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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공정관광 실현 제약 경험에 대한 정성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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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국내에서 공정관광에 관한 정책은 10여 년 전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된 이래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업계에서 불공정한 관광생태계는 고질적인 형태로 존
재하고 있는바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정관광 실현의 제약에 대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모집하여 질적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여행사, 사회적기업, 그리고 숙박시설 종사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진행하였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공정관광 실현 제약은 16가지 주제, 29가지 의미로 유
목화되었으며 공정성 관점에서 6가지 공정성으로 범주화되었다. 첫째, 절차 공정성(중앙 관리 전담 조직체, 공정
관광 네트워크 구축, 거버넌스 활성화), 둘째, 상호작용 공정성(과잉 관광 주민피해 개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교류 시스템 마련, 현지인들과의 연결), 셋째, 기회 공정성(관광 취약 계층 기회 제공, 정보 취득 기회, 관광자에
게 정보 제공), 넷째, 인식 공정성(공정관광 개념 정립과 인식 교육, 긍정적 인식 개선 홍보), 다섯째, 사업환경
공정성(여행생태계 파괴, 불법 영업 단속 처벌, 공공 기술 인프라 지원), 여섯째, 유통과정 공정성(저가 덤핑상품
근절, 여행생태계 보호 제도 개선)으로 유목화되었다. 이 연구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산업 현장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정관광 실현의 제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연구 대상과 차별화를 두었으며 공정성 이론을 확
장하였다는데 이론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정관광 실현을 우리 사회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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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공정관광, 공정여행, 공정성, FGI, 질적 연구, 포스트 코로나

ABSTRACT : Since the need was identified roughly ten years ago, domestic tourism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tangible results have been achieved. As unfair
tourism practices in the tourism industry continue to exist in a chronic 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bstacles tourism industry employees face in realizing fair tourism. Participants from the
tourism industry in Seoul were recruited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GI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5 workers in the travel, social enterprise, and accommodation industries
between July and August of 2021, and they were categorized into six fairness categories. Specifically, the
fairness of procedures, interaction, opportunity, perception, business environ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were classified. As the first study in the tourism context,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fairness theory and originality in the research subjects by reflecting the voices of
tourism field industry workers and analyzing their limitations on the realization of fair tourism.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implemented in practice are proposed in order for fair tourism to take root
in our society in the post-COVID-19 era.
Key words：Fair tourism, Fair travel, Justice, Qualitative study, Post COVID-19

Ⅰ. 서 론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 인식은 9.4%에 불과하였
다(조권중, 최지원, 2021). 이러한 현상은 관광

2021년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에서 ‘다시

부분도 예외는 아니며 2011년 한국관광공사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정’

(2011)에서 조사한 공정관광이라는 인식이 5점

이라는 단어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

기준 2.46점에 불과한 상황과 비교해, 2021년

절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

서울시민의 공정관광 인식이 아직도 23%에 머

한 2010년 이래 한국은 10여 년간 공정한 사회

무른다는 것이(서울특별시, 2021) 이를 방증하

실현을 주창해 왔다. 촛불 항쟁 이후 들어선 문

고 있다.

재인 정권도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관광에서의 공정성은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정의’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집권하였다(곽영신,

가치와 공정한 거래에 기반한 관광을 추구하는

류웅재, 2021). 한국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문화와 실천에 대한 관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

위해 각계각층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청

터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Guia, 2021). 최

렴도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국민권익위원

초로 전 세계에 공정관광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

회, 2021.12.9.)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

킨 것은 영국의 시민단체 ‘투어리즘 컨선’(Tourism

고 있다. 그러나 부패인식지수가 2010년에 41

concern)이다. 투어리즘 컨선은 남반구의 저개

위(178개국)에서 2021년에도 32위(180개국)

발국가들이 북반구 산업화된 국가의 여행사, 항

순위로 나타나(Transparency international,

공사, 호텔 등에 불합리하게 의존하게 되는 관광

2021) 아직까지 공정한 사회라고 일컫기에 시

에서의 불공정과 비윤리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기상조이다. 통계조사에서 2020년 서울시민이

시작한 것이 단초가 되어 교육과 캠페인 등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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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공정성을 확산시켰다(Cleverdon, 2001).

보호가 필요한 특별관리지역 진단지표를 개발하

그리하여 인권, 자연생태계, 관광산업, 지역주민

고, 2021년 10월 전국 최초로 종로구 특별지역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공정성을 뿌리내리고자 하

에 관광진흥법 제48조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되

는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관련 연구도 상당히 축

는 등 여러 사업을 통해 공정관광 실현에 부단히

적되었다.

노력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용어의 해석에서 오는 모호함으로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 사회적기

인해 해외에서 공정관광 관련 연구는 윤리관광

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업계의 복

(ethical tourism),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잡다단한 생태계의 고리구조와 시민들의 공정관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생태

광에 관한 인식 부족,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왔다1).

없는 공정여행상품의 수요 저하로 공정관광을 확

국내에서 공정관광에 관한 초기 연구는 2007년

산시키고자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공정관광

당시 기형적인 여행사 유통구조와 저개발국가에

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확대되어야 한

서의 비윤리적인 골프 관광 등으로 인한 문제의

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러한 공정관광을

식을 알리고자 하는 시민단체 이매진피스의 공정

실현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인해 알고 있어도 실현

여행 축제 개최부터 발단이 되었다(임영신, 이혜영,

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의 관광산업이 선진국으

2018). 때마침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

제정되고 급속히 증가되는 공정관광에 관한 관심

국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느라 개발과 변화에

과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공정관광의 연구도

만 능숙할 뿐 전통의 보존이나 고유문화의 지속

박차를 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영진 외,

성은 등한시하였다. 또한 한국이 저개발국가의

2012; 황희정, 이훈, 2011, 2013). 2010년대

성매매 수요국이며(Jeong & Lee, 2022), 세계에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관광자 일부 지역 밀집 현

서 6번째로 매춘에 비용을 쓰는 나라(Havocscope,

상으로 인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overtourism)

2021)라는 부끄러운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공정한 관광에 대한 연구

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관광이

로 확대되었다.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의 공정성 연구는

관광(ecotourism) 등으로 연구가 되어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가시적인 성

Rawls의 분배적 정의론 관점에서 조사한 일부

과를 내기 시작하였는데 국내의 경우 전라북도와

연구(황희정, 2013; 황희정, 이훈, 2013)와 관

대전지역의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 조례가 제정된

광 현상에서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따른 연구(이

2017년을 기점으로, 2019년 제주, 2020년 서

영진 외, 2012)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2022년 강원도에 이르기

주체가 되는 대상의 공정성 연구로서, 거시적

까지 빠르게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서

차원에서 관광의 공정성을 살펴보는데 기여하였

울특별시, 2021). 특히 서울지역은 2013년 서

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울 속 마을여행 사업을 비롯해 2016년부터 지속

도움이 되는 연결고리로서 공정관광의 실현을

적으로 공정관광 국제포럼을 개최해 왔고, 2018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년 최고 이슈였던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정주권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관광업계 종사자 관

1) ‘공정관광’의 영어표현은 ‘Fair Tourism’이며 한국에서 2016년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을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사
용하게 됨. 한국어의 ‘공정성’은 영어로 표기하면 Justice, Fairness, Equity 등 명확히 일대일로 매칭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정의, 공평함, 형평 등으로 번역이 되는 모호함이 있으나 그리스어에서 ‘공정’과 ‘정의’는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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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현장 경험을 통해 공정관광 실현의 제약

론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 행위로 이끈다는 교

에 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이론(exchange theory)을 토대로 시작되었

서울시 소재 관광업계 종사자의 공정관광 실현

다. Adams (1965)는 보상의 상대적인 금액을

제약 경험을 정성적 연구 기법으로 분석하여 이

다루는 형평성 이론(equity theory)을 처음 제

러한 제약이 어떠한 공정성으로 나타나는지 공정

안했는데 이론에 따르면 투자 대비 보상의 비율

성 이론의 렌즈를 통해 범주화하고자 한다. 이

이 남들보다 낮다고 느낄 때 불공평함을 느끼게

연구는 관광학 맥락에서 실제 업계 종사자들의

되며 투자 대비 보상의 비율이 남보다 크거나 같

산업 현장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정관광

으면 공평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형평성 이론은

실현의 제약을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데 학술적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확인되었으며 조직 행

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

동과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조직 공정성 이론

정관광 실현의 정착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적용가

과 서비스 공정성 이론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연구자들은 공정성 이론을 두 가지 차원
즉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으로 연구하였다

Ⅱ. 이론 고찰

(Leventhal, 1980). 분배 공정성은 개인이 결과
(보상)와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 즉 분배적 정의에

1. 공정성과 공정관광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Greenberg,
1987).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 분배 공정성은 결

1) 공정성 이론

과 공정성(outcome justice)으로도 불린다(Wang

공정성은 영어로 Justice, Fairness, Equity

et al., 2022). 절차 공정성은 Bowles et al.

