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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at true leisure and tourism
should do in digital age. It reviews digital stress and digital addiction, which has
emerged as social problem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leisure and
discusses digital detox phenomenon, which started in social demand to solve such
problem, from a leisure and tourism perspective. Connectivity in a travel context
brought about by ICT and mobile technology developments has resulted in
reduced benefits from traditional travel and tourism by making it difficult to
separate daily life from tourist experience. As a result, ‘digital free tourism’ aims
breaking up with digital devices, “complete escapism- physical and psychological
fully escaped form(liminality)-”. Therefore it is a means of relieving pressure and
stress from connectivity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has developed into a form
of focusing on the authenticity of travel and pursuing higher quality tourism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This paper suggests that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ourism experience of the digital age requires a variety of discussions on
connectivity/disconnectivity of travel context, and new perspective in leisure and
tourism are neede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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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본 연구는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진정한 여가와 관광은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디지털 여가의 특성부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역기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수요에서
시작된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현상을 여가·관광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았다. ICT
및 모바일 기술 발달이 가져온 연결성은 일상과 관광경험과의 분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기존의 여행과 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으며 이는 디지털 디톡스 관광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기와의 단절을 목적으로 등장하게 된 ‘디지털 프리 관광(digital free tourism)’ 은 '완전
한 일탈‘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연결성이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수단이
며, 동시에 여행이 가진 본래의 의미에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관광경험과 삶의 질을 추구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관광경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
지털 환경의 연결성과 비연결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 시대에 필요한 진정
한 휴식과 삶의 질의 고양을 위해 여가 및 관광분야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열쇠말 : 디지털 여가, 디지털 중독, 디지털 디톡스, ICT, 관광경험의 연결성/비연결성,
디지털 프리 관광,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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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디지털 기기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일례로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
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도로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하였고(연합뉴
스TV, 2017), 프랑스는 사이버 왕따(cyber-bulling)와 포르노 시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등 교육기관(3세∼15세 대상)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매경프리미엄, 2018). 또한 구글과 애플은 ‘디지털
중독’ 등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스마트폰 중독 방지 기
능’을 탑재한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12’와 ‘안드로이드 P’를 공개하였다(국민일보, 2018).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언
제 어디서든 전화, 이메일, 각종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등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이 스스로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함을 의미한다(이홍순·이상준, 2014). 정보통신기술의 연결성은 디지털 중독을 비
롯해 다양한 스트레스와 사회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현명한 디지
털 기기의 사용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변현수, 2017).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와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 버린 디지털 기기로 인해 간과하였던 자신의 삶에 대
한 집중과 통제권을 회복하고 얼굴을 마주 보는 아날로그적 소통 방식을 지향하기 위한
수단이며, 범람하는 정보로 가득한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적 사유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한다(Rauch, 2011). 디지털 디톡스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디지털 기기와의 결별을 통해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적, 경험
적 여가생활이나 힐링 및 웰빙 관광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고 있으며(이수진·전유나,
2016).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직 관광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논의는 단지 그러한 기술
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있고, 기술의 사용으로 관광자의 관광
경험이 실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지만(Ayeh, 2018), 최근 해외
일부 연구에서 여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을 논
의한 연구와 디지털 프리 관광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Ayeh, 2018; Dickson,
Hibbert, & Filimonau, 2016; Kirillova & Wang, 2016; Pearce & Low, 2018;
Neuhofer, Buhalis, & Ladkin, 2014; Pearce & Gretzel 2012; Tanti & Buhalis, 2016;
Voase, 2018; Wang, Xiang, & Fesenmaier, 2016)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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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광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가와 관광장면에서 기술의 사용이 가져오
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디지털 시대의 여가 특징을 이해하고 디지털 역기능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디지털 디톡스 현상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문
헌 고찰법(documentary method)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현상이 여
가·관광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해보고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써 디지털 프리 관광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휴식과 삶의 질의 고양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
한 새로운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시대의 여가
1. 디지털 시대의 여가 특징
디지털 시대란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디지털 신호체계, 즉 비트의 조합으로 각종
정보를 생산, 교환하는 빠르고 광범위한 지식정보화 사회를 말하며 이러한 사회 변화 속
에서 현대인들의 여가 방식도 디지털에 의존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박세혁, 2011).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는데(이수
현, 2017),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여가의 개념은 ‘자유 시간의 개념(discretionary time view)’
이외에 ‘자유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으로서의 여가(leisure as activity)와 ‘물질적인 것
으로부터 마음을 비운 심리적 상태 또는 경험의 상태’의 여가(a state of minds/experience)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성영신·고동우·정준호, 1996). 여가는 다양한 측면, 즉 심리적 측면,
시간 분류의 측면, 기능적 측면, 사회 환경적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현
상이며(Murphy, 1981), 성영신 외(1996)는 여가란 ‘개인이 어떤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을 얻기 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가의 개념은 사회 변화와 맥을 같이 하기에, 현대의 정보화 기술의 가장 큰 혜택인
인터넷은 일상적 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황선
환, 2008). 한수정·조용준(2010)은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의 변화를 여가의식의 변화, 여
가시간 확대의 변화, 여가활동의 질적 변화, 여가활동 계층의 변화, 여가활동의 정보화,
새로운 여가활동의 등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의 정보화란, 현재 우리의
