ’(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80716/91078209/

최종 접속일 년 월 일2, : 2020 11 24 )

년 월 년 월 연구자 직접 집계  - 2019 8 , 2020 6 : 

한편 의 팬데믹 선언 이후인 년 월 일 에어비앤비는 모든  WHO 2020 3 18 , 

체험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체험 프로그램 특성상 사람 간 대면 접촉. 

이 불가피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중단 역시 피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 19

정부의 정책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에서 다소 완화된 생활 속 거‘ ’ ‘

리 두기 로 전환된 월 일부터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됐’ 5 6

다 이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 19 

속속 재개됐지만 년 월 현재 여전히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중단,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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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이다25).

외국인 게스트가 대부분인 서울의 에어비앤비 체험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 

와 같은 상황은 호스트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 관리할 수 없, 

는 상황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개설한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예약 . 

가능한 일정을 열어두지 않으면 활성화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 제공되지 ( ) 

않기 때문에 이미 개설돼 있던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일시적으로 혹은 완, 

전히 호스팅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호스팅을 계획했던 . 

잠재적 주민 호스트 역시 상황의 악화로 인해 프로그램 개설을 포기하거나 

연기함으로써 개설된 전체 프로그램의 숫자 자체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결, 

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에어비앤비 체험의 전반적인 위축과 더불 19 

어 호스트 및 호스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바꿨을 가능성을 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부업 혹은 취미로 호스팅을 . 

하던 주민 입장에서 호스팅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게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을 비롯해 예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대상지의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지 , 

않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일이다 더욱이 전염병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큰 . 

상황에서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호스팅을 지속할 이유가 이들에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체험이 재개됐다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의 입국엔 여전히 . , ‘ ’

제한이 따르고 이에 따라 들어오는 예약도 거의 없는 상황에선 상황이 호전, 

되길 기다리면서 호스팅을 잠시 혹은 영구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크다.26).

25) 년 월 기준 에어비앤비 체험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국가는 우리나라 월  2020 6 (5
일 재개 를 필두로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베트남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6 ) , , , , , , , 

탈리아 중국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이상 개 국가 월 일 재, , , , , , ( 14 , 6 15
개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아루바 일본 태국 터키 호주 이상 ), , , , , , , , , , ( 10
개 국가 월 일 재개 등 모두 개 국가에 불과하다 년 월 기준 싱가포르와 , 6 29 ) 25 . 2020 11
홍콩 남미 및 북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와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 등을 제외한 많은 , ( ) 州
국가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이 재개된 상황이지만 팬데믹 이전만큼 활발하게 운영되, , 
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년 월 당시 에어비앤비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주민 . 2020 6 , 
호스팅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만 개 이상이었으나 월에는 만 개 이상으로 그 수5 , 11 4
치가 조정됐다 에어비앤비 뉴스룸 최종 접속일 년 . ( , news.airbnb.com/about-us, : 2020

월 일11 24 )
26) 에어비앤비 체험의 메시지 기능은 체험이 이뤄지기 전부터 종료된 이후까지 게스트와  

호스트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다 이 연구에서는 호스트와 인터뷰를 시도하. 
기 위한 연락 수단으로 메시지 기능을 활용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년 상,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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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공방이나 작업실 사무실 등에서 에어비앤비 체험 게스트의  ,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지속하거나 전업으로 관광업에 종사하여 호스팅, 

이 주업 의 일부 인 경우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들어오는 예약을 굳이 막( ) , 

아둘 필요가 없다 그 결과 비전업 호스트가 게스트를 만나 진행하는 프로그. 

램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호스팅을 주업으로 하는 관광업 종사, 

자의 호스팅이나 주업의 일부로 호스팅을 운영할 수 있는 공예 음악 뷰티 , , 

등 각종 클래스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소 폭이 작아 일시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로컬의 중요성이 강조될 코로나 이후의 관광2) 19 

코로나 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산업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19

위기를 가져다줬다 국제 여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여행사들은 생존. , 

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영 비용을 최소화. 

하며 상황이 호전되길 기다리거나 일부 여행사는 국외 패키지 관광 운영 ,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하고 무착륙 관광 비행, ‘ ’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황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 

불구하고 코로나 로 인해 관광 및 관련 업계가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19

해액은 그 숫자가 너무 커 선뜻 와닿지 않을 정도고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 

업체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돼 있던 년 월 에어비 2020 4 , 

앤비 체험은 온라인 체험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체험 ‘ (online experience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것은 오프라인 대면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호스. , 

트와 게스트가 만나 체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람들의 직접적. 

반기에 연락을 시도했던 일부 호스트의 경우 메시지를 발송한 뒤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
는 넉 달여 만에 회신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메시지 발신 이후 넉 달여 만에 연락이 . 
닿은 호스트 은 코로나로 에어비앤비 메시지 를 확인하지 않아 답변이 늦었 다고 말해 M “ ( ) ”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호스팅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한편 코로나 상황. 19 
이 심각해지기 직전 년 월 에 인터뷰했던 호스트 는 전면 중단됐던 에어비앤비 체(2020 2 ) J
험이 재개된 이후인 년 월 말에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열어두지 않고 2020 6 “
있 다는 말로 전염병의 위험이 상존하는 당분간은 체험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내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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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동과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고육책으로 에어비앤비의 온라인 , 

체험은 약 여 개 년 월 기준 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700 (2020 11 )

으나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한계로 강습 공연 등에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 , 

다 에어비앤비 체험과 유사한 성격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인 마이리얼트립. 

도 온라인을 통해 여행지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랜선투어 를 운영하‘ ’

기 시작했다 년 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여행 체험 서(2020 6 ). 

비스를 제공하는 랜선투어전문가 를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관광 트렌드로 ‘ ’

인해 등장한 관광 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27) 이처럼 온. ‘

라인을 통한 관광 은 코로나 에 대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응책 ’ 19

가운데 하나다.

이와 동시에 해외 여행과 달리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여행을 독려함으로써  ,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에어비앤비 체. 

험 프로그램의 게스트가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지만 제주나 부산처럼 내국, 

인 관광객이 많은 지방 도시에서는 이전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적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경남 하동군 강원도 강원창조경제혁. , (

신센터 등 국내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업하고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 이) , ‘ ’

라는 이름의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림 (< 3-14>).

그림 < 3-14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근접 관광 을 강조하는 문구를 > 19 ‘ (proximity tourism)’

삽입한 에어비앤비 체험 웹사이트의 첫 화면 좌측 한국어판 우측 미국 영문판( : , : )

접속일 년 월 일: 2020 11 6

코로나 는 관광산업에 전대미문의 위기를 가져다주었고 예기치 못한 그  19 , 

27) 한국관광공사 관광 분야 직업 정보 가이드북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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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전의 관행을 성. 

찰하고 코로나 이후 관광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 19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 로 인해 시장경제 기반의 산업화된 관광. 19

이 갖는 취약성이 드러났고 따라서 앞으로의 관광은 대안적인 형태로 변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지금의 위기를 오늘날 관광이 일으키는 .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 보다 친환경적이고 균형 잡힌 관광으로 전환,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이다(Cave and Dredge, 2020; Everingham and 

Chassagne, 2020; Ioannides and Gyim thy, 2020; Niewiadomski, 2020). ó

이것은 앞으로의 관광이 관광객의 권리나 관광산업의 이익 창출보다 관광 

지 지역사회의 권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뜻한다

는 남(Higgins-Desbiolles et al., 2019). Everingham and Chassagne(2020)

미 특유의 적 접근에서 개선의 방향을 찾을 수 ‘Buen Vivir(=good living)’

있다고 말하며 경제적 측면에 경도된 관광산업을 관광지의 사회적 환경적 , , 

안녕 과 사람들 사이의 연계와 같은 지역화되고 느린 관광으로 전(wellbeing)

환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관광은 비단 산업적 이익과 관광객의 쾌락뿐 아. 

니라 관광지 지역의 사회와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공정관광의 맥락과 연결되며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 ,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유리된 관광객을 위해 상품화된 공간이 아닌 지역  , ,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만나 상호작용, 

하도록 고안된 공공 공간과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관광 시설물이 관광 성수기에만 (Tomassini and Cavagnaro, 2020). 

반짝 이용되며 혼잡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 언제든 사용될 ,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관광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의 . 

생활공간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의 관광 시설이 아닌. , 

주민이 언제나 사용하는 여가 공간이 관광객에게는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이상적이다 이런 공간은 주민의 활동으로 지역의 문화와 유행이 반영되. 

어 늘 새로워지고 관광객의 방문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정란수(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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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염병의 전 지구적 빠른 확산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호 밀접하 

게 연결돼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기회이기도 했다 따라, . 

서 자신의 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은 타인의 공간

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 보다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 

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Tremblay-Huet, 2020). 

와 같은 연구는 공통적으로 앞으로의 관광이 관광산업은 물론 관광객도 관

광지 현지의 사회와 사람 등 로컬 과 더욱 긴밀한 연계와 상생에 대한 (local)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코로나 이후 근접 관광 의 확산을 예상하기도  19 (proximity tourism)

한다 근접 관광은 일상과 다른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는 관광에 대한 전. 

통적인 인식과 달리 집과 일상의 공간 근처에서의 관광 경험을 뜻한다, 

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멀리 떠날 수 있는 경제(Diaz-Soria, 2017). 

적 여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먼 곳보다는 자신이 상황을 잘 아는 가까운 , 

곳을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접 관광 경향이 확

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관(Romagosa, 2020). 

광과 로컬의 깊은 연계가 필요하다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관광객은 그 지. 

역에 대한 정보가 많고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은 관광 상품, 

으로는 이들의 흥미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근접 관광 경향의 확산은 지. 

역의 인문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반한 관광 경험의 중요성을 더, 

욱 부각할 것이다.

코로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이후의 관광 경향을 예측하는 연구를 살 19 , 

펴보면 향후 관광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을 비롯해 현지인과 관광객을 연결, 

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지역 주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

라는 점을 기대하게 된다 연구들에 따르면 관광은 전보다 더욱 지역 고유. 

의 매력에 기반해야 하고 지역화된 관광은 관광지를 배려해야 할 필요가 , 

있는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관광이 이미 그러한 특성을 ,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어비앤비 체험이 운영되는 방식. 

의 특성상 호스트가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고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다 그리고 상호 신뢰 바탕의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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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관계는 관광지 사회에 대한 관광객의 존중과 책임을 이끄는 제도-

적 바탕이 된다. 

사실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관광의 경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이 19 

야기 이를테면 일상이 벌어지는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비일상적 관광 진정, , 

성 있는 지역 경험 여행지에 대한 존중 등에 관한 내용은 이전부터 언급되, 

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는 이런 변화의 흐름이 더욱 빠르고 . 19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관광에서 안전 과 가까움 의 , ‘ ’ ‘ ’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증진했다 다시 시작될 여행이 이전보다 지. 

역 사회에 환경에 그리고 인류에 긍정적인 형태이길 바라본다, . 

소결4. 

이 장에서는 관광에서 공유경제의 성장과 역할을 파악한 뒤 그 사례의 하 , 

나로 여행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체험의 운영 방식의 특징을 파악함으로

써 이것이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서울에서 ,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공간 분포를 파악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받게 된 코로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19 

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타인의 재화 혹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관광의 특성상 공유경제 , , 

는 관광 문화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으며 이것의 효과는 복합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온라인 여행 중개 .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유사한 서비스 제공 업체 가운데 , 

비교적 시작이 늦은 후발주자지만 기존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지닌 에어비, 

앤비의 광범한 네트워크와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서울은 에어비앤비 체험이 최초로 시작된 전 세계 개 도시 . 12

중 하나로 체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

둘째 에어비앤비 체험의 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이 생산 소비되는 방식은  , , 

과거 패키지 관광 상품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문성 특별한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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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교감 으로 대표되는 에어비앤비 체험의 프로그램 선정 기준은 주민 호’, ‘ ’

스트에게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징을 보이는 호스팅 프로그램의 기획을 요

구하게 되며 따라서 기준을 만족한 프로그램은 고유하고 독창적이거나 지, 

역적 특색을 담게 된다 그 결과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중 가격이 결정적인 . 

선택 요인이던 패키지 관광과는 달리 에어비앤비 체험은 호스팅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된다 이는 게스트와 호스. 

트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게스트는 상품의 구매자이지만 다른 상품에. 

서는 찾을 수 없는 고유의 매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스트보다 우

월한 지위에 있을 수 없고 게스트의 평가가 중요한 호스트 역시 게스트 위, 

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량관광 시기 게스트에 집중됐던 일방적인 권

력 관계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셋째 체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이동하 , , 

며 특정 장소의 의미와 역사 호스트의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성격, 

을 갖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도보 여행 등산 시장 탐방과 . , ,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은 호스트가 가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호스팅

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진 않는다 반면 일상적, . 

인 혹은 익숙한 공간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일정을 구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호스트의 진출이 비교적 수월한 유형이다 따라. 

서 주민에 의한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역에 걸쳐 프로그램이  , , 

운영되고 있지만 동시에 도심과 동대문 마포 강남 용산 등 특정 권역에 , , , ,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권역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 

로 찾는 지역과 중첩되며 주민이 호스팅 하는 프로그램은 주요 관광 명소, 

와 그 주변 지역에서 뻔하지 않은 주민 에 의한 차별‘ (not touristic)’, ‘ (local)

화 를 추구하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기존에 관광’ . 

객이 즐겨 찾지 않던 곳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이면서도 특색 있는 공간과 , 

현지에서 살아가는 주민에게 인기 있는 곳에서 호스팅이 진행되고 있다 주. 

민 호스트의 활동을 통해 도시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은 공간적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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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확대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국가 간 이동은 물론 국가에 따라  , 19 

지역 간 이동도 일부 제한되면서 관광산업은 전례 없는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꾸준하게 성장하던 에어비앤비 체험 역시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 

이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되는가 하면 주민 호스트의 이탈로 개설된 프로그, 

램의 숫자가 역성장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로 인해 변. 19

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관광의 경향

은 일상이 벌어지는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비일상적 관광 진정성 있는 지, 

역 경험 여행지에 대한 존중 등으로 에어비앤비 체험의 주민 호스팅 프로, , 

그램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부합한다 펜데믹 이후에도 주민과 관광객을 이. 

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관광의 주된 행위자로서 주

민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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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4 주민 호스트의 유동적인 정체성과 다양성

이 장에서는 주민 호스트가 현지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로컬로서의 특성과  

초국적 이주 및 여행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게스트로서의 특성과 플랫폼 진

입 방식과 참여 동기에 따른 호스트의 다양성을 살펴본다 먼저 로컬 호스팅. 

에 참여하는 주민이 로컬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호스팅을 위해 그것을 재

조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전의 로컬 호스트 경험을 탐구한다 절에서는 주민 , . 2

호스트가 이주 및 여행에서의 게스트 경험을 통해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

격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호스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점과 , 

게스트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절에. 3

서는 주민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체험에 진입하는 방식과 동기를 살펴봄으로

써 호스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한편 공통점을 추출해 호스트의 성, 

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주민 호스트의 로컬 특성1. 

로컬로서 자기 인식과 인식 재조정1) 

에어비앤비 체험과 같은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에서 능동적으로 관광객 

을 맞이하는 주민 호스트의 존재는 각각 관광객과 주민으로 상정되는 게스

트 호스트의 단순한 이분법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 (Smith, 1977)

판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주민 호스트가 로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 

는 방식에서 보이는 차이를 통해 호스트라 명명되는 집단이 균질하지 않으

며 나아가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구분마저 희미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 

있다.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에 참여하는 게스트가 주로 현지 사정에 밝지 않 

은 외국인 관광객이지만 주민 호스트는 그들에 비해 현지의 사회적 문화적 , , 

상황과 맥락에 익숙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현지인이다 주민 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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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상당수는 자신의 일상이 벌어지는 곳이나 관광의 대상으로 의미 있다

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호스팅을 진행한다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 참( 5

고 따라서 호스트는 현지인으로서 자신이 게스트에게 특별하고 색다른 경). 

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지인으로서 호스트의 성격이 강. 

조되는 것은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컬과 관광객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 3

플랫폼의 특성과도 관련되며 전문적인 관광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 호스트가 , 

손쉽게 부각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 호스트가 자. 

신을 호스팅 대상지의 현지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

어떤 주민을 현지인으로 볼 수 있는가 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나뉘는  ‘ ’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에 가깝다 에어비앤, . 

비 체험에서 활동하는 주민 호스트의 경우 호스팅 대상지에서의 거주 혹은 

장소 경험 기간의 길이에 따라 자신을 로컬로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

는 경향을 보인다 즉 거주 경험 혹은 장소 경험의 기간이 비교적 긴 호스. , 

트들은 로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좀처럼 의문을 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스팅 대상지에서의 경험이 비교적 짧은 호

스트는 자신이 로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의미이

다. 

원래는 부산 사람이에요 서울에 온 지 년 됐어요 작년 여름에 “ . ( ) 1 .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로컬이 전혀 아니죠. .” 

도보 여행 호스트 - O -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로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호스팅 , 

을 통해 게스트들이 진짜 한국인의 삶 호스트 ‘ (genuine, true, real-life)’ ( O

의 프로그램 소개글 진정한 로컬의 삶 호스트 의 프로그), ‘ (real local life)’ ( P

램 소개글 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강조된다 비록 스스로는 자신) . 

이 다른 지역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로컬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 

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팅에서는 이것이 문, 

제 되지 않으며 실제로 게스트보다 풍부한 현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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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어비앤비 체험을 이용하는 게스트들이 로컬로서의 . ‘

호스트 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호스트가 인식하는 결과기도 하다’ .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외국인 앞에서는 로컬이죠 서울에 온 “ , . ( ) …

지는 이제 년 됐어요 영어로 가이드를 할 거니까 나는 부산 1 . ( ) , ‘…

사투리 영어를 한다 이럴 거 아니니까 상대할 사람은 다 외국인이.’ , 

니까 외국인들은 내가 한국말 하는 거 아니니까 사투리 때문에 부, (

산에서 왔다는 점을 모를 거 아녜요) ?” 

도보 여행 호스트 - P -

이처럼 거주 혹은 장소 경험의 기간이 길지 않아 자신을 로컬이라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제공하는 경험이 자신을 로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 

그것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새로. 

운 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마치 방문자처럼 지역의 괜

찮은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곤 한다 기존 주민과 달(Stors et al., 2019). 

리 새롭게 이주해 온 낯선 동네를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둘러보는 이주민

이 갖게 되는 경험은 오히려 관광객의 흥미에 더 가까운 지점일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호스트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다 로컬이면 . 

서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는 외국인 호스트는 현지인으로서 한

국 및 지역사회에 대한 내부자적 성격을 보일 수 있는 동시에 외국인이기 , 

때문에 보통의 한국인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 

호스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정체성이 자신의 로컬로서의 성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한국인 호스트와 다른 측면에서 지역, 

과 한국 사회를 소개할 수 있고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게스트의 관심과 가, 

깝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로컬로써 제공할 . 

수 있는 진정한 현지 경험에 더해 제 자로서의 색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 ’ 3

있는 자신만의 특성으로 호스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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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로컬인데 로컬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 , . 

사람 게스트 들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저는 여기 외국인 주민이니까 ( ) , 

완전 로컬의 관점은 아니고 외국인 거주민으로서의 관점을 보여줄 , 

수 있는 게 좀 뿌듯하고요.” 

등산 호스트 외국인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G, ( ) -

문 그럼 가명 씨는 나는 한국을 잘 알지만 한국인은 “( : Florence( ) ’ ,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편이세요 답 네 항상 강조해요‘ ?) : . . 

라고 합니다 한국학자 투어를 하면서 알리는 의견이 항상 Florence . . 

들어왔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이야기해요 그리. ( ) …

고 다른 외국인들이 예약할 때는 보통 실제로 한국 역사 사회에 관, 

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도 외국에서 누가 오면 똑같이 외국. 

에서 국외 거주자 으로 살고 있어요 으로 어expat(expatriate, ) . expat

디 살면 현지인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일부

러 예약하는 것 같아요.” 

도보 여행 호스트 외국인 유럽 국가 출신- F, ( )-

실제로 호스팅에서 이는 장점으로 작용하곤 한다 외국인 로컬 로서 이들 . ‘ ’

의 제 자적인 성격과 경험은 내국인의 그것보다 객관적이라 여겨지고 이들3 , 

의 관심사 역시 내국인의 그것에 비해 관광객이 여행지 한국 에 관해 관심( )

을 두는 부분과 가까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호스트 한국계 미국인. H( )

의 프로그램 후기에서 한 게스트는 호스트를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살아온 “

배경이 있는 영리하고 따뜻한 사람(a smart and warm individual with a 

dual background, having lived both in Korea and the US 이라고 설명하)”

면서 이는 그가 비판적인 관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가치와 관습을 , “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This allows him to very efficiently 

relay Korean values and customs, while keeping a critical perspective 라)”

고 적었다 이들에게 붙은 외국인 이라는 정체성은 이들의 로컬 정체성을 . ‘ ’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라 현지인이면서 외국인이라는 정체성까지 지닌 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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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호스트는 가질 수 없는 정체성으로 확장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

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유학 연수 취업 등을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해외로 이주한  , , 

이들은 관광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게스트지만 동시에 자신을 찾은 에어비앤

비의 게스트에게는 지역사회의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에어비앤. 

비 체험 등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로컬 호스트로 활동하는 외국인 호스

트의 존재는 호스트 내부의 비균질성을 넘어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구분

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무게를 더한다.