등에서 번역되어 정의, 공평함, 형평성이라는 용

(2019, p.161)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프로젝트

어로 번역되는 모호함이 있으나 히브리어에서 체

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데크(qd,x), 체다카(hq;d;x)는 ‘공평, 정직, 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들이

(義), 올바름, 의로움, 공정, 균등한, 공정한’으

동등한 입장에서 듣고 목소리를 내어 의사결정을

로 번역되어 있으며 그리스어에서도 ‘공정’과 ‘정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절차

의’는 같은 뜻이다. 공정성(fairness) 또는 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의사

(justice)는 행동 규칙의 준수로 정의되는 반면,

결정에 참여시켜 목소리가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

공정성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평

다는 것이다(DeConinck, 2010). 절차 공정성은

가로서 두 용어가 다르게 정의되야 한다고 주장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으로

하는 학자도 있다(Goldman & Cropanzano,

세분화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Bies & Moag,

2015).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심리적 공정성 논

1986), 상호작용 공정성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의에서 두 용어가 같은 뜻으로 간주되며(박효민,

나 관리자가 절차를 이행할 때 부하 직원이나 고

김석호, 2015), Rawls의 정의론이 공정성으로

용인들을 공손하고 정직하며 정중하게 대우하는

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표현하므

정도를 의미한다(Greenberg, 1987). 상호작용 공

로, 이 연구에서도 공정성과 공평함을 같은 개념

정성은 다시 조직 내에서 대인 공정성(interpersonal

으로 간주한다.

justice)과 정보 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시작된 초기 공정성 이

의 두 차원으로 각각 별개의 차원으로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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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기도 한다(Colquitt, 2001). 대인 공정

있는 조직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성에 관한

성은 절차 실행이나 결과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담론에 그치고 있을 뿐, 한 국가 내에서 공정관

당국이나 제3자가 구성원을 정중하게, 존엄 및

광이 실현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정성이

존중으로 대우하였는지를 의미하며, 정보 공정성

라는 이론의 렌즈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은 절차가 실행된 방식이나 결과의 분배와 관련

바 없다. 관광산업은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하여 조직구성원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복잡다단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달받았는가를 의미한다(Colquitt, 2001).

다른 산업, 정부,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이해

한편, Rawls의 정의론을 토대로 정치철학 측

주체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

면에서 연구한 조류의 학자들은 기회 공정성

리 사회 지식의 재구성 노력의 일환으로(황희정,

(equality of opportunity) 차원으로 연구하였

2013)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관광

다. 20세기 철학자 존 롤스(Rawls, 2020)는

업계 종사자의 공정관광 실현의 제약에 대한 그

정의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최

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대한 많은 평등한 자유의 보장; 둘째, 먼저, 차
등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수혜가 적은 집단에게

2) 공정관광의 개념과 구성요소

최다 이익을 주는 방향의 원칙이며 다음으로, 기

공정관광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

회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함; 셋째, 첫째와 둘째

하게 명명될 뿐만 아니라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

가 보장된 사회는 ‘공정’하므로 정의를 보장할 수

게 정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 공

있다는 것이다(Rawls, 2020). Rawls의 공정

정관광 국제포럼을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공정

성은 기회의 균등 관점에서 기회의 접근으로 제

관광을 Fair tourism으로 부르고 있으나, 해외

도적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회 공정

에서는 대량관광에 반대하는 접근으로서 대안관

성으로 연구되어 왔다(Heidari et al., 2019).

광(alternative tourism)의 형태로 책임관광

공정성 이론을 관광에 적용시킨 선행연구들은

(responsible tourism)으로 조명되었다. 공정

조직 공정성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다.

무역을 관광에 적용시킨다는 관점에서 관광에서

즉, 대부분 가격공정성(Chung et al., 2011)

의 공정무역(fair trade in tourism)으로 논의

과 서비스 공정성(Su et al., 2015)으로 연구

가 시작되었으며(Cleverdon & Kalisch, 2000),

가 되었으며, 최근에서야 의료관광에서 결과․절

윤리관광(ethical tourism), 지역 기반 관광

차․대인․정보 공정성으로 구분한 연구(Um,

(community-based tourism), 정의 관광(justice

& Kim, 2018), 공유숙박에서 절차․대인․정

tourism), 친빈곤층 관광(pro-poor tourism),

보 공정성 연구(Newlands, & Lutz, 2020),

봉사 관광(volunteer tourism), 생태관광(eco-

음식 배달 앱에서 커뮤니케이션․가치 공정성에

tourism), 복지관광(welfare tourism), 그리

관한 연구(Ahn, 2021), 그리고 섬이나 농촌관

고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으

광에서 지역주민의 지각된 공정성의 세 가지 차

로 연구되었다. 국내에서는 착한 관광의 의미로

원 즉 분배․절차․상호작용 공정성 연구(Su et

이해되고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을 지양

al., 2019; Wang et al., 2022)로 진행되고

하는 관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무장애 관

있어 관광학에서도 공정성 이론의 세분화된 연구

광(barrier-free tourism)을 포함하는 개념으

들이 진행되고 있다.

로도 불린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들은 관광산업을 구성하고

권리와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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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개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 재화와

및 자연생태계 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윤리적

기회에 접근하는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광으로서 경제

‘공정’이 된다(Guia, 2021). Guia (2021)는

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으

공정에 관한 명확한 개념 합의가 부재하므로 이

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에 관한 이론적 토대도 여전히 제한적이라 주장

국내에서 공정관광에 관한 이슈는 주로 경제

하며, 정의로운 관광은 ①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

문제와 연관되어 기형적인 여행업의 유통구조로

를 발전시키고 증진하기 위해, ② 이러한 지역공

인해 관광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고리 사슬처럼 얽

동체를 위한 정의 옹호자가 되기 위해, ③ 대안

힌 여행산업의 갑을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적이고 보다 정당한 유형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급속히 증가되는 공정관광에 관한 관심과 높아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불의 또

시민의식으로 인해 공정관광의 연구도 박차를 가

는 인권 침해에 직면한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을

해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황희정, 이훈, 2011),

포함하는 명시적이고 정치적인 여행 형태로 재정

공정성에 관한 담론과 관광시스템 구성요소 관계

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amal and Higham

공정성 연구(이영진 외, 2012), 실증연구들(이

(2021)은 학술적인 공정관광에 대한 광범위한

태숙, 김철원, 2018; 조명환, 정선자, 2012)이

문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공정성과 관광을

속속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황희정, 이훈 (2013)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① 사회적 공정성, 형평

은 한국 사회 구성원에게 관광의 공정성은 지역

성과 권리(social justice, equity and rights)

권리 공정성, 생태적 권리․거래 공정성, 지역

② 포용성과 인식(inclusiveness and recognition)

