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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Assemblage)적 특성에 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강 은 진

본 논문은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면담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패키지 여

행 4명, 에어텔 1명, 개별 자유여행 12명 총 17명의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 자료를 이용하여 질적 연구의 미시 분석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아상블라주의 최소한의 5가지 특

성과 구성요소(선)를 개념적 분석도구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지식으로서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세부적 여정의 구성은 숙소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

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아상블라주가 관계적이고 각 항은 관계와 자

율적이라는 특성으로 얻어진 실천적 지식이다. 또한 전체 여행의사

결정을 구성하는 일관된 원리나 조직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목적

지, 항공권 티켓팅, 숙소, 여정과 같은 하위 의사결정 각각의 의사결

정 기준, 원칙 등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지식도 아상블라주

가 관계적이고 ‘구성부분들의 특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설

명하지 않는다’는 특성에서 얻어진 것이다.

둘째,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의미있

는 정보나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일한 것은 단 한 건

도 없었다. 각 아상블라주는 나름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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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랐다. 그러한 차이는 처음 시작하는 원인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즉, 욕망으로서 여행의 동기나 목적, 시간이나 

재정적 상황, 동행자와 같은 조건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아상블라주가 생산적이라는 특성으로 포착된 실천적 지식

이다.

셋째, 해외여행 목적지 선택의 우선성은 항상 작용하는 것이 아니

었다. 숙박시설 그 자체가 여행 동기가 될 때 또는 특가 항공권이나 

보너스 항공권이 사용가능할 때는 이에 의해 목적지가 연계되어 결

정되었다. 이는 아상블라주는 이종적이다는 특성으로 획득된 지식이

다.

넷째, 항공권이나 숙박시설을 결정할 때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을 위해 자동적으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의

사결정행동이 고착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어얼리버드나 땡처리와 

같은 특가 또는 할인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에 의한 상품을 선

택하였다. 그리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가나 할인 상품을 해

외여행상품과 연계된 신용카드로 결재함으로 더블 할인을 받는 방

식으로 상품을 결재하는 소비패턴이 있었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소수의 여행객은 더욱 저렴한 여행을 하기 

위해 다구간 항공권을 결재하는 최첨단의 소비패턴이 나타났다. 이

러한 정보는 아상블라주는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특성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섯째,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현재 지금을 사는 우리의 욕망이 무

엇인지 잘 보여준다. 그 욕망은 색성향미촉법 즉 불교에서 말하는 

육경(六境)에 대한 욕망의 조합으로서 부분 대상에 대한 욕망이었

다.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 대상에 대한 욕망의 집합

이었다. 

예를 들어 숙소를 선택할 때 그 숙소를 선택하는 것은 통합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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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그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숙소의 특정 구성 부분을 

보고 선택하는 식이다. 즉 침실의 침구나 따뜻함이 주는 촉감 또는 

수영장이나 식사 등에서 상상되는 촉감, 시각, 미각과 같은 부분 대

상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숙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아상블라주는 욕망적이다라는 특성으로 감지되었다.

여섯째,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제5장 제2절에서 밝혀진 

해외여행 의사결정 패러다임 모형이 하나의 선(또는 계열)을 이루

고 있었다. 이는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가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토대를 보여준다. 즉 목적지 선택 아상블라주, 항공권 결정 아

상블라주, 숙박시설 아상블라주, 여정 구성 아상블라주 등과 같은 

하위 아상블라주가 각 각의 흐름과 속도를 가지고 상호 맞물려 역

동적으로 전체 해외여행 의사결정을 구성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소 마케

팅, 관광 기업의 상품 마케팅, 그리고 해외 여행객의 여행준비 단계

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관계의 순환 측면에서 함의를 얻을 수 있

다.

주요어: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 근거이론, 실천적 지식 

학  번: 9720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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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 분석틀

(1) 연구 목적 및 배경

정보의 홍수, 다양한 판매채널, 여행의 일상화 등은 해외여행상품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반면, 다양한 상

품에 대한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

는 상황이다.

과거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공급을 초과하는 왕성한 수

요 덕택에 시장의 형태는 공급과 생산을 일방적으로 판매자가 

결정하는 판매자 중심의 시장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시장의 특성이 점차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판매자 중

심의 특성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시장 형태로 재편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는 단순히 공급의 초과만이 아니

라 다양한 형태의 동일업종에서 경쟁업체의 다수 출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자 시장에서의 새

롭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연스럽게 소비자 행동의 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소비자 행

동을 조건화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 할 필

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김성영 외 2인, 2007). 

경제학의 도입은 관광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관광시장의 규모를 제시해준다. 그러나 경제적 변수로 개별단위 여

행객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항공 산업 정책이나 마케팅을 위하여 실제 해외여행상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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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어떤 여행상품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

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Mayo & Jarvis, 198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상품 소비자의 의사결정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소비자 만족 

등 의사결정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여행상품 소비자의 

관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해외여행상품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항공사, 여

행사, 정부 등이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의 

필요, 요구를 상품이나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의사결정과정의 본질을 파악

하는 소비자 관점의 연구가 요구된다.

여행객이 소비하는 대상은 다양하다. 그것은 돈을 주고 구매하여

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지 시간과 심리적 노력만을 투입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여행은 그 자체가 복합적인 소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상황과 결부된다. 선택대상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행에 관한 의사결

정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획일적이지 않다. 그리고 상품

이나 결정대상에 따라 일일이 다른 의사결정과정을 이론적으로 혹

은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동우, 2013).

해외여행은 여행객에 의한 선택들의 집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선택사항들은 여행을 할 것인가; 어느 국가로 가야 할지, 그 국

가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지 ; 언제 얼마동안 여행을 할지; 얼마

를 써야 할지; 어떤 숙소에 머무를지; 어느 항공사를 탈지; 어느 공

항을 이용할지; 공항에 가기위해 출발하는 곳의 선택; 항공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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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수단 선택; 주차옵션(자동차접근일 경우) 등이 포함된다

(Harvey, 1987; Keshavarzian & Wu , 2017). 이러한 선택은 상

호 관련성이 있다. 여행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여행 선

택 과정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순차적 구

조를 가정한다(Keshavarzian & Wu , 2017). Harvey(1987)는 

공항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항 선택의 맥

락으로서 그러한 가능한 계층적 순서 중 하나를 제공한다(Başar & 

Bhat, 2004). [그림 1-1]이 Harvey(1987) 가 제시한 항공 여행

객의 의사결정에 관한 도식이다.

Harvey(1987)가 제시한 항공여행객의 여행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도식은 이러한 선택의 한 가지 가능한 선택 위계구조에 대한 개념

적 틀로서 여행날짜, 목적지는 상위수준의 선택이고 항공사와 정확

한 출발시간, 공항접근수단은 하위수준의 선택이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 여행 목적지를 결정한 후 항공사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면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여행을 하기로 한다면 항공사 

결정이 여행 목적지 보다 우선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계적 도

식을 전제로 여행 의사결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정확히 이

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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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항공여행객의 여행의사결정과정

출처: Harvey(1987: 440)
 

한편, 여가 관광행동이 일상행동 혹은 일반 소비행동과 다른 것은 

그 행동이 일상을 벗어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일상을 벗

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전제되며, 따라서 관광행동은 일상의 패턴과 

다르게 나타난다. 일상의 소비자와 여가 관광 장면의 소비자가 어떤 

다른 기제를 지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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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상 소비자행동을 연구하여 온 기존의 관점은 주로 인지적 

소비자, 정보처리자, 경제적 합리성을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간주

하는 경향이 있다. 충동구매와 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이성

적 소비행동도 가정되지만, 그야말로 간헐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으

로 간주될 뿐이다. 반면 여가 관광행동에서는 일상의 합리성 대신에 

감성지향적 소비자라는 전제를 우선한다. 일상탈출을 의미하는 바, 

일상에서 지배하는 행동의 기제가 역전되는 것이다(고동우, 2013).

이러한 역전에 대해 고동우(2013)는 “이성지배자로서 관광 소비

자를 고려하는 것보다 감성지배자로서 관광 소비자를 고려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객의 여행 상품 구매와 관련

하여 감성지배자로 간주하는 것이 해외 여행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해외여행 의사결

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성지배자로서 여행객을 간주할 때의 한계

와 반대의 한계에 봉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어디를 갈

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에어텔 상품의 리조트 사진을 보고 

왠지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에 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여행 

목적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

한 뒤 모든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 가장 싼 상품을 고르기

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가장 싸지도 않지만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단골 대형항공사와 같은 그룹 소속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순한 예를 떠올

려보아도 여행객을 ‘이성지배자’또는 ‘감성지배자’라는 이분법

적인 틀에 의해 규정하고 그들의 의사결정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면 

해외여행 의사결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학이나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무분별하게 해외 

여행객의 여행 상품 구매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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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여가관광의 독특한 기제를 찾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기제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아상블라주(assemblage)적 사유’이다. 이것은 ‘이성’이냐 

‘감성’이냐 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의한 즉 동일성을 전제로 

한 차이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이분법에 의해 포착할 수 없는 차이

와 다양성을 사유할 수 있다.

아상블라주란 무엇인가?  아상블라주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들뢰즈

와 가타리가 『앙티오이디푸스(Anti-Oedipus)』(1972)와 『천개

의 고원(A Thousand Plateaus)』(1980)에서 제시 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Muller, 2015). 아상블라주는 “새로운 배치”를 의미

한다(강신주, 유투브강의). ‘새로운 배치’란 있음에 있음이 더해

져 생성된다. 새로운 배치가 아상블라주다. 따라서 아상블라주는 창

조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그 예를 찾

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샤워를 하다가 욕조에 들어가 몸을 불리고 

뒤이어 각질을 제거한다면 새로운 배치가 생성된 것이다. “샤워+

각질 제거=새로운 배치(목욕),”목욕 아상블라주가 생성된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분석에 필요한 통계모형에 대한 학습, 주제와 관련된 세미나 참석,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학습 등 등 여러 기초적인 연구 활동에 뒤

이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프로포절 발표를 한다면 새로운 배치

가 생성된 것이다. 이것을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아상블라주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박사논문 발표회를 가진다면 박사논문 발표라는 

새로운 배치가 생성되고 뒤이어 이를 수정․보완하여 논문 심사를 받

으면 논문 심사라는 새로운 배치가 생성되고 최종적으로 집필을 완

성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게 되는 것도 새로운 배치가 생성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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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작성 과정의 각 각의 단계들이 새로운 배치로서 아

상블라주가 되고 학위논문작성과정전체를 한 개의 배치로 본다면 

그 연구자의 기존의 연구 상태 또는 앎의 상태에서 박사학위작성 

연구 활동이라는 배치가 더해져 박사학위논문작성이라는 새로운 배

치가 생성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새로운 배치 즉, 아상블라

주다. 여행에 가용할 수 있는 소득, 시간, 해외여행 욕구, 동기 등이 

있고 여기에 해외여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더해서 새로운 배치 

즉 해외여행 여부 의사결정 아상블라주가 생성이 된다. 이후에 어느 

국가로 갈지의 의사결정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배치인 여행국가의사

결정이라는 아상블라주가 생성이 된다. 이와 같이 숙소에 대한 의사

결정, 현지 교통수단, 여정, 항공사 등등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더해

지면서 새로운 배치, 여러 가지 아상블라주가 생성되는 것이다. 하

위 의사결정들로 구성되는 전체 해외여행의사결정도 하나의 새로운 

배치로 아상블라주이다. 

아상블라주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양체

(multiplicity)이다(들뢰즈, 가타리, 1980). 따라서 다양체에는 복수

(複數)로서 여럿이 존재하고 이 여럿이 뭉쳐서 주름져있다. 주름이 

지는 것은 압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여러 개가 있으므로 압력이 

자연스럽게 작용한다. 들뢰즈와 가타리(1980)는 다양체를 수목형 

과 리좀형으로 구분한다.

거시적 다양체인 수목형 다양체들은 “외연적이고 가분적이며 몰

(mole)적인 다양체들이고, 또한 통합 가능하고 총체화 가능하고 조

직화 가능한 다양체들”이며, 반면 미시적 다양체인 리좀형 다양체

들은 “분자적이고 내포적/강도적이며, 분할되면 반드시 본성이 바

뀌어 버리는 [지속하는]입자들 및 다른 다양체에 들어감으로써만 

변이하는 ‘거리들’에 의해 구성되는 다양체들”이다(들뢰즈, 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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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980)

“세계의 중심을 상정할 때, 존재론적 근원을 상정할 때, 세

계는 선형적으로 배열된다. 사물들은 근원과의 유사성을 준거

로 평가되고 위계화된다. 근대적 사유에 이르러 이 거대한 위

계적 건축물은 와해된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에 선험적 주체

를 놓을 경우 다시 세계는 원형적으로 배열된다. 사물들은 인

간을 중심으로 방사선상으로 늘어서게 된다. 현대적 사유에 

이르러 이제 이 중심에는 금이 가고 방사선 구조의 여기저기

에서 누수(漏水)가 일어난다. 이제 세계는 어떤 중심도 없는 

장(場)으로서, 관계들이 생성되어가는 면(面)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물들 사이의 관계가 고정될 경우 이제 이 관계는 전

통 사유에서 실체가 차지하던 위상을 대신 차지하게 된다. 고

착화된 관계-망 위에서 우리의 삶이 얼어붙는다. 오늘날의 사

유에 이르러 법칙으로서 고착화된 관계들은 끊어지고 갈라지

고 교차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물들 사이에서 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다. ‘사이들’은 늘 변해간다. 벌어진 카오스

에서 코스모스가 형성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해체되기

도 한다. 카오스모스. ‘그리고’를 세우는 것, 삶의 역동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리고’를 세우고 변형시키고 해체하는 

것, 고착화된 차이들에 생성을 도입하는 것, 우리 시대의 사유

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모든 생각들은 

‘리좀’(rhizome)이라는 개념에 집약되어 있다”(이정우, 

2008).  

위의 글은 『천의 고원』에 나타나는 아상블라주를 핵심으로 하는 

다채로운 개념들에 대한 이정우(2008)의 해석이지만 이는 해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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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의사결정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사

고방식을 보여준다. 기존의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의한 차이와 다양

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포착할 수 없는 차이와 다양성

을 사유할 수 있다. 즉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차이는 동일성을 전

제로 한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심리적․생물학적 정체

성이 일치한다는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심리적 정체성과 

생물학적 정체성이 다른 경우라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기에는 무

엇이 우월하고 열악하다가 없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 이다.  이것

은 기존의 이분법에 의해 포착이 되지 않는 차이이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해외여행 의사결정도 감성 또는 이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포착될 수 없는 의사결정 규칙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따라 해외여행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대신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서 아상블라주적 사유에 의해 

해외여행 의사결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아상블라주는 다양체이기에 최소한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

다. 그것은 관계적, 생산적, 이종적이며,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역

동성이 일어나며 욕망적이다는 점이다(Muller, 2015). 또한 아상블

라주는 선(=계열)을 구성요소로 가진다(이정우, 2008). 이러한 아

상블라주의 개념적 특성은 분석도구가 된다. 소비자로서 해외여행객

이 여행준비단계에서 여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관한 

경험이라는 바다에 이 분석도구는 실천적 지식이라는 물고기를 잡

는 그물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적 특성

의 구체적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순서도나 알고리

즘과 같은 해외여행객의 여행의사결정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실천적 지식을 건져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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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석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아상블라주의 개념적 특성이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대연구주제). 이것이 대연구주제로서 제

5장의 내용이 된다. 이를 위하여 심층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여

행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한다. 그러나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을 파악

할 수 있는 대규모 조사 자료는 부재한다. 사실상 대규모 조사 자료

를 생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소수의 인터뷰자료를 분

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편향된 해석을 하기 쉽다. 그에 따라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하다.

[그림 1-2]는 실제 연구가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연구의 틀이다. [그림 1-2]에서 우측 소연구주제 1, 2, 3

은 전체 연구의 논리적 전개에서 대연구주제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적 장치이다. 소연구주제 3 

해외여행 유형별 의사결정 특성은 심층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한 제5장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적 특성이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개별 

단위 여행의 수만큼 다양하고 각 각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난해하다. 유형화는 이렇게 다양한 것을 그

것의 성질이나 특징을 공통적인 것끼리 묶음으로서 보다 설득력있

고 쉽게 제5장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소연구주제 2 해외여행 트렌드는 해외여행 유형화를 위한 분류기

준을 제공한다. 해외여행의 트렌드는 개별 단위 해외여행의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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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회적 배경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유형화를 위한 객관적인 분

류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트렌드는 그것의 시대적 흐름 위에 형성된다. 특히 해외여

행은 관련된 제도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현재

의 해외여행 트렌드와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계획의 의사결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소연구주제 1은 해외여행의 질적 양적 추이와 관련 제도

와 환경이 된다.

정리하면 제5장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적 특성을 규명

하기 위하여 제4장 제2절의 해외여행 유형별 의사결정 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제4장 제1절은 해외여행 유형화를 위한 분

류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3장 해외여행의 질적 양적 추이 및 관

련 제도와 환경은 제4장 제1절 해외여행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행되는 작업이다. 전체적인 연구의 구조는 

거시적인 것에서 점차 미시적인 것으로 작아지는 나선형적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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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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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자료

(1) 방법론

분석내용별 적용한 방법과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1> 연구 내용별 자료 및 방법

분석 내용 자 료 방 법

해외여행의
질적 양적 추이
　

관광지식정보(www.tour.go.kr) 기술통계(표, 그림)

항공여객이동특성조사  (2018) 　

해외여행관련제도 신문기사, 세미나자료,  행정자료 　

해외여행 트렌드 중앙일보해외여행관련기사(2017~2019) 빅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유형 심층면접자료, 연구논문
질적 연구
(주제별 분석)

아상블라주적 특성 심층면접, 신문기사, 연구논문 질적 연구
(미시분석,근거이론)

해외여행의 질적 양적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광지식정보

(www.tour.go.kr)의 국민여객이동조사자료 및 항공여객이동특성조

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제값과 비율(%)등의 분포를 표와 그림로 

작성하여 그 결과들을 기술하였다. 해외여행 관련제도는 약 20년 

전에서부터 현재까지 해외여행 관련 여러 일간지의 신문기사와 국

토교통부 보고서 및 보도자료, 관광과 항공 관련 심포지엄이나 세미

나에서 교부한 자료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해외여행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앙일보 해외여행 관련 기사

중 2017년1월1일~2019년12월31에 해당하는 최근 3년간의 기사

를 사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방법(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적용하여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외여행 의사결정 유형별 의사결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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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 별도로 행한 17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

료를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중 하나인 주제별 분석을 행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 목적인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

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외여행 의사결정 유형별 의사결정 특

성에 사용된 동일한 심층면접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상블라주를 도

출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미시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아상블라주적 특성 및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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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 참여자 선정

1)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 내의 모든 사

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준거적 선택을 통해 연구사례를 선정

한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현장과 개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적 표집보다 준거적 선택이 더 적절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모집단의 특성과 분포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② 표집범주(예, 풀과 채소)사이에 자연적 경계가 없거나 불분명

할 때

③ 연구자가 각 표집 범주에 고루 접근할 수 없을 때

④ 표집 내부에 분포가 불규칙적일 때

⑤ 표집 내부에 예외가 많은 때

⑥ 하나 또는 일부 사례만 연구목적에 부합할 때

⑦ 일반화가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아닐 때

본 연구는 ①, ③, ⑦의 경우에 해당되어 준거적 선택이 더 적절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준거적 선택에는 세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누구를 연구에 참여자

로 선택할 것인가, 구체적인 표집추출전략의 유형은 무엇인가. 그리

고 연구해야 할 표집의 크기에 대한 결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이라는 행위 또는 과정을 경

험했던 사람이 연구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인터

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관련된 행위나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행을 다녀온 지 오래되면 그것

을 정확히 기억하여 생생히 진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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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면접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해외항공여

행을 경험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이들 중 누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할 것인가에 사용한 기준은 어

떠한 여행상품을 구입했느냐와 여행 목적지가 어디인가이다. 어떤 

여행상품을 구매하여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 개별 자유여행, 에어텔

여행, 패키지여행으로 여행상품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패키지여

행은 항공권, 숙박, 식사, 현지관광, 현지 교통, 가이드, 인솔자 등 

여행에 필요한 제반 요소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여행상품을 이용하

여 하는 여행이고 항공권, 숙박, 식사 등 여행을 구성하는 개별 소

재들을 여행객이 별도로 직접 수배하여 행하는 여행이 개별 자유여

행이다. 에어텔 상품은 핵심적인 여행 소재인 항공티켓과 숙박이 한 

개의 상품으로 묶인 여행상품으로서 여행일정의 작성, 식사. 현지 

교통 등은 여행객이 스스로 짜고 구매하는 형태이다. 패키지 상품 

구매 여행객은 여행 목적지, 여행시간, 숙박수준, 항공사 등에 대해

서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 의사결정은 여행사에 위임하는 형태라서 

최소한의 의사결정만 하는 되는 상황이다. 반면 개별자유여행은 여

행을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 선

택해야할 사항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상품이용여행을 구분하여 각 각의 여행의사결정을 보면 

여행의사결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여행목적지에 따라서도 여행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항공사, 숙박시설, 여행기간, 여행비

용, 여정 등 중요한 여행의사결정사항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가급적 다양한 여행 목적지가 포함되도록 연구 참여

자를 선택하였다. 

표본추출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표집을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표집추출유형은 최대 변량 표집(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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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sampling)방식이다. 최대 변량 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접근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사전에 참여자나 현장을 선별하는 몇 몇 기준을 정하고 

그들 중 기준에서 가장 차이가 많은 현장이나 사람들을 고르는 방

식이다. 이 접근은 연구자가 연구 초기에 차이를 극대화하여 연구 

결과가 차이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가능성(질적 연구의 이상적 

모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여행객의 전반적인 의사

결정과정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 표집추출유

형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질적 연구에서 표집 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중 하나는 

소수의 현장이나 개인을 연구하는 것뿐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는 

현장이나 개인에 대해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

다. 질적 연구의 의도는 정보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다(Pinnegar & Daynes, 

2007). 표집의 크기를 얼마나 해야 할 지 즉 표집을 언제 멈추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범주의 포화도이다. 포화도(saturation)

라는 것은 범주의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데

이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예를 반복해서 보게 

됨에 따라, 연구자는 범주가 포화되었다는 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

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 의사결정흐름의 특성면에

서 다양한 사례가 수집되었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가 발견되

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면접 수행을 멈추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인터뷰한 여행의 기본적인 특성

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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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여행의 기본 특성

성별 나이 직업 동행자 여행  날짜 여행 기간 여행 국가/도시 여행 형태

여 50대 의사 딸 7/31수~8/8목 9일 이탈리아 패키지

여 50대 프리랜서 혼자 4/26금~5/4일 9일 미국동북부/인근캐나다 패키지

여 40대 전업주부 가족(4명) 4/26금~4/29월 4일 홍콩 패키지

여 50대 중등교사 아들,딸 20.1/4토~1/7화 4일 대만 패키지

남 20대 대학원생 혼자
7/11(목)~25
~7/25~28(일) 18일

인도네시아(발리)/태국(
방콕) 개별

남 20대 대학원생 친구(3명) 3/20(금)~4/7(월) 10일 미국(뉴욕,워싱턴) 개별

여 50대 인권평화활동가 친구(1명) 7/7(일)~7/21(수) 15일 르완다 개별

남 20대 대학원생 가족(3인)+지인(2인) 7/21(금)~7/23(화) 3일 일본(히로시마) 개별

남 20대 대학원생 친구(4명) 8/23(금)~8/25(일) 3일 일본(가고시마) 개별

여 40대 전업주부 가족(5인) 6/5(수)~6/8(토) 4일 홍콩 개별(+데이투어)

여 40대 직장인 친구(2인) 7/14(일)~7/19(금) 6일 베트남 달랏 에어텔

여 30대 대학원생 가족(2인) 6/24(월)~6/29(토) 6일 베트남 호이안(다낭) 개별

남 20대 직장인 혼자 2/15(금)~2/27(수) 13일 뉴질랜드 일주 개별(+데이투어)

남 20대 대학원생 동료(4인) 6/30(일)~7/3(수) 4일 삿뽀로, 아사히카와 개별(+데이투어)

여 20대 대학원생 가족(2인) 7/8(월)~7/16(화) 8일 영국 브라이튼, 런던 개별

여 20대 대학원생 친구(2인) 2/1(금)~2/12(화)
12일(2/4
~2/6 
설연휴)

미국 뉴욕 개별

남 20대 대학원생 혼자 19.12/30~20.1/21

동유럽(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슬로바키아,)-중동(
요르단, 이스라엘)

개별(+데이투어)

남 30대 대학원생 peer de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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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시점

(saturation point)에 이를 때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그 결과 총 

1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중 2명은 각각 2번의 인터

뷰를 하여 총 19개의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그 두 명은 인터뷰당시 

6개월 사이에 각 각 2번의 해외여행경험이 있었고 동반자수와 그 

관계의 측면에서 그 여행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각 여행에 대해 별

개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반자 관계나 동반자수에 

따라 여행의사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분석할 수 있다고 판

단되어 동일인임에도 별개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연구자의 지인과 지인이 소개한 사

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인터뷰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다. 사실 해외여행을 간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는 여러 가지 미디어로부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많이 

듣다보면 갔다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 명 보았다. 다양한 의

사결정의 면의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 모집을 광고하여 필

요한 조건에 맞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비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다.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확

인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이미 한 여행에 대해 갔다 왔다는 증거들

을 일일이 요구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

서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지인과 지인들

이 소개하는 사람들 중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음을 밝힌다.

2) 윤리적 고려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차 구두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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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으며, 인터뷰 직전 서명의 참여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다시 확

인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비밀보

장과 익명성과 함께 원할 경우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 진술의 

녹음에 대해서는 인터뷰 시작 전, 녹음 내용이 연구 목적으로만 사

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다. 녹음된 인터뷰 내

용은 전사할 때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주로 

이루어졌고 2020년 1월말과 2월초에 2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

터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과 인터

뷰할 여행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인터뷰 시작 전 준비된 간단한 설

문지에 참여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

된 본격적인 인터뷰는 도입, 전환 및 주요 질문의 순서대로 진행되

었으며 필요시 보조 질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하는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만들기 위하여 해당 문헌을 고찰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도출하였다. 면담 질문은 1) 여행의사결정개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2)전체 여행의사결정과정을 큰 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도입질문: 최근 6개월이내에 언제 어디로 여행하였습니까?

둘째, 주요질문: 

①개별의사결정사항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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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동기, 여행시간(날짜, 기간),여행목적지, 항공사, 숙소, 여행스

케쥴, 비용, 여행지에서의 교통수단 등에 대해 하나 하나 각 각 질

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②전반적의 여행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질문:

전체 여행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전체 여행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별의사결정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마무리 질문: 이야기하고자 한 것 중 하지 못한 것이나,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여행의사결정과정이 어떠한지를 구조적으로 조리있는 대답을 

얻기 위하여 개별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여 충분히 그

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 다음 전체 여행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먼

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차근히 진행되었던 순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정리된 답변을 얻기 위하여 개별의사결정사

항을 적은 카드를 준비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의

사결정이 진행된 순서대로 나열한 뒤 그 것을 보면서 전체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대답하도록 하였다. 

인터뷰의 진행은 연구자가 담당하면서 참여자의 구술 내용을 녹음

하였다. 인터뷰 중간 중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인터뷰는 보통 40분에

서 최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의 전사는 인

터뷰 당시의 주요 정보와 생생한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인터뷰 당

일 시작하여 3일 이내에 완료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인터뷰를 수행

하며 관찰한 사항과 면담 후 느낌을 기록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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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여기에서 언급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적 연구의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통적인 양적 연구의 연구평가 기준인 타당도와 신뢰도

를 질적 연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적 연구 학자들 간 이견이 

존재한다. Creswell(2010)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잘 기술한 결과의 정확성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타당성”이라

고 정의하면서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전략으로서 현

장에서 지속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관찰, 다양한 자료원에서 자료 확

보, 동료 검토, 부정적 증거의 측면에서 가설 검토하기, 연구자의 편

견 명시, 연구 참여자의 연구 결과 확인,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 외

부 감사를 제시하고, 적어도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할 것을 

권유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즉, 연구 결과의 진실적 가치

(truth-value)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최대한 배제하여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

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자료 분석에서 연구자 노트를 지속적으

로 기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

하였다.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구술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개념

과 문구, 하위범주 및 범주를 추출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자료 수집과 분석

의 모든 절차를 기록(audit trail)하였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 전 연구자의 사전지식과 선입견을 차단(bracketing)하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 노트에 성찰적 일지를 기록하여 중립성

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또한 지속적인 동료보고(peer 

debriefing)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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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 연구 검토

1. 관광목적지 선택 연구

여행객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목적지 선택, 항공사 선택, 여행사 선택, 숙소 선택 등이 그러한 

연구 주제에 해당한다. 목적지 선택은 일 회의 여행을 생각할 때, 

대륙과 국가 차원의 공간스케일로서 지역, 또는 국가나 도시 수준의 

목적지 선택과 이러한 공간 스케일의 목적지 선택이후 보다 낮은 

수준의 공간 스케일에서 여정의 구성과 같은 일련의 관광 목적지 

묶음과 같은 목적지선택으로 구분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모

두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다. 각 주제에 대하여 대표적인 연구를 

언급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여행의사결정과정은 다단계의사결정의 과정을 따른다. 이는 의사

결정에 이용가능한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여행 의사결정 프로

세스가 많은 하위결정과 함께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고, 구매 현장에서의 즉각적 결정과 

그 이후까지 계속된다. 여행자가 여행 여부, 여행지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여행해야 하는지, 체류기간, 얼마를 써야 하는지 등의 질

문에 답하는 것도 이러한 여행의사결정 프로세스 동안에 이루어진

다(Keshavarzian et al., 2017).