여가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인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단순한 정보서핑에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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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쇼핑, 커뮤니티, 카페, 게임(인터넷 및 모바일), SNS 활동 등 다양한 양식의 디지털
여가가 일상화 되어 있는 현상을 말하며 모바일의 대중화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공
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투리 시간에 언제든지 자신의 여가와 오락적 활동을 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된 것을 말한다(한수정·조용준, 2010).
오늘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여가활동은 단순한 게임이나 음악 감상 차원을 넘
어 복잡한 가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활동까지 그 범위는 매우 확장되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분야의 기술개발과 디지털 융합화(convergence)로 인해 실제 여가 활동의
영역을 대체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이상경·남윤희·고동우, 2016).
온라인의 발달은 기존의 영화/음악 감상, TV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신문기사 및 잡지
구독 등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여가활동을 온라인 공간에서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와 관
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예약 및 구매까지 실현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 블로그 활동, UCC
콘텐츠 활동, 온라인 e-스포츠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 및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이 대두되었다(김성혁·권상미·김용일, 2011). 온라인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는 위치 기반 기술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접목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증
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앱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은 게임을 넘
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선경·박주연, 2017).
따라서 디지털 여가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24시간 여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차원의 여가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여가 활동이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의 차원에서의 여가의 개념 또한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그림1]).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1] 디지털 여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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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지털 여가의 고유한 특성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여가 경험을
제공하고 가상 커뮤니티 내에서 성별, 인종, 경제적 수준 등의 구조적 여가 제약과 대
인적 제약 없이 참여 가능하며(Bryce, 2001), 디지털 여가활동을 통한 기술 습득, 인지
적 조작 능력 향상, 대인관계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Subrahmanyam,
Kraut, Greenfield, & Gross, 2000).
또한 정보화 및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여가 활동은 퇴직 후 무기력함이나 무
료함 등을 쉽게 접하게 되는 노년층에게 컴퓨터 게임이 우울증 치료와 생활 만족, 안녕
감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이상경 외, 2016), 스마트 폰을 활용한 ‘사회형 여가
활동(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이 외로움을 덜 지각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신학승·이훈, 2014).
이상경 외(2016)은 PAL(Paragraph About Leisure-Form)측정 도구를 디지털 여가 분
야에 적용한 연구 결과, 디지털 여가 활동의 참여 유형별 심리적 편익에 대해 대부분의
군집에서 협동심, 호기심이 주요 편익으로 나타났고, 이는 디지털 여가 활동이 공급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편리한 소통 채널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특히 ‘사회적 교
류’ 및 ‘오락 활동’ 이 미치는 심리적 편익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나타나 디지털 여가 활동
도 실제 여가활동만큼이나 심리적 차원의 여러 긍정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호열·김준희(2008)는 단조롭고 소극적인 온라인 여가활동은 개인의 건전한 사
회교류를 차단하고 고독감과 우울감 등의 문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한수정·조용
준(2010)은 사이버·모바일 공간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특정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나 야외
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활동력이 강한 젊은 층(10대, 20대)의 야
외 여가활동 비율이 노년층 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이미 젊은 층의 여가취향이 사이버
여가활동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청소년층의 긍정적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야외 여가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여가활동들은 우리의 삶에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반면 동시에 고독감, 인터넷 중독, 일탈 행동 등의 부정적인 역기능을 불러일
으킴으로써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이호열·김준희, 2008),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디지털의 역기능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살아가고, 일하고, 여행하는 모든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
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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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와 컴퓨터, 모바일 기기가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현대인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구성된 일상생활 환경과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만든 24시간 연락 대기모드(always-on)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적인 ICT환경은 언제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해야 하는 사
회적 기대와 개인적 니즈를 만족시켜야 하며, 다양한 자극적인 콘텐츠와 언제나 연결된
다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과량의 정보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심리적 웰빙을 해치
고 있다(Misra & Stokols, 2012).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소셜 미디어가 심리적 건강과 웰빙, 온라인 사
회적 자본의 획득 같은 불분명한 이익을 제시하지만, 실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끊임없는 부담감을 주는 태생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신의 삶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감소시키고, 삶의 통제권을 잃어 가고 있다(Reinecke, Aufenanger, Beutel,
Dreier, Quiring, Stark, Wölfling, & Müller, 2017).
디지털 기기의 역기능을 논할 때, 디지털 융합 미디어의 집약체인 스마트 폰이 가장
주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이나 게임보다도 각종 부작용의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김태희·강
문설, 2014).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의 ‘2016년 스마트폰 사용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일주일 평균 30.4시간, 중·고 학생들은 38.6시간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수업시간 및 수면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사용군인 상위 20%의 경우에는 주당 63.5시간, 즉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에 할애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세대인 3040세대 역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주당 약 30시간가량인 것으로 나타나 세대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환경에 과의존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뉴스1,
2017).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을 일컬어, “스마트폰
과다사용 증후군” 또는 “스마트폰 증후군”이라고 하며, 그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증상과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김태희·강문설, 2014). 이는 단지 신체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
라 디지털 번아웃(burn out), 노모포비아[no-mo(bile)phobia], 디지털 치매, SNS 중독,
카페인 우울증, 팝콘 브레인 등 여러 가지 심리적·정신적·사회적 병리현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몸비’라는 용어로 알 수 있듯이, 보행이나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각종 안
전사고 및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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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디지털 스트레스와 중독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새롭게 등장
한 신조어들을 정리한 것이며, 이는 현대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부정적
영향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디지털의 역기능 관련 용어
구분