거래 공정성, 관광자 보상공정성, 관광자 과정

③ 지속가능성과 보존(sustainability and cons-

공정성, 지역 인정 공정성의 6가지 구성으로 도

ervation) ④ 웰빙, 소속감과 능력(well-being,

출하였다. 이영진 외 (2012)는 관광시스템을 바

belonging and capabilities) ⑤ 포스트휴머니

탕으로 지역 편익 공정성과 관광 공급 공정성으

즘적 공정성(posthumanistic justice) ⑥ 거버

로 구분하였고, 지역 편익 공정성은 ① 지역과

넌스와 참여(governance and participation)로

관광개발 사업체 ② 지역과 관광자 ③ 지역, 사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업체, 관광자로, 관광 공급 공정성은 ① 관광사

한편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공정관광에 관해

업체 간 불공정 거래 ② 관광자의 비윤리적 행

임영신 (2009)은 공정관광이 이해 주체 간 동등

동과 관광사업체로 분류하여 공정성을 논의하

한 관계 속에서 동등성을 보장하며 나아가 정의

였다.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황희정,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창궐로 사

이훈 (2011)은 관광자, 지역주민, 관광산업, 생

회적, 경제적 불공정성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태를 중심으로 각 이해 주체 간 동등한 관계, 공

Rastegar et al. (2021)은 코로나19 이후 관

정한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 관광 편익에 대한

광 회복을 유도하는 공정의 프레임을 제시하였는

공정한 결과의 분배로 개념화하였다. 한국문화관

데 책임 있고 공정한 회복을 위해 ‘다시 생각하는

광연구원 (2020)에서는 관광개발 및 사업 운영

관광’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인정(recognition),

에 있어 정의, 형평성 등 공정성에 가치를 두는

절차(procedural), 분배(distributive), 복원

관광이라고 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restorative)의 단계를 거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정관광을 “공정한 거래에 가치

과거에는 공정성이 사회적 정의론인 Rawls의

를 둔 관광으로서, 관광자, 지역주민, 관광산업

이상적 정의론(Rawls, 2020)에 근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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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관광은 정

기업에서 공정무역을 실천하던 바디샵의 마케

의와 공정성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증진되어야

팅 책임자 저스틴 프랜시스(Justin Francis)가

하고 이것은 비용과 혜택의 공정한 배분의 균형

1999년 책임여행 운동을 하던 국제책임여행센터

을 초월하는 개념임을 주장하였다(Rastegar et

(international center of responsible tourism)

al., 2021).

대표인 헤럴드 굿윈(Harold Goodwin)에게 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공정관광은 당연하

광에도 공정을 적용하여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공

게 안착해야 할 관광문화의 가치이며 모든 관광

동체를 돕자고 제안하면서 세계 최초 공정여행사

관련 섹터에서 자리 잡아야 할 중요하고 좋은 것

인 리스판서블 트래블(responsible travel)이

으로 인식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왜 공정

2001년 4월에 탄생하게 되었다(www.respons

관광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ibletravel.com). 리스판서블 트래블은 ‘더 나

해야 바람직한 공정관광이 정착될 수 있을까?

은 휴가, 지역사회에 더 좋은, 자연에 더 좋은’

이에 관해 관광업계 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

이라는 슬로건으로 책임여행의 개념을 소개하고

상을 이해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관광에서 탄소상쇄제도를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2004년부터 세계 책임관광 어워드(World

2. 공정관광의 국내외 사례

responsible tourism awards)를 실시하고 있
으며 여기에는 ‘혁신적 아이디어 여행사 상’(Best

1) 해외사례

innovation by a tour operation), ‘야행 환경

해외 공정관광에 대한 움직임은 20세기 후반

보존에 기여한 상’(Best contribution to wildlife

에 공정무역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88년도에

conservation), ‘책임관광캠페인상’(Best responsible

설립된 미국의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

tourism campaign), ‘빈곤 퇴치와 포용성 상’(Best

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및 환경 문제에 관

for poverty reduction and inclusion) 등 홈

심을 갖고 노동자의 권리와 지구의 건강을 중시

페이지에 모범사례를 공개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

하는 국제 인권 단체로서 공정무역 운동을 지지

록 독려하고 있다.

하다가 여행지에서 인권유린과 환경파괴 문제로

책임관광이 화두에 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확장되었다. 2000년 공정무역 커피 캠페인에 스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

타벅스가 동참하도록 성공시켰으며, ‘리얼리티

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에 앞서 20

투어’(Reality tours)를 통해 사회적 의식과 책

개국의 모든 관광 분야 대표 280명이 관광지의

임있는 전 세계 여행상품을 개발하였다. 비슷한

책임 있는 관광에 대한 ‘케이프타운 선언’을 합의

시기에 영국에서도 신성장산업으로 관광이 한창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한

팽창되고 있을 때 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지

소비와 생산의 실행을 논의하였고, 책임 있고 윤

역사회가 입는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리적인 소비와 생산을 강조하였는데 지속가능한

‘투어리즘 컨선’이라는 소규모 단체가 설립되면서

관광이 곧 책임관광, 공정한 관광과 같은 의미로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투어리

이해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1). 이후 공정

즘 컨선은 1988년 설립 이후 꾸준히 관광개발

관광은 가장 먼저 오버투어리즘이 나타나는 유명

지에서의 인권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알리며, 윤

관광지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탈

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진

리아의 베니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행하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의 암스테르담과 같이 오버투어리즘으로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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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몸살을 앓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커지는 지역

브를 체결하며 공정관광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

에서 관광자의 수용력을 조절하여 지역주민의 불

다. 이를 계기로 한·중 간의 불합리한 저가상품

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판매 여행사의 관리강화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

이들 지역은 기존의 ‘관광지 홍보’ (promotion)에

게 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모두가 행

서 ‘관광지 관리’(management) 중심으로 전략

복한 서울관광 만들기:공정관광 연구보고서’를

을 전환하였고, 도심의 관광버스 진입 제한, 주

통해 서울 공정관광의 전략구조를 제시하고 지역

요 관광지 입장 시간 규제, 단체관광 금지, 신규

주민과 관광자, 관광산업, 생태적 측면에서 각

호텔 건설 금지, 불법 공유숙박 관리 강화 등으

주체별 공정관광의 원칙을 수립하였고, 이후

로 본격적인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해 노력하

후속 연구로 2012년 공정관광의 원칙을 담은

였다.

‘공정관광 만들기 기획·운영 매뉴얼 보고서’를

팔라우는 관광자 과잉으로 물가상승, 쓰레기
문제, 교통체증과 함께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지

발간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
하였다.

경에 이르자 2017년부터 책임관광 정책을 수립

서울시는 UNWTO의 후원으로 ‘서울공정관광

하여 실천하였다. 팔라우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

국제포럼’을 2016년에 처음 개최하며 본격적으

자는 책임관광 행동을 약속하는 ‘팔라우 서약’에

로 공정관광을 관광의 주요 화두로 삼았다. ‘서울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100만 달러

공정관광 국제포럼’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출범되

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광청과 협력하여 지역경

었고, 서울관광재단 주관으로 2019년까지 이어

영을 위한 공식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오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개최가 중단되었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에 언급된 베

2021년에 재개되었다. 서울시는 2020년에 ‘서

니스,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을 비롯해 에딘버

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

러, 베를린,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등 많은 지역

였다. 전국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

에서 관광세 징수로 과잉 관광을 억제하여 지역

정한 지자체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2022년 현

주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 25곳이 있다.
대전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2017년 8월에 조

2) 국내 사례

례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대덕구(2018.11.14)를

국내 공정관광은 2007년 최초로 시민단체 이

비롯하여 동구(2019.11.11), 유성구(2020.05.26),

매진피스의 공정여행 축제를 통해 소개되었고,

서구(2020.08.03)가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가

이후 시민단체인 ‘국제민주연대’에 의해 공정여행

장 활발하게 공정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

실천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2010

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
공정 생태관광 지원센터｣

년 ‘제2차 T20 관광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부여

를 설치하여 공정관광 자원과 코스를 개발 지원

선언문’에는 ‘세계 각국 여행장벽을 해소하고 공

하고, 공정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

정관광을 통한 최빈국 지원’이라는 내용이 포함

고 있다. 대전 마케팅 공사는 2017년 공정관광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3차 관광개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10개년 중장기 계획

발기본계획 5대 목표 중 하나로 ‘공정관광’을 제

을 수립하고, 공정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시하였고, 이후 평창에서 개최된 ‘제6회 한중일

공정관광이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관광 장관회의’에서 3국 간의 불공정한 저가 관

지원하고 있다.

