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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invest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as applied scienc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n organic relationship among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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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관광학의 응용학문적 성격을 조망하면서 분과 학문 간의 유기적 상호 관계
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관광학 분야에 내재된 현대사회학이론과의 연계에 의한 통합적 연
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복잡다단하게 외현되고 있는 관광 관련 사회현상
을 거시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관광사회학의 구조적 연구생태계 모형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광 연구의 지향가치와 연구범위의 확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열쇠말 : 관광, 사회학, 관광사회학, 통합, 연구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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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학문분과 분류체계 중 사회과학 범주에 속해 있는
관광학은 그 학문적 정체성의 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어왔다. 다(多)
학제적, 응용 학문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관광학은 경영학, 심리학, 경제학, 지리학 등 인
접 학문 분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화 연구과정에서 기초 학문분야의 이론과 연구
방법론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관광학 분야의 인접 학문 영역 간 연구의 연계 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 관광 연구는 대부분 실증적 경험주의로 대표되는 계
량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관광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제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거시 분석적 연구의 진행 정도가 다른 논문들에
비하여 양적으로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접 사회과학이론을 폭넓게 활용
한 관광 연구영역에서 융합의 원리와 이에 따른 관광사회학적 연구의 이론적 논의들은
과거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김사헌, 1995; 김사헌, 2003; 안종윤,
1984; 정병웅, 2004; 이진형, 2007, 조광익, 2002).
지금까지 진행된 관광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는 관광학 분야에서 ‘분석 지식’의
증대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김효진·Betty Stout·전민선, 2012; 한범수·김사헌,
2001). 그러한 의미 있는 축적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관광 관련 연구들은 지식체계가 확
장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행 연구는 추후 이루어
지는 심화분석 과정에서의 유사 연구사례로만 적용되어 학문적 의미가 특정 영역으로
한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관광분야에서 그 경험적인 분석 결과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합적 이
론 연구 과정이 뒤따른다면 응용 학문으로서 관광학 지식의 층위수준들이 더 체계적으
로 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광학에 내재된 융합지식영역으로서의 연구 생태계
확장 가능성과 연계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관광 연구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중요성보다는 경제적 기여도, 관광 관련 기업의 경영원리, 관광객의 심리 및 행동
특성 등에 주로 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관광학의 이러한 주류 연구 동향은 근
대사회를 지배한 실증적 분석 연구의 흐름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인류의 지식 및 관
념들의 분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역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사회를 지배한 사회과학연구의 원리는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
다. 근대성의 주요 특성인 구분된 전문지식을 통한 분석의 시대에서 지식의 탈경계, 통
합, 융합의 원리가 주요 연구가치로 구현되는 시대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민웅기,
2013). 많은 학문 분야에서 본격적인 학문 간 융합 논리로 사회실제의 구성원리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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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근대사회를 지배한 원자론적 세계관
(atomism) 뿐만 아니라 전체론적 세계관(holism)을 통해 소통 과정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김문조, 2013).
이 같은 학문 분야의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의 변화상에 관광분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복잡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외부환경과 여러 가지 영
향을 주고 받는 산업군이자 인간행위이다. 사회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관광활동
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외부 사회 환경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된다. 관광행위 중 목
적지에 도착하는 여정 속에서 흥미롭고 매력적인 풍경이 관광 행위자에게 제공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사소통의 시간도 가지게 된다. 그 의
사소통의 대상은 타인(他人)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행위자는
성찰적, 재귀적 사고를 하게 된다. 이처럼 관광에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 구성원들이 인
식하는 규범,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적 재화 등을 변화시키거나 보호, 유지하지 위한 다
양한 개념들이 내재되어 있다(민웅기, 2012a; 변찬복, 2012)
이제 관광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상황의 질서, 새로운 기술
구조의 변용(變容)과정을 통해 그 주된 형태나 가치 등이 산업사회의 그것과 비교하
여 달라지고 있으며(민웅기, 2014a; 인태정, 2012), 행위자의 인식, 감정,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도 새로운 형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민웅기·김상학, 2014; 이훈·이영
진, 2010). 주지하다시피 관광학은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여타
의 학문 분과와 자유롭게 융합하고, 새로운 연구 및 사회로의 적용과정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사회구조적인 현상, 가치, 행동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
구생태계 구성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초학문분야의 이론을
관광학에 적용시켜 사회현상을 더 깊이 분석할 수 있게 하는 통합연구의 시작을 알려
주는 과정이다.
사회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학문 분야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 사회학
은 어떤 사회현상을 둘러싼 인간, 환경 간 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근원적인 성찰과 분석,
구조화 등을 도와주는 사회과학분야의 기초학문 분과이다(Turner, 1997). 사회학이론 및