관광목적지 선택은 관광객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의 하나이다. 즉,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관광목적지가 선택된 후 일

어나기 때문이다(김병용, 2013). 관광 목적지 선택에 관한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여행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여행객의 행동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견지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목적지 

의사결정은 많은 하위 결정을 수반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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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광 목적지 선택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으로도 

여행객의 전체적인 여행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주제와 동향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론이나 자료도 연구 목적과 상호 밀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관광 목적지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로서 여행 전반에 걸친 여러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에 대한 이

해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관광목적지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국내외 연구결과를 집대성하는 

백과전서식의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각 분야의 이론

적 도달지점과 쟁점을 드러내고 현 단계에서의 연구의 최전선을 보

여주는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선행연구검토에 포함될 

영역을 어떻게 세분하는냐 하는 점이다.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자

원 등 기능 영역으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주요 토픽별로 세분할 

것인지, 혹은 사회학, 경영학, 심리학, 지리학 등 인접학문과의 관계 

내지 분과학문별로 구분할 것이지, 또는 대상사업별로, 예컨대 여행

사, 교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산업 영영별로 할 것이지 등이 그것

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의 목적은 선행연구들의 논쟁점과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이 무

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쟁점이 무엇인지 드러내

고 현 단계에서 연구의 최전선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1) 정량적 연구

관광 목적지 선택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중력

모형(gravity model)과 같은 집합적 접근 방법과 관광객들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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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추구, 선호 등의 연구를 개별 관광객의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개별적 접근방법(disaggregate approach)이 주류를 이루었다. 

집합적 접근방법(aggregate approach)은 관광객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편익과 분포를 집단으로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

는 것이다(지진호, 2000). 개별관광객들의 선택행위를 종합한 전반

적인 수요추세를 예측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목적이다.

집합적 접근방법은 사회 전체의 몰적 집합으로서 수요를 예측할 

수는 있었으나 마케터의 입장에서 개별 관광객의 구매행동을 충분

히 설명하기 어려워 마케팅 의사결정에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

계점이 있다(김병용, 2013). 이에 따라 개별 단위에서 관광객의 구

매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별적 접근방법에 바탕한 관광목적지 선

택에 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크게 관광 목적지 의사결정 과

정에 대한 일반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와 관광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여행 목적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모형 구축에 관

한 연구는 선택집합이론에 관한 것이다.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대상지를 후보군으로 정해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후보 대상지 숫자를 줄여 간다는 모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 

모델로는 Woodside & Lysonski 의 것(1989)과 Um & 

Crompton 것(1992)이 있다(Keshavarzian et al., 2017). 

Woodside & Lysonski(1989)은 여행자의 목적지 인식과 목적지 

선택의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개인이 고려하고 있

는 관광목적지 대상이나 선택된 목적지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

고 있다는 점과 관광목적지로 선택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상표군/대

상군1)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관광개발

1) 상기상표군 & 고려상표군: 상기상표군은 내적 탐색을 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상
표들 중 떠오르는 상표군을 의미하며 , 고려상표군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상표들 
중에서 외적 탐색을 통해 발견된 상표군에 상기상표군을 더한 것으로, 대안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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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잠재 관광객에게 고려대상군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관광

지가 매력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 잠재 관광객의 긍정적 감정

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Um & Crompton(1992)은 관광지 선택과정을 다섯 가지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관광지를 관광객이 알고 있는 인지 관광지군

(awareness set)과 비인지 관광지군(nonawareness set) 으로 구

분하고, 인지 관광지군을 다시 초기 고려대상 관광지군(initial 

consideration set)과 제외된 관광지군(excluded set)으로 구분한

다. 관광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 고려대상 관광지군에서 점차 

3~4개 정도의 관광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고려대상군에서 제외하는

데, 이를 초기 고려대상 관광지군과 구분하여 후기 고려대상 관광지

군(late consideration set)이라고 한다. 이 후기 고려대상 관광지

군을 환기상표군(evoked set)이라고 한다. 결국 최종 관광목적지는 

이 후기 고려대상 관광지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다.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목적지의 특

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Keshavarzian et al., 2017), 목적지 

이미지와 관광객의 자아개념과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Beerli et al., 

2007), 목적지 선택단계별 목적지 특성에 따라 여행객의 유형을 구

분한 (Karl & Schmude , 2017), 목적지 선택과정에 따른 선택기

준의 중요성 변화에 관한 연구(김성진·안건용, 1997; 지진호, 

2000), 목적지 선택에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asim et al., 2019)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 외에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에서 연구 저자별 목적지 선택에 관한 연구의 개요는 

<표 2-1 >에, 그 영향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는 <표2-2>에 정리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고려되는 상표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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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먼저 <표 2-1>는 관광목적지 유형, 자료, 방법론의 측면에서 선

행연구들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관광목적지 유형은 공간 규모로

서 구분하고 있고  자료의 유형은 이미 실행된 여행의 목적지 선택

에 관한 자료인 현시선호조사(revealed preference) 자료와 가상

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시나리오별 목적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한 자료인 잠재선호(stated preference)조사 자료로 구분하

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에서 어떤 자료를 더 선호하는

가에 대한 추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연구의 목적이나 가용한 자료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분석한 자료의 유형이 좌우된다. 통계모

형의 유형을 보면 Rugg 의 연구(1973)를  제외하고 로짓계열의 

모형을 이용하여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 있

다.

<표 2-2>는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된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목적지의 특성, 여행자 변수, 여행 특성으로 분류된다. 이

는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목적지의 특성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목적지에 대한 선호가 다르며 

여행의 특성에 따라서도 목적지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

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집합적 접근방법이나 개별적 접근 방법 모두 실증

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을 구조라 가

정하고 관광객 행동에 관련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발견하여 

관광객 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관광객 행동의 일반 법칙을 정립하

고자 하였다(김병용, 2013).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연구들은 

사실, 관찰, 실험 등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

서 관광객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과정과 같은 복잡한 현상은 밝히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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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과 Schmude(2017)은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목적지 선택에 있어 리스크 특히 리스

크 인식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대다수가 관광객의 특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관

광객 및 목적지 속성을 모두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

림 2-1]이 그 모형인데 이전의 연구가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이 모형은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또한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는데 의

미가 있다. 

 



- 29 -

<표 2-1> 목적지선택 선행 연구 개관

저 자 목적지 유형 자료유형 모 형

Rugg   (1973)    해외 여행 국가  RP   Least squares regression   

Haider and  Ewing (1990)   해외 여행 국가  SP   MNL   

Morley (1994)   해외 여행 국가  SP   Binomial – logit or probit

Huybers and   Bennett (2000)  해외 여행 국가  SP   MNL   

Huybers   (2003b)    국내 여행 목적지 (호주)  SP   NL   

Huybers   (2003a)    국내여행 목적지(호주) SP   NL   

Nicolau and   M�s (2006)   국내여행 목적지(스페인) RP   RCL   

Lyons, Mayor,   and Tol (2009)  해외 여행 국가  RP   Conditional logit   

LaMondia et   al. (2010)    해외 여행 국가  RP   Joint MNL   

Oppewal et   al. (2015)   국내여행목적지(호주)   SP   MNL   

Hsu et al. (2009) 국내여행목적지(대만) SP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Cinά (2012) 국내여행목적지(남아공) SP Conjoint analysis

주의: MNL =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NL =네스티드로짓모형(Nested Logit); RCL = 랜덤코이피션트로짓모형Random 
Coefficient Logit); RP =현시선호조사( revealed preference); SP = 잠재선호조사(stated preference). 

출처:  Keshavarzian, P. et al (2017: 550)에 일부 자료 추가하여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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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목적지 선택 결정 요인 

구분 요소 연구물의 수

목적지 특성 기후인자 5

숙박비 4

혼잡도 4

목적지 생활비 3

명소 유형 2

활동의 다양성 2

숙박시설의 크기 1

자연매력의 희귀성 1

숙박시설의 품질 및 범위 1

숙박시설과 관광지와의 근접성 1

국립 박물관 수 1

숙박시설 위치 1

행사 또는 축제 1

대상 영역 크기 1

환경조건 1

　 공항의 가용성 및 근접성 1

여행자 변수 소득 10

연령 7

감정적 연관성 5

교육 5

성별 5

혼인여부 3

　 어린이 동반 2

여행 특성 총여행비용 12

교통비 7

이동시간 또는 거리 5

계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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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eshavarzian, P. et al (2017: 550) 

관광객 특성

-개인적 특성
-국적/문화적 배경
-사회 인구학

리스크 인식

안전 & 보안 상

목적지 특성

-실제 리스크 상황

교환된 정보

-미디어의 묘사
-미시적 환경
-’객관적’ 정보

관광객 경험

-리스크 경험
-해외여행 경험
-사전 방문

-여행 목적지

-여행 교통 수단 (이동, 거리)
-여행 조직
-여행 기간
-여행 스타일
-여행 비용

여행 결정

[그림 2-1] 관광목적지 선택과정과 리스크 역할에 관한 모형

출처: Karl & Schmude (2017: 149)

여행 기간 2

여행 목적 1

　 항공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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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분석과 질적 연구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와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관광현상은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데 있

어 패턴이나 관계구조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시스템의 구

조적이고 동적인 특성들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네트워

크분석 방법은 최근에 와서 관광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Piazzi et al., 2011). 관광객 그룹들 간의 관계, 관광목적지 이해

관계자들 간의 관계, 관광기업 혹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웹연결성 

등과 같이 관광에서의 다양한 관계 구조를 알아내는 데 적용될 수 

있다(Tran et al., 2016).

관광목적지 선택과 관련한 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한 주제는 관광목

적지내에 이동패턴에 관한 연구이다.  Leung et al.의 연구(2012)

는 베이징에서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이동패턴을 분석하였다. 유명한 

전통적인 관광명소와 베이징 중심도시지역에 이동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D’Agata et al.의 연구(2012)는 시칠리아(Sicily)에

서 관광객들이 선택한 중심 지역과 주요 경로의 위치를 분석하여 

관광 모빌리티의 공간적 분포를 지도화하였다. 박득희 외 3인의 연

구(2015)는 방한 외래 관광객의 서울․경인지역 관광목적지 네트워

크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간 상위 목적지들이 상이하고 세부 목적지 

네트워크 내의 핵심 목적지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행동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규칙에 대한 자세한 이

해가 필요하지만 관광목적지 선택에 관한 양적 연구는 의사결정규

칙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였다. Li et al.의 연구(2017)

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관광객이 목적지를 선택할 

때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속성을 평가하는 비인지적 접근

과 같은 의사결정규칙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방법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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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Li et al.의 연구(2017)는 하나의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규칙에 

의해서만 관광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는 관광연구에 한계를 

부여한다고 역설한다. 즉 관광소비자 행동의 전통모형에서 암묵적으

로 전제되는 경제적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광의 상황에서는 

선택과정의 상황과 개인차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로

짓계열의 선택 모형, AHP모형, 컨조인트 분석 등 양적 연구 방법은 

인지적 접근에 바탕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반하고 있고 소비자의 이

질성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다양성을 분석한 질

적 연구로서 Li et al.의 연구(2017)와 다른 측면의 연구가 있다. 

여행 의사결정 과정은 ‘다단계’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전제된

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는 의사결정자는 어떤 고정된 순서를 따

라 하위 단위 의사결정이 진행된다(Keshavarzian et al., 2017). 

그러나 최근 이러한 패턴이 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Keshavarzian et al.,의 연구(2017)는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

에 있어서 감정적 요소와 신체적 요소와 같은 다양한 요소 중요성

을 보여주기 위하여 심층 면담자료를 이용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

(George Kelly’s RGT)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객이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행계획과정에 관한 새로운 패

러다임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여행을 하기로 결정한 후 목적지 선택 이후 항공권 

티케팅을 하는 것으로 고정 관념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여행

객의 경우 프로모션 되는 할인 항공권이 있는지를 먼저 탐색하고 

그것이 자신의 상황과 적절히 부합되어 항공권 티켓팅을 함에 따라 

여행 목적지 결정이 자동적으로 후순위로 결정하는 패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Keshavarzian et al., 2017). 즉 여행계획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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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여행이 가능한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항공권

을 판매되고 있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행동이 가능한 배경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여

행객이 전통적인 여행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 채널과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Jacobsen & Munar, 2012)

와 연결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르는 여

행객의 수가 오픈스카이정책과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이

용증가와 그에 필수적인 환경의 빠른속도로의 개선에 따라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있다는 점에 입각해서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Keshavarzian et al., 2017). 

관광 목적지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대다수 연구는 양적

연구로서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의사결정패턴과 다른 양상이 항공정책과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 새로운 흐름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목적지 선택연구에서 새로운 흐름을 포함

한 의사결정과정의 다양성을 포착할 수 있는 더 많은 질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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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상블라주 관련 연구

(1) 아상블라주 개념 및 특성

아상블라주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들뢰즈와 가타리가 『앙티오이디

푸스(Anti-Oedipus)』(1978)와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1980)에서 제시 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Muller, 

2015). 영어 assemblage(배치)는 불어 agencement을 번역한 것

이다. 한국지리학계에서는 이를 아상블라주라고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행위능력(agency)에 대한 주관적 개념을 제거

하는 작업에서 아상블라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Mṻller, 2015)

“그것은 수많은 이종적 조건으로 구성되는 다양체

(multiplicity)인데 이것은 다양한 특성들-즉 나이, 성, 통치

(reigns)-을 가로질러 그들 간의 연결(liaisons), 관계

(relations)를 수립한다. 그래서 아상블라주(assemblage)의 유

일한 단위는 공동 기능하는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공생

(symbiosis)이며, 동조(sympathy)이다. 그것은 분파

(filiations)라기 보다는 동맹(alliances), 합금(alloy)이며, 세습

(successions) 또는 혈통(lines of descent)이 아닌 전염병

(contagions), 유행병(epidemics), 바람(wind)이다.”(Deleuze 

and Parnet, 1987)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아상블라주는 다양체이다. 다양체

(multiplicity)는 많은 것들(multi)이 뭉쳐서 주름(pli)을 만든 것이

다. 아상블라주(assemblage)의 어원이 주름이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성에꽃이 형성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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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적당한 온도, 사람들의 호흡 등의 결합에 의한 생성이다. 그러

므로 성에꽃(아상블라주)은 다양체(multiplicity)이다. 수분, 차가움, 

사람들의 숨결 등의 배치에 의해서 성에꽃이 생성된다(강신주, 유투

브강의). ‘아상블라주’란 있음에 있음이 더해져 생성된다. 즉, 있

음+있음=새로운 배치. 배치가 아상블라주이다. 

따라서 다양체에는 복수(複數)로서 여럿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 여

럿이 겹쳐있다는 점이 핵심적 특성을 이룬다. 이러한 다양체의 복수 

성(複數性)이 아상블라주의 기본적 특성들을 형성한다. 

아상블라주는 다양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래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갖는다.(Muller, 2015).

첫째, 아상블라주는 관계적이다. 아상블라주는 새로운 전체를 형

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다양한 개체들의 배열이다. 이러한 관계는 

결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며 우연적이다. 이는 관계의 외재성

(exterior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계의 외재성은 두 가지를 의

미한다. 첫째, 이것은 대상들(인간, 물체 등)이 그 대상들 간의 관계

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분들의 속성들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아상블라주는 생산적이다. 아상블라주는 새로운 영역적 조

직, 새로운 행위, 새로운 표현,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실체를 생산

한다. 아상블라주는 모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상블라주는 이종적(異種的: heterogeneous)이다. 아상블

라주에는 어떤 것들(사람, 동물, 사물, 아이디어 등)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지배적인 개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상정(想

定)(assumption)이 없다. 따라서 자연 대 문화라는 이분법을 지양

(止揚)하는 사회-물질적(socio-material)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아상블라주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sation: 가변적인 상태, 

정의되지 않은 정체성 )와 재영역화(retarritorialisation: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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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고 안정된 정체성)의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탈영역

화/재영역화는 아상블라주의 중심축이다. 즉 아상블라주에서 재영역

화된 가장 자리는 안정화되고, 나중에는 탈영역화의 최첨단이 안정

화되어가는 재영역화된 가장 자리를 밀어낸다. 아상블라주가 출현할 

때는 아상블라주가 영역화하고 유지하지만 또한 지속적으로 돌연변

이를 일으키고 변형되며, 붕괴된다.

다섯째, 아상블라주는 욕망적이다(desired). 욕망은 본래부터 부

분적이고 파편화된 부분적 개체들을 지속적인 흐름과 결합시킨다. 

욕망은 결핍이나 결여된 것을 획득하기 위한 심적 역동이 아니라 

무의식적 에너지의 능동적 흐름이다. 들뢰즈의 욕망개념은 후기 프

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에 가까운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으로 물

질적 에너지의 흐름이다(전경갑, 1999, 231). 때문에 아상블라주는 

물질적(corporeal) 요소를 갖는다.

다양체로서 아상블라주는 이질적인 개체들이 임시적으로 또는 한

동안 일을 같이 하도록 정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행

위능력은 아상블라주의 각 구성원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리, 

즉 사물의 환경 또는 특정한 배열방식으로서, 이들을 통해 작용력과 

궤적이 부여되고 변형된다(Bennet, 2005). 아상블라주에는 미리 

결정된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개체들은 같은 존재론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계층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

계가 개체의 본성과 가치의 결과라기보다 이질적인 개체들의 조직

방식의 결과라는 것이다.(김숙진, 2017)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의 흐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코드

화 혹은 영토화, 억압과 통제를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욕망 특유의 

분열적 흐름을 탈코드화 혹은 탈영토화, 이러한 탈주의 흐름을 포획

하여 다시 억압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재코드화(recoding) 혹은 

재영토화(reterritorializing), 특히 강도 높은 억압과 통제를 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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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overcoding)라고 한다. 

‘코드’와 ‘영토’를 동의어처럼 사용하기도 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을 통제하는 규칙이나 규범은 코드로, 통제가 이루어

지는 환경이나 제도는 영토로 구별해 사용한다(전경갑, 1999, 

234~237). 김홍종(2021)은 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양상을 “극단적

인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빠르게 범용한 것이 되어간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평범하고, 중간적이고, 평상적인 것들이다.”고 설명한다.



- 39 -

(2) 아상블라주의 구성요소 및 유형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개체’는 ‘기계(machine)’라고 표현된

다. ‘기계’는 개별화된 모든 존재들을 가리킨다. 사람, 사물, 사건, 

개념 등 모든 것을 포괄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모든 기계들은 

욕망하는 기계들이다. 모든 형태의 기계들은 어떤 ‘힘’을 보유하

는 것, ‘생성’,‘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이정우, 

2008). 

들뢰즈와 가타리는 『안티오이디푸스』와 『천 개의 고원』에서 

만족을 모르는 자본의 욕망과 그것에 호락호락 호명당하는 인간의 

욕망을 문제 삼는다. 이 저작들은 진정한 욕망을 억압하고 헛된 욕

망만을 부추기는 자본의 생리와 자본의 욕망에 포획된 현대의 시대

상황을 파시스트적 억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통제와 억압에서 벗

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전경갑, 

1999).

욕망하는 기계, 기관 없는 신체, 기계적 흐름, 기계-기계 접속, 자

본주의 기계, 흐름을 생성하는 기계 등 생소한 용어들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 삶의 위협적 심각성

을 욕망의 속성에 주안점을 두어 비판할 때 은유적으로 사용한 용

어들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욕망은 상실된 대상이나 결핍에 의해 

작동되는 수동적 에너지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리비도의 

에너지이며, 정착을 싫어하는 유목적 흐름이며, 흘러도 얌전하게 흐

르는 것이 아니라 신들린 듯 흐르는 광기의 분열증적 흐름이고, 인

식주체의 의식과 무관하게 작동되는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에너지

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 표상체계에도 완벽하게 포획

될 수 없는 능동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뜻한다(전경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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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와 가타리는 프로이트나 라캉이 생각한 것처럼 아이의 욕망

이 어머니라는 전인적 인격체가 아니라 유방과 같은 ‘부분 대상’

에 투여된다고 보았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려는 욕

망이 아이의 욕망이라기 보다는 아버리로 상징되는 기성세대가 아

이에게 죄의식을 부과한 것이라고 본다. 즉 정신분석학의 오이디푸

스 이론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전경갑, 1999). 나의 욕망은 곧 사

회적 인과의 결과물이다. 어떤 개인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의 

존재성 자체가 사회적 우주적 인연의 산물이다(고미숙, 2020).

기계들은 서로 접속해서 선(=계열)을 형성한다. 그리고 여러 계

열들-선들이 관련 맺으면서 하나의 장(場)을 형성한다(이정우, 

2008). 선과 선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장(場)이 바로 아상블라주이

다. 예를 들면, 교수-학생-직원 등으로 구성된 선, 교재-노트-강

의 내용 등으로 구성된 선, 기타 다른 여러 선들이 장(場)을 형성할 

때 강의라는 아상블라주가 성립된다. 

아상블라주는 선들 외에 또 하나의 핵심 구성 요소인 속도들로 이

루어져 있다. 속도는 개체들이 접속되어 형성되는 선에서 발생되는 

흐름에 의한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속도를 의미한다. 들뢰즈 

와 가타리는 모든 변화의 핵심은 속도에 있다고 본다(이정우, 

2008).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의고원에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개념화하는

데 경직된 선, 유연한 선, 탈주의 선으로 구분한다(전경갑, 1999). 

 첫째, 경직된 선은 표준화되고 고정된 정체성을 구성하는 몰적 

선이다. 욕망의 흐름을 코드화하고 영토화하는 선, 기존의 사회질서

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특유의 선택과 배제로 억압적 권력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둘째, 유연한 선은 제도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에 균열이 생

길 때 느끼는 분열성이다. 안티오이디푸스에서는 분열적 흐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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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인 것으로 동일시했으나 천의고원으로 넘어오면 분열적 흐름

을 탈영토화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봉쇄하고 경직된 

선으로 회귀하는 재영토화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중적 상태로 개념

화한다. 즉 유연한 선은 경직된 선과 탈주의 선 사이에서 동요하는 

위치이다.

 셋째, 탈주의 선은 극단적으로 탈영토화되고 탈코드화된 흐름을 

상징한다. 사회구조, 질서를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접속을 추구하는 욕망의 능동적 에너지를 탈주의 선이라 한다. 다만 

탈주의 선은 창조적일수도 있고, 파괴적일수도 있다. 

다양체에는 분절선, 분할선, 지층, 영토성 들이 있다. 하지만 도주

선, 탈영토화 운동, 지각 변동(=탈지층화)운동들도 있다. 이 선들을 

좇는 흐름이 갖는 서로 다른 속도들 때문에, 다양체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고 엉겨 붙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속되거나 단절된다. 이 모든 

것들, 즉 선들과 측정 가능한 속도들이 하나의 아상블라주를 구성한

다. 즉 선과 속도는 아상블라주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하나의 

아상블라주는 다른 아상블라주와 연결․접속되어 있고 다른 기관 없

는 몸체들과 관계 맺고 있을 뿐이다(들뢰즈와 가타리, 1980). 다양

체는 연결접속들을 늘림에 따라 반드시 본성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

데, 아상블라주란 이러한 다양체 안에서 차원들이 이런 식으로 불어

난 것이다(들뢰즈와 가타리, 1980).

들뢰즈와 가타리(1980)는 다양체를 수목형 다양체와 리좀형 다양

체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는 수목 형의 다양체와 리좀 유형의 다양체를 구별한

다. 거대-다양체와 미시-다양체. 한쪽에는 연장적이고 나눌 수 

있고 몰적인 다양체가 있다. 이 다양체는 통합될 수 있고 총체

화될 수 있고 조직화될 수 있으며, 의식적이거나 전의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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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에는 무의식적이고 리비도적이며 분자적이고 강렬한(=

내포적) 다양체가 있다. 이 다양체는 나누어질 때마다 본성이 

바뀌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변할 때마다 다른 다양체 

속으로 쇄도해 들어가는 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턱에서, 또

는 문턱 저편에서, 또는 문턱 이편에서 서로 소통하고 넘나들면

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거리들로. 이 후자의 다양체의 

요소들은 입자이며 그것의 관계는 거리이고 그것의 운동은 브라

운 운동이며 그것의 양은 강렬함들, 강렬함의 차이들이다. 다양

체는 연결접속들을 늘림에 따라 반드시 본성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아상블라주란 이러한 다양체 안에서 차원들이 이런 식

으로 불어난 것이다. 리좀에는 구조, 나무, 뿌리와 달리 지정된 

점이나 위치가 없다. 선들만이 있을 뿐이다.”(들뢰즈와 가타리, 

1980)

수목형 다양체와 리좀형 다양체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수

목형과 리좀형 다양체는 상관적 정도(correlative degree)를 형성

한다. 두 양상은 어떤 두 생성방식이다. 두 유형의 이해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개념에 가치론적 이분법을 투영하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

들의 ‘추상적 구분’에 가치론적 이분법을 투영할 경우, 세계는 어

느 한 방향으로만(리좀의 방향으로만)치달아야 한다는 위험한 결론

에 이르게 된다. 두 공간은 추상적으로는 구분되나 구체적으로는 섞

여 있다(이정우, 2019).

“두 공간은 사실상 서로 뒤섞인 상태로만 존재한다. (...) 어떤 

경우에 우리는 사막까지도 조직한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확장

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사막이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은 동시

에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상의 혼합은 두 공간 사이의 권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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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상적 구분을 가로막지 않는다(들뢰즈와 가타리, 

1980)”

“[홈패인 공간을 지향하는 ]다수자 과학은 끊임없이 소수자 과

학의 영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매끄러운 공간을 지향하는]

소수자 과학도 고도의 과학적 요구에 직면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진보는 홈 패인 공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모든 생성은 매끄러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고”(들뢰즈와 가타리, 1980)

이상에서 아상블라주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유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즉 아

상블라주는 첫째, 다양체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5가지 특성을 갖추

고 있으며 둘째, 선과 속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아상블라주이다.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

라주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의 첫 번째 특성인 다양체로서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특징이 어떻게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

주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는지와 두 번째 선(계열)과 속도라는 두 가

지 구성 요소에 의한 아상블라주의 역동성이 해외여행 의사결정에

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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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공간 분야 아상블라주 관련 연구

1980년대 후반 재현과 의미에의 과도한 초점에 대한 반동으로서 

아상블라주적 사유와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이 인문지리학에 도입되

었다(Muller and Schurr, 2016).  아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지리

학적 연구들은 이 개념 또는 개념에서 파생되는 그 특성들이 지리

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 적용 가능

성이나 방향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한 연구와 그러한 가능성

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연구들로 대별할 수 있다. 아상블라

주 개념을 적용한 지리학적 관점의 연구는 현재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향후에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

하고 아직 제한적 주제에 한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양은 상

대적으로 많지 않다.

 아상블라주의 개념을 소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적용가능한지에 대

한 지리학적 함의에 대한 연구로는 Anderson et al의 연구(2012), 

McFalane의 연구(2009), Mṻller의 연구(2015), 박배균의 연구

(2010), 김숙진의 연구(2016), 이보아의 연구(2018) 등이 있다. 

Anderson et al의 연구(2012)는 아상블라주적 사유가 구성과정에 

초점을 두는 경험적 리얼리즘임을 강조하면서 사회-공간이론에 

‘관계적 사유’가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McFalane(2009)은 사회운동에서 공간과 권력을 개념화하는데 아

상블라주 개념이 유용함을 주장한다. 아상블라주개념이 관계적 위상

학으로서 사회운동에서 어떻게 공간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실천

(practices)을 구축하는지를 이론화하는데 유용함을 역설한다. 

Mṻller(2015)는 아상블라주적 사유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비교하고 이러한 사고가 현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의 함의가 무엇

인지를 제시한다. 공간과 에이전시를 보다 과정적이고 사회-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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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사유함으로써 권력-정치-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게 

한다. 이들 관계는 아상블라주 개념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의 접목을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김숙진(2016)

의 연구는 아상블라주 개념을 푸코의 장치개념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비교하여 개관하고 이들 개념들이 지리학에 대해 가지는 함

의를 논하였다.

박배균(2010)은 들뢰즈 철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장소 마케팅이 영역화를 지향함으로써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

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서 장소는 복잡한 권력 관계속에서 

사회, 정치, 문화적 과정에 의해 구성된다는 들뢰즈 철학과 상통하

는 견해를 주장한다.  이보아(2018)은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 이쓔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상블라주적 사유가 전

환의 과정과 에너지 전환 개념자체를 이해하는데 유용함을 주장한

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아상블라주 개념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Muller and Schurr의 연구(2016)는 사회-물질의 관계의 세 가지 

핵심 프로세스 즉, 안정화, 변화, 정동(affect)을 이행하는데 있어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ANT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잘 이해될 수 있

음을 사례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McFalane(2011)은 아상블라주 개념이 도시 연구에서 어떻게 개

념화될 수 있고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보여

주었다. 즉 아상블라주 개념이 도시를 주거의 과정으로서 개념화하

고 도시의 공간성을 과정적, 관계적, 이동적이며 불평등함을 인식하

는데 유용함을 주장한다. 

최병두의 연구(2017)의 초국적 노동이주 연구에 아상블라주 개념

을 적용하여 이주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자리, 가정, 국가 개념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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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아상블라주 사유를 지리, 공간적 연구분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는 ‘과정’과 ‘관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아상블라주 개념은 도시, 지역, 공간, 장소에 대한 개념규정에 있어 

또 그것의 개발 방향에 있어, 지리, 공간적 개념이 고정된 무엇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에 관여하는 에이전시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즉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수목형적 사고를 배격하

고 리좀적 사고를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아상블라주적 사유는 도시 연구나 장소 마케팅과 같은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상블라주적 사유의 가치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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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학분야의 근거이론 연구

근거이론을 이용한 관광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연구 주제중 하나는  관광 경험이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에 대한 관광 경험 과정과 경험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하

여 규명하고자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이다. 여기에는  변찬복(2012)의 해외배낭 여행객의 관광경험에 관

한 연구, Matteucci & Filep(2017)의 플라멩고 춤 체험에 관한 연

구, Pavelka & Draper(2015)의 어메니티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

의 경험에 대한 연구, Zhang et al. (2017)의 중국인 해외 배낭여

행객의 아이덴티디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관광 경험의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관광 경험을 하

는 과정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근거이론을 이용한 관광 연구의 중요한 특성은 계량화 할 수 없는 

특성들을 포착한다. 김철원․오정학(2011)의 연구는 중국인 해외여

행객이 한국여행에 대한 제약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근거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 분야에서 근거이론을 이용한 연구

가 아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근거이론에는 다

양한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버전의 근거이론에 의지하

여 대다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거이론의 버전별

로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연구

가 있다(Matteucci & Gnoth, 2017) <표 2-3>은 근거이론의 버

전별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존재론이나 

인식론적 차이는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버

전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헌연구를 하는 시점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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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버전 모두, 문헌 연구가 자료 분석 전(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양적 연구와 달리 자료 분석 시작 전(前), 중(中), 후

(後)(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와 샤마즈의 근거이론) 또는 자

료 분석 후(後)에 수행된다. 이는 자료에서 어떤 선입견없이 발견되

는 것을 찾고자 문헌연구를 거의 완전히 끝내지 않고 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실 연구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

혀 없는 상태에서 자료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글래이

저의 근거이론에서와 같이 자료분석전(前)에 문헌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서조차 사실은 연구자의 무의식에 이전에 획득한 연구 

주제와 관련한 상식이나 지식, 정보 등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도 최

대한 사전에 어떤 이론적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료에 접근함으

로써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지식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장치이다. 