광 상품의 판매 시정을 위한 공정관광 이니셔티

제주도는 2019년 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공정관광 실현 제약 경험에 대한 정성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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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 지자체 공정관광 조례 제정 현황
연도

지자체

연도

대전광역시
2017년

2018년
2019년

전라북도

전라남도 목포시

광주광역시 동구(관광진흥조례 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내용 포함)

경기도 연천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경기도 파주시
2021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전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년

지자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서구

2022년

전라북도 전주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강원도 양구군

서울특별시 중구
자료: 국가법률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2020년

관광기회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가 주도하여 그간

으며, 서울 속 마을 여행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제주도 여행이 ‘비싼 가격’이라는 부정적인 이미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할

지를 불식시키고 착한 가격, 공정한 거래가 정착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 ‘카본프리 아

화성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민관이 협업하여

일랜드 2020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으

공정여행 시티투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

로도 공정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협

고 있다. 이외에도 무장애 관광콘텐츠를 아우르

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시티투어는 저탄소 여행,

는 통합 브랜드 ‘같이가치 제주’를 활용해 비장애

일회용품 사용자제,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전통

인과 장애인을 포용하는 이미지를 구축, 오버투

시장․로컬푸드 직매장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

어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화에 기여, 참가비의 1%를 기부하는 착한 여행

분석 서비스를 ‘비짓제주’ 포털 사이트 제공 등

으로 공정관광의 가치를 담고 있다(화성시 시티

관광사업자와 관광자, 환경, 지역주민을 고려한

투어 홈페이지).

공정관광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로는 2009

서울시는 2020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

년에 설립한 ‘착한 여행’을 효시로 꼽고 있으며,

례를 공포하고 지역 내 가장 오버투어리즘이 심

사회적기업으로서 주로 공정여행과 관련된 캠페

각한 종로구를 중심으로 주민피해 실태조사 연구

인과 교육, 포럼, 해외 봉사단 파견, 마을 투어

(종로구청, 2017)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개발,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해에

진단지표 개발 연구(종로구청, 2021)를 시행하

설립된 ‘공감만세’는 청년 여행 사회적기업으로

여 지역주민의 피해 개선, 관광 취약 계층 여행

청년 중심의 공정여행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

활동 지원사업,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외에 ㈜트래블러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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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생태관광, 어뮤즈 트래블, 해피쿱투어 협

조 문제였듯이, 여행상품 유통에서 불공정한 현

동조합, ㈜사계절공정여행, ㈜세상에 없는 여행

상을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관광종사자들이 가

등이 있으며, 대부분 대규모 여행사가 아닌 소규

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모 맞춤형 관광을 위주로 하는 중소규모의 여행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 명을 제외한 업계 최소

사 혹은 사회적기업에서 공정관광 상품을 판매하

3년 이상 27년간 종사한 자들로 구성되어 관광

고 있다. 이러한 공정여행상품은 단체 패키지 요

업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

금보다 가격이 높지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더

과 경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문제가 되지

지역민과 교감하기 위해 현지인이 운영하는 사업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2>).

체를 이용함으로써 현지에 관광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관광의 공정성 가치를 추구하는 여

2. 자료 수집과 분석

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Morgan (1998)이 제시한 FGI
연구 절차에 따라, 계획단계, 참여자 모집 단계,

Ⅲ. 연구 설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단계, 분석단계, 결과
작성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
어서 이 연구에서는 2020년 기준 국외여행업의

1. 연구참여자

36.6%, 일반여행업의 57.9%가 집중되어 있는
연구의 주제 관련 충분한 의견을 도출해내기

서울시 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위해 연구참여자는 연구 주제인 공정관광 관련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22). 연구 대상은 서울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공정

시에서 시행한 공정관광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한

관광이 부각된 단초가 기형적인 여행업의 유통구

경험이 있는 관광사업체 명단을 협조받아 개별적

<표 2> 연구참여자
ID 성별
1 남
2 여
3 남

업종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근무 기간
9년
3년
21년

4

여

여행사

27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남
남
남
남
남
남
여
남
여
남
남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호텔업
호텔업
한옥체험업
한옥체험업

15년
5년
11년
20년
9년
15년
21년
9년
25년
5년
8개월

업무 소개
인바운드 그룹 투어(외국인 대학생 단체, 아마추어공연 단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투어(공정여행 상품기획 및 판매)
인트라바운드 투어(주로 교육여행 전문여행사, 국내 수학여행과 체험활동)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투어(국내외 맞춤패키지 여행, 공무원 연수 벤치마킹
투어, 기업연수 단체여행)
인바운드 투어(MICE, PCO, 인바운드 중심 관광컨텐츠 기획 및 개발)
인트라바운드 투어(장애인 대상 여행상품 기획과 제공)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투어(사회적 경제연수, 기업연수, 무장애여행 기획)
공정여행, 마을여행 사업
마을 사회적 경제, 마을여행 사업
서울 지역 관광특구사업, 마을여행 사업
사회적기업, 공정여행
인바운드 외국인관광자대상
해외 자본 호텔로 인바운드 외국인관광자 대상
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 운영
한옥마을 내 한옥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공정관광 실현 제약 경험에 대한 정성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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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정리하며 각

으로 연락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7월 27일~8월 13일까지

스크립트에서 공정관광 애로사항이나 어려움과

3주에 걸쳐 유사 직종끼리 전체 5그룹으로 구분

관련된 내용들을 분류하였다. 초기 범주화는 절

하여 실시하였다. 즉, 7월 27일 여행업(ID 1, 2),

차, 기회, 인식, 환경 공정성의 네 개의 범주로

29일 여행업(ID 3~7), 8월 3일 사회적기업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서울시 공정관광의

(ID 8~10), 5일 숙박업(ID 12~15), 13일

특징을 범주화하는 데는 적합하였으나, 공정성

사회적기업(ID 11)으로 구분하여 그룹당 1시

개념의 이론적 렌즈의 틀로 담기에는 더 세분화

간~1시간 30분씩 총 15인을 비대면 회의 도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상호작용과

인 온라인 줌(Zoom)을 이용하여 회의 내용을

유통과정 공정성을 추가로 구분하여 총 6개의

녹화하였다. 비슷한 직종끼리 소그룹으로 인원을

범주로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 글로벌 OTA의

구성한 이유는 온라인 회의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독점으로부터 국내 관광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낮아져서 관심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집중

는 내용은 상품의 유통 관련 공정성 내용이므로

이 어려울 수 있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회의하

큰 틀에서는 ‘분배 공정성’이지만 ‘유통과정 공

게 되면 본인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줄어들기

정성’과 ‘사업환경 공정성’ 범주로 묶으며 분석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결정된 것이다.

하였다.