내용

스마트폰 증후군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포함하는 용어

디지털 번아웃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탈진 상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이며 결국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함

노모포비아

No mobile-phone phobia의 줄임말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없을 때 초조하
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
스마트폰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거나 손에서 떨어진 상태로 5분도 채 버티지 못
한다면 노모포비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으며 강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당
했을 때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해당됨

디지털 치매
증후군

무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저하되고 각
종 건망증 증세를 보이는 상태

카페인 우울증

SNS를 통해 타인의 행복한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증세.
SNS의 대표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짐

SNS피로 증후군

SNS 피로증후군은 과다한 정보와 사생활 공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
킬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

팝콘 브레인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 크게 떨어져 팝콘처럼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을 말함. 스마트폰 게임과 동영상을 자주 보는 아이들의 경우 빠르고 강한 정
보에는 익숙하지만 현실세계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하게 되는 경향
을 말함

VDT 증후군

영상표시 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증후군으로 영상기기를 장시간 사용
하거나 반복작업으로 인해 시력저하 및 전자기파 관련 건강장애 등이 복합적으
로 나타나는 증상. 근시진행의 악화, 급성 내사시, 시력조절장애, 사시로 인한 복
시, 안구건조증, 황반변성을 일으킴

거북목 증후군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거북이처럼 구부정하게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를 일컫는
말.오랜 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무직 종사자나 게임을 즐기는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 중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함

스몸비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느라
정면을 주시하는 않는 사람들을 말함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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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강문설(2014)에 의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증후군에 대한 인지 정
도와 실태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증후군에 대한 인지 및 자각 정도는 매우 낮
은 반면, 스마트폰 증후군과 디지털 건망증 및 카카오톡 의존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찾은 이러한 부작용의 해결방안으로 디지털 단식, 디지털 디
톡스, 힐링 타임(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시간 및 스마트폰이 없는 장소), 뇌를 자극하는
눈 운동법, 온라인 기기와 거리 두기,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기, 혼자 생각하며
뇌를 정리하는 시간 갖기, 숙면 취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소위 ‘카페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과감히 스마트 기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아날로그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아날로그적 삶을 통한 행복 추구에 대한 논의와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볼수록 행복감은 떨어지고, 얼
굴을 마주 보고 생활하는 습관이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한국
일보, 2017).
그럼, 이제 디지털 역기능의 해결책이자 진정한 행복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
고 있는, 의도적인 ‘디지털 프리(digital-free: 디지털 기기가 없는 상태)’를 선택하려는 노
력인 디지털 디톡스 현상이 사회 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해보자.

