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전성시대 한국 국제관광의 위상과 역할
- 현대관광에 대한 역사 사회적 분석을 중심으로 정병웅3)

1. 서론
한국은 지난 월드컵을 통해 메가이벤트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벤트를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도 여가와 관광이 시대의 중심 담
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올림픽이 한국사회에 소비사회의
도입을 예고했다면 2002 월드컵은 여가문화의 도래를 알리는 이정표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이데올로기의 진원지인 종교계에서조차 심
지어 관광을 긍정적으로 들고나올 정도로 월드컵은 여가와 관광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1) 월드컵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새
로운 이미지로 각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여행목적지로서의 소망으로 엄청난 관광잠재력까지 평가받고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늘어나는 여가인구를 수용하려는 관광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에 시대의 중심 장르로 등장하고 있는 관광의 위상을 사회구조적 차원
에서 가늠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관광학). 최근 논문으로「방한 외국인의 사찰체험관광 행동
연구」(2002 공저) 「한국 관광학연구의 사회학적 조망과 과제」(2000) 등이 있
음.
1) 월드컵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는 전격적으로 Temple Stay 프로그램을 도입하였
었고(류승무 외 2002) 기독교 일각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시대에 맞춰 주말 여
가 인구를 어떻게 종교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한 모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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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대중관광은 영국의 해안휴양지에서 발원하여 이제는 전지구
적 산업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에 의한 경제적 영향과 복잡한 사회적 관계
들이 탐구되고 있다. 농촌의 매력이나 도시 및 문화관광 그리고 산업
및 유적관광과 같은 변화하는 관광의 패턴들은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시대
의 폭넓은 문화변화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임주환 외 2001: 32)
서비스계급 및 그것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뿐
만 아니라 현대 중산층의 일상의 문화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생산성증가로 인한 부와 여가의 축적이 가능하였고 공간적인 거리가
기술의 힘에 의해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진보에 힘입은
제도의 발달과 끊임없이 이윤을 모색하는 현대 기업의 사적 이해와 맞
물려 지구촌은 세계화의 미명아래 국경의 장벽 또한 개방의 물결 속에
서 새로운 의미로 변화되고 있다. 마치 세계가 한 동네에 사는 듯한 삶
그 변화의 힘은 동시대의 삶을 새롭게 특징지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
름의 중심에 관광과 국제관광이 자리잡고 있고 지대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관광은 한마디로 동시대의 현상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물질사회 소
비사회 대중사회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세계사적으로도 특히
국제관광통계가 제대로 잡히기 시작한 것이 겨우 1960년대의 일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관광과 국제관광은 보통사람들
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이연택 외 1995: 19). 대충 국민
모두가 일년 중 한번 이상 국내 여행에 참가하고 있으며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일년에 한번 정도 국제관광을 경험한다. 이제 관광은
인간의 삶 속에서 유리될 수 없으며 결코 낯선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대적 삶을 구성하는 오늘의 관광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돌발사건은 분명히 아니다. 오늘의 관광은 인간의 오랜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밝힘으로써 우리는 현대적 대중
관광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연택 외 1995: 20).
더구나 그것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탄생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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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황과 제도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지식사회학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역사사회학적인 접근
은 큰 도움이 된다. 시간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광과 이와 관련된 사
회적 과정과 제도의 이해는 단순히 그것의 사회적 탄생배경과 과거의
발전과정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예측하는 밑바탕이
된다.
관광은 현대인의 생활의 핵심적 부분이며 거대한 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에게 아직도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서 사회현상으로서의 관광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
라 관광이 그 자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폭넓은 문화교환
의 중심적 요소라는 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
도적인 학문은 오랜 관습처럼 재미나 유희 오락 같은 데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Urry 1990: 7).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현대관광의 위상을 살
펴보려는 차제에 이 글에서는 국제관광의 발전과정과 동향 그리고 관광
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기초적 형태의 기술적 탐구이지만 이
와 같은 역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관광과 국제관광을 바라본다는 면에
서 이 글은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우선 관광을 가능하게 한
발전요인을 정리해 보고 이어서 관광의 역사를 여행의 시대 관광의 시
대 그리고 대중관광의 시대로 구분하여 시대의 사회상황과의 관계 속에
서 정리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관광동향을 세계와 한국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 세계체제적인 틀 내에서의 국제관광의 역할도 살펴보고
그것의 미래까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대인의 삶 속
에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관광의 광범위한 위상을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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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의 동인과 조건
관광의 역사는 소위 인간의 이동적 본능이 표출되어 온 삶의 역사이
기도 하다. 현대의 관광은 종합현상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제반 사회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요인이
관광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
를 들어 정치제도의 변화는 관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류의
역사를 관통해온 민주화의 물결은 계급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행위와
의사결정권의 자유를 확대시켜 주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 산업사
회의 출현 기술혁신 등 제반 사회체계의 변화는 오늘의 국제관광을 완
성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이연택 외 1995).
게다가 현대사회로 넘어 올수록 그것의 동인은 더욱 복잡해진다. 관
광객이 된다는 것은 근대적인 경험의 특징 중 하나이다. 떠나지 않는