회의 진행은 FGI 경험이 풍부한 관광학과 교수
를 모더레이터(진행자)로 선정하여 연구자 전원

Ⅳ. 분석 결과

이 참가하였다. Krueger and Casey (2000)
가 제시한 질문의 순서를 참고하여, 질문의 범위
를 공정관광상품 판매나 공정관광 관련 사업에

1. 관광종사자의 공정관광 실현의 어려움

대한 의견, 애로사항, 공정관광이 실현되기 위한
개선점 등을 토대로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작성하

관광종사자가 경험한 공정관광 실현의 어려움
은 공정성 관점에서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

였다(<표 3>).
각 포커스 그룹마다 녹취된 내용의 스크립트

정성 외에도 기회 공정성, 인식 공정성, 사업환

는 한글파일 폰트 사이즈 10으로 매 인터뷰마다

경 공정성, 유통과정 공정성의 어려움이 도출되

20페이지씩 총 100페이지로 정리되었다. 연구

었다.

<표 3> FGI 질문내용
질문

구체적 내용

자기소개

회사소개, 담당업무 및 업력

공정관광 개념에 대한 인식

공정관광 개념에 대한 의견과 개념 확산 방안

공정관광 혹은 관광업 운영의 애로사항

(공정)관광상품 판매와 관광사업 운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공정관광 실현의 제약

공정관광 실현의 가장 큰 제약

개선 방향 제시

어려움을 극복, 개선하기 위한 방안

공정관광 정책사업 관련 의견

공정관광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의견 및 제안, 정책 추진 방향, 유관 기관과
협력 방안 등

공정관광 확산 방안

공정관광의 수료증 발급, 인증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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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 공정성 문제

“서울 시민들이 이 도시에 더 오래 정주하고

절차 공정성은 보상의 크기를 판단할 때 수단

이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

이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경제와 관광 영역에서

서 법 제도와 분쟁 해결 기제에 관한 연구에서

인프라를 만드는 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시작되었다(Cropanzano & Greenberg, 1997).

삶이라는 범주 밑에 여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

절차 공정성은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

행 결핍이 일어나는 지역과 과잉이 일어나는 지

시켜 절차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의 결

역과 과잉이 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 효과와 결

과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핍이 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 효과들을 측정하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해 주

는 지표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분

는 조직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관련된 의견들

석되고 정책이 개발되서 어디는 억제해야 되고,

은 먼저 ‘중앙 관리 전담 조직체’ 주제로 도출되

어디는 프로모션 해야되고, 어디로 분산해서 더

었다.

가도록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총괄
정책이나 분석 틀이 없기 때문에...”(11)

“서울에 수백 개의 호텔도 있고, 또 맛집이라
든지 관광 명소라든지 K-beauty나 BTS라던지

‘공정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여행사 또는 호텔

은 공정관광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관광 벤처기

이 하나의 점들이라고 생각하면 점들을 이어주는

업, 스타트업 신생기업 등 상시 말할 수 있는 네

역할을 전담할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죠.

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논의된 의견

서울관광재단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협회도

이 하나의 채널로 되어 분기별로 취합하고 연간

많은데 공공기관의 경우 시간이 되면 담당자가

행사인 공정관광 국제포럼에서 다뤄진다면 공정

1년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러니까...”(12)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지역에서 느낀건 공정관광이 되었건 마

진술하였다.

을 관광이 되었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있
어서 한 기업, 한 기관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공정관광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들구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DMO라든지, 지

데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링크로 연결

역관광협회나 재화가 여유 있는 지역의 재단, 학

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트워크로 서로

술적 역량이 있는 문화원, 협의회, 주민자치회

연결망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여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뭔가 조직 세계를

있는 단체들이 실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고 그 속에서 공정여행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아니다보니 지속적인 운영이 안되고 발전이 없

논한다면...교육부랑도 연계할 수 있고, 바우처

죠.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해야되고 목적을 두고

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

모일 수 있는 모임으로 세분화하고 섬세하게 세

을여행을 해서 지역을 바로 알 수 있는 바우처

팅하면 어떨까...네트워크 안에는 지역주민, 관

카드를 발급한다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광 벤처기업, 스타트업 신생기업 등 상시 말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8)

수 있는 팀들이 필요하겠죠. 그 속에서 논의되는

“서울 공정관광 조례를 살펴보면 ‘공정관광 지

이야기가 하나의 채널이 되어 분기별로 취합하고

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연간 행사인 공정관광 국제포럼에서 다뤄진다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거 같아요.”(9)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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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관광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될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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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들이 필요하죠.”(11)
2) 상호작용 공정성 문제

애요. 사실 공정여행의 가장 기본 철학은 관계와

상호작용 공정성은 절차 공정성의 대인적 대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우 측면에서 조명한 공정성을 의미한다. 관광업

인데 실제 서울시는 연결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계 종사자들 관점에서는 공정관광이 실현되기 위

있느냐에 대해서 사업과 사업간의 연결, 소비자

해서는 먼저 ‘과잉 관광 주민 피해 개선’이 되어

와 사업 간의 연결, 공공과 사업 간의 연결에 대

야 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광자가

해 중요한 거점을 어떤 부서에서 할 것인가, 그

밀집된 지역에서 방문 시간제한에 대한 규제가

역할에 대해 지금은 분산되어 있고 정확한 주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 없다는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공정여행은 자
치에서 해야 되냐 서울시에서 아님 재단에서 해

“북촌같이 주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지

야 되냐 정확한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역의 경우 지금은 권고 사항으로만 되어 있거든

이것이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

요. 그런데 관광자가 몰아닥치면 어쩔 수 없는

다. 그게 포럼을 확장시키는게 되겠고. 그렇게

상황이거든요. 가이드가 무례하게 가서 집에 들

되면 업체와 업체간 시너지효과는 자생적으로 만

어가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가 될 정도로. 여행사

들어지기 때문에 연결에 대한 고민만 신경 써주

들에게 지금보다 강력하게 루트를 정해서 다니도

심 될거 같아요.”(10)

록 단체객들은 돌 수 있는 코스를 정해놓고 이쪽
으로만 가라고 해야...(중략) 권고보다 강력하게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1)

나라는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므로 하나
의 제도를 실행할 때 정부에서 결정해 버리고 민

두 번째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교류 시스템

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유목화되었다. 공정관광

으로 이어지므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올라올 테이

의 핵심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의 문

블을 만들어 민관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가 실현

제이며 지역 기반 관광이 공정관광의 대표적인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는 의견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었다. 이러한 절차가 공정해야 공정관광을 실

(Pasanchay & Schott, 2021). 관광업계 종

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자들은 지역주민의 혜택에 대한 공정성의 필요
성을 피력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틀이 잘 발전하려면, 거버넌스
가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관광이 필요하다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사업권이나 허가권

떤 관광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

은 원주민에게 먼저 주고, 저희가 만드는 상품에

요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다가 약간의 환경세를 받아서 원주민들이 필요한

있는 거버넌스의 틀이 생긴다면 이 틀 안에는 관

곳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

광협회도 들어오지만 지역 상인 협회, 동사무소

면...(중략) 관광자원자들 즉 입장권을 판매하는

동장, 관광 전문가, 학부모 회장도 들어와야 되

시설이라든지 협력해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제

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그걸 내는

안을 하면 서울시가 그걸 잘 반영해서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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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관광자원자들은 입장권의 1%를 기부해서

서 로스팅도 직접 하면서 내가 이 원두를 사면

적립해 놓았다가 해당 지역사회에 베푼다는지 공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영상도 보여

공재원을 마련해줌으로써 서로 상생하면 어떨까

주고 이런 분들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래를 시

해요.”(4)

작했다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면서 진행을 했었구
요. 공정무역 바구니 제품 판매하는 곳에서는 컵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한 숙박업자는 사업자

받침으로 라탄바구니 만드는 체험도 직접 했었어

와 지역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요. 한 기업의 대표님들과 여행자가 직접 만날

하고 관광자들이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지각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중

없는 숙소 이용 행동에 대해 대처의 어려움을 진

략) 또 현지인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행사마

술하였다.