3. 디지털 디톡스 현상
디톡스(detox)란 인체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는 개인이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 연결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특정 시간
을 가리키며, 2013년 8월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에 ‘FOMO(Fear Of Missing Out: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라는 용어와 함께 등록되었다(OxfordDictionaries.com).
영국 미디어 & 텔레콤 규제기관 Ofcom(2016)의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자들 사이
에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제한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디지털 디톡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디지털 디톡스란 온라인 상태가 아니거나 연결된 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의식적

으로 결정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디지털 제한의 기간은 1시간 미만에서 무기한까지 다
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운동, 친구 및 가족과의 사교 활동(socializing), 집안일이나 숙
제, 또는 단순히 휴식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됩니다.”
(Ofcom, 2016 , p.40)

43

관광연구논총 제30권 제4호(통권 57)

디지털 디톡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많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 주는 ‘놓치는 것의 두려움(FOMO)’ 를 유발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이상
적인 방법이며, 디지털 기기로 인하여 간과하였던 삶의 가치와 행복에 집중하려는 운동
으로 전개되고 있다(Rauch, 2011). 즉, 소비자들은 급증한 디지털 기기로 인해 언제나 연
결되어 있음(always-on)이 주는 강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
털 디톡스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Ofcom, 2016).
한편 디지털 기기의 이용자가 느끼는 테크노 스트레스(techno-stress)가 강할수록 스
마트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며 디지털 기기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디지털 디톡스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임순택, 2013). 이신
희·김미량(2016)의 연구 또한 디지털 디톡스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며 행복감
을 높여 주는 매개변인으로써,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테크노 스트레스가 높
아질수록 디지털 디톡스 활동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디톡스는 행복감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홍선·이상준(2014)은 디지털 기기의 지나친 사용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스트레스가
인간의 인지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결국 디지털 디톡스는 인간의 이러한 불균형 상태
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지 균형의 욕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 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Ofcom(2016)의 보고서에 따
르면 성인 2,025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약 34%가 ‘디지털 디톡스’에
관심이 있으며, 이들 중 10%는 실제 지난주에 그것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
국 성인 2,193명 대상의 조사 결과에서도, 45%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언플러그드
(unplugged)’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 3분의 2는 일 년 내에 그러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cnbc, 2016).
최근 국내의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
기 의존도와 ‘디지털 디톡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4%이 디지털 기기에
서 벗어나고픈 생각을 종종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6.8%는 디지털 디톡스 활동 프로그램
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7%가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으며, 66.5%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정부 차원에
서 디지털 디톡스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산업일보, 2018).
이와 같이 과도하게 연결된 초연결사회의 피로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도적인 ‘비연
결(disconnectivity)’을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열망을 형성하게 하였고,
최근 스마트폰 운영체제 양대 개발사인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중독 방지 기능’을 탑재
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각각 출시한 사실은 그러한 열망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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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자는 각종 문헌과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사회 각 영역에서 디지털 프리
또는 디지털 디톡스를 추구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현상을 확인하고, 이는 자신의 스마트
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부터 적극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주는 피
로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한 여가 및 관광 산업적 차원,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각성과 변화를 이끌기 위한 사회 정책적 차원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2>).
<표 2> 디지털 디톡스 유형 및 사례
구분

개인적
차원

디지털 디톡스 유형

주요 사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피처폰 이용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앱, 빅 레드 스톱 등

일상에서 디지털 프리
(digital-free) 시간 갖기

5:2 스마트폰 다이어트 운동
Phone free food 운동 등
(식사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아날로그적 여가 활동

공예, 목공, 자수 공예 인구 증가
컬러링북, 손필사책 등의 인기
동네 서점의 부활 등

디지털 프리 상태의 체험관광
별보기, 명상, 공예, 스파, 하이킹, 트레킹
콘텐츠 제공
여가/
관광 산업적
차원

언플러그드형 축제 및 이벤트

언플러그드 페스티벌, 캠프그라운디드
멍때리기 대회 등

디지털 프리 정책의 호텔 및 리 ‘블랙홀 리조트’, 힐리언스 선마을, 파주출판단지
조트
지지향, 남이섬 정관루 등
디지털 연결이 차단되는 관광목
템플스테이(일부 스마트폰 제한), 오지여행 등
적지
디지털 디톡스 전문 업체

사회/정책적
차원

英<타임 투 로그오프>, 美<디지털 디톡스>, <겟
어웨이> 등

스마트 중독 치유 기관 및 프로 <스마트 쉼 센터> 운영
그램 시행
스마트 쉼 가족캠프, 청소년 디지털단식캠프 등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정착
스마트폰 프리 문화시민운동 등
캠페인

출처) 연구자 작성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살펴본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여가·관광적 관점
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디지털 디톡스 현상의 의미를 학술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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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찰하고 디지털 디톡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차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
의해 보고자 한다.