방법론적 논의를 관광학과 연계하여 활용한 연구 분야 중 하나가 관광사회학이다. 이제
최근의 급변하는 관광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학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관광사회학적
관점을 적용한 다양한 융합 연구생태계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
지 국내에서 관광사회학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그 연구를 계열화하고 비판
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모델에 대한 의사소통은 많지 않았다. 이 같은 구조
화된 연구의 필요성은 관광학 분야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까지 사회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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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관광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설명보다는 개별화된 하나의 현상에 대해
미시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기술(記述)하는 과정에 주 연구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 역
시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방법과 과정에 더하여 관광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관광
현상 연구를 위한 거시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분석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관광
학이 지닌 융합적, 응용적 학문분과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연구의 구조적 연결고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한 관광학 분야의 분석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본고를 통해서 관광학의 응용학문적 성격을
조망하여 분과 학문 간의 유기적 상호관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과학 영역의 기초
이론 범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현대사회학 이론과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연구를 도모
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과정은 새롭게 통합적으로 구성될 고유한 관광 이론의 확장을 통해서 자
율적 연구의제 설정을 위한 사회학 이론과의 지적 공조체제 구축에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과학 기초이론인 현대사회학이론을 관광학 분야에 창의
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경영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진 관광학 분야의
연구 성과 외에 그 논의의 수준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실행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복잡다단하게 외생되는 관광과 관련한 사회현상에 대해 이를 개별 현상으
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사회학의 연구생
태계 모형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이론 및 연구모델을 배경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세계에서 관광학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관광사회학적 연구는 관
광학과 사회학이 추구하는 관광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 수준을 함께 통합하여 사람들
이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구성원들에게 주지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
과정은 상술한 두 학문분과가 추구하는 생활세계로의 지향가치와 수혜범위의 실제 사례
에 대한 실용적 의미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관광사회학적 연구생태계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본 탐색적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관광사회학 연구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지식생태계를 개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추후 후속 연구 과정에서
융합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관광사회학의 연구생태계 확립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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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관광사회학적 관점의 선행연구와 지속가능한 논의를
위한 연구 정향성
관광학 분야에서 그 학문적 성격과 추후 연구영역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인접관련 학
문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관광학이 추후 사회과학
내 분과학문으로서 이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도
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관광학 분야에서 역시 이론체계의 정립과 연구방법론상의 선도
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학 이론 체계의 정립을 위한 관광학
의 패러다임과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안종윤, 1984), 관광학의 목표가치와 연구과제에 대
한 연구(김사헌, 1995), 국내 및 국외 관광학 연구의 경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김사헌,
2003; 김정근, 1995; 한범수·박세종, 2003), 한국 관광학 분야의 조사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한범수·김사헌, 200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추후 관광학이 어떤 과제와
방향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로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관광학 분야
에서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분야 등의 학문 분과와 관련한 이론들은 주류 연구분야로 수
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사회과학 영역의 기초 학문 분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사회학에 기반을 둔 관광사회학적 연구는 전술한 학문분야에 비해서 국내에서 많이 논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메타이론(meta theory)으로서의 현대사회학이론의
범주에 근거하여 이를 융합적으로 연구한 관광사회학적 분석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 순수 사회과학이론 및 개념을 통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분화된 사회과학이론을 적용한 연구, 둘째,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적 특성을 적용한 관
광학 연구, 셋째, 여가 및 관광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한 논의 등
이 그것이다.
먼저 분화 및 개별 정립된 사회과학 이론을 적용한 연구로서 김남조(2011), 김창국·김
수인(1991), 민웅기(2009; 2010; 2014a), 민웅기·김남조(2010), 민웅기·김상학(2014), 변찬
복(2012), 송영민(2008), 윤현호·이훈·송영민(2011), 윤현호·정찬영·이훈(2012), 이진형
(2007; 2013), 이훈·이영진(2010), 조광익(2002; 2006), 조아라(2009), 최석호·김남조·최승
담·김봉중(2008)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창국·김수인(1991)은 현대사회에서 주목
하기 시작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를 유형화하고, 그 의미의 해석과정에서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그 구조적 특성을 파악했다. 민웅기(2009; 2010; 2014b)는