다 똑같은 제품들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그
니처 상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저희는 손님들한테 아예 이벤트나 파티룸으
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3) 기회 공정성 문제

런 걸로 사용하시게 되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Rawls의 대표작 중 만민법(The Law of

발생하게 되니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 어떻게 보

Peoples) (1999)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

면 손님들 친화적이 아니고 상당히 고압적이라고

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의 삶의

느껴질 정도로 예약 당시부터 그런 분들은 아예

기대치를 최대로 하는 조건 속에서 정당화된다”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사

는 차등의 원칙은 서구 중심의 일방적인 승자독

람들이 다 있죠. 나중에 와서 보면 광고 촬영하

식 시장에 대해 갈파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

고 있고 유튜브 보니까 그 광고가 나오고 있어서

회 공정성은 ‘관광 취약 계층에게 기회 제공’의

황당해 가지고 전화해보니까 저희 에어 비앤비로

공정성과 여행사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예약해 촬영했는데 뭐가 안 되냐는 식...(중략)

의 공정성 문제와 관광자에게 정보 제공 기회가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지역주민한테는 사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근본적

한 업계종사자(6)는 장애인 객실 정보가 불투명

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명절 때 고기 돌리고요.

하게 이루어져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있음

평소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님

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알

들한테 불편이 접수될 경우 바로 중재하는 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을 늘 하고 있고...”(14)
“장애인 객실에 대해서 빈 객실을 확인할 수
마지막으로 ‘현지인들과의 연결’과 차별화된

있는 투명성이 필요해요. 대기업에서 얘기해줘서

상품 개발이 공정관광과 공정여행에서 꼭 필요하

호텔측이 장애인객실 이용하도록 풀어준거지 사

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 진행하고 싶지 않아 했었습니다.”(6)

“공정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인

장애인들은 등급과 유형에 따라서 시각, 청각,

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중략)

지체 장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정작 장애인

저희가 한 공정여행 상품을 운영할 때는 공정무

객실로 분류된 방은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역 원두를 사용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직접 나와

경우가 많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공정관광 실현 제약 경험에 대한 정성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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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특성을 가

연결이 잘되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

지고 있는데 장애인 객실 하나만 있어서 들어가

고...그 지역사회가 관광자를 받을 만한 인프라

보면 (장애인)유형에 따라서 불편한 부분이 굉장

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용 태세에 따른 평준화를

히 많아요.”(7)

해주는 것이 도시 정부 관광정책의 굉장히 중요
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11)

기회 공정성 측면에서 Rawls의 공정성은 기
회의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관점에서

4) 인식 공정성 문제

기회의 접근으로 차별없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인식 공정성은 크게 두 가지 즉 ‘공정관광 개

Jamal and Higham (2021)은 정치적인 측면

념 정립과 인식 교육’과 ‘긍정적 인식 개선 홍보’

과 개인적인 포용력이 공정성과 관광에서 중요한

관련 의견이 있었다. 공정관광 개념 정립과 인식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주도 사

교육은 공정관광 개념 합의, 여행업체와 지자체

업의 경우 ‘정보 취득 기회’의 형평성이 없음을

관계자 인식 교육, 방문자 행동강령 교육 관련

지적한 종사자(5)의 의견도 있었다.

의견이었다. 공정관광 긍정적 인식 개선 홍보 관
련 의견은 공정여행 가격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

“사실 각 여행사들이 상품을 1차적으로 기획

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인식 개선 관련 의견으로

할 때도 우리가 서울시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도

수렴되었다. 공정관광 기본 개념 정립 인식의 중

있고 한국관광공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성으로, 공정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

각 구청마다 사업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

서 각 여행사들이 거기 깊게 접근할 수 있게끔

다는 의견(3), 여행자들도 여행사에 정당하게

뭔가 평준화되어 있는, 좀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수수료를 지불하는거 자체가 공정이라고 본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주

의견(1) 등이 진술되었다.

는 거에 있어서 형평성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구요.”(5)

“공정여행의 활성화에서 활성화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여행 인식이

기회 공정성은 ‘관광자에게 정보 제공’ 관련하

낮다는 의미겠죠.”(7)

여 지역 관광자의 쏠림을 미리 알 수 있는 정보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전반적으로

를 얻는 도시 간 차등 기회의 관점에서도 중요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여

다.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11)는 스마트시티 정

행? 뭐 현지인에게 혜택 돌아가고 뭐 그런거아

책 연동으로 관광자의 분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냐? 하는데...”(3)

평준화의 공정함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공정관광 개념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

“관광자가 몰리는 걸 실시간으로 스마트시티

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진술되었다.

정책과 연동해서 관광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
려줘요. 예를 들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거기 전

“공정관광이라는 용어가 상호간 협의가 된 용

면 예약제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매니지먼트의

어인가 의문이 듭니다. 국내에서 공정관광이라

일환이죠. 또는 파킹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지

고 하는 명칭이 과연 쓰임이 맞는지 확인이 필

역개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가 연동되기 때문에

요하고 불공정관광이라고 하는 사례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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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에 벌어졌던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여행업체에 대한 공정관광 교육도 중요하지

서촌이나 북촌의 문제들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만 실질적으로는 관광분야 지자체 관계자의 공무

서 공정관광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거 같고, 이

원 인식 교육도 상당히 필요할 거란 판단을 하고

런 걸 설명하고자 하는 명칭이 있지도 않은거

있습니다.”(5)

같애요.”(8)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되었느냐 라는 의문
을 주셨는데, 공정관광이라는 틀에 대해서 관광

관광자들도 공정관광에 대한 교육, 방문자 행
동강령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진술되었다.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과 어반 로컬에서 공동
체적 측면에서 마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차이

“여행사는 여행 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이 있거

가 좀 있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투어리

든요. 그걸로 수익의 뒷받침이 되야 되는데 사실

즘이나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

우리나라 사람은 개념이 없거든요. 여행 플랜을

민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공정관광이라는 키워

짜주고 여기 호텔 가고, 여행지는 여기 가고 해

드가 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도심 안

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 예약을 대신 해주는 거에

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

대한 수수료는 5%를 받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공감대를 만들기에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싸게 하길 원하거든요. 항

는 좀 애매하지 않나...”(9)

공권도 다른 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싸
게 해야 되고...”(1)

공정관광 용어 사용의 정당성과 개념이 모호
하다는 의견들도 진술되었다.

“북촌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행 단체
객들이 돌 수 있는 코스는 정해놓고 그 코스만
돌 수 있도록 해야...지금 현재는 권고 사항으로

“공정무역에서 쓰는 그런 공정이라는 단어는

만 돼 있거든요. 여행사들한테 단체객들은 몇 시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광이라는

부터 몇 시까지, 입구는 여기다. 차는 어디다 대

단어 앞에 공정이 붙었을 때 이게 좀 낯선 개념

라. 좀 더 의무적으로 해서 반드시 지금 해결을

이었고 평소 공정관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

하고 가야...”(1)

해서...아동 노동력 착취문제, 커피 농부들의 노
동력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현지 이익구조에 유익

공정관광 긍정적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로서

한 거래구조 등으로 이해하였구요. 공정이란 단

공정여행을 취급하는 한 여행사(2)는 무엇보다

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소비자들에게 공정여행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이해

의문이 듭니다.”(14)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여행업체와 지자체 대상으로 인식 교육이 필
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가격 때문에 꺼릴 것입니다. 1-2년간은 힘들
고 호텔 픽업과 드랍해주는 서비스로 많이 진행
이 되었습니다. 30만원으로 인식되던거를 저희

“공정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 정말 우리 여행

는 120만원에 파니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손

업계가 좋다고 보거든요. 교육을 시에서 정책적으

님들 입장에서는 너희는 왜 그렇게 비싸게 받냐

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 후 수료증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가격

발급이나,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3)

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오래걸렸어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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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진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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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국민 면세점, 쇼핑센터, 음식점만 방문하
고 한국 무료 관광지만 이용하는 불공정성 문제
점들을 진술하였다.