III. 디지털 디톡스의 여가·관광적 논의
1. 디지털 디톡스의 여가·관광적 의미
오랫동안 여행 또는 관광 경험은 ‘일상 영역에서의 탈출, 분리 또는 차이’를 전제로 개
념화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여가 시간은 ‘신경 끄기(switch-off)’, ‘재충전(re-charge)’, ‘기
분 전환(refresh)’의 기회였으며, 관광은 근본적으로 일상적 활동에 대한 일시적인 ‘전도
(reversal)’이며, 집과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의 수단이라 하였다(Cohen, 1979).
MacCannell(1973)은 현대 사회의 개인은 ‘비진정성’의 상태에 살고 있으며, 오직 일상
적 경험에서 벗어남으로써 진정성 있는 경험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행이
나 관광 경험에서의 일탈은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관광은 일하는 삶에 대응하여
일상을 전복시키기 위한 욕구이며, ‘자기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수
단으로 여겨졌다(Krippendorf, 1987).
Ryan(1997)은 집과 가족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분리를 수반하는 일탈의 시간은 ‘자기반
성’과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기회로 보았다. 그러므로 관광객들에게 일
상과 분리되는 ‘역공간(liminal space)’의 장소는 기존의 업무 공간에서 경험했던 불안감
이나 초조감과는 다른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서적 안정감과 해방감을 통
해 주체의 내면 결핍을 치유하는 과정인 것이다(송영민·강준수, 2017).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기기와 연결된 관광객들은 더 이상 집을 떠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친구들, 가족들, 일, 그리고 온라인상의 사회적 관계들에 관여되고, 커
뮤니케이션하고, 관광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Neuhofer et al., 2014). 즉 디지털 기술이
“연결의 시대”를 개막함으로써 ‘탈출’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Neuhofer, 2016), 여행 중
정보 기술의 사용은 관광객을 그들의 일상 세계와 연결시킴으로써, 공간의 경계를 흐리
게 하고 있다(Pearce, 2011; Pearce & Gretzel, 2012).
다시 말해, 관광의 영역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은 “관광의 재표현(re-articulation of
tourism)”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는데(Hannam, Butler, & Paris, 2013), 이는
오랫동안 관광 경험을 특징짓기 위해 사용되었던 많은 중요한 이분법적 개념들, 즉 거주공
간/이주공간, 일/여가, 비일상적/일상적, 호스트/게스트, 진정성/비진정성, 그리고 실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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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등에 대한 개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Hannam, Sheller, & Urry, 2006).
관광 경험과 일상 개념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는데, Lash and
Urry(1994)가 여행 환경과 일상 경험 간의 “상호 침투(mutual penetration)”가 일어난다
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관광의 종말(end of tourism)”개념이 대표적이다.
또한 오늘날 모바일 기술은 이러한 일상과 관광 경험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Larsen, Urry and Axhausen(2007)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광범위한 인터넷 연결
은 관광이 가진 “비일상성의 아우라”를 약화시킴으로써, 관광객 경험을 덜 이국적으
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관광의 탈이국화(de-exoticising tourism)”라고 하
였다. Jansson(2007)는 관광 영역 내에서 디지털 및 모바일 미디어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캡슐화(encapsulation)/캡슐제거(decapsulation)”라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관광 공간은 업무와 분리되며 일상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을 가진 “캡슐화”된 상
태인데, 미디어 기술이 여행의 본질을 변화시키면서 관광객이 장소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를 가지고, 자신의 일상과 다시 연결됨으로써 관광 경험에서 모험과 탈출의 감각이 사라
지게 되는 “캡슐 제거하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Pearce(2011)는 현재의 관광 경험은 일상과 휴가 기간이 상호 영향을 주며 지속적으
로 연결된 상황을 함께 포함해서 고려해야 하며, 관광객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일상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흐림의 공간(new blurring space)’을 “디지털 탄력성
(digital elasticity)”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과 관광의 관계는 주로 연결성의 긍정적인 부분에서 강조
되어 왔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관광객과 관광 기업들 간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Dickson et al., 2016). 따라서 관광 학계에서는 ICT 적
용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기술의 적용을 지지해온
연구가 중심이 되어왔고(Li et al., 2018), 대부분 신뢰성, 안전성, 연결성, 유연성, 즐거움,
편의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Ayeh, 2018).
관광객은 실제 여행 중에서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전화, 문자, 이
메일 기능과 더불어 날씨 및 교통 정보, 관광 목적지 가이드, 길 찾기 등 여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은 여행 중에도 가족, 친구, 그리고
업무환경과 연결을 유지하게 하고,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기도 한다(Ayeh, 2018;
Voase, 2018).
그럼에도 최근 일부 연구에서 여행 중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통한 ‘연결성’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Schlachter, McDowall and
Cropley(2015)는 항상 연결된 상태는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고 그것이 에너지를 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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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irillova and Wang(2016)는 관광 경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지에
대한 지각된 회복의 질’의 조절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업무와 관련된 스마
트폰의 잦은 사용은 여행 목적지가 주는 ‘회복성’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Ayeh(2018)는 총 42명의 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FGDs(focused group discussions)
와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여 휴가 중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관광 경
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여행 중 모바일 미디어 기기의 사용은 휴가
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관광객으로서 목적지에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질과 범위
를 축소시킴으로써, 웰빙 경험을 방해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의 사회적 관계에 영
향을 주며, 여행 동반자나 호스트 커뮤니티, 관광지 종사원 등과 경험을 나누는 것에 부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를 “디지털 주의 산만(digital distraction)”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기술 사용에 의존하는 것과 유비쿼터스한 연결성은 여행과 관광이
주는 혜택을 감소시키므로(Wang, So, & Sparks, 2017), 업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과
습관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진정한 휴가를 경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
법으로 제시되고 있다(Chen, Huang, Gao, & Petrick, 2018; Tribe & Mkono, 2017).
Pearce and Gretzel(2012)는 [그림 2]와 같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일상과 관광경험과의
관계가 변화됨을 분석하면서, 앞서 언급한 ‘디지털 탄력성(digital elasticity)’이란 개념과
더불어,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장소(locations with limited or no internet
technology access)’에서의 관광을 “데드존 관광(technology-dead zone tourism”으로 개
념화하였다.