현대사회에서 관광이 활성화된 요인들을 사회학에서 논의되는 하위영역의 이론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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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해석하고, 미시적-거시적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들을 접목시켜 그 관계성을 논의
했다. 민웅기·김남조(2010)와 김남조(2011)는 관광분야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공익적 가치의 원리를 복잡계 이론 및 그와 연계된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사회
학적으로 분석했다. 민웅기·김상학(2014)은 최근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문화적 의사소통
과정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의 확산 원리를 여가사회학 이론을 적용
하여 설명했다. 변찬복(2012)은 현상학적, 상호작용적 관점의 현대사회학이론에서 파생
된 진정성 개념을 관광분야에 적용하여 일상성과의 차이분석을 통해 관광의 본원적 의
미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송영민(2008)은 여가 연구를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 사례들에 접목하는 계량화된 사회학이론의 응용과정을 세밀하게 추구했
다. 윤현호·이훈·송영민(2011)과 윤현호·정찬영·이훈(2012)는 관광활동 시 개인이 구성하
는 문화적 기억과 행위 원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위해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관점
과 푸코(Foucault)의 논의를 관광, 여가행위에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이훈·이영진
(2010)은 관광활동에서 배제되는 관광객 유형 중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으며, 그
들 관광활동의 제약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했다. 이진형(2007; 2013)은 에릭 코헨(Erik
Cohen)과 에드워드 부르너(Edward Bruner)의 이론적 논의를 관광학에 적용하여 사회학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속방법론, 지식사회학의 적용 가능성을 관광학 분야에서 선도
적으로 열어주었다. 조아라(2009)는 문화관광지에서 나타나는 문화정치의 메커니즘을 설
명하고, 그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사회구성주의적 사
회학이론의 관광학으로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조광익(2002; 2006)은 푸코, 부르디
외(Bourdieu)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현대사회학 이론가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함
과 동시에 그 개념을 근거로 산업적 관점을 중심으로만 논의되었던 관광학 분야의 주요
연구범위를 넘어 관광의 본원적 의미를 정치사회학,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최석호·김남조·최승담·김봉중(2008)은 기든스(Giddens)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현상과
관련된 현대 사회학이론을 중심으로 네오투어리즘의 현황과 전망을 관광패러다임의 전
환과정의 도식화 과정을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적 특성을 적용하여 관광학 연구의 구분을 시도하고, 구체
적인 연구방법론적 고민을 통해 관광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들도 존
재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사헌(1995; 2003), 김효진·Betty Stout·전민선(2012),
박근수(2011), 서헌·권문호(2013), 송영민(2010), 한범수·김사헌(2001) 등이 있다. 김사
헌(1995; 2003)은 관광학 분야의 연구가 추후 학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 및
연구방법론적 의미와 새로운 연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으며, 한범수·
김사헌(2001)는 관광학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조사 설계방법의 현황과 그 한계에 대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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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으로 분석했다. 송영민(2010)은 질적연구방법을 위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자전거 관
광객의 경험을 현대사회학 이론 분파 중 현상학적 논의를 통해 분석했으며, 박근수(2011)
는 사회학의 네트워크이론에 근거한 사회연결망 분석법을 노인관광에 적용하여 고찰했다.
김효진·Betty Stout·전민선(2012)과 서헌·권문호(2013)는 관광학 연구방법의 다양한 범주
와 통계적 분석 문제에 대해 사회학의 계량분석 방법 및 범주를 적용하여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여가 및 관광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담론분석을 통한 이론적 논의로는 남
기범(2005), 민웅기(2012a; 2012b; 2013, 2014b), 신선정·고동완·여정태(2008), 인태정(2002),
조광익(2007; 2013), 조광익·박시사(2006), 한경수(2011) 등이 있다. 남기범(2005)은 사회학
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정보통신기술을 둘러싼 일상문화의 변화를 관광과 연계시켜
논의했다. 민웅기(2012a; 2012b; 2013, 2014b)는 관광 영역에 역사사회학, 문화사회학, 정보
사회학 등의 사회학 분과학문적 담론을 관광학 영역에 적용시켜 각 현상들을 분석했다. 신
선정·고동완·여정태(2008)는 사회학의 한 분과인 불평등 및 계층 문제를 복지관광과 연계
하여 논의했다. 인태정(2002)과 한경수(2001)는 한국전통관광의 역사적 과정을 역사사회학
적 관점에서 기술했다. 조광익·박시사(2006)는 대중매체에서 회자되는 여가 관광의 특징에
대한 담론을 비판적 분석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고찰하였다. 조광익(2007; 2013)은 문화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가의 의미와 소비, 취향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 관광학 연구분야에서는 관광사회학적 개념을 통한 관광분석 논
문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관광사회학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분석대상인 각
개별 개념과 그 개념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사회학이론 중 이미 하위이론으로 정립된 적
용 사례들을 분석하는 연구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구방법 역시 사회학이론의 효
과적인 적용 및 일반화된 개념 도출을 위한 개념적 문헌조사나 담론 연구, 또는 그 담론
분석을 강화시키기 위해 2차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관광학 연구의 사회학적 관점을 더욱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순차적이고 단편적 연구문제의 내용 설명을 넘어서 실제 그 연구 개념이 사
회학이론의 적용을 통해 유사개념이나 현상과 어떻게 통합, 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학이론의 메타담론 구조라 할 수 있는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 현상학 등의 이론적
개념의 구축 속에서 이를 관광학의 유사 연구주제와 연관시켜 관광학 연구의 통합적인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구방법론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온 계량분석에 근간을 둔 이론적용
과 함께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 현상학적 분석 등과의 ‘통합연구방법’을 적극적
으로 보완, 적용하여 조사와 분석과정에서의 약점을 개선함으로써 그 논의들이 관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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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 생태계에 수렴됨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과정상의 부가적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이상 논의한 기존 국내 관광사회학 연구동향과 추후 지속가능한 연구 콘텐츠의 개
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표 1> 국내 ‘관광사회학’ 선행연구 동향과 지속가능한 논의를 위한 연구 정향성
구분