로컬 호스트로서 기존 경험과 성격2) 

국내 외로의 장 단기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사는  , , 

친구 친척 등 지인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문, . 

헌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그간 관광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왔던 , 

친구 친척 방문 관광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 역시 , (VFR) 

주목받고 있다.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는 게스트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호스팅을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호스팅 경험이 있는 숙련된 로컬 호, VFR 

스트이기도 하다 국내 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구나 친척을 대상으로 자신. , 

의 일상 공간에서 호스팅을 진행한 경험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주민 

호스트로 등장하는 것을 수월하게 한다 경험을 통해 호스팅을 이끌어가는 . 

방식과 호스팅 할만한 장소와 대상 그리고 방문자의 선호 등 호스팅에 필, 

요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 태국 친구들 가서 사귄 애들도 보면 한국에 여행 와서 닭갈비 “ , ( ) 

먹고 눈썰매 타고 경복궁 가고 정형화된 건 안 하려고 해요 나만 , , . ‘

할 수 있는 로컬 이런 걸 추구하더라고요 걔네랑은 난지 캠’, ‘ ’ . ( ) …

핑장 가서 캠핑하고 그랬어요 그건 외국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서울역 마트 가서 장 같이 보고 가서 장작 패서 캠핑하고 하니까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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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놀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해볼 수 없다 라고 완전 로컬 . ‘ ’ . 

트립이잖아요 외국인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긴 해요. ( ) .” 

도보 여행 호스트  - E -

특히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현재의 호스팅 대상지에  ‘

데리고 가 구경하고 자랑했다 라는 호스트 해외에 사는 가족이 올 때마, ’ S, ‘

다 항상 같이 청계천에 갔다 라는 호스트 는 로컬 호스트로서의 경험이 풍’ T

부한 곳에서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로컬 호스트 경험이 . 

있는 곳에서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팅을 진행하는 것은 호스팅 대상자는 달

라졌지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는 채로 시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일부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호스팅을 수행하기 전에 로 

컬 호스팅 경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실제 호스팅을 진행해봄으로써 계획. , 

만으로는 미처 알 수 없는 운영 가능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것

이다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팅을 시작하기 전 친구들을 초대해 계획한 호스. , 

팅 프로그램을 진행한 호스트 외국인 친구와 함께 호스팅 대상지에 가 M, 

의견을 청취한 호스트 는 방문지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이동과 O , 

안내에 걸리는 시간 등을 확인하며 실제로 호스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일종의 호스팅을 진행함으로. VFR 

써 모르는 사람을 위한 호스팅을 준비한 것이다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가 , . 

되는 데 있어 로컬 호스트 경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은 호스, 

팅을 운영하는 데 장점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로컬 호스트로서의 경험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반드시 현재  , 

에어비앤비 체험을 진행하는 장소에서의 경험일 필요는 없다 많은 주민 호. 

스트가 친구나 친척은 물론이고 업무와 관련해 만나게 되는 사람 사교 단, , 

체에서 알게 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호스

팅을 진행한 경험이 있음을 언급했다 각각의 로컬 호스트 경험에서 주민 . 

호스트가 갖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한국 방문 경험 여행 스타일과 같은 , , 

게스트의 성격에 따라 진행되는 호스팅의 성격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다 개인적인 관계로 엮인 사람들과 대단히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 



- 117 -

업무차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주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마치 여행사의 가

이드처럼 호스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로컬 호스트 경험은 당시 주민이 맞이한 상황과 게스트의 성격 등 

에 따라 사뭇 다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게스트를 호스팅 해야 한다는 점, ‘ ’

은 다르지 않다 즉 호스팅이 사람을 만나 소통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 . 

특히 주로 아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팅과 달리 에어비앤비 체‘ ’ VFR 

험에서의 호스팅은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 ’

소통의 난이도는 배가 된다 더욱이 호스팅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 VFR 

최소한의 의무감이 수반되는 활동이지만 에어비앤비 호스팅은 어떠한 강제, 

성도 부여되지 않은 전적으로 호스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는 , 

차이도 있다 따라서 주민 호스트들이 대체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소통. 

에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이를 즐기는 성격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 

수 있다.

애들 외국인 을 만나서 영어를 쓰는 것에 늘 관심은 있었어요“ ( ) . ( ) …

호스팅이 외국인과 말할 기회도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 ) , 

게 소개해주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말하는 게 성격에 맞는 일이기도 ? 

해서.” 

등산 호스트  - D -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원래 영업하던 사람이“ , . 

니까 좋아한다기보단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 . 

호스팅을 못해요 다니는 게 재밌어야 할 수 있고( ) . .” 

도보 여행 호스트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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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아요 이 인터뷰도 굳이 만나서 하는 게 제“ . , 

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로컬 호스트라는 게 새. …

로운 사람 만나고 영어로 새로운 환경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재미, 

있어 보여서 해볼까 했던 것 같아요‘ ?’ .” 

도보 여행 호스트  - O -

 

대학 시절 국제 교류 동아리와 유학 생활 도우미 역할 호스트 을 한 경 ‘ ’( J)

험이 있고 평소에도 친구들을 데리고 주도적으로 등산하러 다니고 호스트 , ‘ ’(

외국인을 만나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즐기는 호스트 성격G), ‘ ’( N) 

의 주민 호스트는 이처럼 에어비앤비 체험의 호스트가 되기 이전부터 로컬 

호스트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친구나 친척 혹은 그 밖에 자신과 . 

다양한 관계로 엮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적극적인 지역 관광의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관광객과 현지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

장으로 인해 주민 호스트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평소 자신이 수행하던 . 

로컬 호스트 경험은 온라인을 통해 주민 호스트가 되는 것을 수월하게 하

고 호스팅의 기반이 된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는 성격은 , .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되는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을 ,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역 관광의 공급자이자 촉진자로서 관광의 호스. VFR 

트였던 지역 주민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라는 기술 

변화에 따라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 관광의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주민 호스트의 새로운 도시 관광객 특성2. ‘ ’ 

주민 호스트는 호스팅을 통해 관광객을 주민의 일상 깊숙한 곳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 자체가 관광지의 일상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 

도시 관광객이기도 하다 이동성이 증가한 사회의 산물로서 주민 호스트들. 

은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서 장 단기 거주 경험이 있거나 누적된 해외 여행 , ‧

경험이 있다 경험이 쌓인 숙련된 여행자인 주민 호스트가 여행하는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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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체험 프로. 

그램 역시 새로운 도시 관광객인 주민 호스트의 성격을 반영하게 되며 호, 

스트는 자신의 고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스트 또한 새로운 도시 관광

객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초국적 이주와 누적된 여행 경험1) 

지역을 옮겨 다니고 국경을 넘나드는 게 손쉬워진 글로벌 모빌리티의 시대 , 

에 접어들었다 이동하는 삶은 이미 전 지구적인 생활 방식이 됐고. (Urry,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체류 경험이 있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2007), . 

행과 거주를 포함한 장 단기 해외 체류의 경험이 로컬 호스팅에 필수적인 ,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이동해 온 관광객뿐 아니라 호스트 역시 증대된 , 

이동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관광객을 지금 이동해 . ‘

있는 사람으로 호스트를 이동을 잠시 멈춰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언’ , ‘ ’ 

제 어디로든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동성이 증가한 세상의 산물로서 호스트를 ,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주민 호스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본격적으로 세 , , 

계화가 추진된 년대 후반 이후에 성장한 대 대를 중심으로 교환1980 20 ~40 , 

학생 어학연수 해외 인턴 워킹 홀리데이 등을 통해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 , 

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뿐 아니라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직업 유학 등을 . , 

이유로 성장 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외국에서 보내거나 한국과 외국을 옮

겨 다니며 성장한 한국인 한국계 외국인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거주 경험, 

이 있는 호스트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현지 . 

사회의 게스트인 이들에게 이주한 곳은 낯선 곳이지만 관광객이 아닌 주민, 

으로서 살아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과의 의, 

사소통하는 곳이다 관광의 게스트는 아니지만 세계화로 인해 증대된 모빌. , 

리티의 시대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타국에서 주민이자 게스트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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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호스트는 그 존재 자체가 생활 방식으로서  

이동하는 삶의 사례다 내국인 호스트가 이동을 잠시 멈춰있는 상황이라면. , 

외국인 호스트는 이동 중이면서 동시에 잠시 멈춰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보

이고 있는 것이다 유학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이동 해 와 사는 외국인 . , ‘ ’

호스트는 잠시 멈춰있는 사회 한국 에서 게스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 ’ ( )

접 호스트가 되어 이를 다른 게스트에게 전달한다 외국인 호스트는 물리적. 

인 이동이 수월해진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새로운 도시 관광을 이끄는 촉, 

진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해외 거주 경험이 없다 해도 해외 여행을 즐기는 주민 호스트는 여전히 이 

동성이 증대된 사회의 산물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소득 수준은 증가하. , 

는 반면 이동에 필요한 비용은 줄어들면서 국경을 넘어 해외로 여행하기가 , 

쉬워지고 그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 중심이었던 해외 거주 경험과 , . 

달리 제약이 적은 해외 여행 경험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호스트에게서 , 

두루 확인할 수 있다 여행을 자주 다닌다 라는 말에 담긴 빈도는 제각각 . ‘ ’

다르지만 여행을 좋아한다 라는 점은 호스트 대부분에게서 들을 수 있는 , ‘ ’

사실이었다 표 (< 4-1>).

언급 내용 대상 호스트

학업 관련 해외 체류 경험 언급 
교환학생 어학연수 유학( , , )

A, F, G, K, L, N, Q, T, U

직업 관련 해외 체류 경험 언급
해외 인턴 워킹 홀리데이 해외 취업( , , )

F, G, H, J, K, R, U

성인 이전 시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외국에서 보낸 경험 언급

J, H, U

여행을 좋아한다 라는 취지의 언급‘ ’
A, B, C, E, F, G, H, J, K,

L, M, N, P, R, S, T, U

표 < 4-1 인터뷰 대상 주민 호스트의 해외 체류 및 여행 경험 관련 언급> 



- 121 -

주민의 호스팅에는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의 경험보다는 여행의 경험과  

스타일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변화한 사회의 산물 보다는 . , ‘ ’

변화한 관광 경향의 산물 이라는 점이 호스팅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 ’

의미이다 외국에서 주민이 아닌 관광객으로서의 경험은 같은 관광객의 상. 

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행 경험 증가는 상호 이해 증대와 관련되, 

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관광 경향의 변화가 사회적인 .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둘은 여전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문헌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행의 경험이 쌓인 관광객은 관광 명소를  , 

방문하는 것보다 도시 구석구석의 다양한 곳에 관심을 두게 된다 지금까지, . 

의 여행을 통해 미처 해보지 못한 것을 찾고 다른 여행자와는 다르거나 남, 

들은 잘 모르는 관광의 요소를 찾게 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일상 공간에. 

서 게스트에게 뻔하지 않은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 ’ 

여행에서도 뻔하지 않은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 .

이런 측면에서 대량관광 시기의 대표적인 관광 형태인 패키지 관광 은 특 , ‘ ’

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고 싶은 불만족스러운 경험이다 심층 면담 대상. 

자 중 대는 패키지 관광의 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패2~30 , 

키지 관광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대 호스트의 경우에는 자신의 여행 5~60

스타일이 패키지 관광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패키지로 가면 늘 갔다 와서 후회를 해요 독일을 가면 유명한 맥“ . , 

줏집을 가요 그럼 가이드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분 있다 . ( ) ‘ ~’ , ‘10

나오세요 이러는데 가면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광장에서 한 분 ’ , , 30

노닥거리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이동 이동 지나놓, . , . 

고 보면 가서 뭐 했나 싶다니까 호텔도 몇 성급 좋은 호텔이라고‘ ?’ . 

는 하는데 프라하 시내가 아니고 버스 타고 한 시간 가는 우리로 , , 

치면 외곽에 있는 수원 캐슬호텔 이런 데 가는 거야 그런 데 보다( ) . 

는 시내 중심부 명동에 게스트하우스가 낫거든( ) .” 

도보 여행 호스트 대  - M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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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절대 안 가요 호스텔에 머물고 가면 그 동네 시장“ . , 

과 장터와 이런 거 뒷골목을 찾아다니죠 물론 가서 유명한 곳을 가, . 

긴 하지만 요즘은 뮤지엄 이런 덴 안가니까 성당 이런 데 맨날 . . , …

가잖아 갈 필요 없어 그 동네 뒷골목 가서 아이스크림 집 가거나. . , 

길 가다 뭐 사 먹거나 거기 있는 애들 만나서 술집 가거나 유스호. , 

스텔 가면 사람 많으니까 다들 놀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랑 . , 

다른 나 같은 사람하고 다니는 거 재밌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 

리조트 이런 데 안 가고.”

도보 여행 호스트 대  - L / 50 -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여행의 경험이 누적된 주민 호스트에겐 관광객에 

게 유명한 곳보단 지금 그 지역 주민에게 인기를 끄는 곳 다른 관광객의 , 

손길이 닿지 않은 나만의 장소 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민 호스트는 ‘ ’ . 

가이드가 붙어서 하는 여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는 호스‘ , ’(

트 스타일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여행자다 관광객 누구나 방문하는 E) , . 

곳 경험하는 것보다는 현지 주민이 가는 관광객에겐 전인미답의 공간에 가, , 

서 주민들이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전형적인 새로운 도시 관광‘

객 의 성격을 보인다’ . 

여기가 여행지다 여행지다 하는 곳보다는 어떤 곳이 진짜 여기 “‘ , ’ 

있는 로컬들에게 대에게 유명한 곳인지를 구글에 쳐보고 해가, 2-30

지고 그런 여행을 자주 다녔거든요, .” 

도보 여행 호스트  - J -

요즘 여행 가면 유명한 데도 가긴 하는데 현지인 맛집 로컬 추“ , ‘ ’, ‘

천 이런 데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데 찾아서 다니는 거죠’ . .” 

등산 호스트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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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이 증대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주민 호스트들은 초국적 이주 혹은  

여행 경험 즉 현지 사회에서 게스트 경험이 풍부하다 이주해 간 사회에서 , . 

일상을 살게 되는 이주자로서의 경험이 있거나 여행의 경험이 누적된 이들

은 여행지에서 현지의 일상을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새로운 ‘

도시 관광객 이다 현지의 일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지인과의 접촉이 필’ . 

연적이다 다음 항에서는 이들이 여행 중 현지인과 만나는 것에 두는 가치. 

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에어비앤비 체험과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 

맡게 되는 역할과 그 의미를 규명한다.

게스트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순환적인 시선2) (circular gaze) 

가 여행 중 현지인과의 만남에 두는 가치와 플랫폼을 통한 계획된 조우) ‘ ’ 

이주 혹은 누적된 여행 경험으로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이는 주 

민 호스트는 여행에서 지금 지역 주민에게 지금 인기 있는 곳 지역 주민의 , 

일상적인 삶이 벌어지는 곳 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런 정보는 온라. 

인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정보 제공자는 현지 , 

주민이다 여행지에서 주민을 만나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 

이들의 여행은 보다 만족스럽고 풍성한 경험으로 채워지게 된다 혹은 주민. 

과 만남 그 자체가 여행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현지인을 만나지 않고 여행하는 경우 여행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라는 호(If you travel without meeting locals you are wasting your trip)”

스트 의 언급에서 이들이 여행 중 현지인과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T

지 엿볼 수 있다.

 아래는 여행을 왜 떠나는지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 ‘ ’

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일부 면담자의 대답으로 이들의 여행에서 , 

지역 주민을 포함한 사람과의 만남에 두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124 -

여행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 ) . 

게 기회가 되면 모든 나라에 가서 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3~4

건 말이 안 되고 오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랑 알게 되고 싶어서 , 

가는 거거든요 피치 못해서 당연히 일주일 이렇게밖에 못 있지만. .” 

기타 사교 모임 호스트  - ( ) U -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한데 가서 누굴 만났“ , , 

는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기억에 남, . ( ) …

는 것은 패키지로 가서 구구절절 설명을 들은 것보다는 동네에서 만

난 아주머니들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했던 것 같이 왔던 다른 나, 

라 외국인과 만나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도보 여행 호스트  - M -

이처럼 새로운 도시 관광객으로서 주민 호스트는 여행 중에 현지에서 주민 

과 만나는 것이 가치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현, 

지 주민을 만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현지인과 만남을 원.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여행자는 현지에서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 

고 이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 

닫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체 현지인 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조차 . ‘ ’

알기가 쉽지 않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같은 신분의 여행자를 만날 수 . 

있고 여행사나 여행자를 위한 상점 등의 편의시설 등에서 의사소통이 가능, 

한 현지인을 만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들이 바라는 로컬 경험과는 차, 

이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주민 호스트는 이를 위해 직접 현지의 언 

어를 배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지의 사. 

람을 만난다 해도 여행자와 현지 주민이 서로의 언어 혹은 영어와 같은 제, 

의 공용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여행자3 . 

가 여행지의 언어를 배워 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일부에 국한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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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이긴 하지만 주민 호스트가 자신의 여행에서 현지인과 만남에 두는 ,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현지 사람을 사귀어서 같이 다닌 적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 . 

펍에서 친해지거나 해서 생파 생일파티 를 간다든지 그럼 그 친구들( ) , 

이 맛집 소개해주고 그래서 저는 여행 전에 현지 언어를 좀 배워 . 

가요 현지 사람들 사귀려고 기본적인 거 아무래도 통역기 써서 하. . . 

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랑 라포 를 쌓을 때 그래서 . (rapport) . 

기본적인 대화 같은 건 다 배워 가요 그렇게 해야 여행이 완성도가 . 

있는 것 같아요.” 

도보 여행 호스트 - E -

제가 호주 워홀 워킹 홀리데이 갔다가 끝나고 여행하면서 태국에 “ ( ) , 

처음 갔어요 친구들 사귀면서 그들 언어로 대화하고 싶단 생각이 들. 

어서 치앙마이 가서 어학원을 개월 등록하고 근데 너무 좋아서 계1 , 

속 연장하다 보니까 개월 살았어요 비자런7 . 28) 하면서 비자런을 . ( ) 3

번인가 했어요? .” 

도보 여행 호스트  - R -

이것은 특수한 경우로 누구에게나 매번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때 에어비 , . 

앤비 체험처럼 여행자를 현지인과 연결해 주는 여행 중개 플랫폼은 현지인

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 기꺼이 여행자를 만나고 이들과 의사. 

소통하려는 준비가 되어있는 현지인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보통 에어비앤비 호스트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열려있더라고요 라고 말하“ ( ) ”

28) 비자런 이란 비자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비자 만료일이 되기 전에 주 (Visa Run) , 
변 국가에 갔다 재입국해 만료 기한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으로 비자 클리어. (Visa Clear)
라고도 한다 태국의 경우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데 유효 . 90 , 
기간 만료 전에 라오스 베트남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 국가에 갔다 다시 태국에 , 
입국하면 무비자로 새롭게 일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실질적인 체류 기간을 늘리90 . 
는 효과가 있으나 이를 악용해 현지에서 장기 체류하며 주어진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 
는 경우가 생겨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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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스트 는 그러므로 그냥 지나가는 행인과는 못할 적극적인 의사소U “ ” 

통이 그들과는 가능해진다는 말로 중개 플랫폼의 역할과 주민 호스트의 성

격을 설명한다.

물론 이런 중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로컬이 반드시 게스트와 언어상의 문 

제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소통의 . 

의지가 있는 로컬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만족스러운 로컬 경험의 기회를 제

공해 줄 가능성이 큰 존재라는 점은 분명하다 호스트 는 장기 유럽 여행 . J

중 만난 에어비앤비 체험의 호스트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만남을 통해 여행지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 을 많”, “ ”

이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은 여행자가 로컬 호스트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현. ‘

지에서 하고 싶은 것 을 할 수 있게 되고 호스트 알려지지 않은 곳 을 ’ ( H), ‘ ’

방문할 수 있으며 호스트 사는 것 같은 일상적인 경험 호스트 을 할 ( C), ‘ ’( U)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이는 주민 호스트에게 여행 중에 현지인과  

만나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행의 동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어비앤, , 

비와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중개 플랫. 

폼을 통해 여행자는 현지인과 만남이 보장된 상황에서 여행을 시작할 수 ‘ ’ 

있기 때문이다 즉 현지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현. , , 

지인과의 불확실한 조우 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중개 플랫폼을 (encounter) , 

통해 조우 를 사전에 계획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연에 기대야 하는 ‘ ’ . 

불확실성이 제거된 예측 공간 이 생성됨(spaces of anticipation)(Urry, 2007)

으로써 여행객은 자신이 원하는 여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

나 게스트를 새로운 도시 관광객으로 인식하는 주민 호스트)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민 호스트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지

니고 있고 에어비앤비 체험과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반 여행사를 통, 

해서는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현지 주민과 함께 진정한 로컬 경험을 할 , ‘ ’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에어, . 



- 127 -

비앤비 체험 호스팅에 참여하는 게스트 역시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

행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호스팅을 통해 실제로 게스트가 그런 성향을 ,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호스팅 프로그램 역시 . 

새로운 도시 관광객으로서 자신과 호스트의 성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

으로 꾸며지게 된다.

에어비앤비 게스트는 주민 호스트가 전문적인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는 점 

을 알기 때문에 종종 호스트가 내보이는 허술함이나 가이드로서의 비전문, ( )

성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보다는 호스트 즉 현지 주민과 함께 로컬 경. , 

험을 한다는 점에 더 큰 의의를 둔다 그래서 주민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보. 