비록 자료 분석이전에 문헌 연구를 일부 진행하는 스트라우스와 코

빈의 근거이론과 샤마즈의 근거이론도 너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것은 연구 경험이 많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자칫 어떤 맥락이 있는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

문에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일 뿐이다. 그 근

본 의도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틀에 갇혀있을 때 보이지 않는 새

로운 지식을 발견하고자하는 것이다. 

근거이론도 초기의 개념에서 상호 침투가 가능한 방법론과의 혼합

에 의해 탐구 방식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관광 연구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맥락에 맞게 비판이론, 민속학 등과 같은 호환을 통해 근거

이론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다(Matteucci & Gnoth, 2017). 

Matteucci & Gnoth(2017)은 근거이론이 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으로서 들뢰즈 철학의 접목을 제안한다. 그들은 관광학의 새로

운 비전은 인간과 물질이 얽히고 이 둘 다 기관으로 간주되는 새로

운 존재론과 인식론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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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같은 수준의 존재에서 비롯되며 본질에 의

해서가 아니라 연관이나 관계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들뢰즈

의 철학에 동조하며 인간과 물질은 둘 다 접촉되어 전염되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을 강조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1994)에 의하면 연구자의 역할은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개념은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개념

은 하나의 힘이고 그것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종의 

개념으로서 이론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거나 다루는데 도움을 주

는 도구와 같다; 그것은 항상 잠정적이다. 들뢰즈 철학을 근거이론

에 접속시키는 것은 실재(reality)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이해를 넘

어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비인격적이고 횡단적인 세력과의 연

결”을 원하는 관광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Matteucci & 

Gnoth, 2017).

근거이론가들이 들뢰즈로부터 취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첫

째, 모든 행위자(연구자와 물질)는 평등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agentic), 같은 수준의 존재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두 번째 

연구자의 몸을 통한 감각적인 데이터의 탐색이다. 셋째, 상호작용과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Matteucci  & Gno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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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근거이론 버전

객관주의 근거이론  후기 실증주의 근거이론 구성주의 근거이론

존재론 현실주의(realism) 현실주의(realism) 현실주의(realism)

인식론  실증주의/ 경험주의/객관주의 실증주의 상대주의

방법론

적 특

징

- 중립적 관찰자로서의 연구자 

- 가치중립적 질문 

- 출현(Emergence)  

- 데이터는 스스로 말한다 

- 추상적 일반화의 발견을 목표 

- 왜 질문하는가에 대답한다 

- 엄격한 코딩절차에 의해 연구 

수행

- 연구된 사례의 수에 의한 데이

터 객관화 

- 데이터 분석 후 문헌 검토 수

행

- 반성적 연구자 

- 가치중심적 조사 

- 데이터에 대한 선입견적 

분석 프레임워크 적용 

- 중범위 이론 발견을 목

표 

- 연구 결과의 변동정의 

- 데이터 분석 전, 중, 후 

문헌 검토

- 반성적 연구자 

- 가치중심적 연구 

-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 

- 중범위이론의 구축을 목표 

- 일반화는 우발적, agentic , 조건적 

-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질문할지에  대

한 답을 시도하는 중 

- 연구 결과의 변동 정의 

- 유연한 분석 절차 

- 데이터 분석  이전 , 중 및 분석 후 문헌 

검토

- 스토리텔링 환영

출처: Matteucci & Gnoth (2017: 52)Original book (Glaser and Strauss, 1967)객관주의 근거이론 (Glaser, 1978, 

and his later work)후기 실증주의 근거이론 (Strauss and Corbin, 1990, 1998)구성주의 근거이론 (Charmaz, 2000, 

2006, and her lat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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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기존의 연구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수목적 

사고의 패러다임에 갇혀 동일성에만 집중하여 해외여행 의사결정과

정의 다양성과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해외여

행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욕망의 본능적인 속성인 유목적이고 기계적이며, 무의식적이며 분

자적이고 분열증적인 특성에 의해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새로운 배

치 즉 아상블라주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

라주가 동일성이라는 어떤 균질적인 코드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성

과 차이를 만들고 있다. 아상블라주의 개념은 해외여행 의사결정과

정의 다양성과 차이를 포착하고 해외여행 의사결정이라는 현상 자

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개별 여행소재 선택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전체 여행의사결정의 프

로세스와 함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된다(Keshavarzian 

et al., 2017, 5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행 의사결정 프로세

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기존의 양적 연구방법론으로는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다양성과 차이를 형성하는 관계적

이고 과정적 특성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전체 여

행 의사결정과 하위 단위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

험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양적연구 또는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관한 질적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새로운 연구 트렌드를 형성

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연구 수가 많지 않다. 

질문지법에 기반을 둔 양적 연구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질문의 

워딩, 질문지 구조, 질문지 내용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석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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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종류의 오류 가능성을 해결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적 연구를 질적 연구로 확장시킬 필요

가 있다(Karl et al., 2017).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질적 연구의 

한 종류로서 근거이론으로 극복할 수 있다. 

아상블라주의 개념을 해외여행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용하고자 할 때 근거이론방법론이 견지하고있는 해석학적 패러다

임은 아상블라주 개념과 서로 잘 조응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의사결

정의 아상블라주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다

양성과 차이를 보여주고자 심층면접자료를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

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해외여행 의사결정을 자세하고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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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여행의 질적 양적 추이와 관련 제도

개별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특성을 분석할 때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해외여행 유형별 의사결정 특성은 

개별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프레임을 제공한다. 그 프레임하에 개별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

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해외여행 트렌드는 해외여행유형화를 위한 분류기준을 제공한다. 

한편 해외여행 트렌드는 해외여행의 시대적 흐름과 관련 제도와 환

경 및 개별주체들의 욕망이 중첩되는 접점들에 의해 형성한다. 따라

서 해외여행의 질적 양적 추이와 관련 환경과 제도는 개인의 욕망

의 내재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표상과 더불어 해외여행에 대한 

개별주체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배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 해외여행의 양적 추이

(1) 해외여행의 대중화

<표 3-1>은 2005년~2018년 내국인 해외 출국자수를 나타낸 것

이다. 본 연구가 비업무목적 해외여행객의 행동에 관한 것임에도 불

구하고 제3장제1절의 표들은 여행목적의 구분 없이 집계된 통계치 

들에 대한 것이다2). 

2005년 이후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해외여행객수가 지속

2) 2006년 7월 출국카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6년 이후 집계되고 있는 출국자수
에 대한 통계는 여행의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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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약 1천8만 명에서 2018년 약 2천

870만 명으로 약 15년 기간 동안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8

년과 2009년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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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내국인 출국자수 추이(2005년~2018년)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외여행객(명) 10,080,143 11,609,879 13,324,977 11,996,094 9,494,111 12,488,364 12,693,733

증감율(%) 　 13.2 12.9 -11.1 -26.4 24.0 1.6 

해외여행객/총인구(%) 20.92 23.97 27.37 24.45 19.25 25.20 25.42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외여행객 13,736,976 14,846,485 16,080,684 19,310,430 22,383,190 26,496,447 28,695,983

증감율(%) 7.6 7.5 7.7 16.7 13.7 15.5 7.7 

해외여행객/총인구(%) 27.36 29.4 31.7 37.9 43.7 51.6 　

해외여행객: 여행목적에 따른 구분없이 출국한 내국인수를 의미. 승무원도 포함.
총인구: 추계인구임.
자료: 총인구:kosis.kr의 장래추계인구, 해외여행객: 관광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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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연도별 해외 여행 관련 주요 이벤트

연도 내용 비고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1994년 한국방문의 해 무사증 입국 허용

1996년 아시아 경제 위기

1998년 IMF 외환위기

2001년 9.11테러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2년 한일 월드컵

2003년 중국 사스(Sars) 사태

2004년 주 5일제 단계적 시행

고속철도 개통(경부․호남 고속철도)

2006년 미국발 경기침체로 국제유가 상승

2012년 저비용항공사 공급력 확대

개별 자유여행객 증가

한류열풍

여수 세계 박람회

2014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시행

해외여행프로그램 다수 흥행

인천 아시안 게임

2015년 중동 메르스 사태

대체휴일제 시행

2017년 사드(Thaad) 사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2019년 한일간 경제 갈등

코로나19발생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항공서비스 보고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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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의 추이를 보면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해외여행객

수는 전년에 비해 매해 증가하였다. 이를 <표 3-2>를 참조하여 살

펴보면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경

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이후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

는 추세를 보인다. 2012년에서 2014년까시 7%전후의 수준을 보이

며 2015년 이후 약 14%~17%수준의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다. 

총인구에 대한 해외여행객수의 비율의 추이를 보면 국제금융위기

의 영향이 남아 해외여행객수가 급감한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으로 해외여행객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약 21%에서 

2018년에는 그 비율이 약 52%로 증가하였다. <표 3-1>의 해외여

행객수는 한 사람이 그 해에 여러 번 해외여행을 했더라도 1회 여

행한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그해에 2회 이상 해외 여행한 사람의 

경우는 중복 집계된 수치이다. 그러므로 2018년도의 해외여행객/총

인구(%)를 인구의 절반이 해외여행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과거에 비해 점차 대중화되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여행객수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와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해외여행객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 약 30년간

의 추이를 비교하여 두 지표간에 시계열적 패턴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가 해외여행객수의 증가에 미치는 영

향이 실제보다 과하게 강조된 면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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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 대중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3-3>은 2018년 항공여객이동조사 자료중 사업․업무, 유학, 

연수 등의 목적을 제외한 여행․휴가, 친구․친지 방문 목적의 20세 이

상 성인 해외여행객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0대 여성(13.4%), 50대 여성(12.7%)의 비중이 높은 반면 40

대 남성(8.4%), 50대 남성(7.2%)의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20대 여성들이 여가․휴가 등 비

업무목적의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은 40

대 50대 남성들이 여가나 휴가를 위해 해외여행을 하는 비중이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보다는 다른 요소가 해외여행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20대 여성들과 50대 여성들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이 반

면 40대 50대 남성들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다. 따라서 

해외여행객수와 관련 있는 요소의 일정부분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인 자유시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표 3-3> 2018년 성별 연령별 성인 출국자수 분포

　 여성　 남성　

　 수 % 수 %

20대 458 13.4 399 11.6 

30대 356 10.4 375 10.9 

40대 360 10.5 288 8.4 

50대 434 12.7 248 7.2 

60대 이상 271 7.9 237 6.9 

합계 1879 54.8 1547 45.2 

총 표본수: 3,626 명, 20세 이상 성인 표본수: 3,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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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대중화는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3-4>는 2005년~2018년 성별 해외여행객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고 있었으나 그 격차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이고 2017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나

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에는 다시 남성의 수치가 많아지긴 

했으나 그 격차는 약 10만 명 정도로 2016년 이전의 남녀간 격차

보다는 작다.

성별 해외여행객수의 증감율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할 때

나 감소할 때 여성의 증감율의 절대치가 남성의 그것보다 적게는 

약 1% 많게는 약 7%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전년도에 비해 증

가 또는 감소하는 비율의 폭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총인구에 대한 성별 해외여행객수의 비율의 추이는 남성은 2005

년 약 11%에서 2017년 약 24%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5

년 약 8%에서 2017년 약 24%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이 해외

여행의 대중화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에 있어 여성

이 해외여행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정도를 차지함으로써 해

외여행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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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성별 출국자수 추이(2005년~2018년)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남자해외여행객 5,359,066 6,120,574 7,002,785 6,284,824 4,991,494 6,430,007 6,564,429

증감율(%) 　 12.4 12.6 -11.4 -25.9 22.4 2.0 

남자해외여행객/남자총인구 22.1 25.1 28.6 25.5 20.1 25.8 26.2 

남자해외여행객/총인구 11.1 12.6 14.4 12.8 10.1 13.0 13.1 

여자해외여행객 3,849,650 4,550,550 5,292,295 4,688,434 3,503,997 4,989,224 4,995,291

증감율(%) 　 15.4 14.0 -12.9 -33.8 29.8 0.1 

여자해외여행객/여자총인구 16.1 18.9 21.9 19.2 14.3 20.2 20.1 

여자해외여행객/총인구 8.0 9.4 10.9 9.6 7.1 10.1 10.0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남자해외여행객 6,972,058 7,447,068 7,954,892 9,356,188 10,654,475 12,385,530 13,512,627

증감율(%) 5.8 6.4 6.4 15.0 12.2 14.0 8.3 

남자해외여행객/남자총인구 27.7 29.5 31.3 36.6 41.5 48.1 　



- 61 -

남자해외여행객/총인구 13.9 14.8 15.7 18.3 20.8 24.1 　

여자해외여행객(명) 5,502,084 6,078,229 6,771,196 8,529,466 10,189,761 12,451,481 13,415,762

증감율(%) 9.2 9.5 10.2 20.6 16.3 18.2 7.2 

여자해외여행객/여자총인구 22.0 24.2 26.8 33.5 39.9 48.6 

여자해외여행객/총인구 11.0 12.1 13.3 16.7 19.9 24.2 　

해외여행객: 여행목적에 따른 구분없이 출국한 내국인수를 의미. 승무원도 포함.
총인구: 추계인구임.
자료: 총인구:kosis.kr의 장래추계인구, 해외여행객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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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2005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21세 이상 성인의 

연령별 출국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행의 목적의 구분 없이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30대가 2005년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40대가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와 40대 두 연령대 모두 각 연도별

로 차지하는 비중의 순위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그 비중이 점차 줄

어드는 경향을 나타낸다. 30대와 4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로서 분석 자료가 출국목적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사업이나 업무 목적의 출국자가 이 

연령대에 가장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20대와 50대 연령은 2011년 이후부터 그 비중의 순위가 바뀌어

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20대 출국자가 50대 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다가 2011년 이후 약 5년간 그 순위에 변화가 

없다가 2016년이후 20대 연령의 비중이 50대 보다 더 높은 순위

를 기록하고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30대40대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현재 출국카드제도가 폐지되어 관광이나 여가․휴가 목적의 해외여

행 모집단에 대한 통계를 따로 분류하여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러한 목적의 해외여행객의 정확한 연령별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세대의 출국자가 많다는 점, 

소득 하락이 기대되는 연령대 이후로 출국자가 상당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소득의 증가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

석에는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자료

는 출국목적을 구분하지 않은 통계치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보다 정확

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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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대 이하 출국자와 승무원이 포함된 총출국자중 각 연령대의 비중

[그림 3-1] 연령별 출국자 분포(단위: %): 2005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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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연령별 출국자 분포(단위: %): 2005년~2018년

연령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대 16.6 16.6 16.4 16.7 17.2 15.9 15.6 

30대 21.5 21.1 21.1 21.3 21.5 20.7 20.9 

40대 21.6 21.1 20.6 20.1 19.8 19.6 19.5 

50대 13.1 14.1 14.6 14.3 13.7 15.4 15.6 

60대
이상 8.2 8.3 8.6 8.3 7.7 9.3 8.9 

연령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대 15.3 15.1 15.5 16.3 17.1 17.4 17.2 

30대 20.8 21.0 21.1 20.2 19.7 19.5 18.9 

40대 19.2 19.2 19.1 18.8 18.6 18.5 18.5 

50대 16.3 16.2 16.4 16.5 16.2 15.9 16.2 

60대
이상

8.8 9.0 8.9 9.3 9.5 9.6 10.4 



- 65 -

2. 해외여행의 질적 추이

해외여행의 질적 추이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도 항공여객이동

조사자료중 여가․휴가목적(친구․친지방문 포함)으로 항공기를 이용하

여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6>은 2005년~2018년 출국교통수단 분담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행객의 비중이 2005년 8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 현재는 약 97%가 공

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항공편을 이용

하여 출국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외 여행 행태의 현황을 분석하더라

도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표 3-7>은 여가․휴가목적의 표본을 분류하기전 내국인 출국자 전

체 표본에 대한 특성을 표시한 것이다. 

여행목적에 따라 여가/휴가와 같은 순수 여행목적의 출국자가 전

체의 약 84%, 사업/업무 목적의 출국자가 약 16%를 차지한다. 성

별 분포는 여성이 49.6% 남성이 50.4%로 여행목적을 구분하지 않

은 총량에서는 남성이 더 많이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

는 20세 이상의 성인만을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23%)

을 차지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앞 절의 연도별 출국자총수를 분석한 것과 비교하면 성별 연령별 

분포에 있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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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출국교통수단 분담율(2005년~2018년)

교통수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항 89.1 90.5 91.0 90.6 91.5 91.2 92.5 

항구 9.8 5.4 9.0 9.4 8.5 8.8 7.5 

교통수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항 92.7 93.3 94.6 95.3 95.9 96.3 96.6 

항구 7.3 6.7 5.4 4.7 4.0 3.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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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18년 항공여객이동조사중 내국인 해외여행객 표본의 특성(표본수:4335명)

여행목적　　 성별 연령

여가/휴가 사업/업무 기타 여성 남성 만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626 704 5 2148 2187 237 997 912 836 807 546

83.6 16.2 0.1 49.6 50.4 5.5 23.0 21.0 19.3 18.6 12.6 

여행형태 항공권구입채널　　 항공사유형

패키지여행
개별여행/

에어텔

여행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사이트(가

격비교 
사이트, 
쇼핑몰 

등)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항공사 
예약센터 

전화

공항 
항공사 
카운터

기타 FSC LCC 외항사

1,065 3,270 1,586 2,177 535 26 7 4 1,449 1,950 936

24.6 75.4 36.6 50.2 12.3 0.6 0.2 0.1 33.4 45.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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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여행의 탈남성중심화

<표 3-8>은 2018년 항공여행이동조사자료중 여가․휴가목적(친

구․친지방문 포함) 내국인 출국자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54.6%, 남성이 45.4%로서 비업무목적

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여가 및 휴가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해외

여행객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 절의 여행

목적의 구분 없이 집계된 통계와는 다소 다른 성별 분포를 보인다. 

해외여행의 일반화 또는 대중화에 여성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앞

에서 밝혀졌고 특히 여가․휴가 목적의 해외여행의 트렌드의 주도권

은 여성쪽으로 기울어져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대/30대인 청년층(43.8%)과 40대/50인 

중년층(36.7%)이 여가 및 휴가를 위한 해외여행객의 80%를 차지

하고 그중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대 23.6%, 30대 

20.2%, 40대 17.9%, 50대 18.8%, 60대 이상 14%). 20․30대의 

청년층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 유연한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해외여행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정도와 속도가 빨라짐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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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의 다변화

여행 형태의 분포는 개별자유여행(에어텔 포함)3)이 71.7%, 패키

지 여행이 28.3%로 나타나 대다수 해외여행객4)은 직접 여행을 계

획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수배․예약하는 개별자유여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약채널은 항공권을 예약한 경로5)를 의미하는데 여행경비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주요한 활동을 구성한다. 해

외여행의 준비하는 절반이상의 사람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항공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함으로서 이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사이트(가격비교 사이트, 쇼핑몰 등)가 약 53% 여

행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이 약 34%, 항공사 관련 채널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사유형중 FSC(대형 항공사: Full Service Carrier)는 대한항

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하고, LCC(저비용항

공사: Low Cost Carrier)는 그 밖의 저비용국내항공사를 의미하고 

외항사는 외국적 항공사를 의미한다. 외항사도 FSC와 LCC로 구분

할 수 있으나 둘 모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비해 더 낮은 가격

을 책정하고 있어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LCC가 약 51%로 절

반이상이 LCC를 이용하고 외항사와 LCC를 한데 묶으면 해외여행

객의 70%가량 비교적 저렴한 비행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에어텔은 패키지여행과 개별여행의 중간형태이나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활동과 여정을 구성한다는 면에서 개별여행에 포함하여 분석하였
다.

4) 3장2절에 한하여 이하에서 해외여행이라함은 여가 및 휴가 목적(친구, 친지 방문 
포함)의 해외여행을 뜻한다.

5) 조사자료의 답변 항목중 항공사 예약 전화, 공항 항공사 카운터를 항공사 홈페이
지 또는 모바일 앱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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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2018년 항공여객이동조사중 여가․휴가목적 내국인 출국자 표본 특성(표본수:3626명)

성별 연령별

여성 남성 만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78 1648 200 857 731 648 682 508

54.6 45.4 5.5 23.6 20.2 17.9 18.8 14.0 

여행형태 　 예약채널 　 　 항공사유형 　 　

패키지여행 개별여행
/에어텔

여행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사이트(가격비

교 사이트, 
쇼핑몰 등)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FSC LCC 외항사

1025 2601 1241 1925 460 1054 1845 727

28.3 71.7 34.2 53.1 12.7 29.1 50.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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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은 여행형태별 성별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에 따라서는 여행형태의 분포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나

이대에 따라 선호하는 여행형태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대30대 젊은 층은 약 90%가 개별자유여행을 하고 40대50

대 중년층은 개별자유여행이 60.7% 패키지 여행이 39.3%인 반면 

60 대 이상은 약 58%가 패키지 여행을 하고 약 42%는 개별자유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보다 자유롭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여행을 선호하는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기존의 여행스

타일대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반적

으로 기성여행상품과 다른 자신들이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 있고 

그에 맞게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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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여행형태별 성별,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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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는 성별 연령별 항공권 예약 채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항공권 예약채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온라인 사

이트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행사 사이트이며 항공사 관련 

채널에서는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으로서 전체적인 패턴에 있어서

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라인 사이

트에서 예약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여

행사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20대30대 젊은층, 40대50대 중년층 60

대 이상 노년층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젊은 층의 온라인 사이

트 비중이 66%인 반면 노년층은 여행사 사이트 비중이 약 59%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정보검색원천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

은 층의 경우 포털사이트나 쇼핑사이트의 경우 가격에 민감하여 가

격비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선호하는 반면 노년

층은 기존의 관습대로 정보검색이나 예약 등을 여행사나 그 사이트

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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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항공권 예약 채널의 성별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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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출국시 이용한 항공사 유형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용 항공사 유형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차이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항

공사 유형이 뚜렷이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먼저 국내 LCC 이용비

중은 연령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모든 연령대의 절반 약 51%정도

가 국내LCC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SC와 외항사의 

이용 비중은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내 FSC는 가격

이 가장 높은 항공사 유형으로 노년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

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 반면 외항사의 경우는 

젊은 층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어의 장벽

이나 기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작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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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해외여행시 이용 항공사 유형의 성별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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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여행 관련 제도 및 환경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구성하는 

여행사, 항공사, 숙박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권과 사증 발급, 여

행을 할 수 있는 시간, 사회적 분위기 등 제도와 규범에 영향을 주

고받는다. 

규범이나 제도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의식하

지 못하는 욕망의 억압과 통제 또는 해방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홈패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의 흐름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대중의 욕망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코드와 영토화와 관련한 환경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

외여행과 관련한 제도는 해외여행에 대한 욕망의 흐름의 방향을 통

제 또는 해방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실현하고자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동에 대한 자유 그리고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신분과 지

위, 계층에 따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가용할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한다. 

비자면제협정, LCC항공의 등장, 주5일제의 시행은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시․공간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기존에는 해외여행에 대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기

회를 확대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본 자본주의는 영토화된 욕망의 통제와 억압에서 해방을 시키

지만 욕망의 탈주를 무한히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운동법칙에

서 벗어나는 것을 막고자 공리를 추가하여 재영토화를 시도한다.

 여권과 비자는 국가 차원에서 욕망의 탈주를 제한하는 수단이 된

다. 까다로운 발급절차와 구비 서류와 조건들이 욕망을 억압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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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며 욕망을 꺽어 놓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의 운동 원칙에 

의해 무비자협정을 통해 그동안 억압되고 통제된 욕망을 풀어놓는

다.

LCC의 국제선 운항과 공급력 증가는 FSC의 운임 책정 방식에 

의해 해외여행 기회를 운임장벽으로 제한했던 것을 낮은 운임으로 

더 많은 경제적 취약 계층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였다.

주 5일제 시행은 시간적 제약에 의해 역시 해외여행 기회가 제한

된 시간적 취약 계층에게 그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족 해외여행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시간적 경제적 취약계

층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새로운 욕망을 부추긴다.

 

(1) 여권, 비자

여권과 비자는 합법적인 해외여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관한 

제도는 해외여행객의 여행목적지, 여행준비의 수월성, 여행의 기회, 

여행 기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권은 한 나라의 국민이 외국을 여행할 때 국가가 여행객의 신

분, 국적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여 상대국에 소지인에 대

한 편의 제공과 보호를 의뢰한 문서를 말한다. 

비자는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ᆞ공사ᆞ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

을 받는 일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 'visa'는 라틴어의 'vise'가 

어원이며, 이는 '배서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증명하다, 사증(査證)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의 보안, 노

동문제나 이민 제한 등의 견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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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로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

고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국가 간에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여 3개월(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

를 면제하는 나라가 많다. 

비자는 일종의 여행의 제약조건이 된다. 비자면제국가는 해외여행

목적지로서 매력도가 증가한다. 비자발급의 조건에는 재정적 조건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

에게도 무비자국가로의 여행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 그만큼 해외

여행의 기회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9>는 한국인 해외여행 주요 목적지이다. 지난 2006년 출

입국 심사카드가 폐지됨에 따라 출국 목적, 정확한 목적지, 일정 등

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표 3-9>의 출국자수는 

출국 목적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지만 주요 관광목적지 국가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

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는 일본이며, 그 뒤를 중국과 베트

남이 따르고 있다. 증감율에 있어서는 베트남이 전년대비 42.2%증

가하여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 선호 목적지국가로서 급부

상하는 주요 국가로 보인다.  

<표 3-10>은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입국협정 주요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입국 가능국가는 대한민국 일반여

권 소지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이다. <표 3-10>과 

<표 3-9>를 서로 비교해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우리

나라 국민의 주요 여행 목적지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 여권

을 소지하고 무비자입국협정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비자가 관광 목적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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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한국인 해외여행 주요 목적지(2018년기준)

출국자수 증감율 구성비

아시아 일본 7,538,997 5.6 26.3

중국(2017 기준) 3,854,869 - 14.5

대만 1,019,122 -3.3 3.6

홍콩 1,421,411 -4.5 5.0

태국 1,612,459 3.6 5.6

말레이시아 616,783 27.3 2.1

싱가포르 629,451 -0.3 2.2

마카오 812,842 -7.0 2.8

필리핀 1,587,959 -1.2 5.5

인도네시아 358,527 -15.3 1.2

베트남 3,435,406 42.2 12.0

터키 155,558 29.0 0.5

미주 미국 2,210,597 -5.3 7.7

캐나다 253,236 -16.0 0.9

유럽 독일 309,548 -2.7 1.1

영국 187,466 -9.7 0.7

대양주 호주 288,000 -4.6 1.0

뉴질랜드 87,853 -3.6 0.3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56.
주: 중국은 2017년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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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우리나라 해외여행 목적지 상위권 국가 사증(비자)면제 협정 내용(2019. 8월 현재)

국가명

무비자입국가능여부
(1회입국시최대연속체류가능일자) 통과여객(TWO

V)의 조건

여권 및 여행증명서조건

일반여권 도착비자
여권잔여유효

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일본
O

(90일)상호주의 ※ ☆ 3개월 인정 제한적 인정

중국 　 　 　 6개월  이상 인정 인정

대만
O

(90일)상호주의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홍콩 O
(90일)상호주의

※ 목적 국가행 
항공권

1개월  + 
체류기간

인정 인정

태국
O  

(90일)협정 ※ ☆  6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체류기간30

일부여)

말레이시아 O
(90일)협정

※ ☆ 6개월  이상  인정  인정

싱가포르
O

(90일)협정 ※ ☆ 6개월  이상
인정

(6개월이
상)

불인정

마카오 O
(90일)상호주의

※ 목적 국가행 
항공권

1개월  + 
체류기간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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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교부 입국허가요건참고자료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입국시 입국스템프에 도착비자 종류와  체류가능 기간 기재

필리핀
O  

(30일)일방주의 ※※
귀국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소지

1개월  이상 인정
출국 가능, 
입국불가

인도네시아 　 　 ☆ 　 인정 　

베트남
O

(15일)일방적면제 　
환승구역 내 

체류
6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가능)

미국 O
(90일)상호주의

※
체류기간
(6개월

이상권장)
인정 인정

캐나다

O  
(6개월)

*사전에인터넷eTA
등록필요

※

eTA(전자여행
허가제)  

사전등록 필요

체류예정기간
+1일  (6개월 
이상 권장)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가능)

독일 O
(90일)협정

※ ☆ 최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영국
O

(6개월)협정 인정 인정

호주 O  
(90일)ETA신청

※ 　 입국일
+6개월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가능)

뉴질랜드
O

(90일)협정 ※ 　
체류예정기간
+3개월이상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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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진입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항공 시장은 FSC인 대한항

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2005년 제주

항공을 시작으로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

울 등 6개 LCC가 합류하면서 국적 항공사 숫자는 8개로 늘었다. 

이후 항공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이뤄졌고 시장은 크게 확대됐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항공여행 대중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항공업계는 설명한다. 여기에는 단일 기재,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며 성장한 LCC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이투데이 2018년 6월 12일 신문기사).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진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낮은 가격

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에는 높은 항공권 가격으로 인해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나 경제적 조건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던 사람에게도 그 기회가 확대됨을 뜻한다. 즉 항공권 가격면

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저비용항공사의 항공 요금은 기존 항공사에 비해 60∼80% 수준

이다. LCC가 국제선단거리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의 항공

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평범한 학생이 해외 배낭여행을 가고, 평

범한 직장인인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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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TOP 10 항공사 (단위:명)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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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항공사 유형별 국제선 여객 운송 점유율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항공운송서비스 보고서

저비용항공사의 낮은 항공운임은 독특한 항공운임책정방식에 의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사(FSC)는 3종류의 

좌석등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 운임에 부가 서비스비용을 합하

여 항공운임을 책정한다. 부가서비스 이용여부를 떠나 티켓가격에 

부가서비스사용료를 포함함으로써 순수 항공운임을 구분하지 않는

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A-B구간 운항의 경우, A-B구간 

순수 운송 비용과 FSC의 부가 서비스를 구분(debundling)하여 이

를 운임책정 시스템에 적용한다. 기존 FSC의 항공운임산정이 공급

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LCC의 항공운임은 소비자가 

항공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순수항공

운임에 자기가 이용하는 부가 서비스를 결정해서(클릭해서) 자기만

의 운임을 결정하는 최종 항공운임 결정을 지원하는 New 

distribution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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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FSC와 LCC의 항공운임 책정방식을 실무적인 면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항공사 즉 FSC

는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을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면 LCC는 예약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FSC의 항공운임은 총

원가+고정비+변동비를 놓고 RM(revenue management)의 기능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몇 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출시

될 가격 즉 임의적 가격을 결정한다. 시장의 수요와 가격의 격차

(gab)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가격으로 빨리 출시를 하는 MSP 개념

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LCC는 FSC와 가격체계 자체가 다르다. 