출처) Pearce and Gretzel(2012). 재인용

[그림 2] 일상세계와 관광 경험간의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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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호주에서 “데드존 관광”을 경험한 총 37명의 관광객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총 4가지의 경험요소 -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긴장감(social communication tension)’,
‘업무적 커뮤니케이션 긴장감(work communication tension)’, ’안전과 탈출간의 긴장감
(security escape tension)’, ‘즉시적 연결성의 긴장감(immediacy connectedness tension)’
- 를 도출하면서, ‘비접속’ 상태는 매우 다면적인 경험을 일으킴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프리 관광이 새로운 관광 사업의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Li et al.(2018)연구에서도 휴가 중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대한 문제는 카메라의 사용,
뮤직 플레이어, e-book, GPS, 웨어러블 피트니스 트랙커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정보 소비와 소셜 커뮤니케이션과의 ‘연결된 상태(wired)’에 대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러
한 ICT과의 연결이 전혀 또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디지털 프리 관광”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특히 Li et al.(2018)연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450개 이상의
미디어 텍스트(뉴스, 산업 분야 조사보고서, 잡지, 전문가 인터뷰, 관광 홍보물, 사설 등)
에 대한 비판적 미디어 담론 분석방법을 통해서 디지털 프리 관광에 대한 미디어의 표현
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2009년~2015년 사이에는 과도한 연결
성이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적 행동이 중심이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인
간성의 회복’, ‘웰빙’, ‘라이프스타일의 고양’ 등으로 디지털 프리 관광의 의미와 그 사회
적 맥락이 확장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그림3] 참조).