여줘야 하는 것은 매끄럽고 전문적인 가이드 능력이 아니라 말이 잘 통하, ‘

지 않더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정말 여기에 속하는 느낌을 주는 호스트 , ’( G) 

로컬로서의 장점과 특색이어야 한다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게스트 경험 그. 

리고 호스팅 경험을 통해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예약하는 사람들 특징이 좀 더 현지의 사람들과 어울리“

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호스팅을 시작 하기 전에는 . ( )…

좀 걱정도 있었는데 하고 나선 자연스럽게 잘, .” …

등산 호스트  - G -

주민 호스트가 제공하는 여행 경험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해 , 

야 하는 효율성 측면에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 

게스트는 주민이 직접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에 함께 함으로써 그보다 중요, 

한 진정성 있는 현지 경험 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둔다 그러므로 ‘ ’ . 

게스트는 주민 호스트를 자신에 기준에 맞춰 평가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는 경향을 보이고 열린 자세로 호스트의 호스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 

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호스트들은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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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들 자체가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고 와요 뭐든 이해해주려고 “ . 

하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게, ‘ , ’ .” 

도보 여행 호스트  - M -

한 가지 분명한 건 걔네 게스트 들이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요 남의 “ ( ) . 

나라에 와서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 

한국인 입장에서 재밌다 기발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되더라‘ , ’ 

고요.” 

등산 호스트  - D -

자신의 호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스트를 일반 여행사와 달리 검증되지  ‘

않은 현지인 개인을 믿고 투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호스트 ’ 

는 이들을 쉽지 않은 마인드 를 가진 사람으로 설명한다 이것을 앞서 인S “ ” . 

용한 심층 면담 내용과 함께 종합하면 에어비앤비 숙박 사용자들이 위기를 ,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고 개방적이며 원만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전 연, 

구 의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물론 에어비앤(Stors and Kagermeier, 2017b) . 

비는 이미 글로벌 수준의 여행 중개 플랫폼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게스트를 , 

얼마나 모험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게스트 스스로 그런게 생각하고 .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게스트뿐 아니라 체험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호스트 역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 

호스팅에 참여하는 게스트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경험적으

로 알고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일부 주민 호스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스팅이 모든 여행자가 쉽게 관심을  

가질만한 성격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자신이 , 

운영하는 호스팅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서울 혹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거나 . 

여행의 경험이 많지 않은 관광객이 참여할만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신의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스트는 누적된 여행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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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즉 호스트는 게스트를 여행이 쉬워. 

지고 일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도시 관광의 시대에 여행의 경, 

험이 충분히 쌓인 새로운 도시 관광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 한옥 게스트하우스 오시는 한국분들은 그런 거 북촌의 역사“ ( ) ( )

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외국 분들은 여행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 

여기서 사흘 일주일 이상 묵으면서 역사와 문화를 알고 가는 거에 , ,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체험 프로그램을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 .” 

도보 여행 호스트 게스트하우스 운영  - L / - 

나는 이쪽 서울의 동쪽에 있는 주거지 에서 트립을 하면 게스트 “ ( ) , (

중에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오면 경복궁 가야지) . . 

이 사람들이 여기 오려면 왕복 이동 시간 해서 여섯 시간은 필요하

거든요 여행 짧은 시간 중에 나한테 한나절을 투자하는데 여기까지 ? , 

오겠어요?” 

도보 여행 호스트  - M -

생각해보니까 제 투어 선택하는 사람이 교육 수준이 높아요 여행 “ .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꼭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 아니더라, 

도 역사에 관심 많고.” 

도보 여행 호스트 - F -

그래서 주민 호스트의 호스팅 프로그램은 일반 여행사의 관광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게스트를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러 오는 , . ‘

사람들이 아니 라고 생각하는 한식 쿠킹 클래스 호스트 는 자신의 집 주방’ B

을 개방하고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 을 소개한다 암벽을 오르는 그 정도 , ‘ ’ . ‘( ) 

힘든 걸 감수하지 못할 사람이면 서울에 놀러 와서 굳이 이 투어에 참여하

지 않을 것 이라는 등산 호스트 의 확신은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프로그램’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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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획하며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조금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 

더라도 확실히 한국적이고 로컬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

게스트에 대한 주민 호스트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게스트 경험에서 비롯 

되며 또한 호스팅 경험을 통해 재확인된다 관광객을 주민과 연결하는 온라, . 

인 플랫폼의 특성상 게스트는 주민의 호스팅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로컬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게스트 경험이 있는 호스트 역시 호스, 

팅을 통해 게스트에게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림 < 4-1 주민 호스트의 새로운 도시 관광객 특성 형성> ‘ ’ 

이는 주민 호스트의 관광 경험이 자신의 일상에서 호스팅을 진행하는 방식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로컬의 시선. Maoz(2006) (local gaze) 

개념을 제시하면서 관광지의 주민이 관광객과 만남을 통해 관광객의 특징, 

을 알고 그것을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관광객과 주민은 서로에게 시, . 

선을 투사함으로써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을 상호 시선‘ (mutual 

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체험 주민 호스트의 사례는 이런 ga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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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시선의 결과 주민 호스트의 관광 경험이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호, 

스팅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을 관광 경험을 통. 

해 형성되는 로컬의 시선 으로 개념화하면 일상에서의 (touristic local gaze) , 

비관광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선 이 관광 경험에 영향을 (tourist gaze)

미치고 다시 관광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로컬의 시선, (touristic local gaze)

을 통해 게스트를 바라보고 일상을 호스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게, . ‘

스트 경험이 풍부한 호스트 인 주민 호스트는 복합적인 시선을 형성하게 되’

며 시선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는 이것을 순환적인 , . 

시선 으로 개념화한다 그림 참고 의 상호 시선(circular gaze) (< 4-2> ). Maoz

이 게스트와 호스트 각각이 갖는 시선을 설명했다면 순환적인 시선은 주민 , 

호스트가 지니고 있으며 호스트와 게스트를 넘나드는 이들의 유동적인 정, 

체성으로 인해 비롯된다.

그림 < 4-2 주민 호스트의 특성과 순환적인 시선 의 형성> (circular g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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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스트가 호스트가 되고 게스트뿐 아니라 이들을 호스팅하는 주민 역 , 

시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인다는 위의 사실은 공유경제가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 및 디지털 자본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뤄지, 

는 인구학적으로 편중돼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주장에 힘을 더한다, (Dredge 

해외 여행을 즐기고 해외 체류의 경험이 있는 사람and Gyim thy, 2015). , ó

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주로 젊은 층에 , 

집중돼 있고 직업과 경제력에 따른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 (Kumar et al., 

호스팅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특히 주2018; Tussyadiah, 2015). 

로 외국인 게스트를 맞이하는 특성상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호스팅 환경29)은 호스트로 등장 가능한 주민을 제한한다. 

따라서 게스트가 만나는 주민 호스트는 모든 주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 ’ , 

려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주민과 만나 자신이 원하는 것만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에어비앤비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의 혜택을 보게 함으. 

로써 관광을 민주화한다‘ (Airbnb is also democratizing tourism)30) 라고 말’

하지만 그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해, 

당하는 허울 좋은 수사에 그칠지 모를 일이다. 

플랫폼 진입 방식과 참여 동기에 따른 호스트의 다양성3.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플랫폼 인지 및 진입 방식1) : 

공유 숙박 을 표방하는 에어비앤비 숙박 는 여행지의 주민이 자신의 여분  ‘ ’ ( )

공간을 상품화해 한윤애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중개 플랫폼으로 시( , 2015) 

작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이미 공유 숙박 플랫폼을 넘어 기존부터 존. ‘ ’ 

재하던 호텔 모텔 펜션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포함해 전 세계에 , , 

백만 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하는 거대한 숙박 예약 업체로 성장했다 이7 . 

29) 이것은 게스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30) 에어비앤비 시티즌 (www.airbnbcitizen.com/airbnb-policy-tool-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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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모토대로 현지인의 집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원하는 사람은 물론이‘ ’ 

고 여러 명이 함께 묵을 숙소 특정한 시설을 갖춘 숙소 가격이 저렴한 , , , 

숙소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숙박 시설이 아닌 다른 유형의 숙소를 원하

는 사람이 찾는 숙박 예약 업체가 됐다.

숙박을 예약하면서 같은 웹사이트 내에 있는 체험 의 존재를 발견할 수  ‘ ’

있고 숙박을 예약한 게스트에게 에어비앤비에서 해당 지역에서 경험할 수 ,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안내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체험은 숙박 ‘ ’ ,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성장과 확장만큼이나 빠르게 알려져 나갈 수 있다 주. 

민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팅을 알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또한 

에어비앤비에서의 숙박 게스트 경험이다 주민 호스트에게 에어비앤비와 같. 

은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은 익숙한 여행의 수단으로 주민 호스트는 자, 

신의 여행에서 현지의 문화를 느끼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는 ‘ , 

수단 호스트 저렴하고 현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점 호스트 ’( E), ‘ , ’(

그리고 가성비 좋은 숙소를 구할 수 있는 점 호스트 등을 이유로 R) ‘ ’( C) 

에어비앤비 숙박을 즐겨 사용해 왔고 이 과정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의 존재, 

를 알게 됐다 현지인이 자신의 특성을 살려 직접 호스팅하는 체험 프로그. 

램은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이는 주민 호스트의 흥미를 자극한다.

스코틀랜드인지 아일랜드인지 그쪽으로 처음 여행 가게 됐는데 제“ , , , 

가 원래는 그때 숙박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익스피리언스 체험, ( )

가 있는 걸 처음 보고 재밌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게 . , 

되게 재밌더라고요 처음 참가했던 게 아마 스트리트 아티스트 자기. ? 

가 벽에 그린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벤트가 있

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 . 

참가를 했었어요.” 

기타 사교 모임 호스트  - (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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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에어비앤비 숙박 경험을 통해 에어비앤비 체험 을 알게 된 숙박  ‘ ’

게스트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체험의 게스트가 되고 나아가 호스트가 되기, 

도 한다 게스트에게 내줄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숙박 호스팅과 달. 

리 체험 호스팅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처, . 

럼 경제적 물리적 진입장벽이 낮은 체험 호스팅의 특성은 숙박 혹은 체험, 

을 경험한 에어비앤비 게스트가 체험 호스트로 변화하는 것을 수월하게 한

다 즉 이전부터 호스팅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숙박이나 체험. , , 

의 게스트 경험을 통해 주민 호스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호스트 것이‘ ’( S) 

라는 점을 알게 돼 호스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

한 년 전에 친구들이랑 오사카 여행을 가면서 에어비앤비에서 숙“ 2

소를 예약했는데 나는 그게 숙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트립, , 

도 있더라고 그래서 집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면 나도 . ‘ .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 

도보 여행 호스트  - M -

물론 숙박 게스트뿐 아니라 숙박 호스트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된 , 

다 호스트 은 이전부터 운영해 온 숙박 호스팅을 통해 자연스레 에어비앤. L

비 체험이 생겨난 것을 알게 됐고 체험 호스팅을 시작했다 호스트인지 게, . 

스트인지와 상관없이 에어비앤비 숙박 경험을 통해 체험을 알게 되는 이들, 

에게 에어비앤비 체험은 익숙하고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이다 에어비앤비 . 

체험에 게스트로 참여하거나 호스트가 되는 것 모두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숙박 게스트에게 지속해서 체. ‘

험 의 존재를 알려 이들을 체험으로 유입시켰다 에어비앤비 체험이 비슷한 ’ . 

유형의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것에는 이처럼 이미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던 에어비앤비 숙(

박 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효과가 존재하며 이는 플랫폼 경제의 특) , 

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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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에어비앤비 체험을 다른 통로를 통해 알게 되는 호스트도 존재 

한다 이 경우는 크게 필요로 플랫폼을 찾다 알게 되는 경우와 기타로 나눠 . 

살펴볼 수 있다 필요로 에어비앤비 체험을 알게 된 호스트들은 자신의 아. 

이디어를 실현할 플랫폼 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력‘ ’ . , 

과 기술 등 관광객 호스팅에 필요한 다른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여행자, 

와 현지인을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에어비앤비는 양면 시장의 반대쪽에 있는 소비자를 만나기

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호스트 는 취미 생활을 하. D

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등산을 선택했고 플랫폼을 찾던 중 지인의 , 

추천으로 에어비앤비 체험을 알게 됐다. 

돈 벌 수 있는 창구랑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결합할 수 있는 형태“

가 뭘까 생각해보다가 에어비앤비를 찾게 된 거고요 사실 이건 친한 . 

친구한테 외국인 관광객 데리고 등산 같은 거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데 플랫폼을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친구가 , ’ , 

당시 태국에 가서 에어비앤비 트립을 이용해봤었나 봐요 이런 게 . ‘

있다 너도 한 번 해봐 라는 이야기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 업로드. ’ ( ) 

를 하게 된 거고.” 

등산 호스트  - D -

나아가 에어비앤비 체험을 여행 관련 업종 진출의 통로이자 실험의 무대로  

사용하기 위해 플랫폼을 찾는 과정에서 에어비앤비 체험을 알게 되는 경우

도 적지 않았다 로컬의 일상적인 모습에 관심을 두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 

큼 이런 식의 관광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들을 겨냥한 맞춤형 여, 

행을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에어비앤비 . 

플랫폼은 사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심층 면담 대상자 중 대학 졸업을 앞둔 호스트 는 자신의 사업 아이템으 K

로 가능한 관광 상품을 구상하기 위해 적절한 플랫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호스트 는 에어비앤비 체험을 시험대로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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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광 상품을 번갈아 선보이며 향후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생 호스트인 는 장래 관광 관련한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 자Q

신이 구상하고 호스팅을 선보일 공간이 필요했고 친구의 추천으로 에어비, 

앤비에서 체험 호스팅을 시작하게 됐다 이미 인 여행사를 창업해 운영 중. 1

인 호스트 역시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관광 상품이 에어비앤비 N 

체험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자신의 홈페이지와 , OTA(Online 

에서 판매하던 관광 상품 중 일부를 에어비앤비에 체험을 Travel Agency)

통해서 같이 판매하고 있다 호스트 은 자신이 기획한 관광 프로그램의 . N

추가적인 홍보 및 판매 채널의 하나로 에어비앤비 체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에게 에어비앤비 체험은 이용 가능한 여러 플랫폼 중 . 

하나로 일부 호스트는 비슷한 성격을 띠는 복수의 플랫폼에서 같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에어비앤비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에어비앤비 체험을 알게  

되는 그 밖의 경우도 있다 호기심이 많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호. ‘ ’ 

스트 와 배우는 것을 즐기는 호스트 는 각각 온라인 재능공유 플랫폼O ‘ ’ P

에서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 양성 강의를 통해 체험 호스팅을 알게 된 경

우다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없거나 호스트 숙박밖에 몰랐던 호스트 . ( O), ( P) 

이들은 양성 강의를 통해 체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호스트가 됐다 이때 , . 

호스트 양성 강의는 기존에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팅을 운영하는 호스트에 의

해 진행됐다. 

이처럼 체험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체험을 알고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나 , 

눠 살펴봄으로써 호스트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호스팅에 직업으, . 

로서의 의미가 담긴 호스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스팅 아이디어를 실

현할 수 있는 장으로 에어비앤비 체험 플랫폼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숙박 이용자 게스트와 호스트 양쪽을 모두 포함 경험을 통해 체험의 ( ) 

존재를 알게 되고 유휴공간이 필요한 숙박과 달리 체험은 자신도 호스팅이 ,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된 호스트는 대개 이것을 부업 혹은 취미 생활의 하

나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호스팅에 직업적 성격을 부여하는가는 프로그. 

램의 구성 과정에 있어 영리 추구의 정도 대상지 선정에 있어 관광객 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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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정도 관련 자격증 소지 등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는 다음 항에서 , . 

다루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 경험 여하에 따라 주민 호스트를 시 , 

작하게 되는 두 가지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의 특징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에어비앤비 숙박 경험을 통해 체험을 알게 . , 

되고 호스트가 된 이들은 이미 익숙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 쉽게 체험 , 

게스트 나아가 호스트로 확장될 수 있었다 반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플랫, . 

폼을 찾던 중 에어비앤비 체험에 들어온 호스트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구매

할 소비자 게스트 가 가장 많은 에어비앤비는 매력적인 플랫폼이었다 관광( ) . 

의 소비자에서 주민 호스트라는 생산자로 진입하는 두 사례 모두에서 에어

비앤비라는 거대 플랫폼이 가진 락인 묶어두기 효과와 교차 네트(lock-in, ) 

워크 외부성이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 

나 어렵지 않게 호스트가 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과 호스팅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31)는 이들이 호스트로 

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주민 호스트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비. 

인간 행위자로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역할을 드러낸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호스팅 동기2) 

가 로컬의 관점을 담은 지역 정보 공유) 

호스팅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중 주민 호스트가 현지인으 , 

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 정보를 관광객과 나누고 알리려는 의도에서 , 

시작되는 호스팅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주민의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비롯.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선호에 부합하고 따라서 , 

새로운 도시 관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광객은 에어비. 

31) 호스트가 체험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는 언어 설정 요금 설정 사진  , , 
등록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호스트 는 호스팅 프로그램 등록 이후에도 에. P
어비앤비로부터 게스트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게스트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촬영법과 프로그램 설명 추가 및 제
목 변경하기 체험 프로그램 성격을 고려한 시간대 조정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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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비 체험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보 , 

등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주민 호스트를 만나 가이드북이나 대중매체 등 그 

밖의 관광 정보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른바 진정하다 라고 여겨지는 현, ‘ ’

지의 정보와 장소를 알 수 있게 된다 주민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은 관. 

광지 사회의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표로 관광객 버블을 벗어난 관광객, 

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다.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 가운데 주민 호스트의 일상 여가 공간 자신이  , , 

좋아하는 곳 등을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호스팅을 시작하

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다 주민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찾. ‘

아오면 소개해주고 싶은 호스트 괜찮은 곳이지만 지역에 대한 정보가 ’( E) , 

충분하지 못한 일반적인 관광객은 알지 못해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안

타까워하다 에어비앤비 체험의 로컬 호스트가 돼 직접 자신의 장소를 소개,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기로 호스팅을 시작하는 주민 호스트는 일반적. 

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 장소나 활동이 아닌 현지인이 좋아하는 곳에서 즐, 

기는 색다른 경험을 게스트에게 제공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 안 가는데 그리고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만한 “ , 

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즐겨 갈 만한 데 그런데 가서 약간 책자, . 

에서 보는 거랑은 다른 문화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두 개, 

가 컸어요.” 

기타 사교 모임 호스트  - ( ) U -

강남 오시는 분들은 맨날 강남에서 술집 가고 맛집 가고 할 것이지“ , 

만 휴일 오전엔 나와 함께 강남에서 한국적인 것도 느끼고 차도 , ‘ ‘ ’ , 

마셔보자 마음의 평안을 얻어 보시라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 ’ ( ) …

있는 카페는 많은데 찻집 가면 식혜를 마실 수 있잖아요 식혜나 수, . 

정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선 명절에 식혜랑 이런 거 , ‘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 차들을 파는 곳은 잘 ’ . 

없으니까요.” 

도보 여행 호스트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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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호스팅 프로그램은 가이드북이나 그 밖의 다른  

관광 정보원에는 나오지 않는 호스트 자신이 일상의 경험을 통해 만들고, , 

알게 되는 장소와 외지인은 모르지만 주민에게 인기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 

이뤄지게 된다 이런 경향은 호스팅에 부여된 직업으로서의 성격 유무와 관. 

계없이 다양한 호스트에게서 나타난다 물론 호스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 

호스트는 관광객의 선호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 

비앤비 체험에서 호스팅을 한다는 것은 운영하는 호스팅 프로그램이 기존의 

여행사에서 전문 가이드를 통해 제공하는 관광 상품과는 내용 면에서 달라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차별점은 보다 로컬 같은 경험 호스트 을 . ‘ ’( Q)

제공하는 것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자신의 일상 경험에서 비롯되는 지역 정보를 알리려는 동기는 주민 호스트 

의 로컬 특성이 드러나는 점이지만 이는 동시에 이들이 여행지에서 겪는 , 

게스트로서의 경험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주나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 

에서 게스트로 지내면서 필요하다거나 좋았던 지역 정보를 자신의 지역에, 

서는 자신이 호스트가 돼 직접 소개하기 때문이다 여행은 얼마든지 할 수 . ‘

있지만 동네가 어떤 곳인지를 주민과 이야기해 볼 일은 거의 없다 라는 점, ’

을 늘 아쉽게 생각했다는 호스트 는 유럽 여행 중 게스트로 에어비앤비 체J

험을 경험한 이후 서울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 ‘ ’

호스팅을 시작했다 여행지에서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이는 주. 

민 호스트의 게스트 경험이 호스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보 여행 호스트 . 

역시 여행자 경험이 자신의 도시를 알리고 싶어 하는 로컬 특성과 어우R 

러져 호스팅을 시작하게 됐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특히 유럽이나 솔직히 동남아시아만 해도  ” , 

올드타운을 굉장히 잘 보존을 하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관광객, 

을 끌어들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우면서 왜 우린 없을까, ‘ ?’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촌 경복궁도 좋기는 한데 해외. , , 

에 보면 진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고 낡, . 