것은 자동차나 혹은 좋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그것은
근대사회에서 신분의 표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건강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Urry 1990: 2).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관광자 행동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시간
이동기술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근대관광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이연택 외 1995: 20). 여기에서 시간은 곧 여행할 수 있
는 여가시간의 증가를 의미하며 교통기술의 발달은 이동기술의 발달을
의미한다. 또한 여행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는 개인소득의 증대로써 해
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가의 증가
여가는 자유시간의 개념으로서 관광행동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가는 우선 시간적 관점에서 일하는 시간과 생활 필수적인 시
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된다. 생활 필수적인 시간은 취침시
간 식사시간 등 인간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여가는 잔여시간의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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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서 여가는 자유의지의 포함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여
가활동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여가활동에 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이 진정한 여가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점에서 여가는
정치제도의 발전과도 관련이 높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 프랑스혁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에 대한 확보가 여가권의 획득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진다.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여가 결정의
관건이기 때문이다.2) 여가의 증가는 산업화의 발전과정과 그 맥을 같
이 한다. 특히 여가는 일과의 상대개념으로서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의 변천을 보여왔다.
우선 농업이 중심이 되었던 전산업사회에서 여가는 일과의 대립적 개
념으로 파악되기보다는 일 속에 포함되어 통합되고 미분화된 상태였다
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이나 서구의 경우
가 모두 마찬가지로서 일부 상류계층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에게 일과 분
리된 별도의 여가는 있을 수 없었으며 일 사이에 잠시 쉬는 정도가 고작
이었다. 반면에 상류계층에서는 여가의 향유가 신분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는 매체적 역할을 하였다.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여가는 일과 분리되어 대립되는 개념으로 발
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화 초기에 더욱 가시화되었는데 노동이
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지고의 목표로 삼았던 이 당시
에 일에 대한 가치는 높게 평가된 반면에 여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
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여가는 단지 휴식의 개념이 강하였으
며 일 중심의 가치관이 유지되었다. 이후 산업화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여가와 일의 관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으며 여가에 대한 가치가 크게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여가와 일의 관계는
거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소위 대중여가의 시대가 열리
게 되었다. 이제 탈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여가와 일의 관계에서 대
역전을 전망하는 미래학자들이 많다. 일보다는 여가를 우선시하는 가
2) 여가는 통상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에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의되어지는데(Parker 1976)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중심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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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의 전이현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노동을 위한 여가가 아닌 여가를
위한 노동 (Mills 1956: 221)으로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성립된다.
관광자행동은 기본적으로 일상거주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
다. 여가의 증가는 떠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라는 점에서 관광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여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관광은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향후 관광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2) 교통기술의 발달
관광은 인간의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런 만큼 오늘날과 같이 관광이
발전한 데는 무엇보다도 교통기술의 발달이 크게 기여했다. 산업화 이
전의 시대를 돌이켜볼 때 인간의 이동은 극히 제한적인 수단에 의존해
왔다. 도보에 의한 이동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할 수 있으며 동
물을 이용하거나 노나 돛을 이용한 배를 이용한 이동이 드물게 있어 왔
다.
이러한 인간의 이동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역시 산업
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 초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 철도를 이용
한 대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동차 항공기 등의
교통기술의 발달은 오늘의 대중관광시대를 여는데 커다란 기폭제가 되
었다. 1825년 영국에서 철도가 처음 개설됨으로써 가히 여행의 시대가
대두되었으며 이후 철도는 오랫동안 중요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담당한
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개발을 위한 수많
은 시도가 이루어진 끝에 1885년과 1886년 사이에 독일의 칼 벤츠에
의해 현대적인 자동차가 발명된다. 이후 미국의 포드가 자동차산업에
뛰어 들었으며 그는 모델 T자동차를 1908년에 생산했다. 대량생산체
제를 갖춘 모델 T자동차는 생산단가의 저렴화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자
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통기술의 발달 가운데 특히 항공기술의 발달은 관광 중에서도 국
제관광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03년 12월 미국의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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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 의해 시도된 12초 동안의 비행을 시작으로 이후 속도와 수송량
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주었으며 1950년대 후반 제트엔진이 개발
되면서 이동기술사에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다. 빠른 시간에 대량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본격적인 국제관광시대를 열었으며 이를 기점으
로 대중관광의 시대의 도래가 가능해 졌다. 최근 들어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제관광시 대부분의 관광자가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
내여행에서도 항공수단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연택 외 1995:
23).