출처) Li, Pearce, & Low(2018). 재인용

[그림 3] 미디어에 나타난 디지털프리관광 담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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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프리 관광의 가능성
그렇다면 과연 ‘데드존 관광’ 또는 ‘디지털 프리 관광’은 실제 관광 산업에서 어떻게 적
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
디지털 디톡스 전문기관인 <타임 투 로그오프> 조사에 따르면 숙박객은 디지털 디톡
스 옵션을 필요로 하며, 디지털 디톡스를 선택한 숙박객들의 가장 큰 개선점은 수면 시
간의 양이 늘어나고, 행복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 투 로그오프>의 대
표인 ‘타냐 구딘’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디지털 중독 등의 문제를 더 신
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관광 업계가 ‘번아웃(burn out)’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디톡스 체험에 참여시킬지 고민하고, 관광객들에게 온라인 세상으로부터 ‘스위치 오프
(switch-off)’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ravel
Trade Gazette UK & Ireland, 2016).
Li et al(2018)에 따르면, 디지털 프리 관광은 2011년부터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럭셔리 상품 - 예: ‘블랙홀 리조트’-으
로 다루어졌고, ‘디지털 디톡스 휴가’는 많은 고립된 섬의 목적지에 대한 새로운 판매 포
인트가 되었고, 2016년과 2017년에 이르러 ‘디지털 프리 휴가’에 대한 소비자층이 확대되
면서 그것이 하나의 틈새상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매년 세계 최고의 리조트에 선정되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빅 파인 키즈에 위치한
‘Little Palm island Resort’는 객실에 ‘No television, telephone, alarm clocks’, 그리
고 특정 공간을 제외하고 ‘Wi-fi’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셀러브리티를 위한
휴가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 장소, 그리고 완벽한 휴식을 지향하는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www.littlepalmisland.com).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제임스 쿡 대학(호주)의 피어스(Pearce, P.,L) 교수
는 호주의 경우,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오지 환경이 그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오프라인의
상황을 제공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으며 그것을 새로운 사업 기회에 적극 활용함으
로써 지역이나 농촌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방
식의 휴가는 약혼식 등과 같이 동반자와 보다 친밀한 경험을 요구하는 여행 스타일에 적
용될 수 있고, 사진, 천문 체험, 야생동물 관찰, 춤, 야간 트레킹 및 요리 수업 등 관광객
이 즐길 만한 새로운 활동들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관광객이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
는 고유한 경험을 제공하여 ‘기억에 남을만한 경험(memorable experiences)’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b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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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의 경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는 한국 전통문화체
험 프로그램이자 동시에 디지털 디톡스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신진옥·강현수·김현경·정철(2015)은 20∼30대 여성의 템플스테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 안하기’, ‘SNS 안하기’의 의미 있는 단위를 추출하고 ‘스마트
기기에서의 해방’이라는 주제와 ‘일상탈출’ 범주를 도출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3장에서 언급된 ‘힐리언스 선마을’는 ‘국내 최초 웰에이징 힐링 리조트’, ‘국
내 유일의 디지털 디톡스존’으로 소개되면서, 자연 친화적인 시설과 먹거리,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정한 비움’의 공간으로 문명에서 벗어나 삶을 고찰할 수 있는 곳,
치유과 심신의 수련공간으로 운영됨을 강조하고 있으며(매일경제, 2018), 문화체육관광
부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 25선’에 포함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디지털 프리 관광’은 럭셔리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는 고급 리조트나 인
터넷 연결이 어려운 섬이나 오지, 산악 등에서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중시하는 자연기반
관광, 템플 스테이와 같이 특정한 목적의 체험형 관광, 힐링 선마을과 같이 치유나 힐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 형태에서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
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일상으로부터의 진정한
탈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반자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고, 목적지에서의 고
유한 경험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기존 관광과는 차별화된 경험의 질과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ICT 및 모바일 기술 발달이 가져온 연
결성은 기존의 여행과 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감소시키고, 디지
털 디톡스 관광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프리 관광’ 은 디지털
환경이 야기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수단이며, 여행이 가진 본래의 의미
에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여가와 관광경험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로 등장한 디지털 디톡스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여가·
관광적 관점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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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4] 디지털 프리 관광에 대한 탐색적 이해

디지털 디톡스는 잠시 디지털 기기와 단절됨을 통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지나친 집중
과 몰입, 의존을 멈추고 디지털 환경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자기 결정권
을 회복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다시 집중하고 실제 세계에서 보다 진정성 있는 사회적 상
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행복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여가 및 관광과 정보통신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기술은 전통적인 일
상과 관광의 경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항상 연결된’ 사회에서는 단지 물리적 환경에서
일상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된 일상 세계와의 단절, 즉 디지털 디톡스
를 통한 ‘완전한 일탈’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디지털 프리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52