았지만 보존하고 계속 수리해서 쓰고 그런 모습이 좀 우리나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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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런데 재개발을 너무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 

까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도 그? ‘

런 당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서울의 모습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알, ’ 

리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들. .” 

도보 여행 호스트 - R -

재개발돼 사라질 예정인 동네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호스트  

에게 호스팅은 손님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R “ ”

고 외국인 호스트 에게 호스팅은 , T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대한 좋은 정

보를 전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한 , (happy spreading good 

일information and telling a great story about this country that I love)’ 

이다 지역 정보를 공유하려는 동기에서 호스팅을 시작하는 호스트는 자신의 . 

장소에 대해 종종 비장하리만큼 높은 애착을 보인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큰  

애착심을 보이고 정보가 풍부한 주민 호스트가 전달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 

는 일반적인 관광객이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가이드북 너머에 있는 지, , 

역의 모습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문 가이드와 차별화된다.

그뿐 아니라 현지 사회의 문화와 역사에 익숙한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경 

험에 기반한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 호스팅 한다 주민의 시선에서 해석된 . 

지역의 색다른 모습은 게스트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역을 보다 심도 있,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여기서는 제 자 입장에서 한국 사회를 . 3

색다르게 볼 수 있는 외국인 호스트의 로컬이자 게스트로서의 특성이 두드

러질 수 있다 한국인 호스트가 포착해내기 어려운 지점을 대상으로 호스팅. 

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 , , 4

년 반 살고 있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거 한국 처음 여행 왔던, ( ) 10

년 전의 느낌과 너무 다르니까 여행 관광객으로서의 한국 경험 그. , 

리고 으로서의 한국 경험 너무 다르니까 한국의 좋은 점도 있expat , 

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드라마나 팝으로만 한국을 보는 게 ,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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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한국학자로서 더 많은 거 알리고 싶었어요 제게는 한. . ( ) …

국의 매력이 역사와 사회 발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곳에서 투어를 하게 되죠.”

도보 여행 호스트 외국인  - F / -

이렇듯 지역 정보 공유 라는 주민의 로컬 특성으로 시작되는 호스팅은 자 ‘ ’

연스레 주민의 게스트 경험과 연계되고 주민의 일상 경험과 성격에서 비롯, 

되는 진정한 로컬 경험을 게스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 ’ . 

도시 관광은 그 내용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

나 소득 창출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기대) 

호스팅에 직업의 성격이 부여된 호스트에게 소득 창출 이라는 경제적 동 ‘ ’

기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이 일을 지속해가는 가장 큰 이유다 지속적이, . 

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 그렇지 않아도 되는 호스트와 차별화되는 

점이 필요하다 인 여행사를 운영하는 호스트 은 자신이 다른 호스트와 . 1 N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쟁력이 대형 여행. ‘

사의 전문 가이드보다는 게스트와 더 개인적이고 친근한 관계 면서 그럼에’ ‘

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 호스트보다는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 

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가 등록된 가이드이고 관광통역안내. , 

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행업 창업을 준비 중인 . 

호스트 와 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K Q .

그러나 호스팅에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다른 주민 호스트는  

대부분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아예 이 자격증의 존재 자체를 모. 

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굳이 취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전, . 

문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자격증 없이 호, 

스팅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격증이 있으. ‘

면 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32) 라고 알고 있다는 호스트 은 이걸로 호’ M “ (

32) 그러나 장에서 살펴본 관광진흥법 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더  3 ‘ ’ ‘



- 142 -

스팅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안 온다고 연구하는 그) , 

런 사람도 아니 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호스팅” . 

을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호스트 역시 호스팅을 통해 경제적인 대가를 , 

얻지만 더 큰 소득을 올리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제도 안으로 들, 

어갈 유인은 크지 않은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광객에게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 정보를 제공하 , 

고자 하려는 측면은 호스팅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지만 호스트 개인에게 ,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면 호스팅을 지속하기 어렵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 

있는 보상은 경제적 보상이다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호스트는 게스트. 3

가 예약 과정에서 내는 비용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취하는 중개 수수료 총, (

금액의 를 제외한 금액을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게 된다 가격 설정20%) . 

은 전적으로 호스트의 권한으로 호스팅 횟수와 가격 설정에 따라 호스팅을 ,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호스팅을 운영하는 주민 호스트는 시간의 제 

약으로 운영 횟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고 수익을 높이고자 가격을 높게 설, 

정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스팅을 통해 큰 수익

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즉 경제적 보상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호. , 

스팅 유인이지만 현실적으로 호스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호스팅을 지, 

속하도록 하는 가장 큰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 에어비앤비 수수료를 제하고. , 

체험에 필요한 비용을 들이고 나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사실상 남는 ‘

게 없는 호스트 최저시급도 안되는 호스트 소액으로 차라리 본업’( J), ‘ ’( H) , ‘

에 충실한 편이 금전적으로는 훨씬 유리 호스트 하기 때문이다 과외로 ’( C) . 

시간을 내 간헐적으로 호스팅을 운영하는 주민 호스트들은 구체적인 비용과 

수익을 이야기해가며 호스팅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으

며 그런데도 호스팅을 지속하는 이유는 부가소득 창출보다 중요한 다른 가, 

치가 있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이 일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 
문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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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트립은 사실 돈은 안 돼요 들어와도 한 명 많이 와봐“ . , 

야 명인데 에어비앤비 수수료 떼니까 투어 비용이 만 원이2 , 20% . 8

라고 해봐야 수수료 떼고 나면 만 천 원 그리고 열기구 타는 게 6 4 . 

있어요 그게 인당 만 사천 원 만 칠천 원 하거든요 그리고 에어비. , ? 

앤비 취지가 호스트와 같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다 .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 하고 치킨 먹고 열차 타고나면 한 . , 

만오천 원 남나 돈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 호스팅 장소를 소개해? , ( )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보 여행 호스트  - E -

성공적으로 호스팅을 운영해 비교적 큰 수익을 내는 경우 기존 직업을 그 , 

만두고 호스팅 혹은 그와 관련된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호스트 호스트이( A, 

자 호스트 양성 강사 의 사례 관광업에 종사하며 본업으로 호스팅을 꾸려I ), 

가기도 호스트 의 사례 한다 물론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 N ) . 

도 호스팅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소득은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강화하고 호스팅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 

알려져 있다(Ikkala and Lampinen, 2015; Lampinen and Cheshire, 2016). 

주민을 호스팅으로 이끈 돈벌이 수단 그 너머에 있는 다양한 개인의 사, ‘ ’ 

회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 개인적 필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 추구) 

여윳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적 측면 이외의 다른 중요한 가치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소개 혹은 현지인으. ‘ ’ ‘

로서 정보 제공 과 같은 호스팅 동기는 개인적인 필요와 무관한 것이지만’ , 

그 외에도 호스트는 자신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개인적 필요와 가

치에 따라 호스팅을 시작한다 이런 개인적인 필요는 부가소득 창출이라는 . 

경제적 측면보다 호스트가 호스팅을 시작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데 오히려 ,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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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스팅이 주민 호스트에게 제공하는 가치 중 하나는 자신의 일상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 호스. 

트는 현지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호스트 역시 다양, 

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일상 공, , 

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테면 외국인 관광객과 . , ‘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은 호스트 에겐 그들의 여행 스타일은 어떻고’ J ‘ , 

한국은 요즘 어떻다 트렌드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 를 나누는 기회이고 호‘ , ’ ’ , 

스트 에겐 관광객이 어떤 이유로 여행하는지 이야기 나눔으로써 하는 일G ‘

항공 마케팅 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대학원의 친한 친구들( ) ’ . 

이 졸업하고 떠나가 외로움을 느끼던 유학생 호스트 에게 호스팅은 새로F ‘

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우울증을 달래는 역할을 했다 주민 호스트가 ’ . 

대개 여행을 즐기고 사람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 

다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호스팅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큰 , 

이점이다.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다른 에어비앤비 체“

험 의 게스트 경험 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 )

하고 그런 기회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 

거든요 매번 여행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 ,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여행 가지 않고도 자기 사는 데서 약간 생활 , 

방식 거주 방식 같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 . 

저도 그거를 하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기타 사교 모임 호스트 - ( ) U -

실제로 주민 호스트는 호스팅 경험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고 세상을  , 

보는 새롭고 다양한 시각과 접촉하게 된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 

는 주민 호스트에게 다양한 게스트와의 만남은 그간 자신의 일상에선 경험하

거나 알기 힘들었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마주하게 되는 기회

다 호스팅 경험이 누적될수록 다양한 배경을 지닌 게스트를 만나 다양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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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만나 인맥이 쌓이는 호스트이자 호스트 양성 강사 것은 물론 자신의 ’( I) , 

일상에서는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호스팅을 통해 오히려 게스트로부터 새로운 것을 . 

알게 되는 것이다.

게스트 대부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호스팅을 진행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 

게스트의 출신 국가와 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 

고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호스팅은 완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부터 . “

시작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랑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일로” , 

스트레스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재밌는 등산 호스트 일이다 원활한 호‘ ’( D) . 

스팅을 위해 게스트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을 수집하거나 호스팅 과정에서 ,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호스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사회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게스트와 대화할 때 일단 키포인트는 공통의 관심사 찾는 거잖아“( ) 

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온다 하면 공통의 관심사는 뭔가 있을. ‘ ’ 

까를 생각해보게 돼요 시사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런 이. . ‘

야기 해야겠다 그러다 아까 트럼프 이야기도 나왔고 하하하’ . ( )” 

도보 여행 호스트  - E- 

저희가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데 네덜란드가 자전거 타기가 되“ , 

게 활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헬멧을 쓰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 

는 헬멧을 써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워낙 사람들이 ?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잘 타고 그러니까 헬멧을 안 써도 되나 봐요, . 

그래서 헬멧을 쓰라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쓰는데 네덜란드 ,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꽤 거부감이 많더라고요.”33) 

자전거 여행 등 복수의 호스팅 운영  - N -

33)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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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 영어로 대표되는  

외국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인의 필요에 따른 호. 

스팅 동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호스팅이 영어 회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서울에 개설된 에어비앤비 체험은 . 

특정 외국어를 사용자를 위한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프로그

램이 영어로 진행된다 다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배우고 싶은 호스트 주민 호스트에게 호스 ‘ ’( E) 

팅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영어를 사용할 좋은 기회로 여겨

진다 영어학원과 달리 호스팅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무조건 말을 해야 하. ‘

므로 배수의 진을 치는 호스트 듯한 강제성이 있고 외국인이랑 자유롭’( P) , ‘

게 친구처럼 대화 호스트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게다가 비용이 드’( C) . 

는 영어학원과는 달리 호스팅은 외국인과 이야기하는데 돈도 버는 호스트 , ‘ ’(

일거양득의 영어 회화 공부 방안이 된다 호스팅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O) . 

영어 회화 실력 증진을 꼽은 호스트들은 외국인 게스트와 만나 대화를 나눠

야 하는 호스팅의 특성상 실제로 영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기본적으로 영어 가능 이라고 써놓다 보니까 영어가 되는 애들이 “ ‘ ’

와요 아까 영어 이야기도 했지만 평소에 쓸 일 없는 영어인데 쓸 . , 

일 생기고 영어로 세 시간 동안 외국인이랑 허허허 프리토. ( ) . … … 

킹을 계속 실질적으로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 . …

말하는 농담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대화하다 보니 늘긴 늘더, 

라고요 예전엔 외국인하고 재미있는 말을 잘 못했는데 하다 보니 . ,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말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물론 . . 

고급영어는 아니죠 고급영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편하게 생각하게는 . , 

됐어요.” 

등산 호스트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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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이 실제로 언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도움이 돼“ . 

요 물론 체험 호스트는 언어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 . 

본에서는 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본어로 쿠킹 클래스를 진5~60 ,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언어 .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돼요.” 

도보 여행 호스트 호스트 양성 강사  - / I -

다음으로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호스팅을 시작하기도 한다 관 , . 

광객이 관광지의 일상에 관심을 두고 주민이 관광객을 직접 호스팅하는 현, 

상은 비교적 최근의 관광 경향이다 게다가 고령층은 온라인 플랫폼 사용률. 

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에어비앤비 체험의 게스트와 호스트는 대개 젊은 , 

층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여행의 경험이 비교적 많거나 에어비앤비를 이. , 

용한 경험이 있는 중 장년층 이상의 주민 역시 자신의 일이나 취미 생활, , 

거주 경험 등에서 비롯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호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호. 

스팅에는 전문적인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은퇴 사직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해 온 일을 . ,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중 장년층에겐 함께하기에 부담이 크지 , 

않으면서도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성취감과 만, 

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퇴직 후에도 나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싶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참“ , 

여하고 싶은데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서, . …

요리하는 일이라면 년 넘게 해 온 일이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40

시작하게 됐어요.” 

한식 쿠킹 클래스 호스트 호스팅 시작 년 당시 세 - B / (2019 ) 66 -

퇴직을 하고 제 의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서 이거를 찾아서 했죠“ 2 , . 

퇴직해서 자영업 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수입보다는 개( ) , …

인 만족?” 

도보 여행 호스트 호스팅 시작 년 당시 세  - M / (2019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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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적으로는 마흔이 넘으면서 이제는 시간적으로 플렉서블한 유“ (

연한 일을 하고 싶어졌고 꾸준히 흥미를 잃지 않고 습득해온 영어) , 

를 활용하는 일을 하고 싶던 욕구가 있던 차에 외국 여행에서 쿠킹 , 

클래스에 참여해 보고 이 일을 서울에서 하면 위에 고민하던 모든 , ‘

것들을 풀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한식 쿠킹 클래스 호스트 호스팅 시작 당시 년 세 - A / (2017 ) 46 -

무엇보다 호스팅의 시작 동기가 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 

는 호스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호스팅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동. 

네를 걷고 산에 오르고 즐겨 가는 바를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팅, , 

을 시작했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매번 친구들더러 등산하자고 말할 , . 

수 없던 호스트 에게 호스팅은 자신의 취미 활동인 등산을 함께 할 세계 G

각국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됐고 바 크롤링을 하는 호스트 는 , H

게스트와 함께 하는 덕분에 혼자서는 가보지 않을 동네의 여러 바에 가고, 

궁상맞은 혼술 을 피할 수 있었다‘ ’ . 

이처럼 에어비앤비 체험을 알게 되는 과정이나 호스팅을 시작하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이것을 사업의 일환이나 판매 채널의 하나로 활용하는 경우가 , 

아니라면 호스팅은 주민 호스트의 사회 문화적인 동기에서 비롯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여행자로서 경험이 있는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지역에서는 직. 

접 호스트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호스팅을 통해 수익 창출 외에 문, 

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람을 대하는 능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사회 문화, 

적인 측면의 장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주민 호스트의 새로운 . 

도시 관광객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뿐 아니. 

라 호스트 개인이 좋아하고 만족한 일상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는 주민의 호

스팅은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구미를 자극할만한 성격을 보인다 주민 호스. 

트의 호스팅 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을 비롯해 주민의 

일상과 가까운 것들이 관광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런 과정을 통해 주민 호스트는 새로운 도시 관광의 공간적 내용적 확산을 , 

촉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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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어비앤비 숙박이 그랬던 것처럼 금전적 동기로 시작하는 호스트 , 

가 많아진다면 주민 호스팅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에어비앤비 숙박은 여행지의 주민이 남는 방을 여행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유

휴자원을 활용하고 관광객과 현지인이 만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호스팅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목적. 

으로 자신의 유휴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매입해 사실상 단기 임대업( ) 

에 뛰어드는 호스트가 늘어나면서 허지정 노승철 에어비앤비는 단지 ( , 2018),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단기임대업자를 포함하는 거대한 숙박 예약 사이트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어비앤비 체험 역시 로컬과 함께하는 진정한 현지 경험을 추구하고 있 ‘ ’ 

지만 거대 플랫폼의 경제적 기회에 편승하기 위해 호스팅하는 경우도 많아, 

지고 있다 물론 경제적 목적으로 진입한 호스트라고 해서 진정한 현지 경험. 

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간을 매입해 호스팅하는 에어비앤. 

비 숙박 호스트처럼 돈을 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체험 호스트는 자신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에 대한 자산이 아닌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획된 자산으로 상품을 구성하게 되리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 . 

그렇다면 여행 중개 플랫폼이 갖는 관광객과 현지인의 만남을 통한 여행 경

험 강화라는 장점은 작아지고 기존 여행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에 그치게 ,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주민 호스트 및 호스팅 프로그램의 성격에 변. 19 

화를 일으켰다 장 절 참고 팬데믹 이후 지역의 소소한 이야깃거리를 들(3 3 ). , 

려주던 비전업 주민 호스트가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거대 플랫폼을 홍보 및 , 

판로의 하나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화될지에 따라 에어비앤비 체험은 숙박과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아니면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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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4. 

이 장에서는 주민 호스트의 로컬 특성과 새로운 도시 관광객 특성을 살펴 

보고 호스팅 동기를 호스트의 특성과 관련해 설명했다 이것은 온라인 플랫, . 

폼에서 활동하는 주민 호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관광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

기에 앞서 주민 호스트가 누구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

먼저 주민 호스트의 로컬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  . , 

호스트가 자신을 로컬로 인식하는 정도는 거주 기간 혹은 장소 경험의 기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호스팅에서는 자신의 로컬 성격을 강조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것은 에어비앤비 체험과 같이 관광객과 주민을 연결하는 온. 

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그것을 통해 주민을 만나 로컬 경험

을 원하고 주민 호스트 역시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둘째 다양한 이유로 로컬 호스팅을 진행했던 주민 호스트의 경험과 사교적, 

인 성격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호스팅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 지역 관광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는 데 기여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로컬로서의 인식과 경험의 정도가 서로 다른 . 

주민 호스트 그리고 외국인 호스트의 등장은 호스트 집단의 균질성과 게스, 

트와 호스트의 엄격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주민 호스트의 새로운 도시 관광객 성격을 살펴봤다 주민 호스 ‘ ’ . 

트는 여행은 물론 연수 교환학생 워킹 홀리데이 이민 등 다양한 목적의 , , , 

장 단기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에서 게스트로서의 경험이 누적된 , , 

이들은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인다 특히 진정한 현지 경험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주민 호스트들은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만남에 적극적이고, 

에어비앤비 체험과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주민과 만남을 보장하는 기

능을 한다 호스트와 게스트를 넘나들며 형성되는 주민 호스트의 순환적인 . 

시선 은 이들의 호스팅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자신의 호스팅에 (circular gaze) , 

참여하는 게스트 역시 자신과 유사한 성격의 여행자일 것으로 생각하며 호, 

스팅을 통해 이러한 생각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성격을 지닌 주민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체험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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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호스팅을 시작하는 동기를 살펴봤다 플랫폼 진입 방식은 이전의 에어, . 

비앤비 이용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필요로 플랫폼을 찾다 진입하는 경

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개 호스팅에 직업으로서의 성격을 부여. 

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소득 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보다 문화적 역량 및 , 

영어 회화 능력 증진이나 개인적인 만족감 추구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동기

로 호스팅을 시작하게 된다 반면 주로 직업적으로 호스팅을 운영하는 후자. 

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판매 채널의 하나로 에어비앤비 체험을 활용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진입방식과 동기의 , .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스팅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 로컬의 특색을 담기 ,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호스트에게서 공통적으로 드, 

러나는 특성이다.

이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주민 호스트가 일상 공간에서는 로컬 여행지에 , 

서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보이고 호스트와 게스트의 경계를 쉽게 , 

넘나드는 주민 호스트는 호스팅을 통해 변화한 관광의 경향을 강화하는 한

편 그들 스스로가 변화한 관광의 결과인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라는 유동적, 

이고 다중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 

만들어내는 호스팅 프로그램은 새로운 도시 관광의 내용적 공간적 확산을 , 

추동하게 된다 일상에서의 로컬 경험과 여행지에서의 게스트 경험이 호스. 

팅에 영향을 미치고 호스팅 경험은 다시 호스트의 로컬 및 새로운 도시 관, 

광객 성격을 강화하는 순환적인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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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와 장소 이미지  

이 장에서는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대상을 선정하고 관광의 대상으로 재구 , 

성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의 특징에 대, 

해 검토한다 이것은 일상적인 공간이 관광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 대한 것으. 

로 지역 관광의 주체로서 주민이 평소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과 그것에 ,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관광 대상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장. 

소를 호스트가 온라인에서 재현하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주민 호스트가 형, 

성하는 관광지 장소 이미지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관광 장소화1. 

어디서 호스팅 할 것인가 는 호스팅 프로그램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 ‘ ’

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론적으로 호스팅은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주민 호스. , 

트는 자신의 호스팅 동기와 목적에 맞춰 최적의 장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호스팅 대상지를 선택한 호스트는 이것을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 

로 구성하기 위해 선택한 대상지의 새로운 측면과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 해석 기획하는 장소성 만들기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 , . 

시의 일상적인 공간을 자신과 주민의 경험이 담긴 정서적 공간으로 승화시

키고 게스트에게 그 정서를 전달함으로써 관광의 대상으로 변형시킨다 물, . 

리적 공간과 환경을 기획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 

과정은 공간을 장소화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호스트는 장소 마케터, 

역할 이무용 을 하게 된다(place marketer)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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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호스트가 선택하는 일상 공간의 성격1) 

과외 시간에 취미 생활 혹은 부업의 하나로 호스팅하는 주민 호스트는 호 

스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자신의 장소 경험을 고려한다 거주지 혹은 일상. 