3) 소득의 증가
여가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다
면 관광욕구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적인 노동의 조건과 상황
에서 여가의 증가가 있어 왔지만 분명한 것은 여분의 시간과 잉여소득
에 따른 가처분 소득이 있었기에 인간의 삶에 여가가 가능했고 관광까
지도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두 가지가 여가와 관광의
커다란 조건이자 장애이기도 하다. 물질적 진보와 여가의 축적이 관광
과 국제관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장차 인류의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진보와는 상관없이 물질적인 진보가 이어지는 한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관광과 국제관광은 그에 비례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위와 같이 소득의 증가는 관광발전에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의 경우 국민 1인당 GNP의 증가와 국민국외관광자수의 증가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1인당 GNP가 2
천 달러 대에 머물렀을 때 국민국외관광자수는 50만 명을 넘지 못하였
으며 국민 1인당 GNP가 3천 달러 선을 넘어선 1987년도에 들어오면서
국민국외관광자수는 약 51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국민 1인당 GNP가
4천 달러를 넘어선 1988년의 경우 국민국외관광자수는 전년대비 42%
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며 5천 달러 선에 육박했던 1989년의 경
우에는 1백 2십만명 선에 달했다(이연택 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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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증가추세에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국외관광허용연령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조치 때문이라고 할 수 도 있으나 그러한 규제완화
조치의 이면에는 역시 국민소득의 증대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3. 관광의 탄생과 발전
현상으로서의 관광은 관광자의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요소와 영향요소를 포함하는 종합현상이다. 이러한 관광이 어떻게 발전
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일은 행동요소 서비스요소 영향요소의 역사적
진전과정을 살펴보는 종합적인 작업이다(이연택 외 1995).
그러나 불행하게도 관광의 역사는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학
문적 주제로 크게 부각되지 못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학자들의 무
관심의 소치라기보다는 관광현상 자체가 사회문제가 될 만큼 생존의 필
요조건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들
이나 여타 사회과학자들의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관광연구자들이 그 때
그 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비지속적으로 연구된 결과들이 산만하게
축적되어 있다.
기분전환(氣分轉換)을 위해 사람이 여행을 했다는 기록은 꽤 오래 전
부터 존재해 왔다고 하며 그런 의미에서 관광은 인류와 함께 오랜 역사
를 갖고 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발생과 함께 인간은 생존
을 위한 이동을 시작하였다. 생존을 위한 원시적인 이동의 필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또 다른 형태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동은 자연숭배사상이나 인간의 구원이라는 종교의 목적으로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 거칠고 힘든 이동이 신앙의 힘으로 가능했다(정병웅
1997: 118). 더불어 인간에게는 낯선 곳을 다녀보고 싶다는 충동이 있
어서(손대현장병권 1991) 이것이 최초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견
해가 있다. 그 후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
관광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전성시대 한국 국제관광의 위상과 역할