FSC는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을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된

다면 LCC는 성수기든 비수기든 시프트 세그멘테이션 

(segmentation)을 통해서 각 클래스별로 시프트 세그멘테이션을 

다 다르게 만든다. 그리고 그 가격은 철저하게 예약률과 연동된다. 

예약률과 연동되는 저비용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LCC는 예약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높은 예약률(약 80~90%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존

이 불가능하다.(제8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 녹취록: 2018년 11월 

14일)

한편, 저비용항공사는 단거리 국제선 노선에 집중하고 있어 단거

리 국제노선 국가로의 여행하는 횟수가 더욱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해외여행의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개 LCC(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서, 에서부산, 에어서울, 이스타)

가 취항하고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본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 도쿄를 제외하고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

정을 맺은 상황이어서 국내 항공사들의 취항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다수에서 ‘운수권’제한이 있음에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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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그림 3-7]은 여객수송량에서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의 취항노선을 표시한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항공사들의 취항이 집중되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LCC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베트낭 다낭 등으로 취항

이 집중되었다. 다낭의 경우 6개 LCC 모두 취항하고 있으며 블라

디보스토크 역시 대부분 LCC들이 취항하고 있는 상황이다(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 대형기재를 보유한 진에어는 인접 국가

뿐만 아니라 미주 하와이, 호주 케언즈, 필리핀 클락과 칼리보, 말레

이시아 조흐르바루까지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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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 제주항공 국제선 노선: 2019년12월

출처: 국토교통부 2019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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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5일제 (주5일 근무와 주5일 수업)

때때로 개인의 관광 행동이나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주머니속 

돈의 액수나 신용카드의 숫자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여가활동을 위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 의하면, 여가 시간은 시간적 압박이 없는 것

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지 않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가 시간의 부

족과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때로는 휴식을 얻으려고 했

던 여행에서 오히려 더 큰 압박과 긴장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

간의 부족은 비록 여행이나 여가를 통하여 그것을 다소 완화하고자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여행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Mayo & Jarvis, 1981).

<표 3-11>는 우리나라 국민이 향후 해외 여행을 희망하는 국가

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가

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이었다. 여행 경비보다 시간적 제약이 해외 

여행을 하는데 있어 더 큰 장애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표 3-11 > 해외 여행 희망국가 방문 장애요인 (단위:%)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연, 2019년 「해외여행 경험 및 인식 조사」
124

 

주 5일제 시행은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과 맞물려  해외 

여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해외 여행이 급증하는 배경이 

되었고 둘째, 여름 휴가 시즌과 같은 여행 성수기 개념을 약화 시켰

고 셋째 가족 해외 여행이 증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시간 경비 안전 동반객 특별히 없음

전체 69.5 57.0 17.7 10.5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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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는 주5일근무제 및 주5일 수업 시행 대상과 적용 첫 

일자이다.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은 2004년 7월1일부터 천명이상인 

사업장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2004년7월3일인 토요일부터 첫 

시행되었고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05년 7월2일 토요

일, 백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 토요일, 50명 이상 사업장

은 2007년 7월7일 토요일부터 시행되었고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7월 5일 토요일,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

다. 초중고등 학교의 자율적인 5일 수업제도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 표 3-12 > 주5일제 시행 일자

‘가족 중심 문화’가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

으로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가 만났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지난 50년 동안 가족여행은 오직 여름 휴가철에만 가능했

지만 ‘주5일 시대’라는 변화는 일년 내내 매주 가족여행을 가능

하게 만들었다(중앙SUNDAY, 2012.08.12.).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인 가처분 소득이 있는 직장

시행일자 주5일제 적용 대상 비고

2004년 7월1일 1,0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3일 토 천 명 이상 사업장 첫 적용시행일자

2005년 7월2일 토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06년 7월1일 토 10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7일 토 5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5일 토 20명이상 사업장

2011년 1월 이후 20명 미만 사업장

2008년 5월 이후 초등학교 자율적 5일제수업 실시

2011년 7월1일 초중고등학교5일제 수업제도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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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우, 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인 경우 또는 목요일이나 화

요일인 경우, 월차 하루를 합해 길게는 4일의 연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4일의 연휴는 편도 4~5시간이내의 단거리 해외여행이 가능

한 시간이다. 연휴전날 밤에 출국하여 연휴 마지막날 새벽에 귀국하

는 비행편만 있다면 온전히 4일을 타국을 여행하는데 쓸 수 있다. 

공휴일이 아니라도 토요일, 일요일 전후로 월차하루를 내면 3일동안 

여행이 가능한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나 일

본은 3일 동안 해외여행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주5일제의 시

행은 전통적인 여름휴가기간이 아니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간적 

기회가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긴 휴가기간이 아닌 명절과 같은 긴 연휴의 경우에는 유럽, 미주, 

대양주 지역과 같은 장거리지역에로의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음을 의

미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해외여행의 성수기 개념이 약해지는 계

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4일 동안 가능한 단거리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해외여행객수가 

증가하는데 주5일제가 중요한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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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여행 트렌드 및 해외여행 유형별 의

사결정 특성

해외여행 유형별 의사결정 특성은 제5장 개별 해외여행의 의사결

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그 프레임을 바탕으로 

개별 의사결정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분석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여행 트렌드 분석은 해외

여행을 유형화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제공한다. 

개별 해외여행 의사결정 특성을 심층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근거이

론으로 분석하는 장점은 세밀하게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이다. 인터뷰 내용을 파고들수록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세

밀하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깊게 파

고들다 보면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실현된 실

제 여행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 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본 장의 해외여행 트렌드 분석과 해외여행 유형별 의사결정 특성

을 분석한 다음 장 제5장의 개별 해외여행 의사결정특성분석에 앞

서 수행하고 제4장의 결과를 제5장의 분석을 위한 프레임으로서 이

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5장의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 결과가 보다 설득력이 있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새로운 방법론과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도 기

존의 연구 전통과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진실을 연

구의 논증과정에 적용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2장 선행연구검토에서 Deleuze &  

Guattari (1980)가 “모든 진보는 홈 패인 공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모든 생성은 매끄러운 공간 속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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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제5장 개별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실제 실현된 그 여행에 대

한 통합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모든 의사결정이 끝난 후에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여행객의 노력 여하에 따라 동일

한 여행 상품이더라도 다양한 모습의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행

에 대한 통합적 이미지는 개별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고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셋째, 개별 의사결정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해외여행 유형화를 위한 분류 기준들이 개별 의사결정의 태생적 특

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의사결정과정과 실제 실현한 여행의 한

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넷째 개별 의사결정의 잠재력을 더 잘 알 수 있게 한다. 동일한 

프레임속에서도 다양한 의사결정이 행해졌고 실현된 여행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주어진 프레임내에서도 여행 의사결정자들이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준비․계획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여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즉, 동일한 

유형에 속해 있더라도 여행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실현

하는 여행은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여행의 동기에 

충실해서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을 겪기도 

한다. 또한 의사결정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어 어떠한 배치(아상

블라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나의 

여행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고 그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어떤 

면을 보강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외여행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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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해외여행트렌드 및 여행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빅 데이터의 텍스

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이용하여 중앙일보 2017년1월1

일~2019년12월31일까지 3년치 해외여행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에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연구영역으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텍스트 분석 및 처리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Hearst, 1999: Feldman & Sanger, 2007: 송민, 2017 재인

용).  여기서 ‘흥미롭다’는 것은 특별하고 숨겨져 있으며,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것을 의미한다(송민, 2017). 

최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웹 2.0과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사이트들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고 방대한 양의 비

정형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 마이닝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의 최근의 진보는 

텍스트 마이닝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생겨났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의 주체가 의미하는 개체(node) 및 링크

(link)를 활용한 사회연결망 모델링(modeling)으로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특징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Scott et 

al. 2007). 관광은 훌륭한 네트워크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은 관광분야의 학술연구에 적합하다(Scott et al 

2008). 관광객 그룹들 간의 관계, 관광목적지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관광기업 혹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웹 연결성 등과 같이 관광

에서의 다양한 관계 구조를 알아내는 데 적용될 수 있다(Tran et 

al, 2016). 관계 데이터를 기반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다양한 시

스템의 구조적이고 동적인 특성들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Piazzi et al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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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네트워크를 다룰 때에는 그래프이론에서 수립된 개념과 분석

법을 원용한다. 그래프(graph)란 여러 점(꼭짓점, vertex)과 이들

을 연결한 변(edge)의 집합(set)으로 정의된다. 그래프는 G(V, E)

로 표현되며, 여기서 V는 꼭짓점의 집합, E는 변의 집합을 가리킨

다. 가령 우리나라의 공항들은 꼭짓점 집합 V, 이 공항들 사이를 오

가는 항공노선의 집합은 E가 되는 셈이다. 네트워크의 두 구성요소

인 결절(node)과 연결선(link)은 그래프에서는 각각 꼭짓점

(vertex)와 변(edge)이라 부른다. 그래프의 세계에서는 꼭짓점과 

변의 위치나 물리적 형태보다는 위상(位相, topology), 특히 구성요

소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란 

꼭짓점과 변의 연결 여부를 의미한다(허우긍, 2018). 

사회망 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은 최근 사회적 관계나 

교류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다루는 방법론이다(허우긍, 2018).  

이 분석법은 구조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탐색하며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다. 사회 연결망 분

석은 개인의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행위자들 간 

관계에 초점을 두는 구조적 접근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네트워

크 분석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실증 자료 분석에 기

반을 두며, 수학적이나 계량적 모델에 주로 의존하여 그래픽 위주로 

결과를 보여 준다는 점은 사회 연결망 분석방법의 공통된 특성이다

(허우긍․손정렬․박배균 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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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수집, 정제

신문 기사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보도 기능도 있고 신문기사가 다

시 트렌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 면에서 

구독자수가 많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대 일간지를 통

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사 수에 있어서, 수집된 중앙

일보의 기사가 조선일보보다 2배 이상, 동아일보 보다는 3배 이상 

많았다. 3개 채널을 통합하여 분석하면 빈도수가 상위권에 있는 키

워드의 수가 과장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의 기사 수는 8,588건

으로서 빅데이터(big data)로서 그 양이 충분하다. 따라서 특정 키

워드 특히, 상위의 키워드에 대한 편향을 제어할 수 있는 중립적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일보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관광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관광트렌드 변화

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관광정책에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기나 장기보다는 3년 정도의 중․단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고(이미경, 2018) 동시에 숨겨진 인사이트

(insight)를 찾기 위해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에

서도 3년의 기간의 것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데이터 수집단어로는‘해외’와 ‘여행’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해외 여행’과 ‘해외여행’을 포함한 모든 기사를 수집할 수 있

지만 ‘해외’만 포함되거나 ‘여행’만 포함된 기사도 모두 수집

된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 제목 또는 본문에 ‘해외 여행객’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로만 수집하면 이 

기사는 누락된다. 중앙일보의 경우 ‘해외 여행’이 포함된 기사의 

수가 2,267개, ‘해외여행’이 포함된 기사의 수는 7,374개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해외여행’을 검색어로 데이터를 수

집할 때와 ‘해외’‘여행’을 검색어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외 



- 97 -

여행’또는 ‘해외 여행’이 포함된 기사를 수집할 때는 수집 결과

는 달라진다. 따라서 해외여행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외’와 ‘여행’두 키워드로 기사를 수집한 다음 ‘해외’만 

포함된 기사를 제외하였다.  

<표 4-1> 빅데이터 수집 개요

구  분 내     용

수집 단어 ‘해외’ ‘여행’

수집 채널 중앙일보 웹 페이지

수집 기간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3년)

자료 정제 도구 텍스톰(textom): 데이터 정제 및 연관 단어 빈도 분석

자료 분석 도구 UCINET 6: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의미가 없는 음절이나 형태소는 삭제하였다. 정제과정을 거친 데

이터를 이용하여 단어빈도를 추출하고 네트워크 분석에 적합한 매

트릭스데이터(metrics data)를 생성하였다.

추출된 단어와 그 빈도를 바탕으로 해외여행과 관련한 트렌드 분

석에 의미가 있는 100개의 핵심단어를 추출하였다. 상위 100위의 

대다수 단어를 포함하되 100위권 내에서도 의미를 파악하기에 난해

한 형태소, 예를 들면, 다, 양 등과 같은 단어들은 제외하고 100위

권 밖 의 단어들 중에 연구자가 트렌드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약 7~8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단어 빈도, 네트워크 시

각화와 CONCOR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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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어의 주요 연관 단어 빈도

<표 4-2>와 <표 4-3>은 ‘해외 여행’또는 ‘해외여행’이 포

함된 신문기사자료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연관된 상위 100개 단어의 

순위와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높은 빈도의 단어는 여행, 해외, 한국, 관광, 일본, 국내 등의 순으

로 확인되었다. 제3장의 해외여행의 질적 양적 현황을 참고하여 이 

단어들의 조합으로 해외여행의 가장 큰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의 가장 뚜렷한 트렌드는 관광을 목적

으로 여행을 떠날 때 국내 여행과 가성비를 비교하여 일본으로 해

외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 ‘상품’, ‘지역’, ‘공항’, ‘사진’, ‘서비스’, 

‘해외여행’, ‘세계’, ‘호텔’, ‘시장’, ‘시간’, ‘항공’ 

등의 단어들이 뒤이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다. 해외여행

과 관련하여 많이 고려하는 키워드들로 파악된다. 즉 ‘중국’, 

‘지역’, ‘세계’ 와 같은 단어들은 관광 목적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을 근거로 ‘관광 목적지’선택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행 상품’, ‘호텔’, ‘항공사’를 서비스와 결부하여 그 가

치를 평가하고 이와 함께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곳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외여행을 갈 때 시간적 

요인이 현실적으로 해외여행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결정 대상인 것

으로 파악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외여행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어디를 갈지 

즉 여행 목적지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문제이며 공간 스케일의 수

준에서는 여전히 국가나 그와 유사한 공간스케일의 지역을 고려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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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위~50위까지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곳, 현지, 투어, 인기, 도시

와 같은 여행 목적지에서 여정의 구성과 관련된 키워드, 통신사, 기

간, 카드, 할인, 예약, 정보, 브랜드, 최대, 준비 등은 해외여행을 실

제로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파악된다. 그리고 가족, 

연휴, 면세점 등이 기타 주요 키워드로 분류된다. 

26위~50위까지의 키워드를 근거로 트렌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시간의 측면에서 주로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것

이 주요 흐름으로 파악된다. 여행 목적지 국가나 지역에서 구체적으

로 어느 곳으로 갈지를 정하고 현지의 독특성이나 이국성이 잘 드

러나는 인기가 있는 도시나 장소, 투어로 여정을 구성하고 실제 여

행 준비의 단계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브랜드를 선호하고 최대 할인

이 되는 기간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예약하는 경향이 주

요 흐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쇼핑을 주로 면세점에서 하는 것

으로 파악이 된다. 통신사 로밍을 하여 현지에서 정보를 바로 검색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행태로 보인다. 한편 가족 여행

이 주요 트렌드임을 보여 준다.

100위에 가까운 비교적 순위가 낮은 키워드는 주류가 아닌 새로

운 트렌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학생, 체

험, 생활, 자유, 여성, 기술, 참여, 발, 음식, 베트남 등이 새로운 경

향을 표현하는 주요 키워드들로 보인다. 

즉, 100위에 가까운 비교적 순위가 낮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트렌

드를 파악하면, 방송이 해외여행에 영향을 많이 주거나 방송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 여성이 트렌드

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주체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체험, 

생활, 참여, 발 등의 키워드는 여행 활동의 유형이 눈으로 보는 관

광에서 발로 직접 가서 참여하거나 현지의 생활을 체험하는 형태로 

이동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여행지의 현지 음식이 중요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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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활동의 대상이 되고 베트남이 새로운 해외여행 목적지 국가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여행의 동기로서 자유를 누

리는 것의 중요성이 새롭게 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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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해외 여행’주요 연관 단어 빈도(1~50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여행 16,692 26 곳 3,361

2 해외 11,784 27 통신사 3,267

3 한국 8,221 28 기간 3,131

4 관광 6,971 29 관광객 3,086

5 일본 6,115 30 카드 3,081

6 국내 6,081 31 현지 3,031

7 중국 5,441 32 증가 2,950

8 상품 5,380 33 투어 2,880

9 지역 5,310 34 방문 2,868

10 공항 5,052 35 여행객 2,782

11 사진 5,038 36 가족 2,756

12 서비스 4,776 37 연휴 2,729

13 해외여행 4,737 38 최근 2,721

14 세계 4,465 39 국가 2,572

15 호텔 4,447 40 발생 2,559

16 시장 4,352 41 할인 2,477

17 시간 4,306 42 인기 2,476

18 항공 4,212 43 예약 2,475

19 미국 4,177 44 정보 2,406

20 대표 3,876 45 브랜드 2,391

21 인천 3,796 46 준비 2,355

22 진행 3,609 47 도시 2,342

23 차 3,496 48 활동 2,319

24 제공 3,412 49 최대 2,274

25 계획 3,371 50 면세점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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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해외 여행’주요 연관 단어빈도(51~100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51 국민 2,231 76 오후 1,830

52 항공사 2,177 77 포함 1,823

53 이벤트 2,141 78 센터 1,819

54 자신 2,133 79 확대 1,801

55 노선 2,124 80 혜택 1,780

56 가격 2,110 81 방송 1,758

57 나라 2,092 82 학생 1,757

58 집 2,060 83 날 1,752

59 문제 2,043 84 다 1,750

60 돈 2,041 85 온라인 1,746

61 제품 2,038 86 체험 1,733

62 여행지 2,002 87 생활 1,709

63 기록 1,995 88 자유 1,698

64 것 1,986 89 여성 1,690

65 교육 1,983 90 홍보 1,683

66 보험 1,974 91 소비자 1,678

67 외국인 1,966 92 기술 1,678

68 국제 1,964 93 금융 1,666

69 양 1,962 94 참여 1,661

70 대 1,954 95 구매 1,661

71 유럽 1,926 96 발 1,631

72 규모 1,925 97 글로벌 1,631

73 추석 1,901 98 비용 1,628

74 영화 1,890 99 음식 1,621

75 중 1,870 100 베트남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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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시각화

공출현 빈도 1,000 이하 라인은 표시 안함
[그림 4-1]‘해외 여행’연관 단어 네트워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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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는 <표 4-2>와 <표 4-3>의 주요 연관 단어 빈도를 

바탕으로 50개의 핵심 단어들을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

한 것이다. 노드의 크기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고, 링크의 굵

기는 연결된 단어 쌍의 공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두 단어

간의 연결강도를 의미한다.

노드의 크기에 있어서는 여행, 해외, 관광, 일본, 국내 등 5개의 

노드가 크다. 링크의 굵기는 여행-관광, 여행-상품, 여행-일본, 여

행-투어, 여행-국내, 여행-일본, 여행-중국, 국내-일본, 인천-공

항, 관광-지역, 관광-연휴, 여행-호텔, 여행-정보, 여행-가족, 여

행-이벤트 관광-서비스, 호텔-예약, 호텔-가격, 카드-상품, 카드

-할인, 항공-예약, 사진-가족, 사진-투어, 할인-예약 등의 링크가 

굵은 편이다.

최근과 연결된 노드는 음식, 자신, 여성, 정보, 현지, 도시, 차 등

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연관된 노드는 사진, 차, 곳, 

투어, 호텔, 브랜드, 준비, 인기, 상품, 정보 등이 의미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항공사와 연결된 노드들은 연휴, 최대, 할인, 예약, 서

비스 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연휴 기간을 이용할 수 있음으로서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주5일의 시행과 대체휴일제도의 시행등

과 연관을 지어 이와 같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여행은 일

본 여행이 주된 트렌드이면서 국내 여행과 비교대상이 된다. 비용이

나 여행 기간,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국내 여행과 차이가 없으나 이

국성을 향유하거나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곳을 벗어남으로서 얻을 수 있

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매력적인 것으

로 해석된다.

여행 준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항공권의 구매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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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가격을 고려하여 항공사를 선택하여 최대 할인 이벤트 기간에 

항공사와 제휴된 카드로 예약 결제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최근 트렌드는 여성이 주도하고 브랜드 호텔을 중심으로 현지 음

식을 즐길 수 있고 이국적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

는 곳을 선호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한편 가족 여행도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여행의 준비과정에

서 인기 투어 프로그램, 인기 브랜드 호텔, 렌트 카 등을 미리 예약

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만을 선호하지 않고 장거리 비행을 하는 미

국이나 세계의 여러 국가로 여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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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OR 분석

CONCOR 분석은 적정한 수준의 유사성이 있는 집단을 찾아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오익근 외 2

인, 2015).  하나의 객체(object)가 여러 속성(attribute)을 갖는다

고 하고 이러한 객체가 다수 있다고 할 때 군집분석이란 유사한 속

성들을 갖는 객체들을 묶어 전체의 객체들을 몇 개의 그룹 또는 군

집(cluster)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구매 행태를 반영

하는 속성들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된다고 할 때, 유사한 구매 행태

를 보이는 고객들을 서로 그룹핑(grouping)하는 것을 군집분석이라 

할 수 있다. 

군집화를 위한 객체 데이터에는 객체가 속하는 범주를 나타내는 

상태변수는 없는 점이 분류분석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겠다. 즉, 군

집분석은 학습표본이 없는 자율학습에 속한다. 따라서 군집화의 결

과가 얼마나 타당한가를 평가함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가 종종 필요한 분석이다

(David, J. H. 1998, 전치혁, 2012). 

[그림 4-2]는 CONCOR분석을 수행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4-1]에 사용된 동일한 핵심 단어 50개에 대한 대칭적 행렬에 대한 

매트릭스를 분석하였고 각 노드의 빈도는 <표 4-2>와 <표 4-3>

의 것과 동일하다. 6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다. 

클러스터의 이름은 클러스터에 구성되어 있는 등위적인 단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명명하였다. [그림 4-2]에서 가장 큰 그룹은 우측  

상단에 있는 클러스터로서, 여행, 계획, 국민, 증가, 도시, 여행객, 

통신사, 일본, 해외, 국내, 중국, 관광객 등의 노드가 포함 되어 있

다. 보는 바와 같이 여행목적지(지역, 도시, 일본, 중국), 여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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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여행객, 국민), 여행 추세(여행, 해외, 국내, 계획, 증가) 

등 해외여행의 가장 중추적인 대중적 트렌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해외 여행의 대중적 트렌드’라 이름을 붙였다. 

두 번째로 큰 그룹은 ‘최근’을 축으로 곳, 세계, 여성, 시간, 현

지, 미국, 차 등의 노드들이 연결된 허브와 스포크 형의 네트워크와 

‘최근’이라는 축과 연결된 ‘자신’을 축으로 정보, 음식, 사진, 

국가들이 연결된 허브와 스포크 형의 네트워크 2개가 허브끼리 연

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최신 해외 여행트렌드’라고 명명하였

다. 

하단에 있는 큰 클러스터는 가족, 해외여행, 상품, 서비스, 투어, 

준비, 인기, 기간, 예약, 호텔, 가격 등의 가족 해외 행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 해외여행’클러스터로 명명하

였다. 

좌측 하단의 클러스트는 카드, 최대, 할인, 이벤트, 브랜드 등 해

외여행 상품 구매시 소비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똑똑한 해외여행 소비 패턴’으로 이름 붙였다. 

최상단의 크러스트는 연휴, 항공, 노선, 항공사 등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로 연휴 때 항공편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트렌드를 보여주므로  ‘해외여행의 탈계절성’이라 명명하

였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클러스터는 인천, 공항, 면세점 등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있는데, 인천 공항의 여러 특성 중 쇼핑을 하는 면

세점이 해외여행과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 

‘해외여행 쇼핑 장소, 인천공항’이라 명명한다.

해외여행의 트렌드를 각 클러스터 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외여행의 대중적 트렌드’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여행객 또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행 목적지가 트렌드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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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즉 보고 즐기는 

유형의 일본, 중국여행이 가장 대중적인 해외여행 트렌드로 읽힌다. 

또한 일본과 중국 여행은 도시중심으로 여행 목적지를 결정하는 트

렌드를 보인다고 하겠다. 

한편 여행 계획의 단계에서는 ‘어디로 갈지’에 대한 여행 목적

지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계획 단계에서 형성된 

여행 목적지에서 바라던 것들을 실제 해외여행에서 실현하는 활동

과의 일치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을 국

내 여행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를 이

용한 행위가 해외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

역 앱, 인적 네트워크와의 소통, 카드 결제, 지도 앱 등 해외여행에

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수단으로서 휴대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신 해외여행 트렌드’클러스터는 여성이 최신 트렌드를 주도

하면서 현지 음식체험, 여행에 대한 증명이나 추억으로서 사진 등이 

중요해지고 타인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에게 충실한 여행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던 세계 각지

의 새로운 여행지나 매우 구체적인 장소로서 ‘곳’이 최신 트렌드

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객이 많

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검색하여 이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여행지의 이색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독특하고 새로

운 음식을 접했을 때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가족 해외여행’클러스터가 중요한 클러스터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가족 해외여행’이 현 시대 우리나라 해외여행의 주

요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 단위로 해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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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족 해외여행은 대

중적이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특정한 계층이 누리는 유형의 해외 여

행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해외여행’클러스터를 구성하

는 단어를 토대로 해석하면 가족 해외여행은 주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가격과 서비스를 고려하여 호텔을 선택하고 여행을 하기전에 

미리 예약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대체적으로 인기가 있는 현지 

데이 투어나 상품을 여행 준비 단계에서 미리 예약하여 비교적 철

저하게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똑똑한 해외여행 소비 패턴’클러스터는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한 소비 행태로서 ‘브랜드’상품을 구입하되 최대 할

인 이벤트를 이용하여 신용 카드로 결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여행의 준비 단계나 여행지 현지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바가지 

상술)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

게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즉 검증되

지 않은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여 여행할 때의 기분을 망치기보다

는 브랜드를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품질이나 가격의 측면에서 리스

크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인 판매 이벤트 기간을 잘 활용하

여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소비환경은 소비심리 위축과 가치소비 트렌드의 정착으로 아

껴 쓰고 똑똑하게 쓰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의 

도움으로 소비자가 영리해짐에 따라 똑똑하게 쓰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지식과 눈높이는 가히 전문

가 수준이다. 광고 문구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 것은 물론 어렵고 애

매한 용어들까지 척척 구분해가며 꼼꼼히 따지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이다(김병용, 2013). 

‘해외여행의 탈계절성’클러스터는 과거와 달리 여름 휴가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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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절성이나 성수기 개념이 희박해지고 주5일 근무제와 대체 

휴일제가 시행됨으로써 연휴를 이용하여 대다수 해외 여행객은 항

공편을 이용하여 해 여행을 떠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 

‘해외여행쇼핑장소, 인천공항’클러스터는 집에서 출발하여 공항

에 도착하면 이미 여행이 시작되어 일상에서의 자신과 다른 여행객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면세점에서의 쇼핑이 중요한 해외

여행 활동의 부분임을 보여준다. ‘똑똑한 해외여행 소비 패턴’클

러스터와 맥을 같이 하여 면세점에서의 쇼핑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합리적 소비를 보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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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출현빈도 1,000번 이하는 라인을 생락함
[그림 4-2]‘해외 여행’연관 단어 CONCOR분석



- 112 -

(6) 소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외 여행트렌드를 분석을 통해 해외여행 

연관 빈도가 높은 상위 100위의 단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높은 빈도의 단어는 여행, 해외, 한국, 관광, 일본, 국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의 가

장 뚜렷한 트렌드는 관광을 목적으로 일본 여행을 하는 것이고 국

내 여행과 가성비의 측면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읽힌다. 

둘째, 중국, 상품, 지역, 공항, 사진, 서비스, 해외여행, 세계, 호텔, 

시장, 시간, 항공 등의 단어들이 뒤이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단어

들이다.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많이 고려하는 키워드들로 파악된다. 

즉 중국, 지역, 세계 와 같은 여행의 목적지가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상이 되고 여행 상품, 호텔, 항공사를 서

비스와 결부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이와 함께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곳을 고려하여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외여행

을 갈 때 시간적 요소가 현실적으로 해외여행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여행 의사결정문제로서 어디를 

갈지 즉 여행 목적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공간 스케일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국가나 그와 유사한 공간스케일의 지역을 고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간의 측면에서 주로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

는 것이 주요 흐름으로 파악된다. 여행 목적지 국가나 지역에서 구

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갈지를 정하고 현지의 독특성이나 이국성이 

잘 드러나는 인기가 있는 도시나 장소, 투어로 여정을 구성하고 실

제 여행 준비의 단계에서 정보를 검색하며 브랜드를 선호하고 최대 

할인이 되는 기간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예약하는 경향

이 주요 흐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쇼핑을 주로 면세점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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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통신사 로밍을 하여 현지에서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행태로 보인다. 한편, 가족 

여행이 주요 트렌드중의 하나임을 보여 준다. 