국내 선행연구

연구
내용

① 개별 사건, 개념 및 이들 간 관계의 분석이
주를 이룸
② 현대사회학이론 중 개별하위이론으로 정
립된 개념의 적용사례가 많음

연구
방법

담론 분석, 개념적 문헌연구, 일부 양적 조사
방법을 사회학이론에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연구가 진행됨

지속가능한 논의를 위한 연구의 정향성
① 연구 개념 간 융합 연구
② 고전, 현대 사회학이론의 메타담론구조와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결과를 연계시킴
으로써 추후 유사 연구주제에 대한 통합
연구 생태계 구축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 현상학 등 메타 사회학 이론을
적용하여 조사연구방법론 간 ‘통합연구방법’
을 시도

III. 관광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관광학 연구체계의 범위
기존의 국내 관광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있는 관광연구의 지식 체계 범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학문 내 이론
범주에서의 지식체계의 구축 방법과 응용학문으로서의 적용 범위의 확대 문제이다.
첫째, 관광 연구체계를 통합, 융합할 수 있는 지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학제 간 통합적, 융합적 사회학이론과 연구방법론이 관광학에 적용되어 심화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응용학문으로서의 관광학 연구에 전통적 사회학이론의 내용과
가치를 적용시킴으로써 지식 간 소통경로를 협업(協業)적 논의를 통해 구축함은 물론,
학제 간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통합이론 체계로서 관광이론의 외연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현철·김영천·김경식, 2013; Greene, 2007; Onwuedgbuzie, & Teddlie, 2003).
또한 연구과정에서 ‘사적재화’로서 산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관광자원의 성격 뿐 아
니라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로서의 관광자원의 가치를 재정의함
으로써 대외적으로 관광 연구체계에 지원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사
회과학으로서 관광학의 자생적 지식생산기반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연구의 이론적 가
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민웅기·김남조, 2010; 민웅기, 2012b; Defourn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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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이 같은 지식생산기반 위에 구축된 관광지식콘텐츠 생태계의 네트워크를 관광비
즈니스 영역에 전향적으로 적용시키고, 대안적 관광 비즈니스 콘텐츠의 전면적 활용 단
계를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융합적 관광비즈니스의 기저(基底)
에 있는 사회과학의 이론적 토대에 연구자의 인식론적 성찰을 결합함으로써 창의적 발
상을 통한 관광학의 산업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관광을 둘러싼 주체, 대상
연구에 있어서 유기적 네트워크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범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
다(고영삼·민웅기, 2014; 민웅기, 2010).
이제 통합적 연구를 통해 관광학이 지닌 두 가지 특성인 순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초지’(基礎知, basic knowledge) 및 현실적 적용을 위한 ‘응용지’(應用知, applied
knowledge)의 교차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융합적 관광비즈니스 생태계 모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통합적 관광 연구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 연구와의 협업
에 의한 연구주제의 개발은 물론, 관광연구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기할 수 있는 학문적,
제도적 연구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제 국내 관광학의 내
재적 역량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사회학 연구생태계 패러다임의 구
축을 시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제 간 통섭적 사회학이론 및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관광학의 지식
생산성 향상과 인접 학문분과와의 소통 부재를 해결할 수 있다(이진형, 2007; 이진형;
2013; 정병웅, 2014; 조광익, 2002; 조광익, 2006). 최근 국가, 개인, 기업, 지역사회, 시민사
회 등 시공간을 넘나드는 생활세계의 다변화로 구성원 간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과학으로서의 관광학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학문지식 생태계에서는 분과 학문들 간의 유기적 상호관계가 중시되고 있
지만, 응용학문적 성격의 내재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광 분야의 연구는 일부
학문 분과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생산성의 편향성이 지속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문적 호
혜성의 원리가 유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광학이 학문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연구의제 설정 능력을 본격적으
로 연마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으로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사회학이론을
근거로 학제 간 기초학문이론 및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신(新)개념 개발에 힘써
통합적, 학제적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전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접 학문간
상생 발전의 경로를 통해 ‘지식의 생산-유통-소비-재생산 과정’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관광사회학의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현실과 유기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통합학문으로서 관광사회학의 연구 생태계를 확립해야 한다. 관광사회학 및
12