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나 즐겨 방문하는 곳 중에서 호스팅 대상지를 선

정한 뒤 동선을 계획하고 장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식으로 대상지를 결, ,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 

고려하는 요인과 그 특성 및 의의를 살펴본다.

가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 

장소 경험과 관련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추억이 담긴 편안하고 익숙한 장 , 

소이거나 특별하게 여기는 장소를 호스팅 대상지로 선정한다 호스트에게 , . 

이러한 곳은 개인의 경험이 녹아있는 즉 추상적 공간 이 아닌 의미, , (space)

가 녹아든 장소 의 의미를 갖는 곳이다 학창 시절부터 (place)(Tuan, 1977) . 

성인이 된 지금까지 자주 찾는 곳이라 호스팅 대상지를 어떻게 보면 자라“

온 곳 이라며 애틋한 감정이 담긴 곳으로 설명하는 호스트 의 언급은 호” E

스팅 대상지가 주민에게 갖는 의미를 대변한다 한국인 친구가 없어 자신을 . 

한국 사회에 안 맞는 사람 이라 생각하는 호스트 외국인 에게 현재의 호‘ ’ F( )

스팅 대상지는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과 ‘ , , 

같은 잉여 인간 까지도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안식처다‘ ’ ’ .

이런 곳들은 호스트가 이미 익숙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기 때문에 호 

스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부담 없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된다 호스. 

트 에게 자라온 곳 같은 느낌을 주는 호스팅 대상지는 자부심을 느낄 E “ ” 

수 있는 장소이고 그래서 여기는 누구 오면 꼭 소개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 ‘ ’

해 온 곳이다 호스트 가 에어비앤비의 숙박 게스트 경험을 통해 에어비앤. E

비 체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호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남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나만의 장소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호‘ ’ . 

스트 에게 광장시장은 업무를 마치고 회사 동기들과 술 한 잔 마시러 자U ‘

주 찾았 던 곳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를 내뿜는 곳이고 대화하기 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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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 으로 기억하고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게스트와 대화를 나누는 데 중’ . 

점을 두는 호스팅을 계획할 때 호스트 가 가장 먼저 떠올린 장소였다, U .

서울의 오래된 동네를 소개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호스팅을 시작한 호스 ‘ ’

트 의 사례는 호스팅 이전까지 호스팅 대상지에서의 장소 경험은 없다는 R

점에서 위의 사례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의 호스팅 대상지는 . 

재개발로 완전히 없어진 옛 동네에서 방향을 못 잡는 충격적인 경험을 “ ” “ ” 

한 호스트가 자신의 옛 동네와 비슷한 즉 재개발로 사라질 지역 을 물색해 , ‘ ’

찾은 곳이다 이곳은 호스트 이 장소 경험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 R

장소로 개인의 장소 경험에서 비롯된 호스팅 대상지로 볼 수 있다, .

제가 년인가 여기 현 거주지 로 이사 왔는데 이전에는 같은 동“ 2005 ( ) , 

넨데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서 초. 

등학교만 빼고 다 없어진 거예요 저는 제 옛날 동네가 완전히 없어. 

진 거죠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옛날 집 한 번 가보자 내 고. . ‘ , , 

향 한 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런데 이제 방향을 못 잡는 거죠’ ( ), . 

아예 없어졌으니까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이게 다 없는 거예요. ‘ ?’ . 

호스팅을 준비하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용산구 쪽 이태원 쪽( ) ( ) , …

이 옛날부터 군사 요충지였고 그래서 역사도 풍부하고 옛날에는 일, , 

본군 기지가 있던 자리에 주한미군 기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 , 

자체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위치도 되게 좋고 다른 데도 재개발 . . (

예정지가 있어요 상도동 흑석동도 있고 가봤는데 거기는 다 개발) . , , 

이 됐어요 아현동도 개발 되고 여기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여기. ( ) . . 

로 선정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그런 재개발 그것과 연결 지어. ( ) …

서 아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보수가 되면 좋겠다 재개발을, ‘ , . .’ ( ) 

최소한으로 해서 다 같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약간 뭐라고 해? 

야 할까요 소망. ?” 

도보 여행 호스트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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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자신에게 개인적인 의미 , 

가 담긴 장소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따라서 이런 곳에. 

서 진행되는 주민의 호스팅은 해당 장소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나 기능 못지

않게 주민 호스트 개인의 장소 경험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장소의 의미를 구, 

성하게 된다. 

나 로컬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일상적 환경) 

거주지 주변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곳 여가를 보내 , 

기 위해 찾는 곳 등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간은 주민 호스트

가 현지인 으로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는 주민 호스트가 (local) . 

여행사의 전문 가이드와 비교해 부족한 전문성을 만회하고 다른 호스트들, 

과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주민 호스트가 갖는 경쟁력, 

의 원천이 된다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일상이 벌어지는 익숙한 장소를 선. 

택함으로써 현지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소 경험 및 지역에 대한 참, 

신한 정보를 강조할 수 있고 이런 곳은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현지인, , 

이 추천하는 특색 있는 장소가 된다 대량관광 시기 엇비슷한 패키지 관광 . 

상품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광 외적인 요소 주로 비용 에 집중하는 ( )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런 경향은 주민에 의한 호스팅이 주민이 평. 

소에 지역 내 공간을 사용하거나 지역을 인식하는 방식 레저 패턴 등과 밀, 

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기존 호스팅 연구의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VFR .

주민의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 호스트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 

공간은 장에서 살펴본 에어비앤비 체험이 내세우는 취지와도 부합한다3 , . 

주민 호스트이면서 호스트 양성 강의를 진행하는 는 호스팅 대상지 선정에 I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다음의 내용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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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현재 사는 집 앞을 가는 프로그램이에“( ) 

요 내 집 앞도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한국 여대생처럼 살아보. . 

기 대학 캠퍼스를 돌고 나만 아는 골목길을 돌고 나만 아는 떡볶. , , 

이집에 가고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는 카페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데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줬어요 에어비앤비가 원, .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분식 골목 사진이 잘 나오는 카페. ‘ ’, ‘ ’, ‘ ’.” 

도보 여행 호스트 호스트 양성 강사 - / I -

사실 이런 장소는 로컬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곳 에어비앤비 체험의  , 

취지에 맞는 곳일 뿐 아니라 호스트로서도 가장 쉽게 호스팅 대상지로 고, 

려할만한 곳이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레 정보를 얻게 되는 내가 사. ‘

는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 호스트 이기 때문이다 각종 정보원으로부, ’( M) . 

터 쉽게 관광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전문적인 가이드도 많이 활동하는 관광 , 

명소나 잘 알지 못하는 남의 동네 에 비해 주민의 일상이 벌어지는 이런 ‘ ’

곳들은 관광객과 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도드라지게 된다. 

주민 호스트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관광객에게 흥미로‘

운 낯선 곳 을 소개할 수 있다’ .

비단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여가를 보내는 장소 역시 일상적인 공 , 

간으로 호스팅의 공간적 배경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호스팅 대상지를 대학 , . ‘

시절부터 자주 올랐던 산이라 자신감이 있다 라고 소개하는 호스트 의 언’ G

급은 이곳이 로컬로서 자신의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드러낸

다 어떤 호스트들은 자신의 호스팅 장소를 로컬 혹은 호스트 본인만 알고 .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저녁에 . ‘

연못에 성이 반영되는 모습이 아름다운데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 

모른다 라는 호스트 사실 제가 가는 장소가 현지인들만 아는 루트예요’ E, “ .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라는 호스트 보통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 D, ‘

장소인데 최근 들어 출사 동호회 같은 곳에서 찾아서 조금 알려지게 된 장, 

소 라는 호스트 의 언급에서 자신이 로컬이고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이기 ’ C , 

때문에 해당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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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주민 호스트가 로컬로서의 장점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로 장소 선택, 

을 통해 전업 가이드와 비교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차별화를 꾀할 , 

수 있다. 

주민 호스트가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호 

스팅이 관광지로서의 유명세와 관계없이 주민의 일상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 

자신의 로컬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상케 

한다.

다 관광의 대상으로 매력을 갖춘 곳) 

주민 호스트가 선택하는 호스팅 대상지가 개인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장소 

이거나 로컬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일상적 환경이라는 점은 이들의 호스

팅이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 

그러한 장소들 역시 관광객의 선호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호스트는 자신이 만족했던 경험에서 장소를 선택하지만 그 장. , , 

소는 동시에 호스트가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곳이거

나 관광지로서 소개할 가치 혹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 

먼저 주민 호스트가 관광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곳은 그곳 

이 이미 관광 명소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다고 , 

호스트가 판단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 , 

호스팅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금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

는 곳일 수도 있고 서울 혹은 한국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 

다 서울 사람들이 몰리는 홍대거리 한강공원 연남동 등의 지역은 오늘 . , , ‘

서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일상 ’

공간이다 그리고 장을 통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스팅 프로그램 중. 3

에 등산 하이킹 등 산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것은 도심 한가운데 큰 산이 있는 것이 다른 대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 ’ 

수 없는 서울의 특징 가운데 하나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을 오르면서 신, ‘

기해한다 호스트 라는 사실을 주민 호스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등’(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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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호스트 는 여기에 더해 자신이 올라가는 봉우리가 지루하지 않은 산행D

이 가능하고 올라가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호스팅 장소, 

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한국에 사실 특징적인 게 산이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다큐멘터리“ . 

도 본 적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을 등산하면서 신기해서는 . 

거에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큰 산이 있고. . (… 여기 봉 가 진짜 ) (*** )

좋거든요 여기서 보는 전경이 진짜 좋아요 같은 산의 다른 봉우리? . (

에 비해 쉽게 올 수 있으면서도 풍경이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 

(… 오르기가 힘들긴 한데 간단한 클라이밍이라든지 갑자기 평지가 ) , , 

나와서 경치가 좋다든지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요 지루. 

한 산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좋아했고 자주 가기고 했고 그러다 . , , 

보니 주변인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이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 ’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호스팅하기엔 봉이 제격이다. ( ) *** .” 

등산 호스트 - D -

물론 서울의 혹은 한국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호스 , 

트가 여행지가 갖춰야 할 요소 라고 생각하는 조건을 만족한 곳이 있다면 ‘ ’

호스팅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일례로 평소 자신의 여행 목적지를 선택할 . , 

때 역사적인 배경 과 맛집 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호‘ ’ ‘ ’

스트 에게 조선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 역사적인 배경 과 맛있는 치맥을 즐E ( )

길 수 있는 시장 골목 맛집 이 있는 현재 호스팅 대상지는 여행지로서 경( ) ‘

쟁력 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호스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주민 호’ . 

스트의 일상 혹은 특별한 경험이 묻어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호스트의 판단

에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잘 모르는 곳이거나 얼핏 보기엔 특별할 것이  , , 

없어 보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주민으로서는 관광객이 와, 

서 충분히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는 곳이 호스팅 대상

지로 선택된다 이를테면 관광객이 주로 가는 곳에서 거리가 멀어 마음먹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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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야 하지만 도전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곳 호스트 이라거, ’( G)

나 외국인 관광객이 오긴 오는데 더 좋은 곳을 보지 못하고 겉만 훑고 가, ‘ , 

는 것이 안타까운 곳 호스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 정보 공유를 ’( P) . 

공유하려는 동기에서 호스팅을 시작하는 주민 호스트에게 이런 곳들은 명소

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관광객에게 알려주고 싶은 현지인 입장에서 보‘ ’ , 

기에 와 볼 만한 매력을 갖춘 곳이다 관광객이 와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 

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기존의 관광 정보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 

이런 장소에서 주민 호스트가 로컬로서의 갖는 장점은 배가된다.

라 주민 호스트 장소 선택의 특성과 의의) 

호스팅을 부업이나 취미 활동으로 하는 주민 호스트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호스팅에 전념하기는 힘들다 호스팅은 주업. 

과 그 밖의 삶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 게스트하우스 운영 하는 게 본업이고 다음에 들어오는 “ ( ) , 

손님이 있거나 하면 체험을 못 해요 사실 뭐 얼마 돈도 안 되고 그. . 

래서 체험은 좀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기본만 하고 . 

있고.” 

도보 여행 호스트  - L -

이런 배경을 가진 주민 호스트에게 일상적이고 익숙한 장소에서 자신이 평 

소 즐기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이상적

인 형태의 호스팅 방식이 된다 지속가능한 호스팅을 위해 호스팅은 공간적. 

으로 거주지에서 가깝거나 평소 취미 활동을 위해 자주 찾는 편한 공간이

고 내용적으로 자신이 평소 즐기는 것이 돼야 한다 야외활동이나 활동적, . ‘

인 것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호스트 가 집 ’ P

근처 사찰을 돌고 찻집에 가는 것이나 이사 가는 바람에 호스팅 대상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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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멀어진 호스트 가 호스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 등은 모두 G

호스트 입장에서 부업 혹은 취미 생활의 하나로 수행하는 호스팅의 성격을 

드러낸다.

하루 그냥 집 앞에 나가서 친구들 만난다는 생각으로 즐겨야 돼“ . …

요 즐기지 못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호스팅. . ( )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랑 가까운 곳 웬만하면 집 주. , 

변에서 하는 걸 추천해요.” 

도보 여행 호스트 호스트 양성 강사 - / I -

제가 하면서 느낀 게 호스팅 장소가 집에서 가까워야 해요 일처“ , ( ) . 

럼 생각하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노는 곳 자취하는 곳 주변. , 

이 번화가라면 이걸 호스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 ) . ( ) …

바 크롤링하기에 제일 좋은 곳은 강남인데 저는 집이 이태원에서( ) , ( ) 

가까우니까 이태원에서 해요( ).” 

나이트 라이프 호스트  - H -

이처럼 호스팅이 본업이 아닌 특성에서 비롯되는 대상지 선택은 호스팅이  

주민이 평소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곳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

기시킨다 이는 에어비앤비 체험의 운영 방식의 특성과도 연관된다 호스트. . 

는 게스트가 예약할 수 있는 마감 시간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데 검색에 , 

노출되는 상황을 최대화해 더 많은 게스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감 시, 

간을 가능한 뒤로 늦추는 편이 좋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는 데 . 

필요한 시간이 있으므로 마감 시간을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 따라서 거주지. 

에서 가까운 곳 호스팅이 아니더라도 가 있는 곳에서 호스팅 한다면 첫 예, 

약의 마감 시간을 최대한 뒤로 미뤄 더 많은 예약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스트가 호스팅을 진행하는 일상 공간은 기본적으 

로 호스트에게 특별한 장소이거나 일상이 벌어지는 공간이면서 관광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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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민 호스트가 판단하는 곳이다 이런 장소는 전. 

인미답의 새로운 곳을 찾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선호에 부합한다 여행 . 

중 현지인과 만남을 중요한 경험이라고 여기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은 이런 

곳에 기꺼이 찾아갈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도시 관광의 영, 

역은 공간적 내용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방문지에 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 . 

비교적 높은 새로운 도시 관광객에게 이런 색다른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관광 경험이고 가는 길 그리고 대상지에서 마주하는 주민의 ,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행위들은 특별한 일상 이 되' (extraordinary mundane)'

어 관광 경험을 보다 풍성하게 채워주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에어비앤비 숙박 호스트가 주민의 일상적인  , 

활동이 펼쳐지는 숙소 주변을 소개함으로써 덜 관광지화된 지역에 여행자‘ ’ 

의 관심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의 연구 결과가 에Stors and Baltes(2018)

어비앤비 체험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 

에어비앤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과 주민을 연결하는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이 갖는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광 장소의 생산 및 소비 경험으로서 일상 공간의 재구성 과정2) 

호스팅 대상지를 선정한 주민 호스트는 일상 공간의 의미를 재구성해 하나 

의 완성된 호스팅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일상 공간의 재구성은 다양한 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주민 호스트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관광적 , 

요소 를 발굴하고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추가적(touristic components) , 

인 관광의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적 경험과 해석을 . 

담은 지역 정보를 덧붙이고 비장소적 요소를 동원해 호스팅 프로그램을 완, 

성하게 된다 그리고 호스팅을 거듭하면서 이뤄지는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은 . 

호스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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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의 맥락에서 일상 공간이 갖는 가치의 재발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대상지로 선택한 장소는 기존부 

터 잘 알고 익숙한 곳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호스팅을 준비하기 위해 호스, . 

트는 관광객의 시선으로 그곳을 세심하게 둘러보게 되며 평소에는 무심코 , 

지나쳤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요소들 가운데 관광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 

찾아내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장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방식과 . 

달리 관광적 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평, . , 

소 등산을 할 때 산중의 사찰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 

호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위해 쉬어가는 장소도 되고 한국 문‘ , 

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곳 호스트 으로 생각해 일정에 추가하거나 절에 ’( G) , 

올 때마다 늘 보지만 스쳐 지나갔던 절 문의 사천왕상 앞에서 불교와 관련

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놓는 일정을 기획하는 호스트 식이다( P) . 

저는 혼자 갈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더“

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했던 곳에서 이제는 게스트. 

들 보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한다든지 뭔가 더 관광적인 요, 

소 사진 찍을만한 곳이라든지 재미있는 요소를 제가 더 찾으려고 , , 

노력해요 봉 정상 부근의 바위 사진을 보여주며 누군가 . ( ) (*** ) …

파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를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를 오르는 , .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재미있으니까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도 큰 돌. . ‘

이네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외국인들 시켜서 올라가 봐 사진 찍’ , “ , ( ) 

어봐 하는 걸 보고 등산객들도 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따라 ” ‘ ’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 

등산 호스트  - D -

관광객의 시선으로 지역을 둘러본다는 것은 비단 익숙한 곳의 새로운 측면 

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그간 몰랐던 익숙한 곳 주변의 낯선 곳을 알게 , 

되고 관심을 두는 일이기도 하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도착 전, . , 

에는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숙소 옆 작은 재래시장을 매일 밤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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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계획엔 없었지만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옆으로 난 작은 골, , 

목길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자신의 일상적 환경을 마. 

치 관광객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호스트는 색다른 방식, 

으로 지역을 바라봄으로써 관광지로서 지역 내 여러 장소의 새로운 가치를 , 

발견할 수 있다.

그것 핵심적인 호스팅 장소 만 하기는 그러니까 가면서 시장하고 “ ( ) , 

중국 거리 차이나타운 하고 넣은 거죠 프로그램에 포함된 재래시장( ) . (

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은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는 오래된 시장인) 

데 동선을 짜다 보니까 거길 통해서 가면 되겠더라고 시장 안내도 , . 

좀 하고 길거리 음식도 좀 먹고 차이나타운이랑 시장 가명 코, . A ( ), 

스는 딱 맞는데 사실은 시장이 좀 약하죠 활성화 정도가 좀 약, A . 

해서 저쪽 아래 가면 시장 가명 이라고 더 큰 시장이 있는데. B ( ) , …

그러면 동선이 너무 길어져 버려 그런 점이 조금 아쉽죠. .” 

도보 여행 호스트  - M -

이런 과정은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장소의 매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 

는 계기가 된다 로컬이자 일종의 관광 가이드로서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 

일상적인 장소들을 관광의 맥락 에 위치시켜 살핌으로써 (tourism context)

일상적 환경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Jeuring 

호스트는 일상에서의 이국적 측면and Diaz-Soria, 2017). (exotic of the 

을 발견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 호스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everyday) , 

이를 통해 게스트는 여행을 떠나온 이국적인 곳에서 일상적 측면(mundane 

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of the exotic) .

주민 호스트가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일상적 환경의 새로운 측면을 탐색하 

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현장 , 

답사다 이것은 여행자의 낯선 시선으로 호스팅을 진행할 현장과 주변을 다. 

니면서 장소의 관광적 요소를 찾는 과정이다 호스팅을 기획하며 현장을 답. 

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호스팅 목적에 적합한 경로를 발견해 낸 경험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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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 말투로 이야기하는 주민 호스트 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R .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잡혔고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 , , 

흥미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올라

가 본 결과 처음에는 그렇게 재밌는 루트가 아니었어요 초입이 그, , . 

런데 다른 루트를 찾아서 처음부터 완전 업 업 올라가면서 굉장히 , , , 

경사가 가파르고 집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 주거민들이 지은 , , 

텃밭이 굉장히 크게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텃밭도 같이 구경하. 

고 쓰러져 가는 집도 구경하고 거기서 되게 재밌게 다행히도 거기. . , 

서 좋은 경로를 찾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올라가면서 재밌고. , 

올라가자마자 바로 한강이 보이고 한남대교가 보이고 거기서 제가 , . 

따라 올라가다 보면 주거환경 변화가 시대순으로 전개가 돼요 운이 . 

좋게 시대별로 경로가.” 

도보 여행 호스트  - R -

일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온 오 , ‧

프라인을 통한 자료 수집 등 심층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

다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걷고 드나들었을 장소이. , 

지만 호스팅을 준비하며 현장뿐 아니라 문헌을 통해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 ,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와 지역에 대한 정. ‘ ’ 

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는 동기에서 호스팅을 시작하는 주민 호스트는 

그 장소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호스팅을 다른 사람. 

으로부터 비용을 지불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면 호스트는 호, , 

스팅 대상에 대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도 볼 수 , 

있다 따라서 호스트는 만약 내가 외국인이라면 어떤 점을 궁금해할까 호. “ ”(

스트 를 고민해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P) . 

호스트가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낯선 새로운 사실을 얻고 더 많은 이국, 

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방법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게스트에게 더욱 , 

풍성한 로컬 경험을 안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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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책 살 수 있어서 외국인이 서울에 대해 쓴 책 주“

문했어요 책을 통해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중이에요 개인. . 

