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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영국 (Unitied Kingdom of Britain)

2. 훈련기관명 : SOAS, University of London

3. 훈련분야 : 개별관광객(FIT) 맞춤 신관광 전략 개발 방안

4. 훈련기간 : 2019. 7. ∼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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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개요
명

칭

SOAS, University of London

소재지

10 Thornhaugh St, London WC1H 0XG, England

홈페이지

https://www.soas.ac.uk/

설립목적

1916년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동양, 아프리카, 중동 연구 중심으로 시작된
영국의 종합 대학

◦ 세계에서
주요기능및 ◦
연구분야

손 꼽히는 국제관계학·개발학 연구기관으로,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연구에 전문성을 지닌 대학교
세 개의 주요 연구분야(예술·인류학 / 언어·문화학 / 법·
사회과학)로 나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류학·사회
학, 예술, 개발학, 중동학, 경제학, 경영학, 역사·종
교·철학, 언어·문화학, 법학, 국제 햑 ·정치학 등을 연
구하고 있음

◦ Achim Steiner, Administrator of the UNDP
◦ Inger Andersen, Executive Director of the UNEP
훈련기관 ◦ Aung San Suu Kyi, 1st State Counsellor of Myanmar
주요인사 ◦ David Lammy, UK politician
◦ John Atta Mills, former President of Ghana
◦ Bülent Ecevit, former Prime Minister of Turkey
교섭창구

Rachel Humphreys,
Head of English Language and Academic Studies (ELAS)
전화

+44 (0)20 7898 4805

메일

rh7@soas.ac.uk

훈련경비

16,500 G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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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생활소개서 >
1. 입교교섭 자료
❍ 학교선정 및 지원(입학수속)
- 런던 소재 SOAS 대학교는, 국제학·개발학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세계 석학·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학문 기관으로서, 국제정세와 세계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국제 관광 양태 조사·의견 청취에 적합. 또한 런던은 국제 항공 허브로서,
가장 다양한 국제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이며, 특히 주요 연구주제인 ‘개별
관광’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임
- SOAS는 경영분야, 사회과학 분야의 전공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공지식 및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정으로 지원 결정
- 또한 SOAS는 국제개발학, 국제관계학, 국제법학 등 손꼽히는 전문분야를
지니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의 연수경험이 향후 강원도 개발 및 강원도
국제업무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였음

❍ 지원시 필요한 어학성적

- 지원과정별·수강내용별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UKVI 주관 IELTS 시험을
통해 읽기·쓰기·듣기·말하기 네분야를 전부 검증하며, IELTS 4.5 이상부터
입학 가능. 하지만 영어 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이 달라
지므로, 최소 5.5이상(writing 5.0) 획득하여야 경영학·국제학 등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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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관련

- 영국의 학업 관련 비자는 Tier 4 학생 비자 또는 단기학생비자
(STSV 6, STSV 11)로 나뉘어짐
- Tier 4 비자는 영국 정부에서 공인한 고등 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음
- Tier 4 비자를 취득은 다음의 과정을 거침
(학교 지원 → 오퍼 → 수업료 납부 → CAS letter 발급 → Tier 4 비자 신청)
- Tier 4 발급이 확정될 경우 여권에 임시 스탬프를 발급받게 되며, 영국 입
국 후 외국인등록증 개념의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s) 카드를 발
급받은 후 비자 발급 과정이 종료됨
- Tier 4 발급은 각 학교의 학업확인서 (CAS /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를 통해 인정한 당해 교육과정만 인정되므로, 교육기관 변경·추
가 수업 신청 등 변경 시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학비관련

- 1년이 3개의 학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기당 약 5,500 GBP 소요

2. 현지생활 소개
❍ 입출국 이동경로(출발지-경로지-도착지) 및 소요시간
- 인천공항-히드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였으며, 직항 13~14시간 소요
- 연구기관인 대학교가 도시 중심지에 소재하며, 공항에서 약 1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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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물가수준, 전화, 전기, 인터넷 등