한국 관광사회학의 융합연구 생태계 구성

현대사회학이론의 적용을 통해 실무적으로 그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
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병용(竝用)하여, 다층적 분석대상의 연구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통합 연구의 결과가 구체적인 관광사회학 연구를 위한
생태계 연구의 초석으로서 ‘시장’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
으로 고찰해야 한다. 관광사회학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그 하위
범주 간 질서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분석도구로서 이용 가능한 학문분야이다. 최근 나
타나고 있는 새로운 관광 정보 접속공간인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같은 분석 범위는 그대
로 적용된다(고영삼·민웅기, 2014).
상술한 각 영역의 하위 부문들에서 연구자는 실무적 응용학문으로서 관광자원, 관광
객,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실제적 운영 과정에 대해 고민해야하며, ‘공식
/비공식, 민간/공동, 영리/비영리’ 등의 범주를 고려하여 이를 적용, 확대시키기 위해 노
력해야 하다(Defourny, 2001). 이처럼 관광사회학을 통해 사회현상을 논의할 수 있는 연
구 분석 생태계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시장-제3섹터 간의 ‘관광 매개 거버넌스’ 구
축을 통한 관광학 연구체계를 도식화 할 수 있다. 관광사회학의 사회하위범주로의 연구
적용범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자료: Defourny(2001)의 내용을 근거로 논자가 재구성

[그림 1] 관광사회학의 연구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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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광사회학 연구를 위한 현대사회학이론의 적용 및 융합
연구생태계 모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사회학은 그 연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체계 및 적
용범위, 방법론적 범주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를 통해 진행된 학문체계의 누
적 연구 성과물에 대한 향진적 발전 과정 속에서 현상 분석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주된
과학적 분석의 소통구조를 지배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광분야에서의 외현된 실체
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같은 연구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관광사회학 연구의 근간이 되는 현대
사회학이론은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의 메타이론을 통한 하위 이론들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 이론을 구분하고 있는 기본 축은 사회질서의 범주와 인간행동의 범주이다. 첫째,
사회를 거시적인 집합주의적 과점에서 바라보고, 구성원인 인간의 존재 이유를 사회의
존속과 기능 유지에서 찾는 이론 범주가 ‘구조기능주의이론(structural functionalism
theory)’이다. 둘째,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 존재를 인정하며, 그 내부의 구성원들은 사
회와의 관계나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이해관계를 추
구하기 때문에 그 사회 존재의 본질은 경쟁과 대립 관계에 있다고 본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이 있다. 셋째, 사회는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미시적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그
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된 의미와 관계를 매개로 사회가 구성됨을 강조한 ‘상징
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이 있다. 넷째, 인간의 미시적 사회 행위
의 이윤추구 경향을 강조하고, 그 보상체계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를 중요한 사회 구
성원리로 본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이 있다. 이상의 현대 사회학이론의 범주를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현대사회학이론 범주
인간행동

규범적 인간
(관념론적 접근)

합리적 인간
(유물론적 접근)

거시론
(집합주의적 접근)

구조기능주의이론

갈등이론

미시론
(개인주의적 접근)

상징적상호작용론(민속방법론,
현상학)

교환이론

사회질서

자료: Alexander(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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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현대사회학 이론의 네 가지 범주는 관광학 분야에서의 융합적 관광사회학 연
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적 가치물로서 체계적인 환원과정을 통해 수렴될 수 있다.
한국적 관광사회학 생태계 모델 개발을 위한 분석은 거시적 구조, 미시적 의식·행위, 외
현적 조직·시스템, 내재적 문화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진행될 수 있다. 이상 논의한
기존 현대사회학이론을 적용한 융합적 관광학 연구 생태계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2]
와 같다. 현대사회학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분야는 거시적 구조, 미시적 행
위 및 의식, 외현적 조직과 시스템, 내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관계의 적용 및 응용과정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통해 관광사회학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융합 연구모형 체계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림 2] 현대사회학이론을 적용한 관광사회학 연구의 융합생태계 모형