넷째, 방송, 학생, 체험, 생활, 자유, 여성, 기술, 참여, 발, 음식, 

베트남 등이 새로운 경향을 표현하는 주요 키워드들로 보인다. 즉 

방송이 해외여행에 영향을 많이 주거나 방송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 여성이 트렌드를 이끌어 가

는 새로운 주체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체험, 생활, 참여, 발 

등의 키워드는 여행 활동의 유형이 눈으로 보는 관광에서 발로 직

접 가서 참여하거나 현지의 생활을 체험하는 형태로 이동하는 흐름

이라고 할 수 있고 여행지의 음식이 중요한 여행 활동의 대상이 되

고 베트남이 새로운 해외여행 목적지 국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

겠다. 한편 여행의 동기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의 중요성이 새롭게 

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분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연휴 기간을 이용할 수 있음으로서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둘째, 해외여행은 일본 여행이 주된 트렌드이면서 국내 여행의 비

교대상이 된다. 비용이나 여행 기간,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국내 여

행과 차이가 없으나 이국성을 향유하거나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곳을 벗

어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자아성찰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더 매력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여행 준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항공권의 구매는 

서비스와 가격을 고려하여 항공사를 선택하여 최대 할인 이벤트 기

간에 항공사와 제휴된 카드로 예약 결제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넷째, 최근 트렌드는 여성이 주도하고 브랜드 호텔을 중심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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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이국적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넷째, 한편 가족 여행도 중요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여행의 준비과

정에서 인기 투어 프로그램, 인기 브랜드 호텔, 렌트카 등을 미리 

예약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만을 선호하지 않고 장거리 비행을 하는 

미국이나 세계의 여러 국가로 여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ONCOR 분석의 결과는 6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해외여행의 대중적 트렌드’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여행객 또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행 목적지가 트렌드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즉 보고 즐기는 

유형의 일본, 중국여행이 가장 대중적인 해외여행 트렌드로 읽힌다. 

또한 일본과 중국 여행은 도시중심으로 여행 목적지를 결정하는 트

렌드를 보인다고 하겠다. 한편 여행 계획의 단계에서는 주로 ‘어디

로 갈지’에 대한 여행 목적지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

석되고 계획 단계에서 형성된 여행 목적지에서 바라던 것들을 실제 

해외여행에서 누리는 활동과의 일치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두는 것으

로 보이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행위가 해외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신 해외여행 트렌드’클러스터는 여성이 최신 트렌드를 주도

하면서 소소하고 일상적인 음식, 사진 등이 중요해지고 타인을 의식

을 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충실한 여행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던 세계 각지의 새로운 여행지나 

매우 구체적인 장소로서 ‘곳’이 최신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

한 사고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

를 철저히 검색하여 이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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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이색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독특하고 새로운 음식을 접했을 

때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 해외여행’클러스터가 중요한 클러스터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가족 해외여행’이 현 시대 우리나라 해외여행의 주

요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 단위로 해외여

행을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족 해외여행은 대

중적이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특정한 계층이 하는 유형의 해외 여행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해외여행’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단어를 토대로 해석하면 가족 해외여행은 주로 호텔에서 숙박을 하

고 가격과 서비스를 고려하여 호텔을 선택하고 여행전에 미리 예약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대체적으로 인기가 있는 투어나 상품을 

여행 준비 단계에서 미리 예약하여 비교적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똑똑한 해외여행 소비 패턴’클러스터는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한 소비 행태는 ‘브랜드’상품을 구입하되 최대 할인 

이벤트를 이용하여 신용 카드로 결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여

행의 준비 단계나 여행지 현지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바가지 상

술)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즉 검증되지 않은 서

비스나 제품을 구매하여 여행할 때의 기분을 망치기보다는 브랜드

를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품질이나 가격의 측면에서 리스크를 최소

화하는 합리적인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매 이벤트 기간을 잘 활용하여 구매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해외여행의 탈계절성’클러스터는 과거와 달리 여름 휴가철과 

같은 계절성이나 성수기 개념이 희박해지고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

으로써 연휴를 이용하여 대다수 해외 여행객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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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 

‘해외여행 쇼핑 장소, 인천공항’클러스터는 집에서 출발하여 공

항에 도착하면 이미 여행이 시작되어 일상에서의 자신과 다른 여행

객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면세점에서의 쇼핑이 중요한 해

외여행의 부분임을 보여준다. ‘똑똑한 해외여행 소비 패턴’클러스

터와 맥을 같이 하여 면세점에서 쇼핑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합리

적 소비를 보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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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 유형별 의사결정특성

(1) 해외여행 유형 분류 기준

본 절에서는 정보의 탐색과 대안평가과정에 초점을 두고 해외여행 

의사결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 절에서 분석한 최근3년

의 해외여행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외여행객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 심층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의 특성을 분석한다.

해외여행 유형별 의사결정의 특성을 분석할 때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 방식으로 그 특성을 살펴본다. 정보 탐색과 대안평가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해외여행을 분류한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

도록 하겠다.

전통적 패러다임 관점에서는 여행객을 일종의 소비자로 보고, 개

인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수행하는 행동과 심리적 현

상을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정보처리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소비자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완전한 정보처리자

로 가정하고 문제 해결자로 전제한다. 여행행동을 이러한 인지주의

적 관점에서 보면, 여행행동 역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의 과정이고, 

정보처리의 심리적 절차를 따르는 합리적 경제행동이라고 본다. 이

러한 관점에서 강조하는 여행행동은 주로 관광지와 상품의 선택과 

관련한 의사결정, 정보의 탐색과 대안평가과정이다.

정보탐색(information search)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 점포 또는 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는 소비자의 

의도적인 행동을 말한다. 관광자이든 일반 소비자든 정보탐색의 목

적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정보탐색행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행태로 나타난다. 

상황에 따라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으며, 전혀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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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보탐색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의 결과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

다(김병용, 2013)

정보탐색의 유형에는 내부(적)탐색과 외부(적)탐색이 있다. 내부

적 탐색(internal search)이란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의 기억을 활

성화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 정보의 외부탐색(external search)이

란 광고, 판매원, 친구 등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내부탐색만으로 정보가 불충분할 때 정보의 외부탐색을 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외부탐색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비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정보를 탐

색하는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김병용, 2013).

정보의 원천은 개인적 정보원천, 기업제공 정보원천, 중립적 정보

원천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정보원천

(personal source)에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

다. 구전광고(word-of-mouth communication)는 환대서비스 산

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행은 감정적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정보는 사실

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기업제공 정보원천(market-controlled source)는 서비스 제공의 

직원과 광고 등이 있다. 특히 가격할인이나 경품판매에 대한 광고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립적 정보원천(neutral source)는 마케터의 통제 하에 있지 않

은 정보원천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부기관의 간행물, 연구 기관의 보고서 등이 있

다.

다음으로 대안평가는 대안이 가진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과정

이다. 대안평가는 정보탐색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보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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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완료 직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 대안들(alternatives)을 

비교․평가하는 과정은 그래서 다소 복잡하다(고동우, 2013). 여행이 

가능한 목적지들, 여행과정에서 수행하는 활동들, 숙박시설, 기념품, 

장비와 기구들, 그 외 각종 브랜드들이 대안군이 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대안평가를 하든지 소비자는 평가할 대안들을 비교하

는 데 필요한 나름의 기준을 가진다. 이 기준을 소비자의 평가기준

(evaluative criteria)이라고 한다. 즉, 평가기준이란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 또는 제품의 효용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준으

로서 흔히 제품속성의 형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호텔의 

경우 일반적인 평가 기준은 가격, 브랜드, 비즈니스 센터, 도심에서

의 접근성 등이 될 것이다(김병용, 2013). 대안이 지닌 속성들의 

목록과 가중치는 객관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이며,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대안평가의 기준은 개인적이며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

다. 평가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동우, 2013).

일반적으로 관광 소비자들은 몇 개의 대안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

가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브랜드 대안

을 모두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 구매 및 사용경험이 좋지 

않았던 브랜드나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인식되는 브랜드는 처

음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종대안을 

결정할 때 최적의 선택을 항상 추구하지는 않으며 대체로 만족할 

만한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많은 대안들 중에서, 관광객은 어떻게 하나를 결정할까? 의사결정

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과정은 의사결정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관

광객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반드시 일정한 규칙에 의존하고,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안들 중에 선호하는 순서를 정하고, 

최종 선택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관광객은 여행지를 전체적 의미에

서 평가할 수 있지만 여행지 전체를 소유하거나 이용함으로써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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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는 것이다. 교통, 숙박, 관광 명소, 쇼핑과 같은 목적지 관련 

속성을 소비함으로서 효용을 얻는다. 의사결정은 동행자와 같은 상

황적 요인도 영향을 받지만, 속성은 평가도구로서 역할한다(Li et 

al., 2017).

의사결정 연구에서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다속성 선택의 정신적 

과정을 추적하는 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모두 정성적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들이 관찰이나 큰 소리로 생각하도

록 요청함으로써 , 적용된 의사결정 규칙의 유형을 추측하거나 응답

자의 정신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성적 방법은 의사결정 

규칙을 탐구하고 일반적인 추론을 하는데 유용하다(Li et al. , 

2017). 따라서 본 연구도 정성적 방법으로서 심층면접자료를 분석

한다. 

다속성평가 규칙은 보상적 결정방식(compensatory decision 

rules)과 비보상적 결정방식(noncompensatory decision rules)으

로 분류된다. 어떤 속성의 약점이 다른 속성의 강점에 보상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대안 평가 방식이다. 비보상적 결정방식은 어떤 속성

의 약점이 다른 속성의 강점에 의해 상쇄될 수 없다고 전제하는 대

안 평가 방식이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컨조인트 분석

(Conjoint analysis), 로짓 모형 등을 활용한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

한 방법들은 보상적 결정방식을 전제한다.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이 

고려하는 각 속성의 무게를 측정하여 각 속성에 효용값을 부여한 

다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가장 높은 효용을 가진 대안을 선

택하는 전형적인 보상적 평가 방식이다(Li et al., 2017). 속성별 

가중치(중요도)와 점수를 곱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대안이 선

택되는 방식이다.

대안의 수와 속성의 수가 증가할 수로 보상적 결정 방식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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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처리를 요구한다. 정보 과부하는 현대 디지털 시대는 의사결정

자에게 종합적인 정보 검색과 복잡한 문제해결은 요구한다. 이로 인

해 오히려 덜 집중적인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비보상적 결정방식으

로 대체되기도 한다(Li et al., 2017). 

비보상적 결정방식에는 사전편집식 방식(lexicographic rule), 결

합식 방식(conjunctive rule), 분리식 방식(disjunctive rule), 순차

적 제거방식(sequential elimnation rule)이 있다. 

사전편집식 방식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에서 가장 우수하다

고 평가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결합식 방식은 여러 속성 

중 어느 한 속성에서도 큰 결점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제품을 선택

하는 방식이다. 우선 각 속성별로 최소한의 허용수준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대안별로 속성별 허용수준을 기준으로 미달되는 대안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분리식 방식은 각 속성에 대해 허용수준의 정도

가 결합식 결정방식보다는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결합식 방식은 결점 

있는 대안을 제외하기 위하여 효용기준이 필요하지만 분리식 결정

방식에서는 뛰어난 속성을 가진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

요하기 때문에 허용수준은 높게 설정된다. 속성별 허용수준이 결정

되면 어느 한 속성에서라도 이 허용수준을 만족시키는 속성을 가진 

대안이 선택된다. 순차적 제거방식은 사전편집식 결정방식과 비슷하

나, 중요한 속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설정된 허용수준과 비교하여 

제외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은 대안이 선택된다.

관광 상품의 비가시성(intangibility) 때문에 관광의사결정은 경험

이나 인상에 기초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인지 처리보다는 감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Li et al., 2017). 소비자가 상품이나 대안의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나 육감 및 징크스 등에 의

존하거나 주먹구구식 방법(rule of thumb)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

가 많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방식을 통칭하여 휴리스틱 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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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ristic Rule)이라고 한다. 휴리스틱 결정방식에는 감성의존

(affect referral)식 평가방식과 프레임이론(Frame Theory)이 가

장 널리 알려져 있다. 감성의존식 평가방식은 과거 경험에 의해 기

억에 저장되어 있는 감성적 평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프레임이란 의사결정의 결과를 전망하게 만드는 일종의 준

거를 의미하며, 이 준거는 일종의 현상유지 지점을 뜻한다(고동우, 

2013).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의 전망에 따라 의사결정하

는 방식이 프레임 이론이다.

여가 및 관광행동은 감정경험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주말여행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이러한 감성의존식 평가방식

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동우, 2013). 보상적 결정방식은 관광 

연구에 광범위하게 채택되었지만 관광객이 시간, 에너지 및 정보가 

제한된 특정상황에서는 단순하거나 비보상적 의사결정 규칙을 선호

한다(Yee et al , 2007: Hauser et al, 2009; Li et al. 2017). 

예를 들어 일정(the time schedule)이나 시간표라는 속성으로 정량

화 될 수 없는 자유시간이 더 많은 여유로운 여행인가라는 점이 중

요한 선택기준이 된다는 연구결과((Li et al, 2017)나 협상될 수 

없는 속성 예를 들면 일식이나 월식 관광에서 필수적인 측면을 포

함하는지의 여부와 같은 선택기준은 비보상적 결정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의 선택 기준은 보다 세심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질적 면접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주장된다((Li et al, 2017).

해외 여행객의 유형화를 위해 2개의 차원이 고려되었다. 그 중 하

나는 동행자 유형에 관한 것으로 1차적으로 가족 여행인지 아닌지 

2차적으로 가족 여행이 아닌 경우 나홀로 여행인지 아닌지로 구분

하였다. 이는 앞 절에서 분석한 해외여행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가족여행이 해외여행 트렌드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여행의 경우 호텔을 이용하고 브랜드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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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어느 정도 분명한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외 여행객의 주요한 유형중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따라 동행자 관계를 해외여행의 유형화를 하기 위한 

주요한 한 축으로 구성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여행 상품에 따른 여행 유형으로서 패키지 여행인

가 개별 여행인가로 구분하였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는 여러 여행 

소재가 한 개의 상품으로 묶여 있어서 그 상품 하나를 구매함으로

써 여행의 준비가 거의 끝나는 반면 개별 자유 여행의 경우는 여행

에 필요한 소재 하나 하나를 모두 여행객이 직접 수배하여 구매하

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 또한 실제 여행의 성격

이 개별 자유 여행과 패키지 여행이냐에 따라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다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둘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행상품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에어텔은 

패키지여행과 개별여행 사이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

과 개별 자유 여행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면 그 특성을 짐작할 수 있

다. 따라서 에어텔 상품을 이용한 여행을 하나의 여행 유형으로 따

로 분류하여 그 의사결정 특성을 분석할 필요는 크지 않다. 그러나 

친구나 지인과 동행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유형의 해외 여행를 대신하여 

에어텔상품을 이용한 비가족동반 여행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이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4-4> 해외여행 유형분류

여행 형태

패키지여행 개별자유여행

동행자유형

가족여행 가족패키지여행 가족개별자유여행

비가족여행
나홀로여행 나홀로패키지여행 나홀로개별자유여행

비가족동행여행 비가족동행패키지여행 비가족동행개별자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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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여행유형별 연구참여자 목록

여행 유형 연구참여자 목적지

가족패키지여행 홍콩/마카오, 이태리지, 대만

가족개별자유여행 홍콩, 영국, 베트남 호이안, 일본 히로시마

나홀로패키지여행 캐나다/미동부

나홀로개별자유여행 인도네시아/태국, 뉴질랜드, 동유럽/중동

비가족동행에어텔 베트남 달랏

비가족동행개별자유여행 르완다,뉴욕, 뉴욕/워싱턴, 일본 홋카이도, 일본 가고시마

항공권, 숙소는 개별 자유 여행에서 중요한 결정 대상이다. 어느 

항공사를 탈지와 숙박시설의 유형 등은 여행비용과 편의에 큰 영향

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자유여행의 경우는 항공

권과 숙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분석한다. 아래는 항공티켓과 숙소

결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이다. 

“의사결정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또는 사항이라면 어느 

항공사를 탈지 어느 곳에서 숙박할지를 가장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어디에 숙박할지랑 항공티켓같은 경우에는 그것

에 따라 금액차이도 크게 날 수도 있고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뉴욕/워

싱턴, 개별)

한편 패키지여행의 경우는 여행사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개별 여행과 달리 여러 패키지 여

행은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결정 대상이 

된다. 여행 목적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후 패키지 상품을 고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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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고 여행 목적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있다. 어떤 등급의 상품을 선택하는 가가 중요한 선

택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결국 여행에 필요한 여

행 소재들이 한 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결정이 된다. 이러한 근거로 패키지여행의 경우는 여행사 

브랜드와 패키지 상품의 선택에 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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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여행

1) 가족패키지여행

여행사선택에 있어서 정보의 원천은 구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전, 블로그, 커뮤니티, 여행사 홈페이지 상품 후기 등  다양한 

정보 원천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구전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롯데관광상품을 이용하였는데 거기를 택한 이유는 주변사람들

이 그 회사 상품이 좀 더 평가가 좋았고 실제로 시부모님 여행 

보내 드릴 때 롯데관광 상품을 선택하였는데 그 때 두 분의 만

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이태리 패

키지)

여행사 브랜드 선택은 이전의 경험이 브랜드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전의 경험이 좋았

을 경우 여행사브랜드결정은 자동화되어 이전의 것으로 결정한 상

태에서 동일 여행사 브랜드의 상품을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전의 경험이 좋지 않았을 경우 그 브랜드 상품을 선택의 대

안으로서 고려하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나 가이

드 등과 같은 상품 속성측면에서 다른 대안 여행사의 상품과 비교

함으로서 상품 속성에 의해 브랜드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행사 브랜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인지적 방식을 따르는 경우

와 감성적 방식을 따르는 경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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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가족패키지여행유형의 정보처리방식

　 패키지상품 여행사브랜드

　 홍콩 이태리 대만 홍통 이태리 대만

정보탐색
정보탐색유형 외부탐색 외부탐색 외부탐색 내부탐색 내부탐색 외부탐색

정보원천 지인 기업제공 지인 온라인
통합사이트

대안평가
속성정보의존 ✔ ✔ ✔ ✔

감정의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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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랑 아시는 분이 하나투어에서 대리점을 하시니까 해달

라고 했죠. 아시는 분이 있었고 거길 통해서 예약했습니다, ”

(홍콩, 마카오, 패키지)

“저는 지인들이 대만여행갔다온 사람들. 왜냐하면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도 좋은 얘기? 뭐 객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사람,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것은 좋았고 이런 

건 나빴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패키지를 고르든 자유여행을 

가든하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대만 다녀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언구하기도 쉬웠고. 그런 걸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패

키지를 골랐죠……그래서 여행사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좁혀

진 게 롯데여행이랑 아이들이 AJ여행사라는 거를 쿠팡에서 찾

았는데. 우리가 인제 친척집이나 갈 때는 자유여행으로 가고 대

부분의 여행은 패키지로 갔는데. 애들 말도 그렇고 제 생각도 

여행사는 중요하지 않다. 특히 이렇게 방학 때 핫시즌일 때는. 

가이드가 중요하다, 패키지 여행에서는. 그러니까 그 두 여행상

품을 비교했을 때 똑 같이 3박4일인데 하나는 비행기가 아시아

나이고 롯데는. 그런데 비용이 1인당 그리고 온천이 하나 포함

되어 있는데 1인당 비용이 20만원 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2시간 반 걸리는 거 그냥 비행기 티웨이타고. 다

음에 온천은 애들이 엄마랑 온천하는 거 별로 안좋아하니까(하

하) 그거 빼야 되는거고. 그러면 처음이지만 AJ라는 데를 한 번 

가보자. 해서 했죠.”(대만, 패키지)

패키지 상품에 대한 탐색은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여행사 사이트 또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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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이었다. 상품에 대한 평가는 여정의 구성, 가격과 편의를 동

시에 고려하여 평가하고 선택하였다. 가격보다는 편의를 우선시 하

는 경우는 동일 여행 목적지 상품의 여정의 구성의 우수성(차별성)

을 고려하였고 가격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는 여정의 구성이 나쁘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 상품의 경우 항공사와 숙

소의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반면 여정의 구성에 있어서 주

요 관광 명소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의보다는 가격의 

중요도가 클 경우, 여정의 구성이 상품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인의 추천은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 상품 선택과 관련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

은 아래와 같다.

“딸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도 이탈리아였고 작년에 제 친한 

지인이 다녀온 곳도 이탈리아였는데 너무 좋았다 앞으로 또 가

고 싶다라고 하여서 그러면 올해는 이탈리아로 가자하여서 휴가

기간과 맞는 상품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알았던 

그리고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던 상품이 롯데관광 서유럽상

품이었는데 그 때 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셔서 다른 회사 

상품은 아예 보지 않고 롯데관광 상품중에 이탈리아 1개국 또는 

2개국을 검색하였는데 이탈리아 스위스 상품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으나 이미 매진되어서 그리고 상품이 있다하더라도 저희들 

휴가기간과 맞지 않아서 이탈리아 1개국 상품으로 결정하였고 

1개국 상품중에서 코스가 2가지 정도 있었는데 한국인들에게 

조금 생소한 도시 돌로미티, 시즈미오네 이런 곳이 포함되어 있

는 상품을 결정하여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태리,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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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따라 우리가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더 좋은 데 뭐 자는거 이런 건 할 수 있었

지만 3일 이정도는 조금 좋고 안 좋고 그런데서 자는 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그 나라에 가서 그 현지에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보고 그런 거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

다...중략...이제 여행을 한 두곳 다니다 보니까 이왕이면 대한항

공을 타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제주도나 홍콩이나 어떤 단

시간 2~3시간, 일본 이렇게 짧은 거리로 다닐 수 있는 곳은 저

가항공을 타는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의(웃음)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홍콩․마카오, 패

키지)

“패키지상품 중에서 그거는 인제 애들한테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 특단의 조치로. 아니면 엄마 혼자 간다. 아니면 엄

마 친구랑 간다. 뭐. 너네 아예 여행을 안갈 수도 있어. 그러니

까 막 자기네가 찾더라구요. 진짜 제가 찾았으면 또 못 찾았죠, 

그렇게. 그런데 애들은 컴퓨터를 잘 해서. 검색하는 거, 뭐 가격 

이거에 대게 민감하니까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상품별로 니네

가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비교해서 왜 싼지 이걸 하라니까. 자

기네가 비행기하고. 아! 공항이 달랐구나. 하나는 비싼 만큼 1인

당 20만원 차이나는 게, 하나는 타이페이 공항이었고 하나는 타

이쭝공항이었어요. 타이쭝이니까 타이페이까지 가는데 공항에서 

또 한 1시간반? 2시간을 갔죠. 그러니깐 그것 때문에 비싼 것 

같애요. 해서‘ 니네는 어떠니? 비행기를 타고 피곤한데 버스를 

더 탈 수 있겠니?’하니까, 젊으니까, 5시간이렇게 10시간 이렇

게 타는 것도 아니고 2시간 반?이니까, 애들이 어 2시간반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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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또 구경하면 된다고. 오히려 진짜 비행기 경유해서 

가는 걸 뭐 괜찮다고 또 생각하더라구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러면 타이쭝으로 가자하는걸로 했고. 뭐할건지는 이미 거기에 

다 있었는데. 저는 대만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게 장개석이 중국

에서 어떤 걸 가져왔는지. 그 박물관만 보면 뭐 대만 다 본 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역사에 관심이 많죠. 나이든 사람

들은. 우리가 또 실제로 중국 그런 건 많이 겪은 내용이니까. 그

래서 박물관에 초점을 제일 많이 두었어요.”(대만, 패키지) 

2) 가족 개별 자유여행

항공권 가격에 대한 정보 검색은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카약, 스

카이스캐너와 같은 항공권 가격 검색 사이트 또는 네이버, 쿠팡과 

같은 포털 사이트, 쇼핑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공사브랜드 선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가족 여행의 경우 항공권 구입이 가장 큰 비용을 차

지하므로 이를 최소하기 위하여 가격위주로 항공권을 선택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행하는 가족 중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

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직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저가를 선택하기 보다는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항공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는 제일 먼저 항공권을 발권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

공권이 발권하기도 힘들고 좋은 항공권 프로모션도 항상 보면 

한 3개월? 정도 전에 항공권을 예약하는 게 제일 좀 여러모로 

비용에서도 좀 save 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공사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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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족 개별 자유여행 유형의 정보처리방식

　 숙소 항공권

　 홍콩 영국 일본 베트남 홍콩 영국 일본 베트남

정
보
탐
색

정보탐색유형 외부탐색 외부탐색 외부탐색 외부탐색 내부탐색 외부탐색 외부탐색 외부탐색

정보원천 온라인
통합사이트

온라인
통합사이트

온라인 
통합사이트

지인추천 기억 온라인
통합사이트

온라인
통합사이트

온라인
통합사이트

대
안
평
가

속성정보의존 ✔ ✔ 　 　✔ 　✔ ✔
감정의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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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많아서 대한항공

을 이용해야 되겠다해서 같이 예약을 하게 된거고 ...중략...

예를 들면 항공권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부터 대한항공홈페이

지를 보다가 가족, 패밀리에 한해서 두세명을 같이하면 두명인

가를 같이 발권을 하면 더 할인된 가격으로 주는 프로모션이 있

더라구요. 그래서 두명은 발권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그 마일리

지로 그 보너스 항공권으로 했어요.”(홍콩, 개별) 

“일단 결정 1순위는 저렴한 항공, 저가 항공이 여러 가지가 있

었는데 그중에서 진에어를 타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한항공 마일

리지를 모으고 있어서 이왕 탈거면 관련 항공사를 타자 싶어서 

진에어를 선택했습니다....중략...항공, 아, 네이버에서 다낭 항공

권을 검색해서 거기서 나오는 최저가 중에서 진에어것만 선택해

서 결제했습니다.”(베트남 호이안, 개별)

“항공사는 사실 어~뭐 가장 싼 곳을 찾다보니까 영국항공이 

한국 국적기보다는 싸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의 경우에는 비

행기를 한 번도 안타봐서 외국항공사 승무원들과 한국항공사 승

무원들의 차이도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항공 같은 경우에

는 처음에 여행사에서 봤어요. 런던 가는거 다 있으니까. 국적기

인대신에 더 비싸고.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하는게 낫

겠다 해서 바로 하게 됐고...(영국, 개별)”

“에어서울 탔고 선택한 이유는 그것밖에 히로시마 직행이 없었

기 때문에 에어 서울을 탔습니다. 여행날짜에 맞춰서 항공티켓

을 찾다 보니까 에어서울밖에 안남아있었고”(일본 히로시마,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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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숙소의 입지를 먼저 결정한 

후 숙소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숙소 입지 결정을 

위하여 개략적인 여정 구성을 바탕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이나 구글 맵, 부킹사이트 등 외부 탐색을 

통하여 숙소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정한 숙소에

서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인의 추천이 강력한 영향을 주

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숙소 브랜드에 대한 선호는 없었으나 검색

사이트에 대한 선호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보너스 숙박과 같은 것이 숙소 북킹사이트 선호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의 입지가 결정되면 다음으로 숙소

의 유형이 가격과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의 유형은 가족 구성원의 연령, 성별, 여행의 목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의 예약은 북킹사이트에서 가격과 편의를 고

려하여 숙소를 결정한 다음 최저가를 제시하는 사이트에서 예약하

였다. 

“저는 일단 여행지를 선정을 하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

관에 가서 그 관련 여행책자를 한 두세 개는 좀 보는 것 같아

요. 두세 개를 좀 이렇게 보다보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이동하는가가 보이거든요. 저희는 아직 많이 어리진 않지만 친

정어머니랑 같이 가서 이동을 많이 안해도 되는 비용이 들더라

도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시내쪽에 그 뭐야, 숙소를 정해

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여행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침사추이가 가장 중간이라는 보다는 가장 여기저기 다닐 수 있

는, 지하철도 조금만 타고 저쪽 홍콩아일랜드도 갈 수 있고 여

러 면에서 여기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침사추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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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정한 것 같아요.”(홍콩, 개별)

“숙소는 아고다라는 홈페이지에서 했는데 일단 알마니티 썬라

이즈 리조트는 아고다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한 다음 예약을 했고 그 첫 번째로 묵었던 거의 모텔급 숙소는 

다낭국제공항 주변에 어떤 숙소들이 있는지를 지도를 보면서 내

가 찾으려고 구글 맵을 켜서 다낭 국제공항을 중앙에 두고 호텔

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여러 가지 호텔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

면 그 호텔 하나를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호텔을 선택을 하면 

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 링크들이 나와

요. 그중에서 또 아고다가 최저가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고다

를 통해서 또 한번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호이안, 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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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홀로여행

1) 나홀로패키지여행

<표 4-8> 나홀로 패키지 여행과 비가족 동행 에어텔 여행유형의 

정보처리방식

　 나홀로패키지 비가족동행에어텔

　 캐나다미동북부 베트남달랏

　 상품 브랜드 상품 브랜드

정보
탐색

정보탐색유형 외부 내부 외부 외부

정보원천 기업제공 기억 온라인 온라인

대안
평가

속성정보의존 ✔　 　 　 　

감성의존 ✔　 ✔　 ✔　

가족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사브랜드 선택은 이전에 사용한후 좋

은 경험을 한 경우 동일한 여행사 브랜드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하나여행사를 이용한 후 좋았기 때문에 이후 여행할 때는 계

속 고민의 여지없이 하나 투어를 이용합니다.”(미동북부/인근 

캐나다, 패키지)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패키지 상품을 검색하고 결정에 있어 지

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패키지상품 선택은 가격과 

편의가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파악되었다. 여정의 구성은 나쁘지 

않으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는 해외여행할 때 무조건 국적항공사 직항편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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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그런데 그때 문자에 안내된 상품은 대한항공이 보스톤 

첫 취항 기념으로 매우 싸게 나온 상품이었어요. ...중략... 일단 

메일로 일정을 프린트해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선택관광의 비용이 얼마가 될지 대충 훑어 보았어요. 그리고 주

변 지인중에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본 적 있는 사람을 찾아

보았으나 없었어요. 너무 저렴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져 후회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이왕 멀리가는 거 가기도 쉽지 않으니 돈

이 더 들더라도 만족스런 여행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았어

요. ...중략...미동부3도시 인근 캐나다 5개도시 다른 여행상품을 

쭉 훑어보았어요. 고품격상품들은 적어도 330만원 이상이라 마

음을 접었습니다. 문자로 온 그 상품이 질은 같으나 가격이 정상

가보다 약 30만원정도 저렴해서 거의 그 쪽으로 기울어 결국 구

매결정하기로 했습니다.”(미동북/인근 캐나다, 패키지)

2) 나홀로 개별자유여행

항공권의 정보는 카약, 스카이 스캐너, 인터파크 투어 등 외부 탐

색으로 항공권에 대한 정보 탐색하였다, 가격이 중요한 선택 속성이 

이었고 외국적 항공사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탐색을 많이 하였다. 항공권에 의해 여행 목적지 또는 여

정의 구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권이 다른 여행 결정

사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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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나홀로 개별 자유여행 유형의 정보처리방식

　
　

인도네시아+태국 동유럽4개국+중동2개국 뉴질랜드

항공권 숙소 항공권 숙소 항공권 숙소

정보탐색
정보탐색유형 내부+외부 외부 외부 외부 외부

정보원천 기억+온라인 온라인 기업제공 기억 기업제공 기업제공

대안평가
속성정보의존 ✔　 　✔ ✔　 ✔　 ✔　 　✔

감성의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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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공권 살 때 그 동안 스카이스캐너나 아니면 국내 인터

파크 투어에서 그 뭐~뭐라해야되지? 정보를 일단 가격위주로 

얻구요. 그 다음에 중국항공사는 제일 먼저 제외하고 (웃음) 그

럼 남는 것 중에서 가격이랑 그 다음에 한번쯤 타고 싶은 항공

사 같은 거? 그런 거 조합을 고려해서 적당한 것을 제 나름 기

준으로 고른 거예요”(뉴질랜드, 개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타게 되고요, 대한항

공은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었고 또 이번에 그 아, 여행동기랑도 

조금 맞물리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이천~, 1900마일리진가 이

천얼마를 쌓으면 모닝캄으로 업그레이드되는데, 모닝캄 업그레

이드되는 조건에 딱 얻어걸린 행선지가 발리였기 때문에 발리로 

먼저 들어가게 된 거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

에 대한항공을 쭉 타고 있고 두 번째로…… 에어아시아를 타게 

된 이유는 금액이 저렴해서. 카약이란 사이트로 검색을 하고 에

어아시아를 고른 거는 그냥 익숙해서 고른 것 같아요. 원래 제

스타를 더 많이 타는 편이긴 한데 제스타가 이쪽에서 방콕을 넘

어가는 데는 취항을 안하고 있다보니 제스타는 못타게 됐고 그

러니까 에어 아시아를 타게 됐고 또 하얀 공 같은 경우는 너무 

비쌌고 가루다는 비싸고 말레이사아항공도 고민을 했었는데 차

라리 그 가격이면 호텔을 올리자 이 생각을 해서 그냥 LCC를 

타게 됐죠”(발리/방콕, 개별)

“일단 서울에서, 폴란드항공(LOT)이 폴란드 항공이지만 서울

에서 부다페스트까지의 직항이 새로 취항을 해서 특가로 나왔어

요. 그리고 제가 직항을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직

항에다가 표도 싼 표가 나와서 구매를 하게 됐고. 두 번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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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르단 아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나오는 표가 필요한데 

텔아비브에서 나오는 표가 그렇게 취항하는 항공사가 생각보다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침 롯항공에서 아웃을 조회를 해

보니까 폴란드 바르샤바를 경유하긴 하지만 어~그래도 표가 특

가로 풀려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중략...저는 인터넷커뮤니

티 카페를 통해서 특가 항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가 항공권이 풀렸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직항이 폴

란드 항공에서 운항을 한다, 이런 식으로 누가 글을 올리셔서 

그것을 보고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유럽(오스트

리아, 헝가리, 독일, 체코)/중동(요르단, 이스라엘), 개별)

숙소는 기본적으로 여행 기간이 길고  여러 곳을 이동하는 여정으

로 구성되어 여러 곳에서 숙박하였다. 외부 검색을 통해 대략의 여

정을 고려하여 숙소입지를 결정하였다. 이후 호텔스 닷컴과 같은 숙

소 통합 검색사이트에서 가격 위주로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

소 유형을 결정할 때 선호 유형이 다양하였다. 할인 등 정보에 밝았

다. 친구 추천, 브랜드 숙박업소, 과거의 경험 등 숙소 결정 속성에

서의 공통점은 없다. 