- 영국은 북국의 찬 공기와 대륙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전선으로
인해, 시시각각 날씨가 변화하며, 특히 화창한 날씨와 소나기가 동시에
나타날 정도로 비가 자주 옴.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여름은 비
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적당한 기온(30도 내)·건조한 날씨로 외부생활에
유리하며, 겨울 또한 기온 자체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많지 않으나, 높
은 습도, 잦은 소나기와 바람으로 체감 온도가 낮음
-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이며, 특히 주거비
와 인력이 포함되는 서비스의 비용이 높음. 반면 영국은 자체 농업기반
에 비해 식료품은 물가가 매우 싼데, 이는 세계적인 교역망과 유럽연합
(EU)의 형성을 통한 무역의 결과임
- 세계적인 선진국답게 도시기반(전기·교통·통신)은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
적으로 구성·활용되고 있음. 다만 인터넷·통신은 커버리지 범위가 한국과
상이한데, Tube라고 불리우는 지하철 내에서는 통신이 거의 불가능하며,
기차를 통한 도시 간 이동 중에도 통신연결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음

❍ 차량구입 및 운전면허증 취득. 대중교통

- 런던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차량 보유가 어려우며,
운전방향이 반대이므로 현지 체류기간이 길지 않다면 운행이 어려운 편
-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Underground 및 Overground)가 매우 촘촘히 구
성되어 있으며 특히 Zone 1~2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다만, 런던 교통은 운행연기·중단등 변수가 수시로 발생하며, 도로가 통
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탑승 전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체
크해야 함. 심지어 운행 중인 버스가 갑자기 노선을 바꾸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므로 버스 탑승 중에도 Diversion 안내를 유심히 들어야 함

- 6 -

❍ 주택임차 및 비용(기숙사와 외부숙소의 장․단점 비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런던의 주거비용은 대한민국의 주거비용을 훨씬 상회
하며, 흔히 분류하는 Zone (1~6)과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가 천차만별
- 일반적으로 영국인은 주택생활을 선호하지만, 런던 Zone1의 센트럴은 주거비가
매우 비싸므로, 현지인을 포함한 런던 시민에게는 Flat이라고 불리우는 주택·
아파트를 공유(Sharing)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집 한 채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방은 개인별로 사용하지만 주방·화장실은 공유)
- 런던 중심지에 소재하는 대학교는 ‘캠퍼스’의 개념이 없으며, 몇 개의 건물이
모여 대학을 이루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SOAS는 Bloomsbury라는
거리를 중심으로 UCL 등 University of London을 이루는 대학교들과 같이 위
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런던은 한국과는 달리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가 거의 없
거나, 민간 기숙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대학교 주요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다양한 사설기숙사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
며, 런던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사설기숙사를 찾아볼 수 있음
- 다만 기숙사는 일반적인 Flat share에 비해 비용이 비싼 편이며, 주거형태도
협소하고 불편한 편임.
- Flat을 구하기 위해서는 Viewing이라고 불리는 사전 답사가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집을(지낼 방을) 미리 둘러보고, 집주인과 이미 지내는 세입자들과 만나
게 됨.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나 기존 세입자들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계약 시에는 1년 계약에, 보증금으로는 1달치 방세를 미리내는 것이 일반적임.
상황에 따라 전 집주인의 보증편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1년 미만으로
지내는 경우 선택지가 제한되게 됨
- 센트럴 Zone1 지역에서는 주거비용은. 플랏 쉐어(아파트 등에서 방 한칸만 사
용, 나머지는 공유)에 매월 800 ~ 2000 GBP 정도, 스튜디오(한국식 표현으
로는 화장실과 싱크대가 포함된 원룸)에 매월 1500~3000 GBP 정도 소요되
며, 기숙사는 다인실·개인실·스튜디오등 형태에 따라 다르나 800 ~ 4000GBP
까지 천차만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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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소개
- 영국은 국가의료보험이 세계 최로로 시작된 곳으로, NHS(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불리우는 국민보건서비스 기구는 전국민에 대한 무료·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영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의
하나임
-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대응하는 홍보문구를 ‘NHS를 보호하자’로 잡아,
NHS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코로나19 예방에 활용하고자 하였음 (Stay
home, Protect the NHS, Save Lives), 각 지역별 진료소인 GP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부유층 또는 왕족의
경우도 대외적으로는 GP와 NH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별도 사설 의료
기관들이 있으나 이는 높은 비용이 소요됨)
-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필수적으로 연400GBP 정도의 NHS 비용을 부담해
야 하지만, 영국인과 같은 수준의 국가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
며, NHS 이용을 위해서는 신분증에 준하는 BRP를 발급받은 후, 지역별
거점 GP (일반진료소)에 등록해야 함.
- 다만 NHS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는 수 일에서 수 주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 진료를 기다리다가 병이
낫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며 이로 인해 약국 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일반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 GP나 NHS에서도 필요한 약 처방·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위급한 경우 Walk-in 진료를 통해 진료 가능하나, 한국의
응급실과는 다르게, 실제로 응급하지 않은 경우 NHS 응급실에서도 몇시
간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함.