첫째, 거시적 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시장 영역에서 관광산업의 발전 동향과 국가 정책
등의 법, 제도 연구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다. 연구내용상으로 구조기능주의이론에 근거
하여, 거시적 사회구조 및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관광의 위상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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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윤창출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시적 경제 구조 내에 존재하는 관광산업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 소외 계층의 지원과 사회서비스의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위
한 공익적 측면의 관광정책 실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존 사회학 내 정책이론에 근거
하여 연구할 수 있다. 특히 성장이나 복지와의 연계 연구를 통한 공익적 관광정책의 실
천적 노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케인스주의 경제학,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
적 개인주의, 하이에크(Hayek)의 반(反)복지철학의 원리, 보주주의·신(新)우파, 사회민주
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정책 이데올로기의 흐름과 함께 현대사회에서의 관광시장과 정책
흐름에 대해 분석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론적 모델로서는 시장 상황 및 정책 변화의
방향성 도출을 위한 사료, 정책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사례조사연구가 진행
될 수 있다. 사례연구 과정 중 수집된 증거와 도출된 결론 사이의 연결고리를 위한 구체
적 분석기법으로 각 사례들의 패턴매칭(pattern matching)기법과 설명하기(explanation
building), 논리 모델(logic model)개발 및 사례통합(cross case synthesis)의 분석방법
이 실현가능하다(Yin, 2005).
둘째, 미시적 의식·행위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대사회학 이론 중 갈등이론과 상징적 상
호작용이론을 응용하여 관광객, 관광기업, 지역 주민 간 갈등 문제, 사회소외·배제계층
관광객의 특성 등을 관광사회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기존의 관광객의 심리학적 연구
에서는 단일 모집단 분석을 위한 표본추출과정에서 단일 모집단-표본집단 구성에 단편
적 관광객 심리기제를 중심으로 고찰된 이론적 논의가 후속 논문에 많이 적용되어왔다.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목표지향 행동모형(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가치신념규범이론(VBN: Value-Belief-Norm), 관광객의
소비가치 및 라이프스타일 이론, 환경인식 및 태도 관련 이론, 임파워먼트 관련이론, 관
광 제약요인 이론 등은 그 대표적인 이론 및 연구 모델들이다. 관광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 같은 미시 이론들을 서로 다른 모집단 집단에서 표본 추출한 연구대상에 적용하여 그
들 간 심리적, 행위적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일반 관광객과
사회하위 배제계층 간 관광행위 과정에서의 차이점 분석, 소비자 간 특성에 따른 그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 도출 및 비교 등을 통해 대안적 관광행동 모델을 정
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미시적 분석결과는 관광비즈니스 네트워크 모델의 도
입을 위한 새로운 소비자행동 연구로서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적 모델로서
는 현재 국내 관광학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계량분석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분석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관광시장 내 소비자 의식 및 행동 특성과 복수(複
數)의 연구 모집단 내 표본 간 심리 및 행동 모형의 경로분석 과정을 통해 관광사회학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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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현적 조직·시스템와 관련해서는 현대사회학 내 교환이론에 근간을 둔 네트워
크 이론의 고찰을 통해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관광이 차지
하는 위상과 오프라인 상 존재하는 관광기업 간 연계 전략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가능하
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이 융합적으로
타 분야와 확대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관광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
구를 진행할 수 있다. 관광은 유·무형의 자원(resources)을 기반으로 서비스 생산체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짐점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최근의 관광정보 미디어 및 콘텐츠에 대한 논의 역시 이 같은 성장 잠재력 때문에 심
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 성패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문화 콘텐츠와 매우 밀접한 관
련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의 시스템 네트워크
(network)를 형성하고, 문화콘텐츠 공급 공간으로서의 통합 플랫폼의 특징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적 관광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 관광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및
미디어 전략을 기존 사회학분야의 정보사회학이론의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디지털 생태
계에서 관광비즈니스가 차지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이버 문화콘텐츠의 내용을 교환이론과 이를 확장한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하여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관광사회학적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으로는 UCINET, NetMier 등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질적 연구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동시에 구성원 간 경로 분석, 관광콘텐츠 및
시스템 관련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현황,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수요전략, 미디어
의 역할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콘텐츠 사례를 직접 분석하는 ‘내용분석법(contents
analysis)’을 통해 네트워크 본질에 대한 본원적 의미에 대해 관광사회학적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내용분석 과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 구성 등에 대한 계량화 작업
과 함께 디지털 관광정보네트워크의 근본 체계와 운영 원리를 고찰할 수 있다.
넷째, 내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관광사회학적 연구는 문화관광 상품소비를 하는 과
정 자체의 연구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시장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관
광자원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와 관광객,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주요 문화사회학
이론의 고찰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관광이 지닌 소비문화의
특징을 실질적 관광운영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는 문화관광자원의 소비과정 및 관광객 특성과 관련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야 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광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연구방법론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분석프로그램인 N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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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등의 사용을 병행하여 분석이 진행된다면 관광을 둘러싼 새로운 문화소비 과정
의 특징을 사회학적으로 더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학이론의 네 가지 범주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주요 연구내용들과 연구방법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의 구조화 과정이
요구된다. 관광사회학적 관점에서 관광비즈니스가 외생되는 각각의 사회하위부문을 범
주화 한 후, 각각의 세부분석 대상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각 어떻게 선순
환구조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관광사회학의 연구 방향성에
대한 연구 생태계 모델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즉 관광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방법론을 하나의 공통된 가치, 이념, 연
구주제로 묶기 위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통합연구방법론을 통해 융합적 논의를 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Greene, 2007; Onwegbuzie & Teddle, 2003). 도출된 자료의 정리·축
소(data cleaning & data reduction) 과정, 자료를 전시(display)하면서 분석에 맞게 적
절한 분석기법으로 변형(transformation)하고, 각 자료들의 상관관계(data correlation)
를 고찰하면서 자료를 궁극적인 연구문제에 맞게 강화(data consolidation), 비교(data
comparison)하면서 통합(data integration)하는 방법이 기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통합
연구방법의 구조화 과정 정립이 필요하다(이현철·김영천·김경식, 2013).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관광사회학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누적되어
이 같은 지속가능한 관광사회학의 이론적 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도 한국의 관광사회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연구생태계 모델은 지속적으로 누
적, 적층된 연구결과물로 체계화 될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현대사회학이론의 주
요 개념과 관광사회학으로의 적용을 위한 주요 주제, 연구방법론을 연계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각 현대사회학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현대사회학 이론의 각 세부 영역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의 논의를 정리해
보아야 한다. 파슨스(Parsons)의 구조기능주의 이론, 콜린스(Collins)의 갈등이론, 미드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호만스(Homans)의 교환이론과 이를 응용한 에머슨
(Emerson)의 교환네트워크이론, 고프만(Goffman)의 민속방법론과 슈츠(Schütz)의 현상
학 등의 이론적 논의는 전술한 네 가지 현대사회학 이론의 주요 개념을 잘 반영한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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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광사회학의 주요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주요
연구 연구의
현대사회학
범주 분석범위
이론의 적용