“저는 숙박을 고를 때는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동선이구요. 제

가 뉴질랜드에서 가고 싶은 곳을 지도에서 여기여기 찍고 거기

에 하나의 뭐랄까 라운드를 그리듯이 루트를 짜고 거기안에서 

대충 요거 묶어서 1일치 2일치 3일치 코스가 나오잖아요? 그 

일정에서 적당한 숙소입지를 대충 골라서 입지위주로 보는데 

그~숙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위한 방법들은 호텔스닷컴을 

저는 사용하고 있구요. 왜냐면 그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어~뭐

가 있을까? 퀸즈타운이라는 도시에서 숙소를 알아보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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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퀸즈타운 뉴질랜드 딱 치면 가격대별로도 볼 수 있고 검색이 

편하고 아무래도 그게 글로벌 체인 전세계 단위라 보니까 가격

은 확실히 비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뭐, 그래도 어느 정

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뉴질랜드, 개별)”

“동유럽 도시들은 워낙 작다보니까 사실상 이번에는 입지는 고

려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인민박에서 머물렀는데 그 가격이 합

리적인지 아침밥을 주는지 아! 입지도 선정을 한 게 너무 시외

곽을 벗어나지 않는지 이정도 입지선정. 그 정도만을 고려하고 

일단은 위치를 정하였고요. ...중략..유럽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혼자 쓴다 이런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니까 20만

원 이상하는 호텔이 묶지 않은 이상 시설이 좋지는 않아요. 그

래서 굳이 한인민박이랑 차이점을 못 느껴요. 오히려 한인 민박

은 한국 사람을 상대해야하니까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아침밥을 

주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장점 때문에 유럽에서

는 제가 작년에 서유럽을 갔을 때도 처음 한인민박을 이용했었

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동행 구하기도 쉽고. 그

래서 동유럽에서는 무조건 한인민박을 이용했었구요. 그다음에 

요르단 이스라엘에서는 호텔을 이용했었는데, 호텔은 저는 보통 

아고다를 이용하는데 왜냐면 아고다 VIP라서 할인쿠폰이 나와

요. 검색을 하면 8%할인쿠폰, 30달러 할인 쿠폰이 나와요. 그

런게 딱 나올때마다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용했던게 

익스피디아. 보통 익스피디아도 싼게 굉장히 많아요. 익스피디아

를 이용해서 호텔을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동유럽(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중동(요르단, 이스라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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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가족동행(친구 또는 지인) 여행

1) 비가족동행 개별자유여행

항공권 선택에 있어 동일 항공편을 타는 경우에 항공권 가격에 대

한 정보에 밝은 구성원이 결정을 주도하였다. 항공사는 주도자의 경

험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후 항공사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검색하고 

비행출․도착시간이나 가격 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주요 결정 속성

은 다르게 나타났다. 각자 비행할 경우는 카약, 스타이스캐너 등의 

항공권 가격사이트에서 가격위주로 검색하였고 가격이 주요 결정 

속성이었다.

“항공티켓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약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카약, 그 스카이스캐너 같은 모아둔 사이트에

서 찾다보니까 에어차이나가 가장 싸게 나와서 에어차이나 웹사

이트 따로 들어가서 따로 예매를 했고”(뉴욕․워싱턴, 개별)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한항공을 탈 수 있었고(보너스

항공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티웨이가 들어가긴 하는데 

티웨이가 시간대가 대항항공이랑 조금 안맞고 또 티웨이는 금요

일저녁비행기이고 일요일 저녁 비행기여서 시간을 좀 길게 쓸려

면 아침 비행기에 저녁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대한항공으로 타야

한다 해서 대한항공을 고르게 됐고 또 금액차이가 티웨이랑 대

한항공이 6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서 그럴거면 그냥 21만원 내

나, 27만원 내나 똑 같이 별차이가 없다. 그럴거면 다 같이 대

한항공 타자고 했어요”(일본 가고시마,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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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비가족동행 개별 자유여행 유형의 정보처리방식

　
　

뉴욕,워싱턴 르완다 뉴욕　 일본가고시마 일본홋카이도

항공권 숙소 항공권 숙소 항공권 숙소 항공권 숙소　 항공권 숙소

정보탐색
정보탐색유형 외부 외부 외부 내부 내부 외부 내부 내부 외부 외부

정보원천 기업
제공

기업
제공

기업
제공

지인　 기억 기업
제공

기억 기억 기업
제공　

온라인　

대안평가
속성정보의존 ✔ ✔ ✔　 ✔　 　✔ ✔　

감정의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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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를 이용할 때, 그때 우리가 일걸 준비하는 중에 비행기

가 추락해 가지고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이디

오피아항공이. (웃으면서) 친구가 이런 일이 있는데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그랬나봐요. 그 때 그 항공을 이용할까 말까 

하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항공이 제일 싸고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상관이 없거든요. 추락하거나 말거나 하하 그냥 살

다보면 그런 일이 있지 뭐 했는데. 그냥 싸서 그걸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케냐를 거쳐서 갈 수도 있는데 이디오피

아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난하고 늘 이디오피아는 기아문제라든

지 이런 게 심각해서 가는 중에 공항이지만 이디오피아를 들러

서 가는 것도 매력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다른 항공보다는 이디

오피아 항공을 선택했죠.”(르완다, 개별)

“일단은 아무래도 팀원중에 해외여행을 저보다 많이 다녀본 사

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피치항공을 타본적이 있었죠. 근데 피치

항공이 그래서 일본의 저가항공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사실 

그래서 대부분 특가라고 해서 한 3달 4달뒤에 출발하는 비행기

들이 싸게 풀리잖아요. 3월달에 그게 뜬거예요. 6월말에 가는거

에. 그래서 3월달에 피치항공보니까 며칠부터 특가로 왕복 제일 

싼거 11만원에 판다 그래가지고 근까 피치항공을 미리 알고 있

었던 사람덕분에 그 사이트에서 특가 나오는거만 기다렸다가 그 

특가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그 여행시기까지 다 정한거죠.”( 

일본 홋카이도, 개별)

숙소는 각자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숙소를 결정하

였다. 구성원중에 여성이 있는 경우, 안전, 위생상태, 흡연 여부 등

이 숙소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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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같은 경우는 왜 결정을 했냐면, 일단 같이 간 친구가 여

자예요. 그래서 여자애 둘이서 묵어야 돼 가지고 에어비앤비란 

조건을 뺏어요. 왜냐면 뉴욕이 그렇게 치안이 좋은 곳은 아니라

서 일단 큰 길에 대로변에 있는 에어비앤비는 그런대가 별로 없

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교통좋고 그런 아파트먼트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호텔보다 비싼거예요. 그냥 싱글 두 개 있는 방

보다 비싸서 그래서 그러느니 치안이 좋은 에에비앤비를 구하는 

것보다 그냥 호텔에서 자는게 더 쌋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자기

로 결정을 했어요.

...중략...

저는 온라인에서 검색했어요. 그냥 조건에 맞는 그 교통이 좋은

곳에서 묵었어요.

...중략...

호텔스컴바인은 다른 호텔 그 중개사이트를 한 번에 몰아놓은데

라 가지고 거기 호텔스컴바인에서 찾아서 다른 사이트에서 결제

를 했어요. 거기서 뜨는 조건중에서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제를 한 거예요.”(뉴욕, 개별)

“어~, 저희가 머물렀던 데가 3박4일 동안 삿뽀로에도 있었고 

삿뽀로 근처 아사이카와라는 도시 거기 두 군데에서 머물렀는데 

결정하게되는 역시나 인터넷에서 부킹닷컴이나 일본 숙박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특정한 사이트 들어가서 날짜라 이거해서 검색

해가지고 싸고 다음에 좀 그것도 무조건 싼 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내에서 조금 너무 멀지 않은. 일본은 도시랑 도시 사이를 이

동할 때 기차를 많이 타게 되는데 그래서 기차역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도보로 15분안에는 갈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머물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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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경내에서 가장 싼 곳. 그래도 아무래도 팀원 중에 위생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은 또 호텔안에서 흡연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흡연실 금연실 이런 것도 있고 . 아무래도 싼 곳들중에

는 흡연~다 흡연실있는데가 많아요. 흡연실 구비가 안된 곳도 

있어서 그런 곳도 좀 확인을 해서.”(일본 홋카이도, 개별)

“첫째날은 비즈니스 호텔로 잡고 두 번째 날은 료칸으로 잡았

는데 저의 가고시마로 갈려던게 료칸에서 모래찜질이랑 가이세

키를 먹고 싶어서 가기 때문에 둘째날 숙소는 고정이었고 첫날

은 원래는 4인 1실을 잡으려고 했는데 4인 1실이 안되다 보니

까 1인당 5만원선에서 잘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2인1실 트윈

룸 2개를 잡아서 하는라 됐고 숙소는 일본 야후에서 했습니다. 

...비즈니스호텔 한거는 어짜피 숙소에서 하는거는 얼마 안될거

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고 다닐텐데 굳이 호텔을 엄청비

싼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게 친구들 의견이었고 저도 

차리리 숙소를 조금 더 낮추고 식사를 조금 더 좋은 걸하자고 

해서 첫날은 비즈니스호텔 3성급으로 잡았습니다”(일본 가고시

마, 개별)

2) 비가족 동행 에어텔 여행

여행목적지의 참신성에 의해 여행사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여

행사브랜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상품선택은 사

진에서 받은 느낌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고 국적 대형항공사 직항에 

리조트라서 결정하였다.

 

“ 사실 처음에 우리가 어디를 갈 지를 안정한 상태였는데 약간 

휴양지 말고 다른데 가보자. 원래는 동남아 말고 다른데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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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했었는데. 왜냐면 거기 더우니 덥기도하고 비슷비슷

하게 계속 비슷한 휴양지로만 가니까 그래서 색다른데를 찾아보

자 해서 그니까 와디즈~라는 곳이 중요했다기 보다 그 사이트

를 찾아가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여행지를 검색하다가 베

트남인데 베트남 다른 곳과 다르다. 이런 이 문구에 일단 눈이 

갔고 그래서 어 뭐가 다른데 그래서 가봤더니 마침 시원하대, 

중요하잖아요 한국도 엄청 더웠고 베트남은 더 더운 곳인데 쾌

적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와디

즈로 연결이 돼서 어 그럼 더 좋지. 편하고. 호텔이랑 숙박이 모

두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뭐 예약하거나 이런 것도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일정이야 가서 막 마음 끌리는 대로 돌아다

녀도 되니까 그래서 그 사이트를 처음부터 찾아갔다기 보다 적

당한 여행지를 찾다가 걸려서 찾아가게 된거죠”(베트남 달랏, 

에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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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절에서는 해외여행의 의사결정 특성을 정보탐색과 평가방식이

라는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해외여행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동행자 유형과 여행 상품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이용

하였다. 개별 여행의 경우 항공권과 숙소, 패키지 여행과 에어텔 여

행에 대해서의 여행사브랜드와 패키지 상품과 에어텔 상품을 선택

에 대한 정보처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상블라주는 원래 있던 것과 있던 것의 접속을 통해 관계를 형성

함으로서 생성된다. 관계를 형성함이 곧 아상블라주의 생성이다. 관

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모든 있는 것들이 서로의 관계의 거리가 좁

혀져야 한다. 그것은 모르는 것들이 접속을 통해 익숙해지고 알게 

되는 것이다. 정보탐색은 관계가 좁혀지기 위해 접속하는 것이다. 

정보탐색을 통해 익숙해짐으로서 또 알아감으로서 관계가 좁혀지는 

것이다. 

아상블라주가 생성된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된 

관계는 관계의 외부성으로 해석되는 관계의 변화이다. 정보탐색을 

통해 좁혀진 관계가 대안 평가를 통해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

은 관계가 변화된 특정 대안이 의미가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해외여행유형별 정보처리특성을 분석한 결과 동행자 유형에 따라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방식측면의 정보처리방식의 차이는 뚜렷이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의 유형 즉 개별 자유 여행이냐 패키지 

여행이냐에 따라 대안평가 방식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반

면 정보탐색원천에 있어서는 패키지 상품의 경우는 구전에 대한 의

존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따라서 인지주의적 방식의 전통적 패

러다임 관점에서 해외여행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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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보 탐색의 측면에서 개별 여행과 패키지여행을 구분하여 

분석하되 대안 평가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방식이냐 감

정적 방식이냐 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이 아닌 아상블라주적 사유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좀 더 자세하게 해외여행 의사결

정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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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적 특성

본 장에서는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4장 제2절에서 사용한 동일한 심층 면접자료를 

사용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별로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

주를 도출한다.  개개의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각 여행별 

의사결정 흐름도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미시분석을 한다. 다

음으로 도출된 개별 아상블라주를 바탕으로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

상블라주의 특성을 규명한다.

제2절에서는 제1절에서 분석된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역동성을 만드는 메카니즘을 도출하여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

주가 가지고 있는 선(계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다양성과 차이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별로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를 도

출하여 이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규명한다. 

각 각의 연구 참여자별로 아상블라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를 놓고 자료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

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연구 참여자별로 각 각의 인터뷰자료를 놓고 나

머지 연구 참여자와의 비교없이 그 참여자의 아상블라주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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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면 내용이 자세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 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각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들만의 상황과 조건, 맥

락이 있고 그 하나 하나의 조건, 상황, 맥락 등에 의해 결정할 대상

들도 연구 참여자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

나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기업의 마케팅의 관점 그리고 집단으

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 즉 실천적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나 지식이 어느 한 개인에 국한하지 않

고 집단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4장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자유 여행과 패키지여행

은 그 모습이 다른 만큼 의사결정과정도 판이하다. 따라서 개별 자

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1)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차서(次序)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은 하나의 흐름이다. 계속적인 변화가 연속

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동일한 것은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

속 변화하는 흐름인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파악

학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차서(次序)를 파악하는 것이다. 차서(次序)의 사전적 의미는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여 나가는 관계이다.”흐름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것들 각 각의 전후좌우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차서(次序)’의 관

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복잡한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

를 이분법을 뛰어 넘어 다양성과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하지

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의 흐름으로서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차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미시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단계는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모든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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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자료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적 비교분석법을 이용한 순

환적 분석과정을 거쳤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흐름과 이와 연관된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2장 제2절 관광목적지 선행연구 

검토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의사결정 흐름도

에서 중요 의사결정단계는 [그림 2-1]을 참고하였고 이에 대한 결

정요인이나 영향요인은 <표 2-2>의 목적지속성, 여행객속성, 여행

특성 등을 참고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1980)는 “[홈패인 공간을 지향하는 ]다수자 과

학은 끊임없이 소수자 과학의 영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매끄러

운 공간을 지향하는]소수자 과학도 고도의 과학적 요구에 직면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진보는 홈 패인 공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모든 생성은 매끄러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해외여행 의사결정이라는 연구주제에 새로운 철학적 개

념과 방법론을 접목한 것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기존의 연

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식을 발견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 없이 어떤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의미 있는 지식이거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럴 경우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기 십상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는 

하나의 척도 또는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1) 전체 여행 의사결정에서 목적지 결정의 차서(次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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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여행 목적지 결정 단계

(목적지결정 이후 숙소 결정의 경우)

[그림 5-2] 여행 목적지 결정 단계

(숙소 결정이후 목적지를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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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은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목적지 결정이 어느 단계에

서 결정되는 지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다섯 개의 경우가 드러났다. 

첫 번째의 경우는 목적지가 가장 먼저 결정되고 다음으로 항공사 

결정, 숙소 결정 등등의 순서로 흘러가는 것이다. 목적지결정의 우

선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큰 애의 단기방학 날짜에 맞

춰서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을까 해서 그 날짜 3박4일 그 기간동안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3~4일 일정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유럽이나 

미국은 갈 수 없을 거니까. 그런 걸로 국가를 먼저 정했고”(여, 20

대, 가족, 개별).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목적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항공

사를 탈지가 먼저 결정되고 그 항공권에 따라 목적지가 결정되는 

경우이다. 그 중하나가 두 번째 경우로서 특정항공사에 대해 로열티

가 있어 마일리지 적립을 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쓰는 경우이다.“마

일리지를 다 쓰려고 했었던 거라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하려고 해

서... 소진되는 마일리지를 봤을 때 유럽 멀리나 미주로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친구한테 미국 내가 갈테니까 놀자 했던 거고”(여, 

20대, 친구, 개별).“친구들과 어디를 가지해서 여행지가 결정된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제가 보너스 상품권이 있어서 제가 일본 어디

든 갈 수 있는 항공권이었고 혼자 갈 바에는 같이 가보자. 친구들이 

너가 계획세워봐라....”(남, 20대, 친구, 개별)

세 번째는 특가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여행하기

로 결정한 뒤, 싼 항공권을 검색하여 구매함과 동시에 목적지가 결

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경우 싼 해외 항공권이 

있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여행객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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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검색엔진에서 입력조건에 목적지를 넣지 않아도 항공권을 

검색할 수 있다. 이때는 사실 목적지와 항공사의 결정이 동시에 이

루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가 항공권이 풀렸다. 그리고 부다

페스트에서 처음 직항이 폴란드 항공에서 운항을 한다이런 식으로 누가 

글을 올리셔서 그것을 보고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표가 

진짜 있나.”(남, 20대, 대부분 혼자, 일부 친구 또는 친지, 개별)“피

치항공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덕분에 그 사이트에서 특가 나오는

거만 기다렸다가 ……다 정한거죠.”(남, 20대, 동료, 개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모두 항공권 티켓팅 이후에 숙소

를 결정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숙소를 먼저 결정한 

후 항공권 티켓팅을 한다.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숙소에서 휴양을 

하는 것으로서 해당 숙소가 중요한 여행 동기가 된다. “…리조트는 

제 친구 호이안이 좋다고 추천했던 친구가 묵었던 리조트입니다. 여

기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리조트인데 수영장도 있고 마사지도 포

함된 패키지 상품이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 그 오션뷰가 너무 

좋았던 곳이라서 그냥 뭔가 신혼여행처럼 갔다오고자하는 하는 로

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 30대, 가족, 개별).“인터넷을 검색하면

서 하쿠스이칸이라는 숙소를 알게 되었고 거기를 가고 싶었기 때문

에 가고시마를 갈려고 혼자 결심을 했는데 ……렌트를 할 거면 친

구들이랑 같이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고 ……

첫째날은 비즈니스호텔로 잡고 두 번째 날은 료칸으로 잡았는데 저

의 가고시마로 갈려던 게 료칸에서 모래찜질이랑 가이세키를 먹고 

싶어서 가기 때문에 둘째날 숙소는 고정이었고 첫날은 …… 비즈니

스 호텔 잡아서”(남, 20대, 친구, 개별)

숙소를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경우는 이후의 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어느 한 개와 같이 의사결정의 흐름이 

진행된다. 숙소를 먼저 결정한 후 어느 항공사를 타고 갈지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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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지를 결정하고 항공사를 결정하거나, 숙소

를 결정한 후 보너스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어얼리버드 또는 땡

처리 항공권)을 이용하고자 결정한 후 항공권 티켓팅과 동시에 항

공사와 목적지가 결정된다. 

다섯가지 경우 모두 항공권 티켓팅을 함으로써 여행목적지, 항공사, 

여행 시간(시기, 기간), 출․도착 공항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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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항공권 티켓팅 과정(개별 자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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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은 항공권 티켓팅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항공권 정보 

검색과 관련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항공권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는 여행 목적지, 항공사, 여행시간(시기와 기간)에 대한 결정이 필

요하다. 이러한 도식이 도출된 바탕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다.  

먼저, 여행목적지 결정에 있어 여행동기나 목적를 고려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여행 목적지가 반드

시 그곳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었고 여행 목적에 맞는 곳인가가 중

요하였다. “서핑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정한거구요”(남, 20대, 

혼자, 개별여행). “기왕 해외를 갈 거라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

는 자연경관을 저는 보고 싶었고……뉴질랜드는 제 생각에는 뭐 흔

히 남섬의 빙하와 북섬의 화산이라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종합선

물세트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를 고려해서 뉴질랜

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남, 20대, 혼자, 개별여행)“처음에는 유

럽의 여러 국가가 그 후보지에 있었어요. 물론 학회가 열리는 장소

도 중요했고 하지만 유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어떤 국가여도 괜찮겠다 생각했어

요.”(여, 20대, 가족, 개별)

여행목적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상황과 가능한 여행기간에 맞추어 

여행목적지를 결정하였다. “근데 제가 금전적으로 따져보니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웃음) 그런 게 아닌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5

일 이상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나 금전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여, 20대, 가족, 개별)

여행시간은 여행 시기와 기간을 의미하는데 여행의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다른 여타 여행 소재에 대한 의사결정의 조건

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강의 가능한 여행시기가 조건

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일이나 항공권가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상에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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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이나 공휴일, 연휴를 최대한 이용하

는 경향이었다. “여행하는 날짜와 기간은 학교다니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애들 위주로 스케쥴을 잡아서 그 날짜를 선택을 했고요”

(여, 40대, 가족, 개별)“가고시마는 일단 매일 들어가는 공항이 아

니어서 일주일에 4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휴가 일자

에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금토일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이때가 직장인 들이 다들 덜 바쁜 시즌이어서 친구들은 사실 토요

일 근무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때는 뺄 수 있을 것 같

다해서 ”(남, 20대, 친구, 개별)

시간의 제약이 덜 한 경우는 항공권 티켓 가격이 저렴한 때를 더 

많이 고려하였다. 여행기간은 비행거리에 따른 일반적인 여행기간의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비행거리가 먼 경우는 최소한 얼마

는 머물러야 한다는 하한선 개념의 여행기간 설정이 작용하였다. 

“여행 시기는 올해 초가 되어야 했고 그 시기가 올해 마일리지가 

끝나는 거 였어요”(여, 20대, 친구, 개별) “직장인들처럼 휴가를 

고정된 날짜에 가야된다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비행기 쌀 때 있으면 가는 게 크고요, 또 그때 항공권가격으로 조합

을 해봤을 때 요 날짜 금액이 제일 쌌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였고”

(남, 20대, 혼자, 개별)“처음부터 3주 이상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한 달을 있자. 그래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 듣

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1

주일 휙 갔다 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았죠.”(여, 50대, 

친구, 개별)

항공사 결정을 보면, 단골 항공사가 있는 경우 항공사가 하나의 

조건으로 역할을 하고 항공권 티켓팅은 땡처리 항공권이 아닌 경우 

최소 3~4개월 전부터 항공티켓을 예약하였다. “사실은 어~(웃음)

저희가 신용카드를 여행사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카드를 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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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고게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있었고 이걸 좀 적절한 시기에 

써야 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대한

항공을 맞춘 게 있었고 그 마일리지로 다 안써져서 한 사람은 대한

항공티켓을 따로 별도로 구매하긴 했지만 그 마일리지를 쓰려고 일

부러 대한한공을 쓴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저는 제일 먼저 

항공권을 발권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공권이 발권하기도 힘들

고 좋은 항공권 프로모션도 항상 보면 한 3개월 정도 전에 항공권

을 예약하는게 제일 좀 여러모로 비용에서도 좀 save 가 되는 경우

도 많기 때문에 항공사를 먼저”(여, 40대, 가족, 개별).  

통상 얼리버드 항공권은 출발 4~5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며, 성수

기 장거리 항공권의 경우 최대 1년 전에 항공권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쿠폰 등은 항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만 사용 가능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고 특가 프로모션이 많

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진행되는 

정기 프로모션이 가장 저렴하다. 

항공권 가격은 항공권 티켓팅의 중요 결정인자로 작용하였다. 

“싸서 선택했습니다”(남, 20대, 친구, 개별)“항공사는 사실 어~

뭐 가장 싼 곳을 찾다보니까 영국항공이 한국국적기보다는 싸더라

고요”(여, 20대, 가족, 개별)

항공권 검색엔진 카약이 2018년 성인 986명을 대상으로 ‘항공

권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조사한 결과, 46%가 

‘가격’을 꼽았다는 조사결과(한겨레 신문, 2019년 7월 5일 기

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항공권 가격은 검색 엔진마다 조금씩 다르다. 검색엔진마다 만들

어진 속성이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한겨레 신문, 2019년 7월 

5일 기사). 이에 따라 여러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 검색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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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검색은 항공사 홈페이지, 여행사 홈페이지 외에 스카이스

캐너, 카약, 네이버항공, 인터파크투어, 익스피디아, 구글플라이트, 

아이티에이(ITA) 매트릭스, 힙멍크, 호퍼 등 같은 글로벌 항공권 

가격 사이트, 포털 사이트의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 인터넷 홈쇼

핑의 항공권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항공권 

살 때 그 동안 스카이스캐너나 아니면 국내 인터파크 투어에서 그 

뭐~뭐라해야되지? 정보를 일단 가격위주로 얻구요. 그 다음에 중국

항공사는 제일 먼저 제외하고 (웃음) 그럼 남는 것 중에서 가격이

랑 그 다음에 한번쯤 타고 싶은 항공사 같은거? 그런거 조합을 고

려해서 적당한 것을 제 나름 기준으로 고른거예요”(남, 20대, 혼

자, 개별)“일단 결정 1순위는 저렴한 항공, 저가 항공이 여러 가지

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진에어를 타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한항공 마

일리지를 모으고 있어서 이왕 탈거면 관련 항공사를 타자 싶어서 

진에어를 선택했습니다”(여, 30대, 가족, 개별)“늘 인터넷 들어가

서 늘 검색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싼거, 그다음에 기다리는 대기시

간 이런 거를 보고 결정하니까 주로 부킹닷컴이나 스카이스캐너나 

이런데 들어가서 예약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이디오

피아 항공이 제일 저렴했어요. 제일 위. 그래서 그거 선택한거죠.”

(여, 50대, 친구, 개별)

항공권 티켓팅에 의해 구체적인 여행 날짜와 출․도착 목적지가 결

정이 되면 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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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소결정과 여정 구성의 관계

   

[그림 5-4] 숙소 결정과 여정 작성의 순서(개별 자유여행)

[그림 5-4]은 숙소가 여정 구성이전에 이미 결정된 경우의 의사

결정단계의 흐름과 여정 구성이전에 숙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의사결정단계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항공권 티켓팅 이전에 숙소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광 대상, 

현지 교통상황과 이용할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1차 여정을 

구성하였다. 그 다음 단계는 1차 여정을 고려하여 숙소입지를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단계로서 나타났다. 숙소입지가 결정이 

되면 이후 숙소를 결정한 후 좀 더 세밀한 2차 여정을 구성하는 식

으로 의사결정이 흘러갔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정했어요. 어

디에서 무엇을 할지는 이후에 쭉 계속 수정이 되고 또 뭘 할지 선

택을 해야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정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디에

서 숙박할지를 정했는데. 왜냐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대략적으

로 정했을 때 거기에서 접근성이 괜찮은 곳 교통이 괜찮은 곳을 골

랐고 그리고 더 싼 곳을 생각을 했어야 했고 또 동생이 숙박이 되

는 곳을 선택했어야 해서 에어비앤비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사

실상 런던을 처음 보는 거니까 도시 전체를 이해하는 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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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도시인지 알아보기 위

해 중심지인 소호를 가려했고 제가 미술같은 것도 좋아해서 내셔널

갤러리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셔널갤러리도 갔다가. 