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 투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한국학자, . …

라고 해도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호스팅 대상지 에 있는 ? ( ) ***( )…

계단이 일본 신사 올라가는 계단이었다는 걸 그 책을 통해 알게 됐( ) 

어요 그리고 지금 미군기지가 있는 장소가 예전에 일본군이 주둔했. 

던 곳이었다는 점을 알았어요 한국 역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 ‘

일본과 미국이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라는 생각했고 게스트에게’ , ( )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보 여행 호스트 - F -

이처럼 주민 호스트는 호스팅을 준비하며 일상적인 장소와 그 주변을 관광 

의 맥락에서 바라봄으로써 장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재구성, 

하게 된다 주민 호스트는 관광의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을 탐. 

색하지만 그 과정은 자신을 소비자의 시점에 위치시켜 지역을 바라보는 것, 

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마치 여행지에 간 것처럼 일상의 공간을 둘러보. 

는 주민 호스트 역시 이를 통해 지역을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지역에 대한 색다른 감각은 호스. 

트가 호스팅을 준비하며 일상적 환경에서 오히려 일종의 관광 경험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비교적 오랫동안 많은 호스팅 경험을 쌓은 한 호스트는 그. 

간의 호스팅 경험이 장소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투어를 하면서 쌓이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 ? , 

그러면서 갔던 지역 년 동안 있었던 고객과의 좋은 경험 아니면 , 3

저의 그 이후의 개인적인 좋은 경험 같은 것도 역으로 좀 쌓이는 것

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역으, . 

로 이라는 지역이 제 삶에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저에게 *** . 

이라는 지역은 예전과는 다른 의미인 거죠*** .”

도보 여행 호스트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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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호스트에 의한 호스팅은 게스트뿐 아니라 호스트 역시도 관광 경험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이것을 호스트 관광 으로 개, ‘ (hostourism)’

념화한다 누적되는 경험과 더 많은 새롭고 이색적인 요소의 발견은 일상의 . , 

공간을 호스팅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유리하다 이런 수행이 거듭됨으로써 . 

일상적임 과 이국적임 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관광이란 ‘ (mundane)’ ‘ (exotic)’ , 

멀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정의와 대조(far), (unfamiliar) 

적인 가깝고 익숙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근접 관광, (nearby), (familiar) 

의 경향은 확대된다(proximity tourism) (Jeuring and Diaz-Soria, 2017). 

나 개인적 관점을 담은 경험과 지역 정보 부가 )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닌 현지인으로서 주민 호스트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주관적 해석이 담긴 지역 정보를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지역 사회

의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한다 호스팅을 통해 주민 호스트가 제공하는 경험. 

과 지역에 관한 정보는 게스트가 지역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현지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역 정보는 더 진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민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지역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관

광의 대상으로서 장소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먼저 관광객의 가이드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정보 소유자로서 주민  

호스트는 게스트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긴 정보를 나누는 데 인색하

지 않다 오히려 널리 알려지지 않아 관광객이 모르고 지나치는 그러나 와 . , 

볼 만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리고자 하, 

는 사람들이다 주민 호스트의 이런 특징은 게스트에게 주변의 장소를 추천. 

하는 것으로 발현되곤 한다 로컬의 성격을 충분히 발휘해 추천하는 이런 . 

장소는 일반적인 관광 정보원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곳으로 관광객에겐 , 

로컬 추천 장소 가 된다 이것은 비단 호스팅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장소뿐‘ ’ . 

만 아니라 게스트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과 별도로 호스트에 의해 제공되, 

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는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진정한 현지 경험을 추구. ‘ ’ 

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 선호하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주민 호스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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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너머에 있는 장소 다른 관광 정보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소로 ,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도하게 된다. 

저는 이 동네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딘지 아니까 게스트가 어“ . ( ) 

디 카페 같은 거 말씀하시는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맛있는 ( ) , 

식당 궁금하다 하면 식당 알려드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핫한 집. ( ) …

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올드한 식당들도 찾아보고 같이 가보고, . 

좀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진짜 한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 

사진 찍기 이쁜 곳이 아니라.” 

도보 여행 호스트 - L -

첫 게스트에게 많은 트립 중에 리뷰도 없는 이걸 선택했는지 물어“( ) 

보니까 트립 소개에 볼 수 없는 곳을 간다 이런 소개가 있어서 했, ‘ ‘ ’ 

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호스트가 직접 만든 미니.’ . ( ) 

북에 있는 이런 곳은 가보라고 추천했어요 술집 서점 문화 공간 . , , 

등 문화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런 곳들을 많이 적어봤고.” 

도보 여행 호스트 - J -

주민 호스트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긴 정보는 단지 호스트가 좋아하는 추 ‘

천 장소 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 호스팅 과정에서 마주’ . , 

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소개하면서 호, 

스트의 해석이 가미된 정보가 게스트에게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는 지역을 피상적으로 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관광객으로서는 좀

처럼 생각하기 힘든 것으로 게스트는 호스트의 해석을 통해 지역과 나아가 , 

한국 사회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게 되는 이해하는 갖게 된다 이를테면 도. 

보 여행 중 종종 만나게 되는 헌 옷 수거함 을 보며 옷을 너무 자주 사, ‘ ’ ‘

고 금방 버리는 한국의 소비문화를 반영하는 것 이라는 호스트 의 부가 , ’ F

설명은 괜찮은 헌 옷을 구제 상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옷을 모으는 수거‘

함 이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저개발국으로 보내기 위해 모으는 옷 이라는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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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지나치다 만났다면 있는. 

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쳤을 초록색 큰 수거함 이었을 테지만 호스트 의 ‘ ’ , F

호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스트에게 헌 옷 수거함은 서울에서 만난 수많

은 옷 가게와 중첩돼 색다른 의미를 갖게 될는지 모른다.

주민 호스트는 호스팅 과정에서 목격하게 되는 지역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호스트 는 이태원 일대의 비. H

어있는 가게를 보며 권리금 이야기를 건네고 호스트 는 전망대에서 내려‘ ’ , S

다보이는 연희동을 설명하며 구속 수감된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전직 군인 , 

출신 대통령을 언급하는가 하면 호스트 은 뉴타운 지구 지정과 개발 지, R

연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저렴해진 임대료로 인해 외국인 이주, 

자가 모여든 동네의 특성을 설명한다 한국 사회에 특별한 수준의 관심이 . 

있지 않은 일반적인 관광객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이다 이때 . 

주민의 해석은 사실에 기반하지만 호스트의 해석이 덧붙여진다 이것이 게, . 

스트가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지배하지 않지만 호스트의 주관적 해석, 

이 반영된 이런 정보는 목적지 사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게스트에게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밖에도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광범한 사회 문 , 

화적 현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곤 한다 사찰에서 호스팅을 진행하는 호스트 . 

는 불교 신자인 부모님이 자신의 수능을 앞두고 절에 가 기도드렸다는 경P

험을 게스트에게 전하며 한국에서는 절에 가서 자식이 공부 잘하도록 기, ‘

도한다 라는 사회적 현상을 게스트에게 전한다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 모’ . 

임에서 한국에서보다 더 심한 엄격한 선후배 관계를 경험했던 호스트 는 ‘ ’ H

나이와 선후배 관계에 따른 한국의 위계질서를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 

회사에서 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상표를 가린다든지 와 같은 독특한 “ , ”

문화를 설명한다 주민 호스트에게 자신의 일상적 경험은 호스팅에서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 

결과적으로 게스트는 일반적인 관광 정보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지의 폭

넓은 정보를 얻게 된다.

새로운 도시 관광객에게 주민의 정보는 진정한 로컬 처럼 표현되도록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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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인 교육을 받은 가이드 나 가이드북에서 제공하는 정보보(Salazar, 2006)

다 확실하고 핵심적일 뿐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 ‘ ’ . 

호스트가 제공하는 경험과 정보는 게스트가 지역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관광 목적지 이미지가 사전에 각 국가 혹. 

은 지역의 관광 분야 준 정부조직 여행사 대중매체 등에 외부적인 행위 ( ) , , 

주체에 의해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관광객과 직접 만나는 주민이 그것, 

을 만들어갈 여지가 확대된 것이다. 

다 비장소적 요소 및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 

비록 전문적인 관광업 종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 호스트는 게스트로 , 

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분

명하다 따라서 호스팅 대상 지 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로컬로서 가지고 있. ( )

는 지역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관광 가이드로서의 

준비 역시 소홀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관광객의 선호 를 고려하고. ‘ ’ , 

준비된 호스트 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호스트가 비장소적 자원을 사용하는 ‘ ’

방식에 살펴본다 그리고 호스팅을 통해 게스트와 상호작용하고 이 과정에. , 

서 호스트가 지역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변화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게스트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가  

호스팅 대상을 관광객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객의 눈높이. 

에서 자신의 호스팅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일정상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일정은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스트는 비장, . 

소적인 측면에서 장소를 보다 관광할만한 곳 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를 적극‘ ’

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낙산에 올라 야경만 보고 내려오는 건 부. , ‘

족하다고 생각해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을 포함’

시킨다던가 호스트 게스트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의 등산 문화를 보여( J), ‘

주기 위해 하산길에 있는 파전집에서 파전에 막걸리 마시는 일정을 추가 하’

는 호스트 식이다 주민 호스트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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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를 고려해 일정의 일부를 계획하는 모습은 아래의 호스트 사례를 E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열기구를 빼고 싶어요 열기구가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거든요“ . .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혹해서 열기구 타러 오거든

요 이거 열기구 탑승 를 옵션으로 빼버리면 사람들이 핵심 호. ( ) , ***(

스팅 장소 만 보러 올 유인은 높지 않아요 열기구가 리뷰는 일단 좋) . 

아요 사실 열기구는 빼고 싶은데 그래서 넣어두는 거죠. , .”

도보 여행 호스트  - E -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호스트 가 자신을 방문한 친구나 친척을 같은 장 , E

소에 데리고 가더라도 열기구를 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것은 비싼 데다 .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 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호스팅에서 이 일정“ ” . 

을 유지하는 이유는 열기구 탑승이 게스트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이기 때

문이다 이것은 호스트가 개인적으로 장소를 이용할 때와 호스팅의 대상으. 

로 같은 장소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일상적이거. 

나 개인의 필요로 장소를 이용할 때와 달리 호스트로서의 주민은 게스트의 ,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스트의 선호와 관련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 체험과 같이 현지인과 만남 , 

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국인 게스트들이 대개 한국 문화

에 관심이 많고 한국인의 일상에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원한, 

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호스팅을 진행하며 경험. 4

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점이기도 하고 호스트 역시 관광객의 한 사람으로서 ,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부터 염두에 , 

두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도시 관광객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 , ‘ ’

는 호스트는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관광객을 위해 한국적인 혹은 로컬의 특

색이 묻어나는 일정을 넣고자 한다 호스트에게 익숙한 한국적인 혹은 지역. 

적인 것이 게스트의 선호에 맞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외국 여행에서 . 

쿠킹 클래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호스트 는 아래와 같이 호스팅 장소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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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구성했다고 말한다, .

동 서울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동 의 이름 은 외국인 여행자“** ( ( ) )洞

가 일부러 방문할 만한 요인이 없는 곳이지만 현지인만 있는 곳이라, 

는 점이 게스트들에게 더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래서 근처 현대화된 재래시장에서의 마켓 투어 를 프로그램에 일부‘ ’

러 넣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게스트들도 관광객이 가지 않는 현. 

지인만 있는 동네를 방문했다는 점을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식 쿠킹 클래스 호스트 - A -

주민 호스트를 관광 가이드라고 본다면 준비된 호스트 의 모습을 보여주 , ‘ ’

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관광객의 선호를 고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다 준비된 주민 호스트는 호스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소품과 도. 

구를 준비하고 일정을 추가 삭제해야 하며 호스팅 대상지의 상황을 미리 , , , 

파악해둬야 한다 예를 들면 산에 오르는 호스트 는 등산 시작 전 등산 . , D

지팡이를 나눠주고 파스나 압박붕대와 같은 간단한 응급처치 용품을 준비, 

해 가는데 이는 각각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다 준비했다, “ ”, “‘ ’ 

이런 걸 보여주는 장치가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호” , 

스트 에겐 코로나 이후엔 환기가 잘 되는 창문이 있는 혹은 야외에 좌U ‘ 19 , 

석이 있는 식당 을 물색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안전상의 문제’ . 

가 발생할 수 있는 야외활동이나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곳을 방문하

는 경우에는 관광 가이드 로서 호스트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 .

사전 조사하면서 바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에 사람들 데리고 와“ . 

도 되는지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사실 가게 입장에선 우리가 수가 . …

적어서 우리한테 뭘 해주실 수는 없어요 금요일에 오면 자리가 없다. ‘ ’ 

이러면 거기는 안 가고 이 사람들 데리고 웨이팅 대기 걸릴 수는 없. ( ) 

으니까.” 

나이트 라이프 호스트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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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들어가면 준비된 호스트 가 되는 것은 게스트를 이해하고 세상 , ‘ ’ , 

의 더 많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채식주의자나 무슬림 게스트의 참여를 대비해 고깃집이 아닌 주변에 채식주

의자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놓거나 호스트 게스트의 출신 국가에 ( I, J), 

맞춰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역 내 관련 장소들을 미리 알아두는 호(

스트 등의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에어비앤비 체험의 운영 정E) . 

책상 호스트는 게스트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4) 그리고 게스트의  

리뷰는 등록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호스트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스트의 특성을 파악하, 

고 여기에 맞는 호스팅을 준비하는 유인이 생긴다 즉 관광 가이드로서 호, . , 

스팅을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스팅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는 호스트와 게스트의 상호 , ( ) 全

작용은 가이드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주민 호스트가 더 나은 가이드 로 ‘ ’

발전해 나가고 관광의 측면에서 장소를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다 몰, . ‘

랐다가도 게스트들이 물어보면 관심을 두고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게스트, 

들이 선생님이다 라는 호스트 의 언급이나 게스트의 조언에 따라 일정의 ’ L

시작과 끝에 변화를 준 호스트 의 사례는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D

스트가 호스팅에 변화를 주는 사례다.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이 호스트의 장소 사용 방식에 변화를 주는 모습은 다 

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태원 주변의 한 가정집에. 

서 진행되는 한식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 참여관찰 당시 미국에서 온 게스, 

트는 호스트에게 미국에서는 피트 단위 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으로 찾“ (ft) (

아오는 안내문에 적힌 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 수 없었다 라며 아) 600m ” “

마 미국에서 오는 다른 게스트들 역시 호스트가 제공한 안내만으로는 목적

34) 에어비앤비 체험은 호스트가 게스트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고 호스트가 참여 가능한  , 
최대 인원은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 인원은 설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게스트가 누, . , 
구라도 참여를 신청하면 호스트는 호스팅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호스트가 예약을 임의. 
로 취소할 수 있지만 악천후 등 참작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 취소 이후의 운영에 , , 
있어 에어비앤비 차원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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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찾아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는 조언을 남겼다 이에 해당 호” . 

스트는 미터와 피트를 동시에 기입하는 것으로 안내를 바꿨다가 지금은 골, 

목길을 직접 찾아오는 어려움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 함께 골목을 걸어 집으로 오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호스트. 

피면담자 는 호스팅을 몇 번 해보니까 찾아오기가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 B) “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골목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기 쉬운 . 

곳에서 만나서 같이 걸어오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걸어오는 길이 요즘 젊. 

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동네니까 해줄 이야기도 있고 라는 말로 만나는 게스”

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호스팅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언급했다. 

처음엔 관광의 대상이 아니었던 오히려 호스팅의 방해 요인이었던 이태원, ‘

역에서 호스트의 집까지 오는 골목길 이 지금은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소개’

하는 새로운 관광의 대상이 됐다.

호스트가 지역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은 주민과 관광객이 도시 경험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성을 보여준다 호스트와 게스트는 에어비앤비 체험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예약을 위해 메시, 

지를 주고받는 시점부터 프로그램 종료 이후 언제까지라도 지속적인 상호작

용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프로그램의 원활한 . 

진행을 위해 양측이 의견을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라면 프로그램 종료 후 게, 

스트가 공개 및 비공개로 남기는 후기는 에어비앤비에서 이용자 양측의 신

뢰도를 결정짓는 평판 시스템 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호(reputation system)

스트는 게스트의 후기에 무관심할 수 없다 따라서 게스트와 호스트의 상호. 

작용을 통한 도시 경험의 공동 생산과 소비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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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광 지역 으로 재현되는 장소2. ‘ ’

앞의 논의를 통해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 

과정에서 장소를 발견 해석 기획하며 이것은 곧 일종의 장소성 만들기 작, , , 

업의 수행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게스트가 장소와 대상에 대한 . 

주민의 해석 담긴 호스팅에 참여한다는 것은 관광객이 관광지 장소 를 경험( )

하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관광객의 관광 행위가 주민의 . , 

일상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과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주민의 , . 

관점이 관광객이 관광지로서 장소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본 절에서는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을 위. 

해 자신이 재구성한 장소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현하는 데 있어 드러나는 

특징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관광지의 투영된 장소 이미지에 대해 살펴본다.

주민 호스트의 장소 소개 방식 가이드북과의 비교1) : 

이 항에서는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체험 웹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호스팅 프 

로그램 내용을 통해 호스팅 대상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현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주민 호스트가 수행하는 관광 장소화의 일환으로 해당 . ,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게스트에게는 장소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대상지와 대상지에서의 활동을 . 

소개하는 방식을 서울의 지역관광공사 인 서울관광재단에서 발행하는 (RTO)

공식 가이드북 서울관광가이드북 의 내용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2020 >

을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했다.

에어비앤비 체험 웹사이트에는 각 체험 프로그램마다 그림 과 같이  < 5-1>

주민 호스트가 자신의 체험 프로그램 그림 의 과 (< 5-1> : What you’ll do)⓵

방문 장소 그림 의 그리고 호스트 자신에 대한 (< 5-1> : Where you’ll be) ⓷

소개 그림 의 를 적게 되어있다(< 5-1> : Meet your host) .⓶ 35) 이것은 호스 

트가 자신과 자신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곳으로 동시에 게스트가 , 

35) 한국어판 웹사이트 언어 한국 한국어 에도 대부분의 호스팅 프로그램의 안내가 영어로  ( ‘ - ’)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언어 를 기준으로 함, ‘English-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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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된다 이 항에서는 호스트. 

가 직접 작성한 체험 프로그램 및 방문 장소 호스트 소개 글을 분석의 대상, 

으로 삼았다.36)

서울관광재단의 공식 가이드북 서울관광가이드북 에 제시된 관광 명 <2020 >

소이면서 주민 호스트에 의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낙산공원 서(

울성곽 이 양쪽에서 소개되는 방식을 사례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체험 ) . 

프로그램의 경우 개 호스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각각에 부터 뒷자, 9 , 5.2.1

리 수를 늘려가며 까지 코드를 부여해 모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5.2.9 . 

해당 프로그램의 호스팅 소개는 모두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에어비앤비 체. 

험의 게스트가 대부분 외국인이고 호스팅 소개도 영어로 돼 있다는 점을 , 

고려해 공식 가이드북 역시 영문판 을 (‘2020 Seoul Official Tourist Guide’)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 

화하기 위해 같은 가이드북의 한국어판을 참고로 활용했다.

36) 호스트가 직접 작성해 업로드한 글에는 사소한 오탈자 문법상의 오류 등의 문제가 있 , 
는 경우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 한국어 번역을 함께 적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 않고 직, 
접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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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1 에어비앤비 체험의 프로그램 소개 웹페이지 구성 예> ( )

접속일 년 월 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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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 공식 가이드북은 서울의 주요 관광 지역을 개 권역으로 나 7

눈 뒤 그 안에 더 세부적인 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여러 개의 개별 명, , 

소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림 참고 낙산공원은 (< 3-10> , p.67). 

권역에 포함되며 세부적으로는 대학로 에서 제‘Dongdaemun & Around’ , ‘ ’

공되는 곳의 명소 대학로거리 마로니에공원 낙산공원 쇳대박물관 중 한 4 ( , , , ) 

곳이다 여기서 낙산공원과 낙산공원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서울 한양성곽. 

서울성곽 은 다음과 같이 소개돼 있다( ) .

낙산공원 낙타의 등을 닮아 이름 붙여진 이 공원은 정상에서 대학( ) “

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 이 공원은 한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 

하며 아름다운 일몰과 도시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근사한 곳이다, . 

(Named for its shape, which resembles a camel’s back, this park 

offers a spectacular view of daehangno from its peak. The park 

is famous as the filming location of popular Korean TV dramas 

and is great spot to enjoy a beautiful sunrise or night of the 

city.)”

서울성곽 서울을 둘러싼 의 도성으로 조선의 건국과 동시( ) “ 18.6km

에 지어졌다 도성길을 따라 걸으면 서울의 전경을 즐길 수 있다 도. . 

성길을 따라 숨겨진 같은 시기의 다른 많은 건축물을 만나면 기분 

좋게 놀랄 것이다 여기엔 숨은 문루와 수문이 포함된다 동대문에서 . .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길 역시 서울 한양도성의 일부분이다. (This 

is an 18.6 km-long fortress wall built around Seoul at the very 

beginning of Joseon Dynasty. You can get a panoramic view of 

Seoul when you walk on the trail along the wall. You will be 

pleasantly surprised when you come across many other structures 

from the same period hidden along the trail. A few of these 

include hidden guard towers and gates. The walking trail that 

spans from Dongdaemun to Naksan Paak is also part of the 

fortress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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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에 적게는 개에서 많게는 개의 장소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기  3 6

때문에 서울시 공식 가이드북의 장소 설명은 핵심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간

결하게 제시돼 있다 낙산공원과 서울성곽에 대한 설명은 장소에 대한 명칭. 