“공정여행 페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게 있는지 소개도 없는 상태에

“해외에서 중국 관광자나 말레이시아 단체 관

서 공정여행이라는 말만 해놓고 하는거 보다는

광자들이 왔을 때 사후면세점에 들어가게 되면

착한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는 작업부

일반관광이 거의 없고, 그냥 무료로 하는 관광지

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에 공정여행

에 한 번 방문하고 나머지 시간은 면세점에서 하

상품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알림과 홍보부터

루를 보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총괄된 홈페이지가 되었든 이런 것들

것들이 공정관광을 해치는 거고 생태계를 파괴시

이 있으면 요새 착한 소비계층이 생기고 있는

키는 것으로 보고 재방문율을 낮추는 현상이 있

데 알아서 많이 찾지 않을까요? 공정여행이나

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후면세점 주변에는 아무

마을 속 여행사업 등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걸

워 하시는게 홍보에 관한 거라서 시스템을 구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건데, 여기서는 체험이나

축해 주는게 서울시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식사, 공연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합니다.”(10)

부분들이 소상공인들한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정
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5)

공공성 영역에서 공정관광 도입이 필요하고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진술되었다.

외국계 랜드사와 관련해서 국내여행사 및 관
광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관광이 생태관광 혹은 마을 관광 이런 것
처럼 뉴 트렌드나 뉴 네임이 아니라 관광의 디렉

규제의 강력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

션에 관한 거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관광의 공공
성, 그 관광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관

“그동안 규제가 없으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광으로 인해서 쓰는 자원이 고갈로 가고 있는 것

제주도에서 자기네 여행사를 만들고 자기네 쇼핑

인가 아니면 잘 배분되고 있는 것인가. 누구의

센터, 중국여행사를 설립해서 중국에서 손님 데

것을 빼앗아서 자본이 독점해가지고 그것을 이용

려와도 수입은 모두 중국으로 가는 상태였어요.

해서 돈을 벌고 주민들은 피해만 버는 것은 아닌

불법은 아닌데 불공정한 사업이었죠. 우리나라의

가. 공공성이라는 영역에서 저는 공정관광이라는

땅과 자연만 훼손시키고. 우리는 사업허가만 내

것이 도시 관광에 중요하게 도입되어야 된다고

주고. 자국 여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생각을 하거든요.”(11)

가 만들어져야 합니다.”(1)

5) 사업환경 공정성 문제

글로벌 공유숙박회사에서 ‘불법 영업 단속 처

참여자들은 관광사업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벌’ 문제도 도출되었다. 각 나라마다 다르게 적

토로하였다. 외국계 랜드사에 의한 국내 ‘여행생

용되는 공유숙박업 법제도와 상관없이 글로벌

태계 파괴’ 문제로서 국내에 기반을 둔 해외 랜드

기업들은 모든 숙박업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

사들이 자국에서 고객을 데려와 인바운드 사업을

에 이를 행정단속과 제재가 이루어지기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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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시간을 벌어 공공연히 불법 영업이 이루어

에요. 그런 산업의 전환과 변화에 대해 사실은

지고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중략) 우리가
그것들을 공공재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아

“외국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법을 준

니면 이미 공공재로 역사 문화자원들이 있는 것

수하지 않고 있어 그 나라 현실에 맞는 법률과

들을 다 그런 형태로 바꾸거나 그런 식의 노력들

규제,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했는지를 따지지

이 필요하지 않나.” (9)

않으므로 이러한 행태가 사라져야 공정이라는 얘
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버젓이 자행되고

6) 유통과정 공정성 문제

있는 불법 업소들이 단속되지 않는 한 공정관광

Leiper (1979)는 관광시스템을 통해 이해관

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폐 끼치

계자들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영진 외

는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

(2012)는 이를 토대로 관광사업체 간 불공정 거

하죠.”(14)

래를 ‘관광 공급 공정성’으로 논의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관광 공급에 있어서 관광자의 비윤리

공정한 사업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소규

적 행동과 관광사업체의 관계에 관한 공정성까지

모 여행사의 문화 격차에 대한 ‘공공 기술 인프라

거시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관광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진술하였다. 사업환

계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공정관광 상품공급의 애

경의 불공정하에서는 대형여행사만이 사업을 유

로사항을 다루었으므로 이를 ‘유통과정 공정성’으

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규모가 여

로 명명하였다. 유통과정 공정성은 ‘사업환경 공

행사들은 미래 기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압

정성’의 내용과 큰 틀 안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

박을 받고 있었다.

이 있으나 유통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른
카테고리로 유목화하였다.

“디지털 인프라를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유통과정 공정성에는 여행업 유통과정의 본질

끔 상용화시키는 작업들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즉, ‘저가 덤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핑상품 근절’의 필요성, ‘여행생태계 보호 제도

는 확성기를 가지고 마을 해설을 했는데 요즘에

개선’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

는 다 인이어(in ear)로 해서 각자 들을 수 있게

로, 글로벌 OTA의 독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기술이 없더라도 지역에서 도슨트

대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

앱을 활용해서 지역관광을 시켜줄 수 있다거나

며, 제1세계로 많은 수수료가 흘러들어가게 되

버추얼 관광을 시켜줄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는 문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수익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깔려있어야, 자동 통역되

을 창출해야만 하는 국내여행사들은 고객에게 옵

는 형태가 나온다거나 통역 서비스가 해주는 기

션 관광이나 쇼핑센터 이용을 통한 이익 창출 외

관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고질적

요? 이 문화 격차의 갭이 커지는데 자본력을 가

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것으

지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도태되거든요. 못따라

로 나타났다.

가면 못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80%이상이
버추얼 관광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 저

“홍보마케팅 판매처는 어떻게 갈꺼냐는 문제

희 같은 영세사업자는 전환하기 전에 망하는 거

인데 주로 OTA쪽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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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여행사들이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었을

을 하는 예약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때 마진율을 얼마로 받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관광자도 돈을 좀 덜 내고 올 수 있고, 호텔업자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대부분 여

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할텐데.”(12)

행사들이 마진율을 15~25%로 형성한다면 OTA

“예전에는 그룹을 모객해서 토스해주는 형식

수수료로 나가는 돈은 20%에 육박한다는 거죠.

이었다면 지금은 5개의 글로벌 OTA가 장악하고

그러면 수수료 떼어주고 나면 수익은 어디서 창

있거든요. 글로벌 OTA의 가장 큰 문제점이 최

출할 수 있을까요?”(5)

저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싸게 그리고 플랫폼인데도 불구

관광에서의 공정무역 관점에서 접근한 초기

하고 수수료는 너무 비싸고 또 담합하고...때문

연구인 Cleverdon (2001)의 연구에서는 남반

에 호텔도 힘들고, 여행사도 계속 덤핑 관광 위

구 여행사들이 북반구 여행사들에 의존하는 형태

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객한테도 양

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표명하였는데

질의 여행이 될 수가 없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한 관행은 글로벌

는 거예요...(중략)그렇다고 책임을 져주냐 그런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선진국 대기업과 타 국가

것도 아니에요. 단순 예약을 하는데 적게는

간의 여행업계에서 보고되고 있었다. Rawls는

15%에서 많게는 18%의 수수료를 받으면서요.

‘정의론’에서 공리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유용성의

예약자나 투숙자가 다른 경우 사실 호텔에서는

극대화만 강조함으로써 불공정한 분배를 정당화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책임져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글로벌 OTA가 이

주지 않아요.”(13)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옵션 관광의 커미션 등

“OTA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것보다 싸거나 할

여행업계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아웃바운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상품이 다양하다 해도

드 금액의 지나친 단가 하락의 규제가 필요함을

어차피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정부가 해

제시하였다.