숙소가 그런 곳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런 관광지

에서. 그래서 거의 걸어서 30분이내였거든요. 걸어서 가든 버스를 

가든 할 수 있으니까”(여, 20대, 가족, 개별)

숙소가 항공권 티켓팅 이전에 결정이 된 경우는 숙소에서 여러 가

지 활동을 하는 것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나머지 여행 기간

동안 숙소를 중심으로 여정을 구성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첫째날은 비즈니스 호텔로 잡고 두 번째 날은 

료칸으로 잡았는데 저의 가고시마로 갈려던게 료칸에서 모래찜질이

랑 가이세키를 먹고 싶어서 가기 때문에 둘째날 숙소는 고정이었

고”“또 가고시마 자체가 시골이라고 해야하나? 저희가 가고시마

에 가지만 그 근처 이부시마가 가고시마에서 1시간정도 떨어져 있

는데 거기를 곳곳에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럴거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있으니까 그냥 렌트를 하자”(남, 20대, 친구, 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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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여정 작성과정(개별 자유여행, 숙소 입지결정 단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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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는 여정 결정과정과 관련한 요인과 여정결정의 중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도식을 도출한 근거로서 인터뷰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정은 여행의 동기․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이 목적인 경우는 어디를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한 여정이었고 

휴가/휴식/휴양이 여행목적인 경우는 숙소가 중요한 여정의 하나로

서 역할을 하였다.“그 사람이나 저나 거기가서 실컷 자고 먹고 자

고 한 2~3일정도 하면 좋겠다 그게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렸죠. ...거의 짧다시피했는데 1박2일정도 우리를 피정집에 데리고 

갔어요. 북쪽에 1박2일 쉰 것 그게 다였죠. 그 외는 희생자들, 종교

적인 행사들, 방문, 제노사이드 관련된 추모관, 대량으로 학살된 것

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들을 다녔죠...”(여, 50대, 친구, 개별)

관광의 대상은 생소한 것, 한국 사람이 잘 안가는 곳, 한국 사람

이 많이 가더라도 꼭 가보아야 할 곳, 여행지의 중요 랜드 마크 등

으로 파악된다. 필수 아이템(item)이나 중요 랜드마크 또는 꼭 가보

고 싶은 곳을 먼저 설정한 다음, 시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여타 관광

대상을 추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아사히카와에 가기로 한 이

유가 아사히카와 근처에 2300m되는 고산이 있어요. 팀원중에 거기

에 꼭 올라가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가보고. 그럼 아사히카와에

서 즐겨볼 수 있는 관광명소를 찾아보자... 그 사람은 거기서 보고 

싶은 게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확실히 원하니까 거기

로 가보고 우리는 거기서 뭘 할까 하다가 첫날에 동물원에...”(남, 

20대, 동료, 개별) 

거리, 동선, 이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코스를 짠 후 현

지 교통사정과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숙소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숙박을 고를 때는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동선이구

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가고 싶은 곳을 지도에서 여기 여기 찍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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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하나의 뭐랄까 라운드를 그리듯이 루트를 짜고 거기안에서 대

충 요거 묶어서 1일치 2일치 3일치 코스가 나오잖아요? 그 일정에

서 적당한 숙소입지를 대충 골라서 입지위주로 보는데...”“그 다음

에 코스를 상세화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들을 뽑았을 거고 

뽑았으면 아마 분명히 국내선 비행기를 샀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

내선 비행기를 사면은 거점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렌트카가 필요로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렌트카를 하기 위해서는 거점별로 상세일정

을 짜야 되니까 아마도 거점별 상세일정을 짜고 그 동선에 맞는 숙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던거 같아

요”(남, 20대, 혼자, 개별)

숙소입지가 결정되면 호텔스컴바인, 호텔스닷컴, 아고다 등 숙박

업소 중개사이트나 중개사이트를 모아놓은 온라인사이트를 이용하

여 숙소의 위치와 가격, 부대시설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숙소를 결

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텔스컴바인은 다른 호텔 그 중개사

이트를 한 번에 몰아놓은데라 가지고 거기 호텔스컴바인에서 찾아

서 다른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어요....호텔스컴바인에서 전체적인 서

치를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뜨는 조건중에서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제를 한 거예요.”(여, 

20대, 친구, 개별)

항공티켓과 숙박료가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여행비용이 대략 도출

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여행비용같은 경우도 항공권이랑 

호텔이외에 현지에서 쓰는 비용같은 경우는 이전에 얘기했던 아시

아권이면 어른, 성인의 경우 한 50만원선에서 10~20만원정도 현지

에서 쓰는 걸로 계산을 해서 식비랑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여, 

40대, 가족, 개별) 비용이 예상보다 많더라도 최대한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을 다 하는 방향으로 2차 여정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짜는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자연환경을 위주로 그걸 먼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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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기를 갔을 때 주변에 뭐 또 다른 괜찮은 뭐 인문적인 요소가 

있다면 잠깐 들린거죠.”(남, 20대, 혼자, 개별)

이는“다시 그곳을 또 가겠는가”라는 생각이나 “1분1초가 아깝

다”와 같이 여행의 시간의 가치가 일상의 시간의 가치보다 높게 

인식함으로써 가급적 여행에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정의 구

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데이투어와 같은 별

도의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식으로 여정을 구성하는 전략을 이용하

였다. “비용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맥락이랑 비슷한데 돈에 너무 

구애받기 보다는 인생에 없을 기회니까 다 하고 오자는 느낌이었거

든요.”(남, 20대, 혼자, 개별)“초과를 해서 조금 괜찮은 여행을 할

지 아니면 돈을 쓰지 말지. 아무래도 가까운 시일내에 영국을 다시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더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 20대, 가족, 

개별)“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는 도시를 가던 어떤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걸 공부하고 듣는걸 좋아해요. 그래서 데이투어같은 별도

의 프로그램을 예약을 해서 현지에 있는 가이드 한분하고 같이 반

나절을 홍콩을 돌면서 홍콩의 역사적으로는 이렇고 지금 현재의 상

황은 이렇고 설명을 쭉 듣는 가이드와 함께 하는 별도의 투어를 예

약을 해서 그걸로. 그러니까 하루하루씩 그렇게 채웠던 것 같아

요.”(여, 40대, 가족,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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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키지 해외여행의 주요 의결대상과 결정 인자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유형 즉 개별 자유 여행을 할지 

패키지여행을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한 후 패키지 여행을 한 경우

와 이에 대한 고려없이 처음부터 패키지 여행을 한 경우로 대별된

다. “일단 패키지니까 여행상품 자체를 어~~그러니까 자유여행은 

제가 좀 힘들고 애들한테도 여행코스를 짜보라고 하니까 별로 좋아

하지 않아서 시간도 없고 그해서 패키지를 선택했고. ”(여, 50대, 

가족, 패키지)“제가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했었더라면 개별여행을 

갔었을거예요. 그런데 저가 해외여행을 결혼하고 신혼여행때 가다보

니까 어떤 루트도 사실 그렇게 잘 모르고 얘들 데리고 갔는데 제가 

몰라서 헤메고 다니면 애들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없애고 그리고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찾아다녀야 되

잖아요. 저희가 능란능숙해서 막 찾아다닐 수 있는 그 여건도 안되

고 그래서 패키지를 가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유럽쪽으로 가자 

저희는 그런 주의였어요.”(여, 40대, 패키지, 가족)

어떤 여행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온라인 정보 검색 사이트가 달

랐다. 패키지 여행을 하겠다는 결정이후에 어느 여행사를 이용할 지 

브랜드가 확고한 경우 단골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패키지 상품을 

검색하였다. “제가 예전에도 알았던 그리고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

드렸던 상품이 롯데관광 서유럽상품이었는데 그 때 두 분의 만족도

가 굉장히 좋으셔서 다른 회사 상품은 아예 보지 않고 롯데관광 상

품중에 이탈리아 1개국 또는 2개국을 검색하였는데 ”(여, 50대, 

가족, 패키지)

어느 여행사를 이용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여러 여행

사 패키지 상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패키지 상품을 검색

하였다. 이때 패키지 상품 검색 이전에 목적지를 결정한 경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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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가 포함된 상품들을 검색하고 목적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패키지 상품 가격을 중심으로 여러 목적지 상품을 비교하였다. 개별 

자유 여행과 마찬가지로 목적지 선택의 우선성 또는 여행사 브랜드 

선택의 우선성은 여행객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좁혀진게 롯데여행이랑 아이들이 AJ여행

사라는 거를 쿠팡에서 찾았는데. 우리가 인제 친척집이나 갈 때는 

자유여행으로 가고 대부분의 여행은 패키지로 갔는데. 애들 말도 그

렇고 제 생각도 여행사는 중요하지 않다. 특히 이렇게 방학 때 핫시

즌일때는 가이드가 중요하다, 패키지 여행에서는. 그러니까 그 두 

여행상품을 비교했을 때 똑 같이 3박4일인데 하나는 비행기가 아시

아나이고 롯데는. 그런데 비용이 1인당 그리고 온천이 하나 포함되

어 있는데 1인당 비용이 20만원 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2시간반 걸리는거 그냥 비행기 티웨이타고. 다음에 온천은 

애들이 엄마랑 온천하는 거 별로 안좋아하니까(하하) 그거 빼야 되

는거고. 그러면 처음이지만 AJ라는 데를 한 번 가보자. 해서 했죠. 

”(여, 50대, 가족, 패키지)

어느 여행사 상품을 이용할 지는 여행자와 주변 지인들의 브랜드 

이용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저는 지

인들이 대만 여행 갔다온 사람들. 왜냐하면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을 참고해도 좋은 얘기? 뭐 객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사람,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것은 좋았고 이런 건 나빴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패키지를 고르든 자유여행을 가든 하라고 그러는

데 요즘은 대만 다녀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언구하기도 

쉬웠고. 그런 걸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패키지를 골랐죠.”(여, 50

대, 가족, 패키지)“처음에 제가 제 직업 소아과의사 사이트인 페드

넷에서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의 글들이나 이런 걸 먼저 검색

했구요. 그리고 작년에 이탈리아에 다녀온 그 부부에게도 직접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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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심있는 롯데관광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관심있는 패키지상

품의 후기를 한 3~4일 정도 계속 리뷰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여, 50대, 가족, 패키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가족 여행을 하는 경우는 목적지를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단계로 나타났고 목적지를 결정한 후 

적극적으로 패키지 상품을 검색하여 가격이나 편의, 여정의 구성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적 패러다임에서 중요시 다루었던 상품의 속성

에 따라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신랑 아

시는 분이 하나투어에서 아시는 분이 있었고……그분이 대리점을 

하시니까……워낙 잘 아시는 분이라서. 여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홍

콩, 싱가폴 몇 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싱가폴 갔다와서 그랬

고. 홍콩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홍콩을 가지요 해가지고 홍콩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우리도 가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40대, 가

족, 패키지) “딸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도 이탈리아였고 작년에 

제 친한 지인이 다녀온 곳도 이탈리아였는데 너무 좋았다 앞으로 

또 가고 싶다라고 하여서 그러면 올해는 이탈리아로 가자하여서 휴

가기간과 맞는 상품을 검색해보았습니다.……이탈리아 1개국 상품이 

한 2개정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우피치미술관을 가는 게 우선적

인 특징의 상품이 있었고 제가 결정한 상품은 거기에 비해 한국 사

람들에게 약간 생소한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여타 다른 관광회사 

상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이 한 2지역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1개국을 여행하는 그런 것도 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그냥 여타 상품과 차별되는 도시가 들어 있는 예를 들어 돌로미티, 

카프리섬, 시즈미오네 이런 곳이 들어 있는 것을 선택하여서  우피

치 미술관이 들어 있는 기본적인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여

행 도시 상품과 다르게 특색있게 그런 도시가 들어 있는 상품을 선

택하게 되었습니다.”(여, 50대, 가족,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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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패키지 여행객 또한 상품의 속성에 대하여 정보를 검색하

고 이에 대하여 평가한 후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중요한 평가방식은 전통적인 인지주

의 패러다임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어딜 꼭 가야한다는 

없었어요. 유럽, 미국 등 내가 안가본 곳이고 투자비용대 만족도 높

은 곳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일단 상품가격이 성수기 비수기

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어서 비수기중 여행날짜는 일단 5월이후에는 

제가 매우 바빠서 그 이전의 날짜여야 했고 그래서 4월 12, 20, 26

일 세 개의 상품중에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26일 출발하는 여행날

짜가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그 다음주 토요일에 귀국하고 그 다

음 월요일이 어린이날 대체휴일이어서 시차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쉴 수 있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주중의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어서 선택했습니다.”(여, 50대, 혼자, 패키지)

에어텔 상품을 이용한 경우는 목적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새로운 

목적지를 상품으로 한 에어텔 상품을 발견하면서 에어텔 상품을 이

용하게 되었다. 여정의 구성은 숙소를 먼저 결정한 다음 여정을 구

성하는 방식의 개별 자유 여행의 여행 계획과 유사하였다.“사실 처

음에 우리가 어디를 갈 지를 않 정한 상태였는데 약간 휴양지 말고 

다른데 가보자. 원래는 동남아 말고 다른데 가보자라는 말을 했었는

데. 왜냐면 거기 더우니 덥기도하고 비슷비슷하게 계속 비슷한 휴양

지로만 가니까 그래서 색다른데를 찾아보자 해서 그니까 와디즈~라

는 곳이 중요했다기 보다 그 사이트를 찾아가서 찾은게 아니라 그

냥 여러 여행지를 검색하다가 베트남인데 베트남 다른 곳과 다르다. 

이런 이 문구에 일단 눈이 갔고 그래서 어 뭐가 다른데 그래서 가

봤더니 마침 시원하대, 중요하잖아요 한국도 엄청 더웠고 베트남은 

더 더운 곳인데 쾌적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 봤

더니 그게 와디즈로 연결이 돼서 어 그럼 더 좋지. 편하고. 호텔이



- 172 -

랑 숙박이 모두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뭐 예약하거나 이런 것도 크

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일정이야 가서 막 마음 끌리는대로 

돌아다녀도 되니까 ”(여, 40대, 친구, 에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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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

앞에서 도출된 주요 의사결정 대상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각각

의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를 도출하였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항공교통, 숙박, 여행시간, 여행비용, 여정 

등 하위 의사결정으로 나뉘지만, 이 하위 의사결정들이 전후좌우로 

연결되는 복잡한 그물망임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동우

(2013)가 관광여행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목적지와 주변 및 구체

적인 목적지, 여행 시간(시기와 기간), 여행예산, 교통, 숙박, 경험

활동들, 여행 동반자 등은 ……각각의 과정들은 사실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사실이다.

여행객은 하위 의사결정 대상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상품 시

장 여기저기를 탐색하고, 각자의 욕구와 시간적 재정적 상황에 맞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전체 의사결정을 꾸린다. 여기에 동행자나 시간

적 재정적 상황이 또 다른 변수로 개재된다.  

시장의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 어제 검색했을 

때는 분명 여분의 좌석이 예매가능 했지만 다시 접속했을 때는 완

판되어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들은 

전체 의사결정을 흔들어 기존의 균형을 깨뜨린다. 이런 점에서 해외

여행 의사결정은 자연 생태계와 유사하다. 이 복잡한 그물망이 여행

객이 주요 의사결정대상 대한 선택 결과와 전체 여행의사결정이 서

로 균형을 찾아가는 해외여행 의사결정 생태계이다.

1) 개별 자유 해외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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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베트남 다낭, 가족 2인,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그림 5-7] 르완다, 친구 2인,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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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영국런 던,브라이튼, 가족2인,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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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홍콩, 가족 5인,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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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일본 가고시마, 친구4명,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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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일본 삿뽀로-아사히카와, 동료 4인,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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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뉴욕, 친구2명,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그림 5-13] 뉴욕-워싱턴, 친구3명,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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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헝가리-오스트리아-독일-체코-요르단-이스라엘, 혼자, 

부분 동행,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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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방콕-발리, 혼자,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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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뉴질랜드 일주, 혼자, 개별 자유여행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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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키지 해외여행 아상블라주

이탈리아, 가족 2인 대만 가족3인 홍콩, 가족 4인 미국-캐나다, 혼자 베트남,  친구 2인

[그림 5-17] 패키지 및 에어텔 상품 이용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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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특성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2장 

선행연구 검토에서 기술된 아상블라주의 최소한의 다섯 가지 특성

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즉 그 다섯가지 특성과 관련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앞에서 분석된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차서

의 내용과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를 상호 비교하면서 이에 

부합되는 사례를 찾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상블라주와 그 관련 개념 및 특성들을 명확

히 이해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

블라주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하여 해외여행 아상블라주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도출되

었다.

첫째, 해외여행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관계적이다. 전체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를 구성하는 하위 아상블라주는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의사결정은 전체 아상블라주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이 연쇄적으로 따라 바

뀐다. 

주요 목적지와 주변 및 구체적인 목적지, 여행시간, 여행예산, 교

통, 숙박, 경험활동들, 여행 동반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 각각의 과정

들은 서로 서로 맞물려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혹

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개인 또

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의 동기, 동행자간의 관계, 여행시간, 여행을 위한 경제적 여

건 등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조건이 서로 서로 자율적이

다. 숙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숙소결정과 항공권결정의 관계를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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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숙박, 항공권, 여정 하나 하나 각각의 의사결정의 기준, 

원리, 원칙이 전체 여행의사결정을 구성하는 원리나 조직 방식을 설

명할 수 없다. 단지 사진상 마음에 끌려서이거나, 습관에 의해 자동

적으로 결정하거나, 가격이나 편의와 같은 기준이 서로 복잡하게 얽

혀 있고 일관된 기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숙소는 감정적으

로 결정했지만 항공사는 싼 항공편을 결정하고 현지 교통수단은 울

며 겨자 먹기로 단지 구매 가능한 것이 그것뿐이 없었기에 결정하

기도 한다.

둘째,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다양하고 차이가 있다. 다른 말로는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하다 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준과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여행 아상블라

주가 다양하다고 하는 기준은 실천적 지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정보

와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자세함이다. 

다양성과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행의 조건과 동기가 다 다르

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으면 돈이 부족하고 돈이 많으면 시간이 부

족하다. 처음부터 조건이 태과(太過)불급(不及)으로 여행의 조건이 

아상블라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하는 여행의 모습이 다양하

고 차이나고 이로 인해 이를 위한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도 다양하고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이종적이다. 다른 말로는 

여행 결정의 대상, 여행 소재들 사이에 위계나 우선성이 없음을 의

미한다. 

숙박시설이 그 자체가 여행 동기가 될 때는 목적지가 자동적으로 

이에 연동해서 결정된다. 여정의 구성은 숙박지에서의 활동이 주요

한 여행 활동이 되고 그 외의 여정은 숙박지에서의 접근성에 연동

되어 구성된다. 

목적지결정이 숙박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질 때는 목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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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정에 의해 숙박지가 결정이 되고 나머지 여정이 숙박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식이다.

넷째,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과정이다. 예

킨대 어느 항공사를 탈지, 어느 검색 엔진을 이용할 지 등등이 마일

리지나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또는 그것들을 적립하기 위해 자동

으로 결정된다. 즉, 여행객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마일리지나 포

인트 적립이라는 자본 증식의 운동 법칙에 의해 견고하게 영역화되

어 있다. 

그러나 스마트한 여행객은 보다 싼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

해 할인, 특가, 어얼리버드, 땡처리 등의 마케팅 촉진을 이용해 탈영

역화한다. 이러한 탈영역화의 최첨단의 지점에서는 일부 소수의 해

외여행경험이 많은 여행객은 할인에 더해서 더욱 싼 여행을 하기 

위해 in 목적지와 out 목적지를 달리하여 다구간 (多區間) 항공권을 

티켓팅한다. 게다기 이미 할인된 항공권을 신용카드 할인까지 받아 

결재하는 재영역화가 일어난다. “특가 항공권이 풀렸다고 누가 글

을 올려서…중략… 10%청구 할인이 가능한 현대 카드 프리비아를 

이용해서 항공권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여행객의 욕망을 보여준

다. 아상블라주의 위와 아래를 거꾸로 한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떤 

것은 수목형 아상블라주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것은 뿌리

와 줄기가 구분이 불확실한 리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수목형이든 

리좀적이든, 그것은 욕망이 흘러가는 나무 줄기에서 뻗은 가지에 욕

망의 결정체가 열매처럼 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불교 용어인 육경(六境) 즉, 색성향미촉법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목적지, 항공권, 숙소, 여정 구성에 대한 의사결

정 등으로서 보여준다. 색성향미촉은 오감(五感)으로 인식할 수 있

는 대상이고 법(法)은 흩어져있는 정보이고 의식(意識)에 의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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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된다. 예를 들어 숙소는 부드러운 침구와 침대, 따뜻한 온도와 같

은 촉각, 배고품을 달래주고 혀의 미각을 충족하는 맛있는 음식과 

같은 각각의 부분 대상에 대한 욕망들이 서로 한데 겹쳐져 주름져

있는 욕망의 결정체이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와 다

른 사람은 삶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는가, 나와 다른 이질적으

로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앎에 

대한 욕망이 박물관, 전시회, 또는 역사 유적지와 현지 사람들의 생

활의 장으로 구성되는 여정은 법(法)에 대한 욕망의 결정체이다. 

즉, 욕망의 대상은 전체로서 통합된 어떤 것이 아닌 부분 대상에 대

한 욕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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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역동성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의사결정의 주체 또는 대상, 조

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변주가 일어난다. 친구들과 개별 자유 여

행을 계획했다가 엄마와 패키지 여행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고, 동

남아시아로 여행을 계획했다가 동행자중 한 명이 이에 대해 반대하

면서 일본으로 목적지를 바꾼다든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개별 자유 여행을 계획했다가 패키지 여행으로 바꾼 연구참여자의 

예이다.“대학1학년이 된 큰 딸이 사실 대학입학하자마자 여행을 가

겠다고 미리 준비를 잘 해서 방학하자마자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

런데 ……계속 미루기에 제가 패키지 상품이나 자유여행이나 같이 

검색을 하다가 …… 계속 미루다가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

면 패키지 상품으로 바꿔서 혼자 원래는 딸 혼자 가는 걸로 알아보

다가 사실 싱글룸차지가 꽤 있어서 ……제가 휴가지를 바꿔서 딸과 

함께 가기로 한 다음 여행을 다시 계획하였습니다.”(여, 50대, 가

족, 패키지)

이와 같이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역동성’이 끊임없

이 작용한다. ‘역동적(力動的)’ 의 사전적 의미는 ‘힘차고 활발

하게 움직이는’이다. 이것을 근거로  ‘역동성(力動性)’은 상호작

용이 일어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성

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가 저 마다 특

이성을 가지면서 서로 차이가 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

행의 질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동성’이 작용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

주가 이와 같이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한

다.



- 189 -

(1) 방법 및 자료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가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메카니즘

이 ‘질적인 여행’에 대한 욕망(또는 욕망하는 기계)이라는 에너

지의 흐름임과 이 욕망 에너지의 흐름이 중첩되어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근거이론의 개방코딩과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한다. 패러다임 모형은 제2장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근거이론의 세 가지 버전 중 가장 많은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스트

라우스와 코빈이 창안한 것이다. 자료는 앞 절에서 사용한 동일한 

심층면접 자료이다.

근거이론의 과정에서 자료 분석은 3단계 코딩과정으로 이루어진

다. 자료 분석의 첫 단계인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이름을 붙

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Charmaz, 2006). 즉, 

원자료를 분해하여 개념을 발견한 후 여러 가지 개념들 가운데 유

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묶어 하위범주로 

통합하고 구성된 하위범주들을 다시 상위 범주로 통합하는 작업이

다. 여기서 개념이란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하며, 이는 연구

자가 자료로부터 의미 있다고 발견한 사건, 맥락, 현상 등을 추상적

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화는 추상화를 의미하며, 여기서 

부여되는 이름은 자료의 사건, 상황, 행동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

로 명명하게 된다.

2차 코딩은 축코딩 단계로서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사이

에 일련의 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재조합하는 단

계’이다(Strauss & Corbin, 1990). 즉, 이론 구축의 축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범주에 하위 범주를 관련짓는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방식을 동시에 포함하는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활

용하여 범주들을 연결시키는 단계로서 [그림 5-18]과 같이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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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18]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중심현상’은 자료 내에 제시되는 중심 생각으로(Strauss & 

Corbin, 1998; 2001)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현상을 일컫는다. 중심현

상의 원인이 되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

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을 ‘작용/상호작용’

이라고 하며,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를 ‘결과’라는 용

어로 표현하고 있다(Strauss & Corbin, 1998; 2001). 조건에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 있다. ‘인과

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 우연히 일

어나는 일들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한

다(Strauss & Corbin, 1998; 2001).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

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조건의 양상을 일

컬으며(Strauss & Corbin, 1990),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

작용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조건’(Stra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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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in, 1990)으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조건이다. 

즉, 축코딩은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현상을 명확히 하면서 구조와 

과정을 통합하여 현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패러다임 모형에 기

초하여 이들 개념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상황적 맥락을 형성하는 

가를 밝힌다(최종혁, 2011) 패러다임 모형은 중심현상을 둘러싼 인

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현상

과 그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전후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

기 때문에 해외 여행 의사결정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

한 방법이다.  

3차 코딩은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절차로서 축코딩에서 

나타난 범주와 패러다임 모형을 통합하는 이야기 윤곽의 전개를 통

해 서술에서 개념화로 진척시키고 핵심범주나 조건적 명제를 발견

하는 단계로서 범주들의 연결을 체계화하여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명백히 하고 개념화하여 이론의 근거를 완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중첩적인 해외여행의사결정 과정에 작용

하는 중요한 현상과 그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원인, 조건, 문제해결 

전략 및 그에 따른 결과와 같은 전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맥

락적 과정을 이해하는 메카니즘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2단계 

축코딩까지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자료 간 지속적인 비교를 수행하면서 녹취록

의 단어와 문장, 단락에 이름을 부여하는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줄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추상화하였다. 17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하위범주 간 비교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파

악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반복강조되거나 핵심적인 현상 

및 이를 설명하는 범주를 다시 추상화하여 상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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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 역동성 관련 주요 개념

<표 5-1>은 심층 면접 자료를 근거 이론의 개방 코딩을 통해 범

주화한 결과표이다. 6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절에서는 상

위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범주와 개념을 기술한

다.

<표 5-1> 근거 자료의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변화에 대한 

욕망

비움에 대한 욕망

휴가

휴식

방학

액티비티

채움에 대한 욕망
여행

~를 보고 싶었다.

파상력 다른 사람의 눈치 안 봄

우연한 마주침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골고다언덕을 보고...완전한 나이롱신자는 

아니구나~

대자연을 보고 ~뭔지 모를~생각하게됨

비움과 채움의 

구성

취향의 다양성
동행자의 나이, 성, 관계

여행 인원

의견조율전략

여행의 준비도 여행의 일부

트러블을 만들지 말자

동행자간 성향을 맞춤

타협

제안-수용

중간점을 어디로 잡느냐

여행의 질

채움의 질

원하는 대로 짤 수 있다.

여행을 제대로 해야겠다

다 하고 오자

기억에 남는 여행

비움의 질
가서 즐김

자유롭고 싶다

기회의 제한성

제한된 기회

어렵게 가는데

단 한번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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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불확실성

리스크

리스크

체력

치안

사고

안전

유동성

spare time

가서 결정함

현지 상황

serendipity
인간을 생각하는 서비스

우연히 친구와 만남

정보검색

여행목적지 정보 검색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구글, 야후 

등)

여행블로그, 여행책자, 유투브, 다큐 

등

비용-편의 정보 검색

항공권비교사이트

숙소정보통합사이트

현지 교통 수단

정보의 신뢰성 확인 구전

시간의 제약성

제한된 시간

방학, 휴가, 연차

일이 많다

바쁘다

효율적인 시간이용

여행요일은 금토일조건

주말, 공휴일 포함

명절 연휴 포함

줄을 서지않도록 예약함

접근성을 고려한 숙소입지

시간절약을 고려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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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동기/목적-변화에 대한 욕망

여행의사결정에 있어서 여행동기나 목적은 여행목적지, 여행지에

서의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이 있다(Karl & Schmude, 

2009). 따라서 여행동기와 관련한 특징이 무엇이고 또 여행을 하게 

하는 동기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해외여행 의사결

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왜 여행을 하는가? 우선 보기에는 단순한 질문처럼 느껴

진다. 사람들은 자기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여행을 한다. 그리고 친구

나 친척을 방문하고,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여행

을 하며,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피하고 권태로 벗어나고자 여행을 

한다. 

진정한 여행목적을 이해하기에 이러한 대답은 피상적이다. 이러한 

대답 속에는 심오한 심리적 이유가 내재해 있다(Mayo & Javis, 

1981). “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보고자 하는가?” “친구나 친지

를 왜 찾아가고 싶은가” “왜 휴가나 휴식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가

는가?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이 해당 해외여행을 한 동기에 대한 진술 

속에 심리적으로 깊이 내재되어 있는 여행의 동기는 ‘변화에 대한 

욕구’로 해석된다.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곳, 나라를 완전히 벗어

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자유를 느

끼는 극적인 효과가 있다. 내가 일상을 영위하는 곳을 떠나 먼 나라

에 가는 여행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일, 물질 등과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 해외여행을 가서 휴식, 액티비티, 공연 관람 등을 함

으로서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 근심, 걱정, 두려움, 번뇌 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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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들을 비운다. 한편 이국의 문화와 자연을 보고 견문을 넓힘으

로서 지식과 정보,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게 된다. 이러한 비움과 채

움은 변화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어~2019년 2월부로 하던 ...직업을 이제 그만두고 3

월에 ...을 예정했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겸 기분전환겸 분위기

전환을 위한 마음가짐?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남, 

20대, 혼자, 개별)

“저희 같이 갔던 사람중에 막내가 군대를 갔다가 6월말에 전

역을 한다고 해서 전역을 하는 김에 해외여행을 가서 단합대

회를 하자해서 그렇게 일단 해외에 가자는 말이 나왔고”(남, 

20대, 동료,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여행동기에 대한 대답에 동기가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 하나의 동기만을 대답한 경우도 실제 여행

에서는 그 목적 외의 활동도 하였다. 따라서 여행의 동기는 비움과 

채움이 혼재되어 단지 어디에 더 초점이 있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여행의 동기나 목적의 특징은 여러 개의 다

양한 동기가 한 여행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비움과 채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방문 목적이 일단은 가서 좀 쉬고 여기서 일이 많아

서 갔기 때문에 며칠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한 것은 그 제

노사이드 희생자들의 증언을 듣는 것 또 르완다에서 벌어지는 

기념관들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핵심 목적이고 그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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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회원들 사는 모습 보는 것 그 정도예요”(여, 50대, 친구, 

개별)

“대학동기들 끼리 놀러 가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저

는 이미 보너스항공권이 이미 있어서 ...”(남, 20대, 친구, 개

별)

① 비움

‘일상 탈출’ ‘휴가’ ‘방학’ 등이 비움으로 추상화한 근거가 

되는 개념들이다. 