135

크게 보아 관광의 일반적인 발전단계를 관광내용을 이루는 커다란 특
성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여행(tour)의 시
대 관광(tourism)의 시대 대중관광(mass tourism)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류에는 여가 기술 소득의 세 요인의 발전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행의 시대는 현대적 관광개념의 부분적인 현상으로서
주로 행동적 현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의 시대는 현대적
관광개념의 출현기로 관광행동과 관광서비스가 점차 체계적으로 운영되
는 시기이다. 대중관광시대는 관광이 생활화된 시기로 특정의 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대량관광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국제관광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이연택 외 1995). 이
에 추가적으로 대중관광에 대한 새로운 모색으로 대안관광이 유행하는
시기인 신관광(new tourism)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역사적 사실
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행(tour)의 시대
여행(tour)의 시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로부터 1830년대까지로
귀족과 승려 기사 등이 속하는 특수계층의 종교 및 신앙심을 향상하기
위한 교회중심의 개인활동으로서 관광사업의 형태는 자연발생적인 특징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원시적인 관광사업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경우 고대 올림피아 경기대회를 중심으로 한
여행행위나 신전참배 등의 종교활동을 위한 여행이 주류였었다. 로마시
대 후기의 경우 교통. 학문의 발달로 지적 욕구의 증대에 따른 탐구 여
행 종교. 예술활동을 위한 여행 식도락 관광 등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유럽의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일부 중간층도 관
광에 참여하게 되고 가족단위의 관광형태도 생겨났으며 주로 수도원이
숙박시설기능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신라시대의 화랑 등에 의한 집단수련이 있었고 관리의
지방시찰 과거시험 종교활동 등에 의한 상류층 중심의 수련여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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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시기로서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개별적 여행이 주류였으며 시대상
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띈 일부계층의 특별한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관광(tourism)의 시대
관광(tourism)의 시대는 서비스를 통하여 관광사업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서 184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로 분류된다. 이 시기의
관광은 귀족과 부유한 평민이 지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로 발전하
여 단체여행이 생성됨에 따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등장하
게 되어 알선 서비스사업이 태동하게 되었으며 영국의 선교사이자 여행
사업가인 쿡(Thomas Cook)이 도입한 여행 알선업이 그 시초가 되고
있다.
르네상스(renaissance) 이후 중세에서 근대로 접어들면서 순례를 중
심으로 관광여행이 증가하고 여관이 등장했으며 유럽대륙횡단여행이
성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특히 이 무렵 괴테(J. W. Goethe) 셀리
(P. B. Shelley) 바이런(G. G. Byron) 등의 저명한 작가와 사상가의 대
륙을 여행한 후 발표한 기행문이 더욱 여행을 자극시켰다. 이러한 발전
을 경험하던 관광이 19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대여행(grand tour）시
대가 대두되고 온천. 휴양지를 중심으로 호텔이란 숙박시설이 등장하면
서 더욱 성황을 누리게 되었다.
급기야 근대 관광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쿡(Thomas Cook)
이 1841년에 단체 전세열차를 운행하면서3) 처음으로 관광여행자를 모
객한 것이 오늘날 여행사에 의하여 단체관광이 판매되는 효시가 되었다.
이후 교통. 통신의 발달로 기차 자동차 선박여행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향후 관광의 대중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 시기는 특히 본격적인 산업화의 결과로 잉여생산을 통한 여가와
소득의 축적이 가능하였고 기술의 발달이 있어 본격적인 관광의 시대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적인 관광은 축적된 잉여생산과 축적
3) 아이러니 하게도 이 단체여행은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이 통제의 일환으로 시행
된 금주동맹대회에 노동자들이 단체로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김문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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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여가 및 여행사업의 발달 등 산업사회적 상황 하
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 관광은 다분히 산업적인 것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대중관광(mass tourism) 복지관광(social tourism) 국민관광
(national tourism)의 시대
대중관광(mass tourism)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
는 대중관광 대량관광시대를 가리킨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시
기는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관광사업의 시대이다. 관광이 중산층 서민
대중을 포함하는 전 국민 전 계층이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활동으로
폭넓은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이
다. 기업은 물론 공공단체나 국가가 적극 지원하므로 이윤의 추구와 동
시에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공공목적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합관광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관광이 인간생활에서 하나의 제도가 됨에 따라 관광을 통한 사
회처방 내지 사회정책적인 요소가 강하게 등장하게 된다. 실지로 비교
적 먼저 물질적 필연을 달성한 서구산업선진국들로부터 국민관광 내지
복지관광이 시행되고 관광개발과 관광 비즈니스에 경도된4) 제3세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관광과 관광정책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
다. 국민대중의 여행시대라 할 수 있는 현대국가는 재정적으로 빈약한
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복지관광(social
tourism)운동의 이념을 확산 수용하여 관광이 지니는 국내적 효과인 국
민복지의 증대와 지역개발의 촉진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 의의를 새
4)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다. 관광은 여전히 외화획득이
나 소득창출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1990년 초에는 관광업을 호화사치성
산업으로 규정하여 소비의 진원지로 바라보기도 하였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기 시
작하면 제일 먼저 시비거리에 올라오는 것이 국제관광이다. 그러나 1997년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광의 정책부서가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로 개편되면서 국
민관광이나 문화관광에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을 보는 시
각은 여전히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소득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맞춰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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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하는 것을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장차 관광을 통한 경제적 부
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이면에 국민관광진흥시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이러
한 방향이 끊임없이 뒷받침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복지관광의 실현 측면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저소득층 소외계층
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관광정책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한 관광활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국민관광경향이 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관광이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하는 관광이므로 그것은
자국인으로서 국내관광은 물론 국외관광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하나의 유행처럼 해외

여행이 증가된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수용태세의 확립으로 국민숙사 관광금고 유스호스텔 등의 용
어가 생기고 국민 모두가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생활
화되어 대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국민관광(national tourism)의 붐이
일어나게 되며 관련시설이 대폭 증가하였다.