의 유래 역사적 사실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 그 장소에서 할만한 것 일몰, (

과 야경 감상 순성 하며 성곽의 역사적 건축물 둘러보기 이 간단하게 , ( ) )巡城

적혀있는 것이 전부다 개별 장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세부 지역 내에서 . 

해봐야 하는 일을 추천하는데 낙산공원에서는 서울도성 순성길 걷기, ‘ (Take 

근현대 건축물을 a walk along the Seoul City Wall Sunseong-gil trail)’, ‘

보며 깊은 역사 경험하기(Experiencing the rich history through viewing 

가 제시돼 있다 개별 장소에서 설명modern and contemporary buildings)’ . 

한 것을 정리해 적었을 뿐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37) 공식 웹페이지에서 관 

광지가 소개되는 방식이 장소에 대한 지식과 배경을 알리는 것에 집중돼 있

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Duan et al., 2020).

한편 같은 장소에 대한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의 설명에서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모든 호스팅의 설명을 통. 

틀어 코드번호 호스팅에 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도시 5.2.6 ‘

성벽 서울성곽, (the oldest, and longest city wall in the world, Hanyang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City Wall)’, ‘ (Unesco's world 

이라는 두 문장만이 서울성곽에 heritage that shines brightly in the dark)’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한다. 

반면 공식 가이드북에서 추천 활동으로 제시하는 서울의 전경 특히 일몰  , 

및 야경을 즐기는 것은 주민 호스트의 안내에서도 핵심적인 활동으로 안내

된다 낙산공원에 올라 감상할 수 있는 서울의 전경은 . ‘scenic’, ‘wonderful’, 

등의 형용사 혹은 ‘amazing’, ‘spectacular’, ‘great’ ‘Seoul wants to show’

37)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낙산공원 홈페이지 에서  (parks.seoul.go.kr/template/sub/naksan.do)
제공하는 낙산공원 및 서울성곽 안내 영문 소책자 리플렛 에는 공원 내 주요 시설 낙산( ) (
정 전망광장 놀이광장 등 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낙산공원 및 서울성곽에 관한 몇 가지 , , )
객관적인 사실이 추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낙산이 내사산의 하나로 해발고도가 라. 125m
는 점 조선시대 왕실의 목장이 있던 과거 공원화 사업을 통해 년 개장한 사실 등, , 2002
이 그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책자는 내용과 소개의 방식에 있어 공. 
식 가이드북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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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표현으로 수식되고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해 서울의 주요 상징물, N

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전. , 

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는 공식 가이드북에서의 소개와 내용상의 차이

가 크지 않다.

그러나 공식 가이드북에서의 또 다른 추천 활동인 순성길을 걸으며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일부 호스트의 활동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즉 주민 . , 

호스트의 호스팅에서 낙산공원과 서울성곽은 오래된 성곽길을 걸으며 멋진 

전망 특히 노을과 야경 을 감상하는 곳으로 성곽의 역사와 규모 등 객관적( ) , 

인 사실에 대한 이해와 성곽 곳곳의 역사적 건축물의 면면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부차적이다 요즘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 소셜 . “ (

미디어의 하나 에 올릴 사진이잖아요 호스트 요즘 여행에, Instagram) ”( D), “

서 사진 진짜 중요하잖아요 인스타에 올릴 수 있냐 없냐 호스트 거의 . , ”( P), “

사진기사예요 사진 진짜 엄청 열심히 찍어주거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 . 

다들 하잖아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스트 이라는 호스트의 말처럼. ”( E) , 

서울성곽이라는 역사적인 건축물 그 자체보단 오히려 오래된 성곽 건축물 

앞에서 혹은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

는 것이 중요한 활동으로 소개된다 명소 방문이나 관람 그 자체보다 그 장. 

소에서만 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경험과 체험을 더 중요시하고 주민에게 , 

인기 있는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성격을 드러낸다. 

주민 호스트의 이러한 장소 설명 방식은 여행의 경험이 누적된 관광객이  

장소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의 습득보다는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관광객을 이끌만한 매

력이 있다 그 자체가 새로운 도시 관광객으로서의 성격을 보이는 호스트 .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촌은 고즈넉하고 돌아다니기 쉽. “

고 한데 게스트가 좀 지루해했었어요 퇴계 이황이 거주했다 이런 건 관, ( ) . ‘ ’ 

심이 없더라고요 역사가 더 깊은 곳이긴 한데 분위기나 이야기하고 구경하. , 

기엔 시장이 나았어요 라는 호스트 의 호스팅 경험은 주민 호스트가 객관” U

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보다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경험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 결과 가이드북에서 주변에 함께 갈만한 곳 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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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울성곽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박물관을 추천한다면, 

주민 호스트는 성곽 옆 산기슭에 형성된 밥 짓는 냄새가 나는 오래된 마‘ , 

을 호스트 을 추천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찾’( J) . 

고 비단 전통적 역사적 대상이 아닌 현재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 , 

오늘날 관광객의 성격이 반영된 모습이다.

한편 분량이나 표현의 방식에 있어 공식 가이드북보다 제약이 적은 주민  

호스트의 장소 소개에는 몇 가지 추가로 특기할만한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 

다음의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호스팅을 통해 방문하는 곳이 일반적인 관광 명소가 아닌 전인미답 , ‘

의 장소 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호스팅 장소를 (off the beaten track) ’ . , 

많은 여행자가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가기 힘든 , , 

곳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낙산공원과 서울성곽은 서울시의 공식 가이드북에. 

서 소개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찾지 , ‘

못하는 곳 동네를 찾는 (places that are not found by foreigners)’(5.2.6), ‘

사람이 완전히 놓치는 서울의 대단한 전망(a great view of Seoul from ab

등의 표ove that most people visiting the village completely miss)’(5.2.9) 

현을 통해 명소 내부의 특별한 지점을 방문한다는 점을 강조해 차별화를 시

도한다 전인미답의 장소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숨은 명. (unique, special), 

소 와 같은 단어로 묘사되며 호스트는 스마트폰으로(hidden, hidden gem) , ‘

는 찾을 수 없는 구글이나 트(you can never find on your phone)’(5.2.3), ‘

립 어드바이저에 없는 과 같은 표현(not on google or trip adviser)’(5.2.6)

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여행 정보원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지역 정보임

을 부각한다.

이런 전인미답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주민 호스트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 

해 가능해진다 그것은 주민 호스트가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남다른 정보 .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대상지 대상물에 대한 주민 호스트의 경험과 전문, , 

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호스트는 자신의 장소 경험 서울에서 태어. (‘

남 낙산에서 가까운 성균관대를 다녀서 부근에 익숙함 이’(5.2.7), ‘( ) ’(5.2.5))

나 전문성 역사학과 고고학 전공자 도시계획을 전공 중인 학생(‘ ’(5.2.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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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그 밖에 자신만의 특성 동대문 근처에 있는 내 집 옥상에서 특2.3)), (‘

별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한국에 오래 거주한 (private) ’(5.2.1), ‘

미국인으로서 갖는 관점을 통해 얻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

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을 통해 전인미답의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5.2.9))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호스트는 일상적인 로컬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이라는 점을 강 , ‘ ’

조한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주민의 일상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에게는 . 

그러한 경험은 특별한 관광 경험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이다 낙산공원에 올, . 

라 김밥을 먹고 호스트 추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5.2.2), (5.2.4, 5.2.

일은 주민에겐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이지만 한국의 문화와 지역의 맥락9) , 

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에겐 당연하지 않다 호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식. ‘

당 으로 소개하는 하산하며 들리는 고깃집이 갖는 의미는 외국인 관’(5.2.3) , 

광객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그 식당을 우연히 방문했을 때와 같을 수 없다. 

년 넘는 역사의 성곽을 따라 걷는 경험 못지않게 어쩌면 주민 호스트600 , ( )

과 함께 주민이 알려준 방식대로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은 경험이 오히려 

더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여행이다 이는 . RTO

나 에서 소개할 수 없거나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새로운 도NTO , , 

시 관광객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법한 일이다. Stors and Kagermeier(2017

의 설명에 따르면 주민 호스트의 이런 행위는 특정한 일상적인 장소에 b) , 

관광의 의미를 부여해 방문객의 관심을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투어리스티피

케이션과 관광 공간의 등장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판촉을 위해 대상지가 갖는  

그 밖의 특장점을 설명함으로써 관광지로서 갖는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 , 

드러낸다 일례로 낙산공원과 서울성곽의 경우 평지가 아닌 언덕에 있다는 . , 

점은 여행지로는 불리한 점이다 주민 호스트는 이것이 짧은 하이킹. (5.2.3)

으로 단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서울성곽 가운데 가장 쉬운 구, (5.2.7), 

간으로 누구에게나 알맞은 곳 이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결코 오르기 (5.2.2)

힘든 곳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반대로 낙산이 교통이 편리한 서울 중심부에 . 

있다는 장점 을 (‘We'll meet a subway station in the heart of Seoul’(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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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함으로써 낙산공원과 서울성곽은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 두드러진다.

주민 호스팅을 통해 형성되는 관광 장소의 이미지 2) 

이상으로 가이드북과 주민 호스트 양쪽이 낙산공원 및 서울성곽을 소개하 

는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대상지의 성격을 해석하고 , 

재현하는 데 있어 드러나는 특성을 확인했다 여기서 도출한 특성을 토대로 . 

여기서는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비 명소를 대상으로 주민 호스트가 이들 

장소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방식의 특성에 관해 확인한다.

자신의 호스팅이 관광객 입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경험하는 낯 

선 활동이라면 호스트는 게스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호스팅의 장점과 

특별한 점을 부각해야 한다 더욱이 장소에 대해 참고가 될만한 소개가 없는 . 

상황이라면 대상지의 설명에 있어 주민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도 , 

더욱 커진다 가이드북에 등장하지 않는 비 명소는 방문객에게 비교적 덜 알. 

려진 지역이고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 호스트, 

의 장소 소개는 관광객이 대상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을 인식하, 

는데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공식 가이드북에서 제시되지 않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장소 중심  ‘

유형 호스팅 프로그램 중 개 프로그램 각각에 코드번호 부’ 20 ( 7.1.1~7.1.20 

여 을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를 진행했다 표 각 프로그램의 소개글) (< 5-1>). 

을 개념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의미 단위로 분류한 뒤 각각에 주석을 달, 

고 코드를 붙이는 개방 코딩 작업을 수행했다, (open coding) (Flick, 2002). 

이를 통해 얻은 코드를 다시 정리해 범주를 형성하고 여기에 다시 코드를 , 

부여함으로써 추상도가 높아진 코드를 추려낼 수 있었다 자료에 좀 더 가. 

까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호스트가 직접 적은 표현을 중심으로 범주를 분

류했으며 그 결과 호스팅 설명에서 장소 및 활동을 소개하는 다섯 개의 최, 

종적인 범주를 설정할 수 있었다 설정한 다섯 개의 범주는 전인미답의 장. ‘

소 일상적인 장소 로컬 경험 호스트의 선호 여행지로서의 특장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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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 이다 표 ‘ ’ (< 5-2>).

코드번호 주요 방문지 유형 코드번호 주요 방문지 유형

7.1.1 동작동 사당동 일대, 도보 여행 7.1.11 관악산 등산

7.1.2 성북동 일대 도보 여행 7.1.12 자양동 일대 도보 여행

7.1.3 도봉산 등산 7.1.13 반포 한강공원 일대 도보 여행

7.1.4 부암동 일대 도보 여행 7.1.14 한양대와 그 주변 도보 여행

7.1.5 인왕산과 서촌 도보 여행 7.1.15 해방촌 일대 도보 여행

7.1.6 무무대 전망대 도보 여행 7.1.16 한남동 보광동 일대, 도보 여행

7.1.7 북한산 등산 7.1.17 북아현동 일대 도보 여행

7.1.8 우면산 등산 7.1.18 고려대와 그 주변 도보 여행

7.1.9 관악산 등산 7.1.19 북한산 등산

7.1.10 아차산 등산 7.1.20 안산공원 일대 도보 여행

표 < 5-1 무작위로 추출한 연구 대상 호스팅 프로그램 개> 20

범주 내용 출현빈도

새로운 ‘

도시 관광’ 

관련 범주

전인미답의 
장소

일반적인 여행 정보원에서는 찾기 힘든 
전인미답의 장소임을 강조함

20/20

일상적인 장소, 
로컬 경험

로컬 에 의해 의미가 채워지는 장소  (local)
주민 호스트 혹은 지역 주민이 일상적인 : 

삶을 살아가는 곳임을 강조함
17/20

호스트의 선호
호스트가 좋아하는 곳이거나 호스트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곳에서 호스트가 
선호하는 활동을 하게 됨을 강조함

11/20

장소의 

일반 특성 

관련 범주

여행지로서의 
특장점

관광지로서 방문 가치와 접근성을 소개함 16/20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개함 7/20

표 < 5-2 주민 호스트에 의해 재현되는 장소의 특성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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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범주는 호스팅에서 방문하는 장소가 일반적인 여행 정보원에 

서는 찾기 힘든 전인미답의 장소라는 점을 드러내는 표현에 관한 것이다 분. 

석 대상 개의 호스팅 모두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호스팅에서 20 . 

방문하는 장소가 기존에 관광객이 흔히 찾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 대한 언급

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관광 명소와는 다른 곳임. 

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관광객 지구를 벗어나자. ‘ (LET'S GET 

경복궁 명동과 같은 서울의 관OUT OF THE TOURIST AREA)’(7.1.13), ‘ , 

광 명소 너머 (beyond the tourist attractions of Seoul, Gyeongbokgung 

와 같은 표현 혹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Palace and Myeongdong.)’(7.1.19) ‘

전인미답의 흥미로운 장소 (interesting places, off the beaten path that 

와 같은 표현을 통해 호스팅에서 방문하는 장소가 have worth to see)’(7.1.8)

관광객이 기존에 즐겨 찾던 곳과는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장소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아 

니거나 혼자서는 좀처럼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전인미, 

답의 장소라는 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해외에서 온 대부분의 방문객은 서울의 관광 명소를 들른다 서울에 ‘ .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기회를 갖는 것은 방문객에겐 어려운 일이

다. (Most of visitors from abroad are visiting touristic spots of 

Seoul. Taking a chance to go deeper into Seoul is something 

hard for visitors.)’(7.1.2)

그러나 여행자들은 이 아름답고 흥미로운 산책로를 잘 모른다‘ . (but 

travelers don't know well about this beautiful and interesting 

walkways.)’(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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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변에는 관광객으로서 당신 스스로는 아마 찾을 수 없는 멋진 ‘

지역이 매우 많다. (There are so many great areas around Seoul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on your own as a 

tourist.)’(7.1.5)

여행객으로서 당신 스스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 (As a 

tralveler we won't get there by yourself.)’(7.1.13)

이런 장소는 숨겨진 ‘ (hidden: hidden gems of Seoul(7.1.5), hidden entran

특별한ce(7.1.9), hidden spots(7.1.18))’, ‘ (special: special trekking course

다른(7.1.8))’, ‘ (different: a bit different to your typical tour of Seoul(7.

독특하거나 특이한1.17))’, ‘ (unique: unique experience(7.1.14), unusual: u

과 같은 형용사로 수식된다 가이드북이nusual aspects of the city(7.1.17))’ . 

나 그 밖의 다른 정보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소들은 주민 호스트에 의해 

위의 단어들로 수식됨으로써 이전 관광객이 찾지 않았던 혹은 찾지 못했던 , 

전인미답의 장소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범주 일상적인 장소 로컬 경험 은 호스팅 장소가 다분 ‘ , ’

히 일상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며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안에서 수행하게 , 

되는 활동이 현지인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에 관한 

것이다 분석 대상 개의 호스팅 중 개 호스팅에서 자신의 호스팅이 그. 20 17

런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일상적인 장소 로컬 경험 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주민 호스 ‘ , ’ . 

트의 고향이나 거주지 혹은 직장 학교 취미 생활을 하는 곳 등 호스트가 , ,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 집 내 고. (my place), 

향 대학 캠퍼스 내에 내가 공부하는 건물(my hometown), ( ) (the building I 

나의 안식처 취미로 오usually study), (places where I can rest my mind), 

르는 산 등의 표현을 통해 주민은 호스팅 (my hobby is to visit mt. Ansan) 

대상지가 자신이 일상을 살아가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장소임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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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장소 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비단 호스트뿐 아니라 관광객이  ‘ ’

아닌 주민이 장을 보고 공부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는 즉 로컬, , , , (l

에 의해 의미가 채워지는 장소로 그려지는 곳이다 주민 호스트의 소개ocal) . 

에서 동네 재래시장은 이 되고 동네 식당은 ‘local market’ , ‘local restauran

동네 상점은 이 돼 타지에서 온 방문객이 현지인의 삶과 문t’, ‘local shop’

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여기에 서울시민이 좋아하는 . ‘ (places to 

한국 대학생만 아는 핫플레이스 which Seoul cisitizes really love)’(7.1.2), ‘

처럼 주(a hotplace that only Korean university students know)’(7.1.19) ‘

민에게 인기 있는 곳 이라는 설명이 부가됨으로써 일상적인 장소는 관광지’ , 

에서 로컬 경험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흥미를 이끄는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하게 되는 여행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을 하면서 ‘ ’ (7.1.12) 

한강 라면 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들고 나와‘ ’ (7.1.13), ‘ ’ (7.1.5, 7.

시장통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 을 맛보다 해 질 1.14) ‘ ’ (7.1.1, 7.1.12, 7.1.19), 

녘에는 동네 뒷산에 올라 석양을 감상 한 뒤 내려와 ‘ ’ (7.1.4, 7.1.10, 7.1.20), 

파전에 막걸리 혹은 치킨에 맥주 를 마시는 등 주민이 일상적‘ ’(7.1.5) ‘ ’(7.1.4)

으로 보내는 여가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경험들은 일상을 벗어나 . 

특별한 것을 추구했던 일상의 안티테제로서의 여행의 의미를 점차 희미하게 , 

하고 여행을 점점 여행지의 일상과 닮아가는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

세 번째 범주 호스트의 선호 는 방문지가 호스트가 좋아하는 곳이거나 호 ‘ ’

스트의 특성 전문성 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 , 

들이 호스트가 좋아하는 것임을 뜻한다 이를테면 코드번호 의 호스트. , 7.1.4

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넘이 장소 ‘ (my f

에 가서 노을을 구경하고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맛avorite sunset places)’ ‘

있는 치킨 을 맛보는 프로그램을 (having the best fried chicken in Seoul!)’

운영하고 대학에서 산악부 활동을 년간 한 코드번호 의 호스트는 , 4 7.1.19

아마추어 산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한국어 병‘ (

기 북한산 백운대에 오른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외국인은 자)’ . 

신이 졸업한 대학 캠퍼스와 주변 대학가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이른바 ,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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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으로 불리는 명문대가 갖는 의미와 외국인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살Y ’

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가장 좋아하는 해넘이 명(7.1.18). ‘

소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곳 모교와 그 ’, ‘ ’, ‘ ’, ‘

근처 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장소로 주민 호스트는 다른 사람은 ’ , 

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이곳을 소개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

그뿐만 아니라 호스팅과 관계없이 내부자로서의 동네 정보 이를테면 가성 , 

비가 좋은 기사식당(If you want, we can have lunch at a good value for 

money GISA restaurant (where taxi drivers usually drop off and eat))(7.

이나 그 밖의 로컬 정보 를 추천해 주겠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1.11) (7.1.7)

있다 주민의 일상적 공간을 내부자의 팁 으로 방문객에게 전달. (insider’s tip)

함으로써 호스트는 기존에 관광지로 주목받지 않았던 여러 공간에 관광객, 

의 발길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 개인이 만들어내는 . 

장소의 다양한 의미가 여러 사람에게 퍼져 나가게 되고 또한 그에 맞는 여, 

행 경험을 게스트가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호스트와 게스트는 관광 목적

지로서 장소를 공동 생산하게 된다(Stors and Baltes, 2018).

위의 세 범주가 전인미답의 장소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로컬 경험 호스트 , , 

의 선호 등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징과 관련된 범주였다면 나머지 두 범주, 

는 관광지로서 장소의 일반적인 성격과 활동의 특성에 관한 범주다. 

네 번째 범주인 여행지로서의 특장점 은 해당 장소가 방문할만한 가치가  ‘ ’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호스트는 , . 

자신이 만든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판매 장소 및 활동의 매력을 , 

알려 판촉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험 프로그램에서 방문하는 장소와 수행하, 

는 활동이 관광의 대상으로 갖는 특징과 장점을 부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 

부분의 프로그램 개 중 개 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장소가 갖(20 16 ) . 

는 매력은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의 매력으로 여겨지는 것 예를 들면 방해( , 

물 없이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즐길 수 있는 관악산 정상 부터 호(7.1.11))

스트의 주관이 섞인 것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야경을 즐길 수 있(

는 뚝섬한강공원 까지 다양하다 또 같은 산행이라 하더라도 어떤 (7.1.12)) . 