연구주제

적용 가능한 연구방법

파슨스(Parsons, T)의
구조기능주의를 적용한
관광활동의 경제적 효
용과 정치적 파급효과,
효용가치 분석

정책 지원 및 산업화 과
정, 노동-여가인프라 구
축이 가지는 고용창출
및 사회 재분배효과의
사례분석

문헌연구법(documentary
method), 사례연구법(case
study): 패턴매칭(pattern
matching)기법, 설명하기
(explanation building)기법,
논리모델(logic model)개발
및 사례통합(cross case
synthesis)연구 방법

미드(Mead, G, H.)의
②
갈등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범주 미시적 상징적상호 콜린스(Collins, R.)의
2 행위·의식 작용론 갈등이론을 결합한 관
광객 행동특성 및 경로
의존성 검증

특수한 상황에 있는 관
광객의 행동 특성 및
일반 소비자 행동과 관
련한 주요 변수를 적용
한 관광행동모델의 경
로의존성 측정

계량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한 연구모형 검
증 및 분석을 통해 일반 관
광객-특수관광객 간 경로모
형 비교 및 적합성 검증, 행
동모델 비교, 관광심리·행동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관광콘텐츠 및 시스템
관련 디지털 네트워크
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생산기업의 신(新)경영
전략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관광콘텐츠 및 이를 매개하
는 미디어의 역할을 기존
정보사회학이론을 적용하여
내 용분석 법( c o n t e n t s
analysis) 활용 가능, 구체
적인 콘텐츠의 수량화 분석
을 통해 온라인 관광콘텐츠
의 체계 고찰

고프만(Goffman, E.)의
상호작용이론과 가핑클
④
(Garfinkel, H.)의 민속 문화상품소비 및 계층
범주
민속방법론,
내재적
방법론, 슈츠(Schütz, A.) 의 시장화가 이루어지
4
현상학
의미
의 현상학을 이용한 상 는 과정
품소비의 문화적 가치
측정

공익성 추구 관광상품 소비
자 및 고객의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에 대
한 분석, NVivo program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소비과
정의 특징에 대해 질적 분석

①
범주
거시적
1
구조

③
범주 외현적
3
조직·
시스템

⑤
범주
이론적
5
통합

기능주의
이론

교환이론

한국 관광
사회학의
융합연구
생태계 구성

주요연구내용

호만스(Homans, G.)
의 교환이론과 에머슨
(Emerson, R.)의 교환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관광콘텐츠 정보네트워
크의 의사소통과정의 경
로화

사회 각 하위 범주들을 상호보완하는 통합연구방법론을 응용·적용하여 종합분석
시도가능. 궁극적으로 관광비즈니스가 외생되는 각각의 사회하위부문을 범주
화한 후, 세부분석 대상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각 어떻게 네트워
크화되어 있는지를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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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대사회학이론 분파 내 대표적 이론가들의 논의의 사례
주요 학자들의 이론적 논의

주요 내용

파슨스(Parsons, T)의
구조기능주의 이론

행위에는 목적이 있으며, 행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음. 행위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는 행
위자의 주관적 선택이 포함되며, 상황적 조건에 의해 구속을
받음. 사회체계의 네 가지 기능적 요건을 적응, 목표달성, 통
합, 유형 유지의 기능으로 범주화하고, 이들이 상호 균형있게
교호작용을 하면서 모든 체계의 문제는 해결됨