신관광(new tourism)의 시대
마지막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신관광(new tourism) 시대로서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종의
물질적 필연의 해소뿐만 아니라 현대 소비사회를 주도하는 문화산업의
확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생산력의 증가로 잉여물의 축적이
가능하였고 여가시간의 대폭적인 증대로 인해 인간의 욕구는 보다 자아
실현이나 문화를 향유하려는 고차원적인 욕구로 변해왔다(Maslow
1943).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여가와 관광의 추구로 나타나 교통수단
이라는 기술력의 뒷받침아래 여가와 관광현상에서 비약적인 증가와 발
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관광공급자의 측면에서도 증가된 사회적 밀도와
더불어 고객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고객을 단
순히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벗어나 감동을 시켜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에 부응한 서비스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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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 세계 인구의 10%가 국제관광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관광에는
90%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대량관광시대인 셈이다. 관광이 생활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내면화됨에 따라 내용 면에서 질적인 전환은
물론이고 관광의 다양화 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잠재
시장과 고객의 잠재욕구를 발굴하려는 마케팅의 발달과 여가산업의 확
장에 힘입은 바 크지만 전체적인 사회사상의 흐름과도 연결이 된다. 당
연히 합리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던 근대사회를 벗어나 포스트 모더니티
(post modernity) 사회라 부르는 현재 관광 부문에서도 탈기능과 탈획
일로 이어져 개성관광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문화산업과의 관계를 분리
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물질적 필연의 해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 것이
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관광경험이 풍부하고 관광을 통한
자기표현을 추구하는 개성이 강한 계층이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의 관광
형태가 등장하였다. 더 이상 값싼 관광상품 표준화된 패키지 여행을 원
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운 관광지 색다른 관광상품을 탐색하며 개성을
추구하는 질적인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점증하는 추세가 도래한 셈
이다. 이러한 현상을 독일의 푼(Auliana Poon)은 신관광혁명(new
tourism revolution)이라 명명하고 있다(임주환 2002).
관광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이윤추구방식인 대량
생산에 의해 가능하게된 박리다매(薄利多賣) 방식에서 이제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영업원칙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량생산에 의한 몰개성과 이에 대한 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대량생산의 전형적인 예가 프로그램화된 패키지 여행인데 이
는 관광의 대중화에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이제 생산력이 뒷받침되고
보다 질적인 관광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대중관광 속에서도 자신만의 개
성을 추구하는 관광이 등장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탈대중관광시대를 신관광시대라고도 명명하는데 이러한
신관광시대의 특징은 관광의 다양성과 개성추구에 따라 특별관심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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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est tourism)이 많이 생긴다. 종래의 본능적인 욕구충족
의 해결로 보았던 관광을 이제는 전형적으로 어떤 특수한 주제관광으로
서 특별관심관광을 이루고 있으며 문화관광이 이러한 영역을 대표하고
있고 종교관광 민족관광 생태관광 문화유산관광 요양관광 등 욕구의
위계차원에서 보다 높으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관광을 추구하게 되었다.
한편 종래의 관광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와 제공자로 나
뉘어지고 어느 한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한편의 생활을 판매해야하
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관광시대는 이렇게 이분화된 체계가 아
니라 더불어 하는 관광시대이며 공존하는 시대를 말한다. 따라서 관광
개발에서도 파괴를 통한 개발이 아니라 보전(保全)을 통한 개발이며 자
연히 환경보호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시대가 신관광시대이다. 개
발함으로써 보전하고 발굴하여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신관
광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인간이 관광을 통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
적은 인간의 행복추구에 있고 이는 조화로운 삶의 질적인 제고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소한 신관광시대의 이념이다.
이러한 신관광시대의 이념은 사회적 밀도의 증가와 관련제도와 서비
스업의 팽창에 따른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며 관광의 다양화와 관광과
환경 관광과 삶의 질이라는 함수관계에서 등장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욕구가 창출되고 보다 항구적인 관
광역할을 지속하고자 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현대관광의 위상 관광전성시대
1) 세계의 관광동향과 전망
<표 1>의 세계관광기구(WTO)가 발표한 잠정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국제관광객수는 6억 9 830만 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하
였고 관광수입은 4 759억불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최근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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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광인구는 거의 4배 이상이 증가했고 수입의 측면에서는 25배나 기
록하는 고성장을 기록한 나머지 이제 관광은 세계식료품 산업 석유산업
다음의 큰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별 동향을 살펴보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1억 1 170만
명을 유치하여 전년대비 14.5% 증가 중동지역은 2 000만 명을 유치하
여 10.2% 성장을 기록하였고 아프리카는 2 690만 명을 유치하여 1.5%
남아시아는 630만 명을 유치하여 9.0%의 성장을 나타냈다. 미주지역은
1억 3 020만 명을 유치하여 전년대비 6.5%의 성장을 구주지역은 4억
330만 명을 유치하여 전년대비 6.2%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고 구미주도 저조
했던 전년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다.
<표 1> 세계관광 성장추세
연 도

관광객
(백만명)

성장률
(%)

관광수입
(10억불)

성장률
(%)

1950
1960
1970
1980
1990

25
69
166
284
457

10.6
9.1
5.5
7.5

2
7
18
103
268

12.6
10.1
19.1
21.0

2000

698

5.3

476

7.6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1 잠정치.

최근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에 따른 관광성장이 눈에 띄긴 하지만 세
계관광시장의 70% 이상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치우쳐 있다. 이는
자칫 관광을 통한 세계경제와 재화의 재분배 내지 무역수지균형해소라
는 관광의 낙관적인 경제적 기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관광에 여전히 불평등구조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5)

5)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관광은 못사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나 나라가 더욱 잘 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 위에서의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그에 따른 관
광의 부가가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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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2020년까지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대륙간 관광점유률의 성장이 높아지지만 여
전히 대륙내의 관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전망이다.
<표 2> 대륙간 관광방문자의 변화
목적지
유럽
미주
동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 내의
대륙 간의
전체

1995년(백만명)
338.4
108.9
81.4
20.2
12.4
4.2
464.1
101.3
565.4

2020년(백만명)

연평균 성장률(%)

717
282
397
77
69
19

3.0
3.9
6.5
5.5
7.1
6.2
3.8
5.4

1 183
378
1 561

4.1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1 잠정치.

한편 2000년도에도 외래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는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순이고 관광외화 수입은(1999년 기준) 미
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다. 프랑스가 관광객 수에서 1위를 차
지 한 것은 나름대로의 훌륭한 관광매력물과 질 높은 관광서비스의 제
공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서부 유럽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6)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과 스페인의 중심에 위치
하고 있어 각각의 나라로 여행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다.