프로그램에서는 어렵지만 보람 있는 도전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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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일견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 , 

고 편리하다 는 점을 강조하는 것까지 호스팅 내용의 성격과 목적에 (7.1.7)

따라 장소가 지니는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지역을 소개하며 다른 유명한 관광 명소 지역에서 

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강남역에서 분 거리인 . ‘ 10

사당역에서 출발함 (start from at the busiest Sadang station (10 minutes f

홍대 강남 잠실 명동으로 쉽게 이동할 rom Gangnam station))’(7.1.9), ‘ , , , 

수 있다. (you can easily moving to Hongdae, Gangnam, Jamsil, Myeong

홍대와 신촌에서 분 거리 dong.)’(7.1.12), ‘ 20 (It takes only 20min from H

와 같은 표현이 사례다 이는 호스팅ongik University and Sinchon.)’(7.1.20) . 

이 진행되는 장소가 관광객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주요 관광 , 

명소와의 접근성을 언급함으로써 방문의 용이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마지막 범주인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 는 마치 가이드북에서처럼 장 ‘ ’

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프로그램, 

개 에서만 이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낙산공원 서울성곽(7 ) . , 

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 명소 지역에서도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는 , 

많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여기엔 년이 넘는 역사의 재래시장 . ‘50 (I will i

스님이자 시인ntroduce local market has over 50 years history.)’(7.1.1), ‘ ,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살았던 심우장 (Simujang, the home of Buddhist 

과 같이 장monk, poet and independence activist Han Yong-un.)’(7.1.2)

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이 산은 거칠고 도전적인 등산 코스로 유명하‘

다. (The mountain is also famous for its rigorous and challenging hikin

북아현동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다g trails.)’(7.1.3), ‘ ‘ ’ . (Bukahyund

처럼 통상ong is one of Seoul's few remaining "Moon villages.")’(7.1.17)

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의 성격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명소지역에서 주민 호스트가 자신의 호스팅을 소개하는 방식은 기존에  

관광객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관광, 

의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서 주민 호스트의 로컬 경험이 반영되지만 전적으로 로컬의 삶을 보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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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광객으로서 자신의 ’ . , 

경험 관광객의 선호를 반영해 재구성되는 공간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 

한 성격 가운데 잘 팔릴 만한 일부 특성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관광 정보‘ ’ . 

원과 정보 제공의 주체와 대상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공간의 다양한 측면 , 

가운데 최근의 관광 경향을 반영한 일부가 조명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

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호스트가 자신의 호스팅 프로그램의 판촉을 . 

위한 마케팅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의 관점에서 주민이 지역

에 상징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Ashworth and 

이를 통해 호스트의 장소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이 관광Dietvorst, 1995). 

객이 관광지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며 가이드북이나 대중매체 , 

등 기존의 관광 정보원이 아닌 주민이 관광지로서 장소의 투영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Stors, 2020).

은 매스컴 대중문화 권력이 장소와의 진정한 관계를 희석함 Relph(1976) , , 

으로써 무장소성을 유발한다고 말하며 현대의 여행 역시 무장소성을 유발,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즉 대중매체 관광 당국 가이드북 등에서 . , , , 

대량으로 생산되는 관광지 장소 이미지가 오히려 관광지의 의미를 제약하

고 관광객에게 획일적인 장소 경험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 

이다 그러나 주민이 호스팅하는 관광에서 장소는 호스트의 일상을 토대로 .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호스트의 수행과 실천이 장소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이다 또한 게스트에게 이를 전달하고 함께 그것을 수행하고 실천함으로써 . , , 

호스트에 의해 투영된 이미지는 강화된다 장소가 실천적 방식으로 재상상 . 

되는 사례 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Cresswell,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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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3. 

이 장에서는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을 수행할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을 관 , 

광의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

본 뒤 재구성한 장소를 온라인을 통해 재현해내는 특성에 대해 검토했다, . 

부업이나 취미로 호스팅하는 주민 호스트는 호스팅 대상지를 자신의 장소  

경험에 기반해 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선택하는 대상지는 호스트. 

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이거나 주민이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 익

숙한 장소로 호스트의 평소 여가 패턴과 관련되며 로컬로서의 장점을 드러, 

낼 수 있는 장소다 동시에 이런 곳들은 호스트가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 

추고 있거나 소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주민 호스트는 일. 

상적 실천의 산물로 형성된 자신의 장소를 관광의 대상으로 내놓는 것이다. 

주민의 장소는 일상적인 토대에서 틀에 박힌 활동의 반복으로 형성되지만

스스로가 전 지구적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기도 (Creswell, 2004), 

한 주민은 관광객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을 찾는 관광객의 성격을 고려

해 독특한 가운데 보편성을 지니는 관광 대상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관광 . 

공간 생산의 주체로서 주민 호스트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곳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임으로써 개별 관광객이 관광 명소에서 정형화된 경험을 하는 것뿐, 

만 아니라 도시의 보다 폭넓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이 이뤄지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지역사회 관광의 개발자이자 공급원으로서 주민의 활동으로 도시 . 

관광의 공간적 영역은 확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 호스트가 일상적인 환경을 관광의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방 

식과 그 특징에 대해 분석했다 선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을 . 

기획하기 주민 호스트는 호스팅 대상지에 대한 이른바 장소성 만들기 작업

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일상적 환경을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관광의 맥락에. , 

서 장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익숙한 일상을 반추하고 관. , 

광적 요소를 고려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호스트는 익숙

한 곳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되고 익숙한 환경은 새로운 관광의 대상, 

이 된다 주민 호스트가 지역 관광의 생산자로서 기능하는 이 과정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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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민이 익숙한 환경을 재인식하고 관광 경험을 하는 지역 관광의 소비 , 

과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호스트 관광 으로 개념화했다, ‘ (hostourism)’ .

한편 호스팅 과정에서 이뤄지는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스트가 지 

역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호스트의 장소 경. 

험이 게스트에게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이 공, 

동 생산되고 소비되는 새로운 도시 관광의 특징을 보여준다 플랫폼의 지속, . 

적인 사용을 위해 서로에게 좋은 평을 얻어야 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평‘

판 시스템 은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도시의 공동 ’

생산과 소비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주민 호스트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술된 가이드북과 달리 개 

인의 경험과 주관적 관점을 토대로 관광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장소 이미지

를 재현해냄으로써 관광지로서 일상 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호스팅을 . 

통해 소개되는 장소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지닌 곳일 뿐 아니라 이전 관, 

광객이 찾지 못한 전인미답의 장소이자 주민의 삶이 이뤄지는 일상적인 장

소이며 호스트가 선호하는 장소라는 투영된 이미지를 갖는다 호스트에 의, . 

한 이미지 재현은 최근 관광 경향을 반영해 자신의 호스팅 프로그램을 판촉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형성된 투영된 장소 이미지는 게스트에게 , 

전달되고 이를 함께 수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미지가 강화되고 장소에 새, , 

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도시 관광객 으로 대표되는 로컬의 삶에 관심을 두는 관광 경향은  ‘ ’ , 

관광지 현지의 주민이 하는 것 주민에게 인기 있는 것을 관광객도 하려는 ,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더불어 관광의 소비자로서 언제든 다시 관광객이 . , 

될 준비가 되어있는 지역 주민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관광객이 원하는 것

을 알고 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지역 관광의 생산자가 된 주민 . 

호스트는 진정한 로컬 경험을 꿈꾸는 다른 관광객을 위해 일상 공간을 재‘ ’ 

구성해 관광의 대상으로 꾸며낸다 그렇게 관광 장소화된 공간은 새로운 도. 

시 관광객으로서 주민 호스트와 관광객의 선호에 맞춰진 로컬의 단편적인 , 

모습을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역 관광 및 관광지 장소 이미지 생산의 주체로서 주민 호스트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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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회적 변화의 한 

사례이며 관광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 

뤄질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주민 호스트의 등장과 성장으로 도시의 더 . 

많은 지역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 생산과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 5-2 주민 호스트에 의한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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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6 결 론

여행을 쉽게 자주 떠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관광지 지역 정보 습득 , 

이 원활해진 오늘날 관광지의 일상에 관심을 두는 이른바 새로운 도시 관, ‘

광 이라 불리는 관광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로 인한 도시의 ’ . 

변화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관광의 중요한 ,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는 주민 호스트의 성격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관광객과 주민을 연결하는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체‘

험 및 플랫폼에서 호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을 맞이하는 서울의 ’ 

주민 호스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에어비앤비 체험의 플랫폼으로서. 

의 성격과 특징은 다양한 문헌 자료와 관계 법령 등 아카이브 자료를 사용

해 분석하고 유형 및 공간 분포는 에어비앤비 체험의 검색 결과를 활용했, 

다 주민의 성격과 일상적 환경을 관광의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심층 . 

면접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파악했으며 주민 호스트가 , , 

호스팅 대상지를 재현하는 방식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밝혔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 

각 연구 문제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에서 공유경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양쪽에 주는 이점으로 인해  , 

기존 산업을 재구성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플랫폼 독점 및 인, 

구학적 공간적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관, . 

광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여행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체험의 특징

과 운영 방식을 고찰한 결과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 

높이는 것에 집중한 대량관광 시기의 패키지 관광과 달리 로컬로서 호스트 ,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이 묻어나는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이전과 차별화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창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 

호스트 선택권이 있는 게스트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서로에, 

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며 따라서 호스트와 게스트 관계 또한 대량관광 , 

시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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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앤비 체험은 유형 측면에서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일정을 구성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도보 여행 음식 여행 등산 , , 

유형의 프로그램이 많고 공간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 

지만 기존에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스팅 프로그램, 

도 밀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주민 호스트에 의한 프로그램은 . 

기존 관광 명소와 그 주변 지역에서 로컬에 의한 차별화를 시도하며 활발하

게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 19 

관광에서 로컬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과 관, 

광객을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관광의 주된 행위

자로서 주민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둘째 에어비앤비 체험에서 지역 관광의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활동하고  , 

있는 주민 호스트의 특성과 호스팅의 성격에 대해 분석했다 주민 호스트가 . 

자신을 로컬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스트가 로컬로서의 , ‘

호스트 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호스팅에서는 로컬로서 자’

신의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호스트가 게스트 경험이 충분. 

히 누적돼 있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글로벌 이동성이 확대된 사회에서 이. 

들은 장 단기 해외 체류 및 여행을 통한 게스트 경험이 많고 여행지에서 , , 

주민과 만남을 통한 진정한 현지 경험에 가치를 두는 새로운 도시 관광객‘ ’ 

성격을 보인다 주민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체험을 이용하는 방식은 다양하. 

지만 게스트 경험이 풍부한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일상 공간에서 직접 호, 

스트가 돼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구미에 맞는 낯선 곳에서의 일상 경험 을 ‘ ’

호스팅 한다 호스트와 게스트의 정체성을 쉽게 오가며 주민이자 관광객으. 

로서 순환적인 시선 을 형성하는 주민 호스트는 자신의 게스‘ (circular gaze)’

트 경험과 로컬로서의 특성 재조정을 통해 호스팅을 수행하고 주민의 이런 , 

호스팅은 새로운 도시 관광의 경향을 내용적 공간적 측면에서 확대 강화하, , 

는 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그 의 , , 

미를 도출했다 주민 호스트는 일상에서의 장소 경험을 토대로 호스팅 대상. 

지를 선택하고 관광의 맥락에서 장소의 의미를 끌어낸다 이것은 일상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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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해 새로운 측면을 발굴하고 관광적 요소를 고려해 일상 공간을 관광 장, 

소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 호스트가 지역 관광의 생. 

산자로 기능하는 이 과정은 동시에 주민이 일상적 환경을 재인식하고 그 , 

안에서 관광 경험을 하는 지역의 관광 소비 과정 이른바 호스트 관광, ‘

이기도 하다 그리고 호스팅 과정에서 이뤄지는 게스트와의 상(hostourism)’ . 

호작용을 통해 호스트가 지역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유발되기

도 하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공동으로 생산 소비되는 새로운 도시 , , 

관광의 특징을 드러낸다 한편 이렇게 생산된 지역의 관광 장소는 호스트에 . 

의해 새로운 관광 지역 의 성격이 강조돼 재현된다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 ’ . 

선호에 맞게 재현된 장소 이미지는 온라인에서 게스트에게 전달되고 프로, 

그램 참여를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그것을 수행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이미지는 강화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컬이자 새로운 도시 관광객의 특성을 보이 , 

는 주민 호스트가 호스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 공간은 새로

운 도시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 장소라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이것. 

은 주민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여행 중개 플랫폼이 지역 관광의 적극적인 행

위자인 주민 호스트가 활동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관광객과 현지의 주민을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체험의 성격과 운영  , 

방식 그리고 유형 및 공간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관광에서 여, , 

행 중개 플랫폼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성 있는 관광 경험을 . 

위해 현지 주민과 만남을 선호하는 관광객은 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을 주, 

민과 연결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이 지역 관광에서 중요한 역19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것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는 작업 역시 ,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관광의 주체로서 주민 호스트의 성격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 , 

가 있다 새로운 도시 관광의 경향이 강화되는 과정은 도시의 일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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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는 관광객이 이끄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연구는 관광객을 중, 

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 

지역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지니

는 다면적인 성격과 일상 공간의 관광 장소화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석함으

로써 새로운 도시 관광을 공급자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이는 차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산. 4

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관광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 호스트를 사례로 드러내고 이들의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 

시의성이 있다. 

셋째 주민의 호스팅 기획과 게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광 목적지 이 , 

미지 형성의 가능성을 보였다 관광지의 장소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 . 

혹은 지역의 관광 분야 준 정부조직과 가이드북 신문과 방송 같은 대중매( ) , 

체 즉 외부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고 확산돼 갔다 그러나 주민 호스트가 , , . 

게스트가 현장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호스팅에서

는 주민 호스트에 의해 형성된 장소의 이미지가 게스트에게 전달되고 전달, 

된 이미지를 다시 수행함으로써 그것은 강화되거나 변화한다 주민에 의한 . 

관광지 장소 이미지 형성과 관련한 논의는 그간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이 , 

연구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술적 제도화를 통해 주민과 관광

객의 만남의 기회와 가능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존에 관광과 관계없던 주, 

민조차도 관광객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시 곳곳의 장소 이미지를 형성 소비, 

해 나간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로컬 호스트로 활동하는 주민에 의한 일상 공 

간의 관광 장소화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 정책에 있어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관광에서 현지의 일상이 갖는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 , . 

광의 일상화가 지속돼 재방문율이 높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현지 정보 습득, 

이 한층 수월해진다면 관광에서 일상의 매력이 차지하는 의미는 점차 커질 , 

것이다 주민의 일상이 대상이 되는 관광에서는 주민과 유리된 관광을 위한 . 

공간보다는 주민이 이용하는 일상적 공간이자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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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주민이 . , 

일상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상을 꾸려나가는 주체가 주민이라면 관광 정책에서 주민이 갖는  , , 

중요성이 제고돼야 한다 관광객을 위해 꾸며진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 

라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것이 곧 진정한 로컬 경험이고 여행의 의미라, 

고 생각하는 관광의 경향이 계속되는 한 주민은 관광 정책의 우선순위에 , 

놓여야 한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광 경험은 주민이 있는 . 

곳에서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추. 

구하는 관광두레 사업과 같이 지역의 자산에 기반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을 관광객과 연, 

계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민과 관광객의 만남으로 .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지는 장소는 다시 관광 콘텐츠가 돼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위의 정책적 시사점은 최근 도시 관광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오 

버투어리즘 현상의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오버투어리즘이 . 

특정 지역에 특정 순간의 혼잡을 야기하고 이동성 인프라와 자원에 압력을 , , 

가하며 장소 고유성의 감소시키고 사회적 조직과 거주민의 일상에 영향, ‘ ’ , 

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다(World Tourism Organization, 

이런 측면에서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다양한 일상으2019). , 

로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특정 지역과 관광 매력물에 집중되는 관, 

광객을 시 공간적으로 확산 분산할 수 있다 관광객의 방문이 장소의 의미, , . 

를 더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 경험을 생산해낼 

수 있는 관광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시의성이 있다 각 지자체 산하의 관광. 

공사에서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지역 체험 관광 공모전 은 주민이 자신‘ ’

의 일상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돼 다른 사람들, ‘

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 

계점을 보인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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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험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해 에어비앤비 체험으로부터 공식적인 자 , 

료를 받지 못했다 검색을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틀 간격으로 같은 . , 

작업을 두 차례 반복해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지 않은 양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행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새로운 도시 관광이 게스트가 이끄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고 이 , 

에 본 연구는 호스트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새로운 도시 관. 

광에서 관광 공간의 형성과 변화에는 호스트와 게스트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메신저 기능을 통해 연락이 가능한 호스트. 

와 달리 게스트는 연락을 취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가 있지, 

만 호스트와 게스트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후속 , . 

연구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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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

The Formation of the Actors and Placeness 

in Ordinary Experience Tourism 

of Online Travel Platform

JURAK KIM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urism is no longer a special event. People can become tourists easily 

and frequently. As an experienced tourist, they want to explore the 

everyday life of local people. This so-called ‘new urban tourism’ is an 

irreversible trend. Additionally, with the spread of the ‘sharing economy’ 

in tourism, online travel platforms connecting tourists and locals of 

tourist destinations are continuously growing. The growth of online 

travel platform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tourists who want to 

explore the everyday life of tourist destinations are attracting locals to 

be dynamic actors of tourism. The lo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t only locals have access to can provide the opportunity for 

‘authentic’ local experiences that tourists want. This present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and roles of locals emerging as actors in 

local tourism through an online travel platform. These are outlined in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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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he sharing economy that provides benefits for both suppliers 

and consumers is growing rapidly, while it simultaneously reorganizes 

existing industries in tourism.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sharing 

economy in tourism, the online travel platform of Airbnb Experience 

pursues programs that include unique characteristics and expertise of the 

host as a local. This point is differentiated from common tour packages 

of mass tourism, which focus o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through 

a division of labor and economies of scale. In addition, hosts providing 

unique tourism services and guests with options should establish a 

reputation with each other in order to use the platform continuously, 

so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s and guests is structurally different 

from the period of mass tourism. In this case, the Airbnb Experience is 

distributed in Seoul in terms of type. For example, there are many 

walking, food, and hiking tourism programs that can be easily 

organized by locals based on their daily experience and knowledge. 

Hosting programs are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Seoul but also 

geographically concentrated in a few specific areas frequently visited by 

foreign tourists. However, at and near the existing tourist attractions, 

local hosts try to be more local to differentiate their hosting programs. 

Lastly, as the importance of the local is expected to be further 

highlighted in ‘post-COVID’ tourism, a continuous growth of online 

platforms connecting locals and tourists, as well as the role of locals as 

major actors in local tourism, is to be expect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Airbnb Experience’s local hosts, who are 

enthusiastic actors of local tourism, were analyzed. There is an obvious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in the degree to which local hosts 

perceive themselves as local. However, the local hosts know that the 

guests are expecting a 'host as a local', so when it comes to hosting, 

they tend to emphasize their characters as a local. This is what m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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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ossible because the host has accumulated enough guest experience. 

In a society where global mobility is being expanded, they have many 

guest experiences including long- and short-term overseas stays and 

traveling. Due to thi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new urban 

tourists' who regard being 'with locals' as a valuable authentic 

experience at the touristic destination. Locals with abundant guest 

experience become local hosts in their everyday life spaces and host 

‘ordinary experiences in unfamiliar destinations’ that are tailored to the 

tastes of new urban tourists. Local hosts who are easily exchanging the 

identities of locals and guests have both a 'tourist gaze' and a ‘touristic 

local gaze’ that are mutually influenced. These then form a ‘circular 

gaze’ that describes the way of seeing the local, destination, and guests. 

Local hosts do hosting by rearranging their local characteristics and 

guest experiences, and their hosting expands and strengthens the new 

urban tourism trend.

 Thir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of organizing hosting 

programs by local hosts and derived the meaning of it. Local hosts 

select the destination based on their experience of usual places and 

draw out the meaning of the places in the context of tourism.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process of discovering new aspects by reflecting on 

everyday life and reconstructing everyday spaces into tourism places in 

consideration of tourism elements. This process, in which local hosts are 

fully functioning as producers of local tourism, is simultaneously 

tourism consumption in which locals re-recognize the usual environment 

and experience tourism in it. This study conceptualizes this as 

‘hostourism’. In addition, interactions with guests during the hosting can 

lead to changes in the way hosts perceive and use their own 

neighborhood. This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new urban tourism 

in which experience in the destination is produced and con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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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ly. Meanwhile, local hosts represent their tourism places as a ‘new 

tourist area’. The represented place image to suit the preferences of new 

urban tourists is delivered to guests online by local hosts, and the 

image is strengthened by hosts and guests performing and practicing it 

together through participating hosting programs.

 As ‘new urban tourism’ has been considered a tourist-led phenomenon 

thus far, research related to it has also been focused on tourists. 

However, this study postulated locals who directly greet tourists through 

online platforms as one of the important actors of urban tourism and 

inspected their multifaceted characteristics and their role in the process 

of making everyday spaces into tourist place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attempted to understand tourism interested in 

the ordinary life of destin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ducers 

rather than the consumers (tourists).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the local in tourism will be further emphasized in the future.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tourism and 

the city, a wide range of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the characters 

and roles of locals as the major actors of tourism.

Keywords: New Urban Tourism, Airbnb, Local, Circular Gaze, Tourism 

Place-Making of everyday space 

Student Number: 2014-3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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