콜린스(Collins, R.)의
갈등이론

모든 사회는 불합의와 갈등의 잠재력이 있으며, 사회갈등은
항상 존재함. 사회의 모든 부문 요소들은 사회의 변동에 기여
하며, 일부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을 강제하기도 함. 권위,
지배, 복종 등의 관계가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
회 하위부문이며, 각 집단별로 지배집단과 종속집단의 관계
는 다르게 나타남

미드(Mead, G, H.)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인간의 소통은 의미있는 상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람
들은 성찰성을 지니고 있음. 인간 사고를 통해 사람들의 행위
가 사회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행위로 이어짐

호만스(Homans, G.)의
교환이론

이익의 자연적인 본성이 사회에 존재하며, 보상과 처벌로 구
성된 경제학적 관점에 근간을 둔 개인 상호작용의 원리를 중
심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됨. 행위의 계산된 교환 관계
속에서 보상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이 행위의 본질임

에머슨(Emerson, R.)의
교환네트워크 이론

거시-미시의 행위의 본질을 연결하기 위해 교환관계의 복잡
한 총체인 연결망에 대한 이론 규정을 시도함

고프만(Goffman, E.)의
상호작용론(연기론),
가핑클(Garfinkel, H.)의
민속방법론

사람들의 상호작용 질서는 행위자의 심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특정 무대에서 조직하게 되는 원리에 의해 나타
나게 됨. 어떤 상황 속에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인상관리를 하
며, 복잡한 일상적 삶을 영위하게 됨. 따라서 그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나타나는 사회질서는 일상적 사회 질서 현상을 생산하
고, 목격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즉각적이고 매개되지 않은
실천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됨. 그 질서의 본질은 위반실험
(breaching experiment)을 통해 알 수 있음

슈츠(Schuz, A.)의 현상학

사람들의 일상적 삶은 의문시 되지 않는 자명하고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짐

자료: Alexander(1987), Turner(1997), 강정한·김문조·김종길·김홍중·유승호·하홍규(2013)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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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관광이론의 외연 확장 과정을 통해 통합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새로운 관광
지식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논의로 진행되었다. 관광사회학이 추구하는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관광학과 사회학의 두 학문체계가 지니는 본원적 존재의 의미이기도 한
사회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해석이다. 그리고, 이 목적이 달성되면 추후 실제적
인 사회구성원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에 그 연구의 성과물들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전제로 현대 융합사회의 질서 속에서
는 관광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진 연구 영역을 통합하여 관광사회학의
지식생태계를 생활세계 영역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이론-실제’ 사이
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순환적 연구 생태계가 정립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광사회
학적 관점에서의 관광학 연구를 통해 공공부분, 시장부문, 시민사회 부문의 소통 원리 및
각 사회하위조직의 가치와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활용 역량의 보강을 이론적으로 모색
해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기대효과까지 실제 삶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관광사회학의 적용범위와 연구주제를 체계화하여 이를 구성하는 과정은 기존의 자원,
상품 중심의 수익창출 운영모델의 ‘시장지향가치’와 더불어 ‘사회지향가치’를 지닌 공공
재로서의 관광자원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개인(가족)과 지역 각 분야에서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수익모델 개발, 사회적 경제, 복지관광 등의 실천적 활동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의 본격적인 논의에 도움을 줄 것이다.
관광사회학의 통합적 지식 체계를 중심으로 추후 그 연구가 추구할 수 있는 실제적
적용범위와 주요 연구주제들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이처럼 관광사회학의 연구 생
태계는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관련한 연구의
구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탐색적 연구로서 본고가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다양한 관광학 연구의 분야
에 사회학이론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관광학과 사회
학이라는 각 분과학문으로서의 연구주제의 지평을 넘어 통합적 지식의 구성을 위해 관
광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한 메타이론적 인식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관광학 지식의 확대
재생산 구조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관광학 분야의 외연이 넓혀질 수 있는 폭넓
은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관광학의 이론적, 사회적 활용성
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광학의 장점이기도 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실
천학문으로서의 입지 역시 강화될 수 있다. 관광사회학 연구를 통한 관광학과 인접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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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분야와의 소통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유기적 협
력체제를 강화하고, 통합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림 3] 관광사회학의 생활세계로의 적용범위와 연구주제

지금까지 응용학문으로서의 역량을 근거로 이론적, 사회적 기능을 선도해 온 관광학
이 사회과학 내 기초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사회학과 연계되어 사회현상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각 분석 이론 및 사례의 통합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관광학 연구주제를 고찰함에 있어 통합이론적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그 연구의 수가 많지 않은 현재의 연구 동향 속에서는 각 분과학문의 기초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한 구조화 과정이 논의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누적적 지
식 생태계 모델이 구현되고 통합적 지식의 소통 경로와 협업 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다.
관광학 분야의 융합지식 연구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사회학 이론의 관광학분야
로의 적용과정은 그 다양한 연구소통경로 중 하나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를 위한 관광사회학의 연구생태계 구성은 관광학의 자생적 지식생산 기반을 공고하게
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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