“ 저는 ...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남편은 비교적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에 다닐 수 있어서 온전히 쉬고 싶

어 하는 저에게 맞춰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여, 20대, 

가족, 개별)

“여름휴가구요. 동기가, 아, 동기라고 하면 서핑이 제일 큽니

다.”(남, 20대, 혼자, 개별)

② 채움

여행의 동기로 여행이 가고 싶어서 라고 대답한 참여자들이 다수 

있었다.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

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고 유람의 사전적 의미는 ‘돌아다니며 구

경함’이다. 구경의 사전적 의미는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봄’ 또

는 ‘직접 당하거나 맛봄’이다. 즉 여행은 다른 곳에 가서 체험하

고 구경함으로서 견문을 넓히거나 경험을 쌓음으로서 뭔가를 채우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채움은 곧 변화를 위한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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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사실은 학회를 가긴 갔는데 여행의 목적이 강했거든요. 왜

냐면 제가 유럽에 한 번도 가 본적 없어서 사실 미국에는 2번

을 가봤는데 거기랑 유럽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가 이런 차이

점을 알아보고 싶었어요.”(여, 20대, 가족, 개별)

③ 파상력

파상력은 이미지를 부수는 힘이다(김홍중, 2009). 파상력은 부재

하는 대상을 현존시키는 힘인 상상력과는 반대로, 현존하는 대상의 

비실체성 혹은 환각성을 깨닫는 힘이다. 파상력이 축적이 되면 변화

를 지지하는 힘이 형성된다. 여행하는 동안 평소와 다르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 관리보다는 자유를 추구함으

로서 파상력이 축적이 되고 이에 의해 내면에서 요구하는 변화의 

욕구를 조금씩 충족시키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냥 다들 영혼이 자유로워서. 남들하고 일정맞춰서 돌아다

니는 것도 안좋아하고 느긋하게 기본성향자체가 안맞는거죠. 

여행은 좀 자유롭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가면 남들 

눈치 진짜 안보는 편이거든요. 여행가며 옷도 잘 안갈아입고 

면도도 잘 안하고 머리도 잘 안감아요. 머리 않감았다고 직장 

상사가 구박을 할 수는 있어도 외국에 가면 어차피 잠깐 보고 

헤어질 사람인데 여기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피해를 주는 건가 그런 생각에서 면도 이런것도 안하고 

옷도 매일 안갈아입고.”(남, 20대, 동료, 개별)

④ 우연한 마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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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때가 있다. 이때 그냥 생각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통찰을 얻게 되기도 하며 자신과 태초의 우주와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때의 만남을 들뢰즈는 우연한 마주침이라고 

했다(들뢰즈, 1968). 

우연한 마주침이 있을 때는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  “비행기 안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생각에 잠기고”“웅장한 

폭포를 보고 자신이 참 작게 느껴졌다”“이디오피아 항공을 타고 

인간을 생각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2) 동행자-비움과 채움의 구성

여행은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동행자들과 함께 있는 경우

도 있다.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여행을 꾸밀 수 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혼자서 하

는 경우보다는 다른 동행자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와 여행하는 가는 ‘취향의 다양성’으로서 여행의 성격을 결

정짓는다. 비움과 채움의 비율을 결정짓는다. 한편 ‘취향의 다양

성’은 동행자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전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취향의 다양성’과 ‘의견을 조율하는 전략’에 

의해 ‘비움과 채움의 구성을 결정하는 인자로서 동행자가 역할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향의 다양성’과 ‘의견조율전략’이라

는 범주를 묶어 ‘비움과 채움의 구성’으로 추상화하였다.  

① 취향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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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각 자

가 원하는 바가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여행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취향의 다양성’이 결정된다. 그리고 동행자들 간의 관계, 

나이, 성 등이 취향의 다양성의 정도에 영향에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둘이 하는 여행이라도 나이와 성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떠올려 본다면 취향의 다양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 20대, 동료, 개

별)

② 의견 조율 전략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전략에 의해서도 다양성의 정도가 달

라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취향과 원하는 바를 한쪽에서 그대로 수용

하면 다양성은 크지 않게 된다.

“거의 저는 남편이라 여행을 다니니까 저희 부부 여행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러블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기 때문

에 전 사실 대게 걸어 다니고 액티브한 여행을 선호하고 남편

은 정적인 여행을 선호해서 이 중간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늘 

관건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그 동안 사실 제 위주로 여

행을 다녔는데 남편이 이번엔 너무너무 쉬고 싶다고, 물론 제

가 쉬고 싶어서 가는 여행이었지만 너무 더우니까 무리하지 말

자, 자기는 너무 쉬고 싶다. 그리고 최근에 수영도 배워서 리

조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여

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 우리 둘 간의 성향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획을 잡고 여행을 짯습니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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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가족, 개별)

“일단 각자 가고 싶은 데는 각자 따로 다녔고 같이 갈 수 있

는 데를 같이 가는 정도였고 의견충돌이 있을 것 같으면 따로 

다녀가지고 . 그러니까 충돌이나 대립이나 합의과정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가고 싶은 거 다 하나씩 카카오톡 이런 데서 공

유해가지고 같이 끌리면 같이 가는 그런 구조죠.”(남, 20대, 

친구, 개별)

3) 여행 준비 및 계획 과정의 중심생각: 질적인 여행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여행을 할 것인가라는 중심 생

각은 여행을 제대로 해야겠다로 대변되는 ‘질적인 여행’으로 파

악된다. ‘질적인 여행’은 제대로 채우고 제대로 비우는 여행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질적인 여행’을 하겠다가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심생각을 이루는가? 해외여행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회가 제한적이다. 특히 장거리 해외여행일수록 기회가 더욱 제한

적이다.  그래서 ‘질적인 여행’을 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여행이 ‘질적인 여행’인가? 즐기고 누리고 맛보고 자유

를 느끼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고 자신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제대로 채움’ ‘제대로 

비움’이 가능한 여행이 ‘질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채움의 질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맛보고 싶은 것을 원하대로 조직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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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들을 채울 수 있다. 어떻게 얼마나 잘 채우느냐가 여행의 질을 좌우

한다. ‘여행을 제대로 하고 싶다’ ‘다 하고 오자’ ‘내가 원하

는 대로 짤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여행’ 이 ‘채움과 관련이 

되고 그 질이 여행의 질에 바로 영향으로 주므로 ‘채움의 질’로 

개념화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답사와 여행을 많이 가다보니 이렇게 일정

을 짜는데 좀 뭔가 직업정신이 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티너러리를 짜

면서 이 국가 이도시에 대해서 알게 되는것도 많기 때문에 제

가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거랑 제가 알아보면

서 습득하게 되는 거랑 기억에 남는 기간의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제가 정하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 20대, 가족, 개별)

② 비움의 질

즐긴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마음이 가벼울 때 가능하다.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속에 아무 걸림이 없을 때 가능하다. 텅 비울 

때 가능하다. 번뇌, 걱정, 불안, 곤란, 스트레스, 피로 등 부정적인 

것을 비울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가서 즐김’ ‘자유’가 

비움으로서 가능한 질적인 여행이므로 ‘비움의 질’로 추상화하였

다.

“그 과정은 우리가 1년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두 사람 다 굉

장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쉽게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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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 수 있는 시기가 더울 때 7월일거다 생각을 하고  저 개인

적으로도 일을 덜 하고 쉬면서 제 개인시간을 뺄 수 있는 시점

이 7월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한테 7월로 가자고 제안해서 

그렇게 됐죠”(여, 50대, 친구, 개별)

③ 기회의 제한성 

저가항공사가 항공 산업에 많이 진입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이 해외여행은 시간과 경제력이 높

은 수준으로 투자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회가 제한적이다. 특

히 유럽, 미주, 아프리카, 대양주 등과 같은 장거리 해외여행은 기회

가 더욱 제한적이다.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질적인 여행을 준비

하고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한된 기회’ ‘어렵게 

가는데’ ‘단 한번의 기회’가 ‘기회의 제한성’으로 추상화한 

근거이다. 

“반면에 해외여행같은 경우에는 내가 뉴질랜드를 두 번 갈 보장

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마다 분명히 코스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먹는걸 초점으로 둘 수 있고 저

처럼 자연환경을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시만 좋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솔직히 타협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한된 기회, 제한된 시간을 기왕이면 어렵게 가

는데 굳이 내가 관심이 없는 거를 보기보다는 돈 좀 많이 들고 

그렇지만 혼자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혼자 간 거예요.”(남, 20대, 혼자, 개별)

4)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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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라는 상위범주는 ‘리스크’‘유동성’‘세렌디피티

(serendipity:뜻밖의 행운)’라는 하위 범주를 근거로 하여 추상화

하였다.

‘여행’이라는 생산품의 특징은 여행의사결절과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제공한다(Karl & Schmude, ). ‘불확실성’은 

결과를 알 수 없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불확실성은 완전하지 않은 지식에 기인한다(Knight, 1921). 자신

이 잘 아는 지역으로 여행하지 않는 이상 해외여행과 관련한 여행

의사결정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여행객들

이 그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가고자 하는 여행목적지에 대한 대규모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Crompton, 1992). 여행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

연히 예상치 못한 세렌디피티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

행을 준비할 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유동성을 감

안하고 준비하게 된다 

① 리스크

하위 범주 ‘리스크’는 ‘리스크’ ‘체력’‘치안’‘사고’

‘안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추상화하였다. 연구자들은 리스크

와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의사 결정의 맥락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용어로써 사용한다. 두 개념은 사건의 결과로써의 손해 가능성과 연

관되어 있다(Quintal, Lee & Soutar, 2010). 

관광연구에는 연구자에 따라 리스크는 상황 발생의 특정한 확률로

서, 불확실성을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서로 구분하기도 한다. 

만약 의사결정이 불확실성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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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짜는거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흐흣) 딱 시간을 맞추

려고 해도 날씨나 이런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셋째날에 꼭 어

디를 가고 싶었다고 해도 비가 막 쏟아지면 야외활동이면 안되

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동적으로 해서 실내에서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던가 그런식으로 해서 . 네 

다행히도 저랑 그 친구랑 여행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서 충돌없

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까하면 그럼 그러자 이렇게 그 자리

에서 즉흥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여, 20대, 친구, 개

별)

② 유동성

하위 범주 ‘유동성’은 ‘spare time’‘가서 결정함’‘현지 

상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여

행할 곳에 대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 일정을 빡빡하게 짜지 않았다. 현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spare time을 두거나 비용이 더 들 것에 대비해 예

상되는 비용보다 더 환전하여 여윳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준비하였

다.

“가면 갈수록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정했어요. 체력이 갈수록 

고갈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날에는 그냥 공항가는 것으로 했

어요. 그때 오후 12시반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체크아웃하고 

바로 공항가는 것으로  정했어요.”(여, 20대, 가족, 개별)

③ 세런디피티(serendipity: 뜻밖의 행운)

여행객들은 불확실성하에 여행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

지만 동시에 뜻밖의 우연한 행운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 205 -

기 때문에 여행을 준비할 때 유동성을 두고 현지에서 상황에 따라 

보다 나은 여행을 위해 일정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디오피아 항공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훨씬 편

리하고 좋았어요. 왜그랬냐면 가방을 2개나 보내주어가지고 그

쪽에서도 그랬고. 여기 국내항공사들은 아주 딱 일체 여지없이 

23Kg가방 하나 이렀는데. 거긴 가방 2개도 부쳐주고 그리고 

대기할 때 아디스아바바에서 돌아올 때 대기시간이 20시간 정

도 됐거든요. 나가서 쉬라고 호텔도 제공해줬어요. 잠도 좀 자

고 아디스아바바 드디어 우리가 보고 싶었는데 호텔, 차량 다

해가지고 2~3시간 자고 호텔식 밥 먹고 택시 하나 불러서 거

기 트레일지 대성당하고 시내 운전사가 안내해줘서 2~3시간 

보고 나니까 대강 그림이 그려져요. 같은 아프리카지만 르완다

와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다른가 그 가난과 그 사람들의 피폐한 

삶이 보여서. 항공사에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가 다르구나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이디오피아 항공하면 아프리카 항공이니까 

별 볼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비스도 좋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뭐라해야 되나 편리하다기보다는 긴장이 덜 

한 것,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타면 싫어요. 왜냐면 빨리

빨리 막 밥을 주고 나서 그 기내 면세품 파는데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사람을 생각하는 서비

스라는 생각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항공을 탔지

만 훨씬 인간을 생각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됐죠”(여, 50대, 친구,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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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검색

상위범주‘정보검색’은 하위 범주‘여행목적지 정보’‘비용과 

편의 정보 검색’‘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모아서 추상화하였다.

여행 정보는 여행 의사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와 관련이 있다

(Karl & Schmude, 2009). 하위 범주 ‘여행목적지 정보 검색’과 

‘비용과 편의 정보 검색’으로 범주화된 항공권비교사이트, 숙소 

정보통합사이트, 현지 교통 수단 등 개념이 여행 정보 검색이 여행 

의사 결정의 모든 단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Mansfeld(1992)는 적절한 여행 정보는 리스크 인식을 최소화한

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전 구매 과정에서 목적지에 대한 이미지

를 형성하고 구매 후 자신 또는 타인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

을 준다. 

① 여행목적지 정보 검색

여행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네이버, 구글, 야후 

등 다양한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여행블로그, 

여행사 사이트, 여행책자, 유투브,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를 검

색하였다. 

“일단 여행책자랑 그 다음에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나의 상황

에 맞는, 일단 아이들이 원하는 바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원하

는 바,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원하는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 이번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거를 일단 좀 파악을 한 다

음에 여행책자와 블로그를 읽은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맞게 그 

여행계획을 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홍콩문화, 문화? 그 페리를 탄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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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 뭐를, ……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투

어를 예약을 해서 그걸로. 그러니까 하루하루씩 그렇게 채웠던 

것 같아요.”(여, 40대, 가족, 개별)

② 비용-편의 정보 검색

여행목적지가 결정이 되면 다음으로 항공권, 숙소, 현지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가격과 편의에 대한 검

색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연

구 참여자들은 한 개의 사이트만 방문하지 않고 여러 개의 사이트

에 방문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항공권검색사이트’로 인터파크 투어, 스카이스캐너, 북킹닷컴, 카

약, 항공사홈페이지, 여행사사이트 등이 코딩되었다. 여행목적지와 

날짜 등을 기준으로 항공권의 가격 위주로 정보를 구하였다.  숙소

에 대한 위치, 등급, 가격, 부대시설, 편의 수준 등을 검색하기 위하

여 호텔스컴바인, 북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호스텔검색사이트, 

에어비앤비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였다. 

숙소에 대한 정보는 숙소의 위치, 등급, 부대시설 등을 위주로 검

색하였다. 현지에서 이용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현지의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먼저 검색하여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군데서 찾았었는데. 아사히카와 지역은 제가 부킹닷컴에

서 찾았구요. 삿뽀로 쪽은 다른 팀원이 찾았는데 그 때가 아~, 

아고단가? 아고다에서 찾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서 찾

았던 것 같아요”(남, 20대, 동료, 개별)

③ 정보의 신뢰성확인-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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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여행객들은 사회적 소통과 개인적 정보 출처를 인

터넷사이트와 같은 비인격적이거나 공식적인 정보 출처보다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밝힌다(Soemez & Graefe, 1998a). 연구 참여자들

도 역시 친구나 지인들의 구전에 의한 여행목적지, 항공권 가격과 

서비스, 숙소에 대한 평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제일 친한 지인들이 작년에 이탈리아로 갔다왔는데 

좋았다고도 했고 딸의 대학입학후 첫 여행인데 어느 나라로 가

고 싶냐, 엄마는 여러 나라를 짧은 시간에 가는 것 보다 한 나

라를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앞으로 

계속 한 해에 한 나라정도나 여행을 떠나는게 앞으로 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다. 그렇게 권하고 싶어서 어느 나라를 가고 

싶냐고 했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가 보고 싶다고 해

서 여행상품중에 이탈리아 1개국만 가는 상품을 알아보고 선

택했습니다.”(여, 50대, 가족, 패키지)

6) 시간의 제약성

상위범주 ‘시간의 제약성’은 하위 범주 ‘제한된 시간’과 ‘효

율적인 시간이용’을 추상화하였다.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가 시간

의 부족과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때로는 휴식을 얻으려

고 했던 여행에서 오히려 더 큰 압박과 긴장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

로 시간의 부족은 비록 여행이나 여가를 통하여 그것을 다소 완화

하고자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여행결정과 행동에 여행을 미치

게 된다(Mayo & Jarvi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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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된 시간

하위 범주 ‘제한된 시간’은 ‘방학, 휴가, 연차’, ‘일이 많

다’,‘바쁘다’ 등의 개념을 추상화하였다. 연구 참여자 대다수는 

시간압박을 받고 있었다. 여행은 금전적 소득을 얻고자 노동에 참여

하는 시간이 아니다. 노동시간이나 생활에 필수적인 시간이외의 남

는 시간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게 된다. 현대인은 일상에서 많은 업

무, 일정으로 인해 시간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여행을 하게 되어 여행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큰 아이 학교가 계절방학, 단기방학이어서, 큰 아니가 지금 

중학생인데 아이들의 학생일정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시간이 

잘 안나는데 ...”(여, 40대, 가족, 개별)

② 효율적인 시간이용

하위 범주 ‘효율적인 시간이용’은 ‘여행요일은 금토일조건’ 

‘주말 공휴일을 포함’‘명절 연휴포함’‘줄을 서지않도록 예매

함’‘접근성을 고려한 숙소입지’‘시간절약을 고려한 의사결정’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추상화하였다.

여행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여행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여행을 준비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여행할 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액티비티 등의 티켓을 미리 예매·예약하고 일상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금요일 밤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하여 휴일이 여행기간

에 포함되도록 하여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배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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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는 일단 매일 들어가는 공항이 아니어서 일주일에 

4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휴가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금토일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이때가 

직장인 들이 다들 덜 바쁜 시즌이어서 친구들은 사실 토요일 

근무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때는 뺄 수 있을 것 

같다해서 23, 24, 25일이 됐어요”(남, 20대, 친구,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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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여행 의사결정과정의 아상블라주적 역동성 메카니즘

축코딩은 개방코딩(open coding)을 하면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

조합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떤 

결과로’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이에 대답함으로써 구조

(structure)를 과정(process)과 연결시키게 된다. 

구조는 ‘왜’라는 것을 과정은 ‘어떻게’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

준다. 구조 또는 조건은 현상과 연관된 문제, 사건, 쟁점이 위치하고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며 과정은 특정 문제나 쟁점에 반응하는 사람, 

기관 등의 작용/상호작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다. 패러다임

(paradigm)은 바로 이러한 범주 간의 드러나는 관계를 정렬하고 조

직화함으로써 도출되는 도식이다. 

[그림 5-19]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역동성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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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도식이다. 17개의 하

위범주를 중심현상, 인과조건, 맥락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로 분류하여 상호간의 연결 관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의 중심현상과 중심생각은 

정보탐색, 트러블을 만들지 말자, 다시 또 가겠나, 1분 1초가 아깝다

로 나타났으며 해외 여행의 동기로서 변화에 대한 욕망, 여행의 동

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적인 여행에 대한 욕망, 여행을 함께하는 

동행자들의 취향의 다양성, 시간과 예산의 제약성, 파상력이 축적되

면 변화를 지지하는 힘이 되는 변화와 파상력의 관계 등이 구조로서 

중심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적 조건이 된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은 불확실성의 정도로서 정보가 부

재할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Karl & Schmude, 2017) 중

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을 형성한다. 여행 소재간 비용-편의 조

정 가능성은 중재적 조건으로서 중심현상과 작용․상호작용전략을 매

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는 여행 구성원이 옥신각신하면서 상호 의견

을 주고 받으며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타협/동의/반대하는 등의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 해외여행 의사결

정 아상블라주의 결과는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는 것은 배제하거나, 한사람이 꼭 원하면 그에 대

하여 특별한 거부감이 없으면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가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

은 여행의 동기로서 변화에 대한 욕망, 파상력이 축적되면 변화를 

지지하는 힘이 되는 변화와 파상력의 관계가 매개되어 생성되는 질

적인 여행에 대한 욕망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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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에 표시한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적 역동

성 메카니즘은 변화를 갈구하는 욕망, 질적인 여행에 대한 욕망의 

흐름이 해외여행의사결정 또는 그 과정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여

주는 욕망 기계의 모습이다. 

이 욕망기계는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하부 의사결정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묶여서 겹쳐

서 주름져있는 전체 해외여행 의사결정 또는 과정이라는 기계라고

도 할 수 있다. 

각 각의 하부 기계 즉 해외여행 갈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 기계, 

목적지 의사결정 기계, 항공권 의사결정기계, 숙박시설 의사결정 기

계, 여정 작성 기계 등등은 하나의 선을 형성한다. 선은 흐름을 만

든다. 흐름은 속도를 가진다. 속도를 가진 흐름을 이루고 있는 선이 

하나의 아상블라주이고 이 아상블라주가 조건이 되어 다른 선에 영

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다른 아상블라주를 생성한다. 각 각의 아상블

라주가 서로 서로 맞물려 균형잡힌 전체 아상블라주를 생성한다.

이상에서 해외여행의사결정이 욕망이라는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작동하는 욕망 기계이고 하부 욕망 기계가 겹쳐져 전체 해외여행의

사결정을 생성하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해외여행 의사결정아 상블

라주가 하위 의사결정의 부분 욕망기계들이 부단히 흘러가는 흐름

들로서 부단히 접속하면서 새로운 것을 생성창조하고 변화해가면서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이루어내는 브리콜라주를 만들

어 내어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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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에서 서술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특징을 해

외항공 여행객의 여행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혼자 여행을 하거나 동행자가 있는 여행이든 간에 여행의사결정의 

주체는 임시적으로 그 여행을 위해 공동으로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

기 위하여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이라는 한시적 시간동안 여행에 참

여하는 동행자들로 형성된 행위자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그들의 관계는 각 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여행의사결정과정에 사안

에 따라 결정적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제안된 의견을 수용하거나 접

점을 위해 타협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의견들을 제안만하고 각 자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기도 하였다.

여행에 참여하는 누군가가 위계상 가장 높은 곳이나 다른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동행자들 간의 관계들에 의해 역할이 영향

을 받지만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의 취향, 성격, 태도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여행의사

결정을 위해 임시적으로 형성된 행위자 네트워크의 능력은 예측 불

가능하였다. 즉, 아상블라주 관계가 성립되는 개별 구성원들의 특성

을 넘어서는 일련의 개방적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아상블라주로서 어떤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변화 및 수정이 가능한 개방된 과정이었다.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 

위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그다음 중요한 것의 결

정을 한정하는 식으로 결정의 판단기준이 있다고 하기 보다 동시적

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고 결정에 있어 확정적인 선이 있기보다

는 많은 가능성에 열려있는 범위와 같은 기준이 있으되 그 범위도 

확정적이지 않은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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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지, 항공권 티켓팅, 현지이동수단, 숙소와 같은 주요 사

안들은 그 결정이 서로 간에 분리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에

너지의 소용돌이가 시리즈로 펼쳐지듯 각 각이 정보검색, 의견 조

합, 결정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 사안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결정

되는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각 사안들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을 위한 아상블라주가 끊임없이 

영토화/탈영토화의 과정이라 부르는 것 사이에 존재하면서 전체적인 

여행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었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알고리즘과 같은 모습을 하였고 연결되어 흘

러가는 흐름과 같은 것이었다. 그 흐름은 끝없는 에너지의 소용들이 

시리즈로 펼쳐진 것처럼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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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면담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패키지 여

행 4명, 에어텔 1명, 개별 자유여행 12명 총 17명의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 자료를 이용하여 질적 연구의 미시 분석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아상블라주의 최소한의 5가지 특

성과 구성요소(선)를 개념적 분석도구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지식으로서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세부적 여정의 구성은 숙소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

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아상블라주가 관계적이고 각 항은 관계와 자

율적이라는 특성으로 얻어진 실천적 지식이다. 또한 전체 여행의사

결정을 구성하는 일관된 원리나 조직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목적

지, 항공권 티켓팅, 숙소, 여정과 같은 하위 의사결정 각각의 의사결

정 기준, 원칙 등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지식도 아상블라주

가 관계적이고 ‘구성부분들의 특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설

명하지 않는다’는 특성에서 얻어진 것이다.

둘째,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의미있

는 정보나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일한 것은 단 한 건

도 없었다. 각 아상블라주는 나름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서

로 달랐다. 그러한 차이는 처음 시작하는 원인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즉, 욕망으로서 여행의 동기나 목적, 시간이나 

재정적 상황, 동행자 등과 같은 조건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상블라주가 생산적이라는 특성으로 포착된 실천적 지

식이다.

셋째, 해외여행 목적지 선택의 우선성은 항상 작용하는 것이 아니

었다. 숙박시설 그 자체가 여행 동기가 될 때 또는 특가 항공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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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이 사용가능할 때는 이에 의해 목적지가 연계되어 결

정되었다. 이는 아상블라주는 이종적이다는 특성으로 획득된 지식이

다.

넷째, 항공권이나 숙박시설을 결정할 때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을 위해 자동적으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의

사결정행동이 고착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어얼리버드나 땡처리와 

같은 특가 또는 할인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에 의한 상품을 선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가나 할인 

상품을 해외여행상품과 연계된 신용카드로 결재함으로 더블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상품을 결재하는 소비패턴이 있었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소수의 여행객은 더욱 저렴한 여행을 하기 

위해 다구간 항공권을 결재하는 최첨단의 소비패턴이 나타났다. 이

러한 정보는 아상블라주는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특성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섯째,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현재 지금을 사는 우리의 욕망이 무

엇인지 잘 보여준다. 그 욕망은 색성향미촉법 즉 불교에서 말하는 

육경(六境)에 대한 욕망의 조합으로서 부분 대상에 대한 욕망이었

다.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 대상에 대한 욕망의 집합

이었다. 

예를 들어 숙소를 선택할 때 그 숙소를 선택하는 것은 통합된 전

체로서 그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숙소의 특정 구성 부분을 

보고 선택하는 식이다. 즉 침실의 침구나 따뜻함이 주는 촉감 또는 

수영장이나 식사 등에서 상상되는 촉각, 시각, 미각과 같은 부분 대

상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숙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아상블라주는 욕망적이다는 특성으로 감지되었다.

여섯째,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는 제5장 제2절에서 밝혀진 

해외여행 의사결정 패러다임 모형이 하나의 선(또는 계열)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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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는 해외여행 의사결정 아상블라주가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토대를 보여준다. 즉 목적지 선택 아상블라주, 항공권 결정 아

상블라주, 숙박시설 아상블라주, 여정 구성 아상블라주 등과 같은 

하위 아상블라주가 각 각의 흐름과 속도를 가지고 상호 맞물려 역

동적으로 전체 해외여행 의사결정을 구성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해외여행 의사결정의 아상블라주적 특성의 구체적인 양상

으로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마

케팅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겠다.

첫째, 목적지와 항공사, 목적지와 숙박시설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장소 마케팅의 관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해외 인바운드 여행

객이나 국내여행객을 유치하고자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공

사나 숙박업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관광 명소를 항

공사나 숙박업소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광고하거나 교통의 측면에서 

지역의 공항 또는 숙박업소와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물론 관광 명소로서 장소 자체가 갖는 본

질적 매력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항공사, 숙소, 목적지 등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대상을 욕망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들 조직의 마케팅 또는 광고 전략에 함의를 가진다. 예컨대 항공

사 또는 숙박업소와 같은 여행관련 기업이 기업의 전체 이미지 보

다는 소비자의 색성향미촉법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대상을 부각시키는 방식의 광고가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소마케팅의 관점에서 또한 같은 논리로 어떤 관광 장소를 광고할 

때 관광객에게 보다 어필할 수 있는 특정한 대상을 부각하는 방식

의 장소 마케팅이 보다 추천된다.

셋째,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역동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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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관광기업은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이윤 창

출 방식을 잘 이용하여 똑똑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는 항상 새롭게 

출현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기업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이

윤 창출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여행 의사결정 패러다임 모형은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

에서 여행객의 의사결정을 위한 관계의 순환 측면에서 함의를 던진

다. 여행 동기, 시간, 재정적 조건이나 동행자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는 여행의 성격이 결정이 되나 거기에는 얼마든지 여행객 각자가 

질적인 여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외여행 의사결정은 

해외여행 의사결정 패러다임 모형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할 때 여

행객들 자신이 원하는 질적인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

로 정보를 탐색하고, 여행을 함께 할 동행들 각자가 스스로 및 다른 

구성원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각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

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소통이 막혀 답답하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접혀진 욕망의 주름을 펴도록 할 때 의사결

정 흐름은 잘 순환될 것이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논문은 최첨단의 철학적 개념인 아상

블라주와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

도하였다. 본 연구자체가 성공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리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실패의 위험을 무

릅쓴 실천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다양한 케이스 예컨대 비행 출발 하루

나 이틀 전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일명 땡처리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의 연구 참여자 등 일반화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수의 연구 참여자를 확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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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nd Theory Approach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Making Decision Process For Outbound Trip As Assemblage

Eun Jin Kang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making 

decision process for outbound trip as assemblage.  The six 

characteristics were found out. First, the constitution of 

itinerary is associated critically with the accessibility to the 

location of accommodations. Second, there was no consistent 

decision making rule to penetrate the whole process. Third, 

there was no priority of the travel destination choice to the 

other travel decision making object such as airline ticketing 

or accommodation. Fourth, the traveler consumed smartly 

and fully using the promotion information of tourism company 

products such as having double discount by getting the 

discount for their credit card plus discounted airline ticket. 

Fifth, the travelers desire the part of place or product not 

entire. Finally, the dynamics of decision making works and 

the mechanism is figured out the [Figure 5-19]. 

The concept of assemblage appeared useful analytical tool 

to catch the practical knowledge about making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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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outbound traveler for preparing trip. Ground 

theory was coupled well with the concept as a methodology.

keywords     : making decision process, assemblage, ground 

theory, practic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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