6) 이러한 차원에서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이 통일의 전단계로 최소한의 물류나 관
광의 흐름만 가능해진다면 그것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은 가시적인 물류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데 중국과 러시아 일본으로 이어지는
관광의 남북흐름이 이어지면 오랫동안의 한반도가 가지는 육교적 위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 현재의 한반도의 관광지리적 위치는 섬나라
보다 못하며 관광경쟁력 약화의 중요한 요인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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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국가 관광수입 현황(1999˜2000)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명

전년대비
증가율(%)

관광수입
1999

2000

1999

2000

점 유 율
(%)
1999

2000

1

미

국

74 900

83 800

4.5

11.9

16.4

17.6

2

스페인

32 500

-

10.7

-

7.2

-

3

프랑스

31 500

-

5.9

-

7.0

-

4

이탈리아

28 357

27 700

-5.1

-2.5

6.2

5.8

5

영

국

20 200

19 300

0.0

-4.7

4.6

4.0

6

독

일

16 700

-

2.4

-

3.7

-

7

중

국

14 098

16 200

11.9

15.1

3.1

3.4

12

홍

콩

7 210

8 000

1.8

10.7

1.6

1.7

13

태

국

6 700

7 500

18.0

12.5

1.5

1.6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1 잠정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독일의 경우 세계최대의 송출국가
이고 관광수지 면에서 최대 적자국가인데 인근의 프랑스와 서부유럽의
관광수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향후 20년 안에 일본과 미국이
독일에 근접하는 관광객 송출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역시 괄
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여 그 다음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국제관광 송출국
국가
독일
일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1995년(백만명)

2020년

75
23
63
5
42
21
22
16
19
12

153
142
123
100
95
55
46
35
31
31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1 잠정치.

년평균성장율
2.9
7.5
2.7
12.8
3.3
3.9
3.0
3.1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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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제관광 목적지 TOP 5
국가
1.
2.
3.
4.
5.

중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2000년 (천명)
31,200
75,500
50,900
48,200
41,200

2020년 (천명)
186,600
106,100
102,400
73,900
52,500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1 잠정치.

한편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국제관광 시장의 향후 판도로
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2020년에는 기존의 최대 목적
지인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모두 제치고 중국이 관광목적
지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2) 한국의 관광동향

2000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5 321 792명으로 사상 최초로
5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전년대비 14.2% 성장해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주 요인으로는 전체 외래객
의 74.9%를 구성하는 아시아주 시장(3 984 888명 전년대비 15.6% 증
가)에서 주요 인바운드 시장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13.2% 39.8%의 높
은 성장을 보이고 그 외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 경제회복에 힘
입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된다.
아시아지역은 지난 1998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였다.
미주와 구주시장도 각각 전년대비 15.2% 17.4% 성장하였고 전체 인바
운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각각 10.0% 8.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루었다. 미주지역은 1998 1999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하였고
구미주 모두 사상 최고의 방문객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구미주시장
의 성장은 한국경제 회복과 대통령의 유럽순방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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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이 증대한데 기인한다. 대양주는 전체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21.6%라는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아프리카주는 1.9% 감소를 기록하
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급격한 성장
을 지속해 온 내국인 출국은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해외여행심
리가 크게 위축되어 1998년에는 전년대비 32.5%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
다. 그러나 1999년에는 환율안정과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41.6%의 증
가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00년에도 5 508 242명이 해외
여행에 나서 전년대비 26.9%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 말부터는 국내
경기의 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성장률이 10%대로 떨어지고 있다.
<표 6> 연도별 국민 해외여행 증가추세
단위: 명 %
연도

출국자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454,974
510,538
725,176
1,213,112
1,560,923
1,856,018
2,043,299
2,419,930
3,154,326
3,818,740
4,649,251
4,542,159
3,066,926
4,341,546
5,508,242

성장률
-6.0
12.2
42.0
67.3
28.7
18.9
10.1
18.4
30.3
21.1
21.7
-2.3
-32.5
41.6
26.9

해외관광여행 허용연령 확대단계
50세 이상(’80. 1. 1)
45세 이상(’87. 9. 16)
40세 이상(’88. 1. 1)
30세 이상(’88. 7. 1)
연령제한 폐지(’89. 1. 1)