디지털 시대의 여가와 관광의 의미

디지털 디톡스 현상과 이에 대응한 디지털 프리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는 여가·관광
분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 온-오프라인의 균형 있는
여가 문화에 대한 필요성의 제기이다. 20세기 중반 산업 환경의 변화는 일과 레저의 균
형을 뜻하는 ‘워라밸(WLB: 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문제를 등장시켰고, 일과
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 계발 등 일 이외의 영역에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
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의 질과 삶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고동우,
2007). 특히 후기산업사회에서 여가란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기에 여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민창기, 1991).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여가문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것 중 하나는 TV시
청과 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 여가가 중심이고 적극적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과
ICT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서는 TV라는 매체를 뛰어넘는 디지털 기기들이 인터넷이나
웹서핑을 포함해, TV시청, 신체 활동, 독서 등의 실제 여가 활동은 물론, 비여가(非餘暇)
활동(예. 학습활동)까지도 대체하게 될 것이다(Mannell, Kaczynski, & Aronson, 2005).
이는 우리의 여가행태를 더욱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일과 여가의 모든 것이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단순히 일과 여가의 균형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망 속에서 벌어지는 ‘온라인에서의
삶(일상, 여가, 관광을 포함한)과 오프라인에서의 삶과의 균형(Online-Offline balance)’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논의한 디지털 디톡스와 디톡스 프리 관광은 바
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워라밸과 더불어 현대
디지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여가와 관광의 의미와 역할을 돌아보게 한다.
둘째,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중독의 예방 및 회복, 그리고 삶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해서, 관광의 일탈성을 통한 치유적 기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일상과 관광
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대의 관광 장면에서, 이제 레저를 위한 원거리의 여행은 더 이상
‘리미날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며, 단지 집에서 즐기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여겨진다(Kirillova & Wang, 2016).
일반적으로 주의회복이론에 따라 지향적 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지각된 회복환경
의 특성은 ‘벗어남’, ‘매혹감’, ‘짜임새’, ‘적합성’이라 할 수 있는데(김진옥·김남조·한
승훈, 2016),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자연환경과 같은 회복환경에서도 여전히
과도한 지향적 주의를 일으키거나, ‘벗어남’을 덜 지각하게 하고, 회복환경에 대한 ‘매혹
감’의 경험을 방해할 수 있다. Ayeh(2018)의 연구는 그러한 영향을 “디지털 주의산만
(digital distraction)”이라 정의하였으며, 시각적, 청각적, 수동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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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중과 인식에 방해를 일으켜 결국 웰빙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관광경험을 보다 더 잘 이
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사용이 관광 경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연결성이 관광 경험의 ‘리미널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여행과 관광의 성과인, 관광 만족, 회복, 웰빙 등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추론이 요구된다.
디지털 디톡스 현상은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탈출’의 기회에 얻고자 하는 사회
적 수요로서, 특히 전통적인 일탈의 경험으로 간주되는 여가 및 관광영역이 이러한 사회
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목적지
에서의 경험에 보다 몰입하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일반적인 관광콘텐츠와 차별화되고 기
억에 남을만한 경험을 제공하여 관광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크 펜·메러디스 파인만(2018)은『마이크로 트렌드X』에서 미래는 메가 트렌드가 아
니라 작은 집단들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 즉 ‘마이크로 트렌드’에 의해 변화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소개된 새로운 마이크로 트렌드 중의 하나인 “신종 러다이트
(new Luddite)”는 삶에서 더 깊이 있는 결속을 누리길 희망하며 기술을 거부하고 ‘접속’
을 줄이는 사람들을 뜻한다. 실제 미국에서 2015년 한 해에만 플립폰과 같이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전화의 판매량이 200만 대 증가하였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
이 불가하고, 대신 메일 기능에만 충실한 ‘블랙베리’가 엘리트층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
다고 한다.
여가 소비를 포함한 소비는 보드리야르가 언급한 ‘차이 표시적 기호 또는 지위 표시적
기호’이며,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를 통한 개인 정체성의 표현이다(조광익, 2010). 그러한
관점에서 신종 러다이트 집단은 디지털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디
지털 디톡스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디지털 기기에 매몰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삶을 즐기고자 하는, 일종의 구별 짓기를 위한 ‘아비투스’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earce and Gretzel(2012)는 디지털 프리 관광이 거대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지역 관광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앞서 마크
펜이 주장하였듯이 현재의 마이크로 트렌드인 디지털 디톡스 현상이 일반적인 여가 소
비 패턴과 구별되는 새로운 다름을 표현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는 미래의 여가
와 관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관광
분야의 공급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과 관점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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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발전은 관광 행동과 관광 산업에도 많은 커다란 변화와 혁명을 가져다주고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함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한편에서는 기술 발전이 주는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여러 사회 분야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내 관광 분야에서는 그동안 거의 대부분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
면을 논의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 및 관광 분야에서 디지털
프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였고,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트렌드를 관광산업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관련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탐색적 연구로서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점과 문헌 연구
의 한계점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학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
어갈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로는 여행 중 디지털 기
기 사용이 관광 경험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특히 주의회복이론이나 인지균형이론 등을
통해 디지털 연결성이 관광 장면에서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프리 관광 수요는 아직 특정한 틈새시장
의 영역으로 판단되며 관광의 목적, 동기, 관광 유형에 따라 다르고, 관광자의 연령, 사회
적 위치, 동반 유형 등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프리 관광 마
켓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 세분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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