줄 수 있는 건 어떤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공정여
행을 장려하고 그쪽을 살리고 싶다면 그쪽에 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서

한 인센티브가 더 들어가서 판매자들은 수익을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다고 생각해

보존하면서 판매할 수 있어야...(중략)OTA쪽에

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식당

붙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수

커미션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익이 안나오니까.”(6)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외 가이드나 인솔자 비

“문제가 되는 건, 외국에서 오는 관광자들이

용이나 식당 비용들을 깎아내리면서 옵션여행,

내는 돈과 저희 호텔에서 받는 돈하고는 차이가

쇼핑센터를 방문함으로써 금액을 자꾸 다운시키

많이 납니다. 그럼 그 차이는 누가 얻느냐 하면

거든요...(중략) 아웃바운드 금액을 규제해 주셨

국제적인 OTA 업자들...그 포션이 굉장히 높거

음 좋겠어요. 스페인 8박 10일 99만원은 비행기

든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나 정부에서 도와

금액도 안나오는 금액인데, 이런게 규제가 없으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외국만큼 공공에서 할

면 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말같지도 않

수 있는 예약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해 달라는

은 음식을 먹고 말같지도 않은 호텔에서 숙박하

거죠. 밀라노나 베네치아나 쾰른은 실제로 운영

신다던가 해야 되니까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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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공정관광 실현의 제약

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절차의 투명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범주 다이어
그램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

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의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DeConinck, 2010). 관광산업
간의 연계 조직을 구성하여 공정여행과 지역관광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Ⅴ.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의견들이 모아져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담당 기관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가

왜 공정관광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둘째, 상호작용 공정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 연구의 목적은 관광

성 문제는 관광자와 지역주민, 사업자 간에 발생

업계 종사자 관점에서 현장 경험을 통해 공정관

되는 마찰과 갈등에 관한 것으로 오버투어리즘

광 실현의 제약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민피해, 각 주체들 간 교류 필요성 등이 도출

서울시 소재 관광업계 종사자의 공정관광 실현

되었다. 공정관광의 핵심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제약 경험을 정성적 연구 기법으로 분석하였으

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Pasanchay

며, 크게 여섯 가지로 유목화된 공정관광 실현의

& Schott, 2021), 현지인들과의 연계가 중요

어려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세 징수나

첫째, 절차 공정성 문제는 중앙 관리 전담 조

공공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직체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공정관광 관련 네트

기회 공정성 문제는 관광의 기회 형평성에 관한

워크와 거버넌스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것으로, 관광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 접

제시되었다. 절차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

근성의 문제, 관광자나 여행사의 정보 접근성의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공정관광 실현 제약 경험에 대한 정성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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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요약되었다. Rawls의 기회 공정성에서

와 공정관광 개념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제도적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듯

Leventhal (1980)의 분배(결과) 공정성 및 절

이(Heidari et al., 2019), 관광 취약 계층, 여

차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상호작용 공정성, 대인

행사, 아울러 관광자들도 정보 취득이 용이하도

공정성, 정보 공정성, Rawls의 기회 공정성 등

록 정부 차원에서 도시별로 공정하게 정보 제공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정성의 개념 유형들이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넷째, 인식

실제 관광 현상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

공정성 문제는 관광자들의 공정관광 기본 개념

지를 파악하였고 새로운 유형을 발견하였다는 데

인식 정립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관광산업 구조

의의가 있다. 인식 공정성, 사업환경 공정성, 유

와 가격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

통과정 공정성 문제는 기존의 공정성 선행연구에

을 하였다. 다섯째, 사업환경 공정성 문제는 관

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이 연구

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에서 처음으로 밝혀내었으며 관광학의 맥락에서

문제로 국내 여행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책적 노

공정관광을 실현하려는 관광산업의 특성이라는

력과 불법 영업 단속 처벌, 공공 기술 인프라 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 등이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유통과정

셋째, 공정성 연구의 확장으로 새롭게 탐색된

공정성 문제는 관광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공정성 유형은 향후 양적 연구에서 설문의 문항

덤핑상품 문제와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측정으로 환류될 수 있으

여행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논

므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되었다.

점이다. 이를 통해 관광학에서도 추후 공정성 이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 첫째, 기존의 공

론을 활용한 폭넓은 연구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정관광 연구에서 미흡했던 실질적인 관광산업 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기여하

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라는 점이다.

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6가지 공정성 제약은

기존의 연구는 공정관광의 이론적 개념 논의와

공정관광에 대한 학문적 담론의 기초자료로서 추

변수 간 관계를 다룬 양적 검증에 초점을 두었

후 연구자들에게 더 정치하고 세밀하게 분석가능

고, 대부분 수요자 측면에서 관광자의 인식과 태

한 토대를 제공해 관광학 연구의 깊이를 보태줄

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관광의 공정

것이다.

성 주장이 국내에서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

서 공정관광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공

대 공정관광 실현을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시키기

정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업계종사자들의 관점에

위해서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

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공정한

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기여하였

관광산업 유통의 피해당사자로서 핵심에 있는 중

다. 연구 결과에서 인식 공정성, 기회 공정성, 절

소규모 관광사업체 종사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모

차 공정성 등으로 분류된 내용들은 관광사업자의

집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의견을 수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나

했다는데에 차별화가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

공정한 관광 행동과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을 통해 업계의 세밀한 현장의 이야기와 상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 예컨대, 공정관광 인식 개선이나 공정관광

둘째, 이 연구는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구성은 공정관광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공정성 연구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정책 입안자들이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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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

자들은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 부분으로

를 통해 공정관광 실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해

정부, 지역, 협회의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지

결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역 원주민의 권리 우선권 정책, 지역사회 연결

공정관광 인식 개선 방안의 한 사례를 제안하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광분야의

면, 영국의 리스판서블 트레블에서 세계 책임관

ESG 실천을 위해서 연관된 실무 담당자들은 근

광 어워드를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듯이 지자체

시안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지 말고 공공선을 위

에서는 공정관광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 업체를

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

선발하여 홈페이지에 리스트업 한다면 관광자들

다. 투명한 절차에 입각한 로컬 민주주의의 실천

이 여행상품 선택시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위해 풀뿌리 조직 구성은 물론 단계별로 같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업계가 모여 토론의 장이 열리며 네트워킹이 이

을 것이다.

루어지도록 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직

둘째, 이 연구의 참여자인 관광업계 종사자들

에서 도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선진 시스

이 인식하는 공정관광 실현에 대한 애로사항을

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버넌스 외에도 환경과

수집하여 업계의 요구사항들을 정책 담론화할 수

관련하여 정부는 환경보존에 앞장서서 정책사업

있었다. 사업환경 공정성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

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정책을 문

라 국내 관광사업자 보호 정책, 불법 영업 단속

체부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젠

처벌 강화,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 전환 지원

다로 수용해 환경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과정 공정

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성에서는 글로벌 OTA의 독점이나 저가 덤핑상

주지시켜야 한다. 팔라우 입국 관광자에게 ‘팔라

품 문제에 대한 정책 방안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우 서약’ 서명을 의무화하듯이 국가 차원에서 협

관광생태계와 연계된 각계각층의 실무 담당자들,

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이를테면 여행 플랫폼 구축 사업자, 관광 경찰,

지속가능한 관광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스마트 관광 관계자 등에게 관광업계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니즈를 전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에

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서울시 소재 관광업계

서 정책적으로 더 이상 관광지 홍보가 아닌 관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

광지 관리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에 일반화하기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불법 공유숙박 근절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일반여행업의 57% 이상이 밀집된 서울의 특성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여

을 고려할 때 이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은 대표성

적극적으로 입안화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을 띤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에는 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공정성 유형에 따라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이 실현되기 위한 ESG

공정관광 사업 환경과 실행을 평가하거나 관광자

실천 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최근 국내 기업들

와 관광사업자, 관광정책 관리자 간 인식 차이를

은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stakeholder centric

규명해보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지속적인 공

management)의 실천을 중점적으로 실현하기

정관광 연구와 논의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공정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 연구참여

관광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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