한국관광공사(2001) 연차보고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별로는 전체 출국자중 관광목적으로
출국한 내국인이 2 166 751명으로 전년대비 56.2% 증가해 1999년도
성장률 130.0%에는 못 미치지만 2000년에도 관광목적 출국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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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출국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용목적으로 출국한
경우는 1 460 701명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가장 많이 찾은 여행목적지는 아시아지역으로 333만 명이 출
국하여 전체의 60.4%를 차지하였으며 미주지역은 85만명(15.4%)을 기
록하였고 구주지역은 37만명(6.7%) 대양주는 26만명(4.8%)을 기록했
다.
국가별 출국현황을 보면 제1의 여행목적지인 일본으로의 출국자는
110만 명으로 1999년 대비 4.5% 증가하였고 전체 출국자의 20.0%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여행목적지였다. 중국으로의 출국자는
1999년 대비 26.0% 대폭 증가한 103만명으로 1997년 이래 제2의 여
행목적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는 72만명이 출국
하여 1999년 대비 25.9% 증가하였고 3위를 기록하였다. 1989년 해외
여행자유화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태국으로는
1999년 대비 30.2% 성장한 35만명이 출국하여 1997년의 30만명 수준
을 회복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외래관광객이 지출한 관광수입은 66.1억불로
1999년대비 2.8% 감소하였고 내국인이 해외여행시 지출한 관광지출은
1999년대비 60.4% 증가한 63.8억불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2.3억불의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1999년의 흑자 규모를 하회하는 수
준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거의 매년 적자이던 관광수지가(1990년과
1993년은 제외) 연속 3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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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목적별 국민 출국현황(2000년)
단위: 명 %
지 역
(아시아주)

공 용

회의참가

기 타

3 326 240 1 513 983 1 129 969 408 870
(100.0)
(45.5)
(34.0)
(12.3)

계

관 광

상 용

방문시찰

10 676
(0.3)

37 820
(1.1)

224 922
(6.8)

일

본

1 100 939 402 441
(100.0)
(36.6)

337 682
(30.7)

231 304
(21.0)

3 945
(0.4)

14 994
(1.4)

110 573
(10.0)

중

국

1 033 250 415 791
(100.0)
(40.2)

462 885
(44.8)

88 691
(8.6)

9 561
(0.9)

53 838
(5.2)

태

국

2 322
(0.7)
21 789
(2.6)

10 012
(2.9)
125 745
(14.9)

19 777
(2.7)
10 196
(2.8)
490
(1.1)

96 500
(13.4)
53 663
(14.5)

4 172
(1.6)

24 440
(9.3)

352
(1.4)

5 354
(21.2)

351 113
(100.0)
845 517
(100.0)

289 291
(82.4)
313 024
(37.0)

35 357
(10.1)
183 432
(21.7)

13 741
(3.9)
197 512
(23.4)

2 484
(0.2)
390
(0.1)
4 015
(0.5)

719 227
(100.0)
369 287
(100.0)

263 725
(36.7)
145 197
(39.3)

165 832
(23.1)
121 481
(32.9)

169 875
(23.6)
33 914
(9.2)

3 518
(0.5)
4 836
(1.3)

러시아

44 989
(100.0)

20 258
(45.0)

14 637
(32.5)

3 046
(6.8)

(대 양 주)

262 330
(100.0)

182 683
(69.6)

20 106
(7.7)

30 255
(11.5)

1 141
(2.5)
674
(0.3)

(아프리카주)

25 260
(100.0)

11 864
(47.0)

5 713
(22.6)

1 750
(6.9)

227
(0.9)

(미
미
(구

주)
국
주)

총
계 5 508 242 2 166 751 1 460 701 672 301
99년 총계 4 341 546 1 387 277 1 239 335 655 445
성장률(%)
26.9
56.2
17.9
2.6
구성비(%)
(100.0)
39.3
26.5
12.2
＊ ( )는 구성비
한국관광공사(2001) 연차보고서.

5 417
(12.0)

20 428

74 329 1 113 732

15 268
33.8
0.4

53 751
38.3
1.3

990 470
12.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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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의 관광수지
단위: 천불
연 도

관광수입

증가율(%)

1 547 502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r
1999 r
2000 *

2 299 156
3 265 232
3 556 279
3 558 666
3 426 416
3 271 524
3 474 640
3 806 051
5 586 536
5 430 210
5 115 963
6 865 400
6 801 900

관광지출

증가율(%)

612 969
97.3
48.6
42.0
8.9
0.1
-3.7
-4.5
6.2
9.5
46.8
-2.8
-5.8
34.2
-0.9
-2.8

6 609 100
r: 수정치 *: 잠정치.

704 201
1 353 891
2 601 532
3 165 623
3 784 304
3 794 409
3 258 907
4 088 081
5 902 693
6 962 847
6 261 539
2 640 300
3 975 400

관광수지
934 533

1.2
14.9
92.3
92.2
21.7
19.5
0.3
-14.1
25.4
44.4
18.0
-10.1
-57.8
50.6
60.4

6 377 400

1 594 955
1 911 341
954 747
393 043
-357 888
-522 885
215 733
-282 030
-316 157
-1 532 637
-1 145 576
4 225 100
2 826 500
231 700

한국관광공사(2001) 연차보고서.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은 1 244불로 1999년 1 462불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내국인이 해외여행시 지출한 1인당 평균소비액
은 1989년의 2 145불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8
년의 908불에 이어 1999년은 960불을 기록함으로써 IMF 여파로 인하
여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지출이 급감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보
였으나 지난해에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 214불로 다시 늘어
났다.

5. 결론: 한국 국제관광과 관광문화의 위상과 과제
관광의 발전에는 여가의 증가 교통기술의 발달 소득의 증가 등이 결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역사라는 시간의 힘이 작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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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1958년 승객용 제트항공기의 운항
은 오늘의 관광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관광이 만들어 내
는 중요성은 무엇보다 그 경제적 중요성으로 국제관광수입의 규모로써
쉽게 설명된다. 이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는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은 각
국가의 치열한 경쟁으로 나타난다. 관광서비스의 공급을 산업적 차원에
서 다루며 이를 지원하는 전략과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의
관광의 중요성은 경제적 중요성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문화
산업으로서의 관광은 엄청난 재생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삶
의 방식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광은 새로운
삶인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다.
따라서 국제관광의 역할을 규명하는 노력은 세계를 개인의 삶과 연결
시키는 세계경제와 세계문화와 나아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지름길이기
도 하다. 먼저 국제관광의 구성과 역할을 거시적이고 세계체제적인 측
면에서 보면 축적된 소득과 잉여시간에 기반한 오늘날 국제관광은 오랫
동안 구미선진국의 전유물이었다. 아시아와 중동 국가의 관광성장은 이
러한 세계적 국제관광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되
나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장차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제
관광시장 중에서도 장차 중국시장의 위력이 커질 전망이어서 한국의 국
제관광시장도 가늠하게 하고 있다.
국제관광의 불균형 해소는 그것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성은 관광내부의 취향의 다양성과도 밀접
한 연관을 가진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인구집중은 도시로부터의 이탈을 요구하는 계층의 증가를 가져왔
으며 이에 대중관광시대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중관광시대
이면에는 중산계급의 발달이 있어 왔고 이들이 대량관광의 토대가 되었
을 뿐만 아니라 관광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에는
신구 계급들 간에 관광취향의 뚜렷한 구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동시에 관광목적지가 계급의 취향에 따라 변화해 나갔다. 유한계급
들의 경우 점차 관광목적지를 다양화하고 장거리 여행에 나선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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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다 빨리 달성한 영국의 경우 산업화 이후 해안의 휴양지가 가장
먼저 귀족들을 중심으로 번창하기 시작하고 점차 노동계급들에게까지
잉여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관광목적지도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해변휴양지는 번창하게 된다. 이에 전통적인 상류계층이나 귀족
들은 새로운 목적지를 추구하게 되고 내륙으로 또 다른 장거리 목적지
로 변화해 나간다. 그들의 취향이라는 명목 하에 끊임없이 새로운 관광
목적지가 탄생한다.
지중해변의 전통휴양지가 프랑스의 지중해변 중심에 위치해 있는 항
구도시인 마르세이유 동쪽의 깐느 니스 모나코로 대변되는 지중해 동
부에서 점차 지중해 서쪽의 플랑드로지방과 랑도그루시옹지구로 이동해
감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뉴욕 근처의 대서양변
의 해변휴양지인 중앙공원과 쿠니아일랜드가 미국 최초의 유원지로서
각광을 받았고 점차 이들의 목적지는 도시노동자들이나 흑인들에 의해
대신 채워지고 백인 중산층들의 경우는 나이아가라로 급기야는 플로리
다로 서부로 하와이로 이동해 감을 볼 수 있다.
1989년 해외여행자율화 조치이후 국제관광에 발을 내디딘 한국의 국
제관광 역시 그동안의 어글리코리안이라는 오명을 딛고 점차 이러한 패
턴의 다양성과 계급의 취향성을 반영해가고 있다. 국제관광목적지는 더
욱 다양화되어가고 있고 장거리화 되어 가고 있다. 관광이 생활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금 관광은 신흥중산층의 중요한 계급지표로 자리
매김하여 가고 있다.
최소한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바라보면 오늘의 국제관광은 대중
관광이다. 신분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참여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창출이 관광시장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관광시장이 두터워지고 관광문화가 일상문화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은 여행과 관광의 민주화의 달성에 있다. 인
간이 누려야할 하나의 권리로서 여가권 내지 관광권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시행되던
복지관광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관광과 국제관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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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여행과 관광이 항상 사회적으로 선택
적이었음을 보아왔다. 특히 국제관광은 부유한 국가에서 비교적 제한된
엘리트에 의해 이용되었고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물론 관광객의 서로 다른 계급 사이에서의 지위의 구별이 나타나기
는 하였지만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은 줄어들었
다. 물질적 필연의 해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현대인은 여전
히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 시달리고 있고 새로운 물질사회에 부응하는
삶을 영위하느라 어느 한편의 삶은 여전히 여가 및 관광 장애에 시달리
고 있다. 이러한 장애의 해소는 물론이고 관광민주주의의 실현과 더불
어 관광문화의 상업화에 대한 경계와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관
광산업에의 거대자본 내지 상업자본의 논리와 관광문화의 획일화 관광
에서의 세계체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역학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 위상을 짐작하건대 오늘날 현대인의 삶 속에 관광은 깊이 뿌리박
고 있으며 가히 관광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위와 같이 이러한 외형적인
수준에서 양적인 증가에 따른 관광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현대의 국제관광은 인간행복의 실현이라는 관광이념을 달
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와 이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
는 선의의 정책과 현대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진정
한 관광유토피아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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