❍ 세금(Tax)

- 집을 계약하고 주거하는 경우 Council tax를 내야하나, Tier4 학생비자
발급자의 경우 세금이 면제됨. 이 외에 특별한 직접세 납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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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객(FIT) 맞춤 신관광 전략 개발 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국제관광산업
UN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국제관광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8년 국제관광객은 1,403
명으로 전년 1,323백만명 대비 6%이상 성장했으며, 2017년 국제관
광산업은 1.6조 달러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UNWTO에서 전망하는 2030년의 국제관광객 규모는 18억 명
에 달한다. 이는 강원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원도는 올림픽 이
후 새로운 발전동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 분야는 전통적
인 강원도의 강점이자 발전시켜 나가야할 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
이다. 강원도는 유려한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주요 관광·여행장소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러한 강점이 국제관광객을 유인하는데 경쟁력이 있을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강원도의 관광마케팅과 관광
콘텐츠가 과연 국제적인 관광시장과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지 세
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개별관광객과 정보획득, 강원도 현황
2018년도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와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83%가 개별관광객(Free independent
Tour)이며, 이 중 단 7%만이 강원도에 방문했다. 또한 이들의 체류
기간은 2.16일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통계 결과로 크케
세 가지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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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세계적으로 관광·여행의 주종은 개별관광이라는 점이다.
통신기술과 국제교통의 발달로, 개별관광은 국제관광의 주요 형태
가 되었다. 더 이상 관광객들은 관광·여행회사가 비대칭적인 정보
접근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여행상품을 활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여행업의 시초라고 불리는 영국의 Thomas Cook 이 파산하게
된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관광객은 개별적으
로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어떤 여행지를 향할지, 어떤 교
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떤 음식과 어떤 체험을 할지, 모두 직접 결정
하고 실행한다.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다양한 형태의 개별관광이 국
제관광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된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관광산
업 또한 이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개별관광에 대한 선호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를 위한 각종 정보공유 커뮤티니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
에 발맞춘 여러 사기업들의 대응 또한 활발하다.
둘째로는, 2018년 국제관광객의 단 7%만이 강원도에 방문한 사실
은, 국제 관광객이 강원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거나, 다른 관
광지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로는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앱(31.1%), 친지·친구·동료(22.5%),
자국의 인터넷 사이트·앱(18.9%), 한국의 여행 관련 사이트·앱
(5.3%) 순이며,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방문지 정보
30%, 교통 24.3%, 맛집 14.5% 순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개별관과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 관광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판단
하기 위해, 국제관광객이 가장 많이 정보를 입수하는 글로벌 인터
넷 사이트·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트립어드바이저(월 4.5억 명이
방문하는 전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정보 사이트)의 관광정보량을 분
석한 결과(2019.1월 기준) 춘천 35개, 강릉 45개 정보를 표시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세계적인 관광지의 관광정보량은 도쿄는 5,501
개, 런던 2,027개, 베이징 1,618개, 뉴욕 1,173개, 서울 845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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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이 도시들의 경우, 현지 당일투어·체험 등 체류형 관광
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상품이 다수 포함되었던 점에
비해, 도내 춘천시와 강릉시의 여행 정보는 일부 여행장소(남이섬,
경포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를 통해 대
한민국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들은 강원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
기 어려우며, 이는 강원도를 방문하지 않는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개별관광객 유치 정보의 부족은, 인식 부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한
국인의 외국여행에서는 단체 관광·계획된 관광이 보편적이었고,
특히 강원도를 방문하는 국제관광객은 대부분 인접 국가(중국·일
본)의 단체관광객이었기 때문에 관광정책의 주요 결정집단에게는
개별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관광정보 접근성은 여행지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관광정보가 부족한 경우 여행 계획 단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직결한다. 또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여행정보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정보가 적은 도시는 더 적
은 국제관광객이 방문하게 되며 이는 적은 여행정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에 변환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강원도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로는, 강원도에 방문한 외국인이 평균 2.16일 체류한다는 점에
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체류형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 및 2017년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비교했을 때,
2018년 외국인 관광객 전체(개별ㆍ단체 포함)의 9.7%가 강원도를 방
문했으며, 방문지는 춘천(남이섬) 62.5%, 대관령ㆍ강릉ㆍ평창(올림
픽) 23.7%, 설악산 12.6%, 스키장 10.6% 순이었으며, 2017년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가 춘천(남이섬) 66.9%, 설악산 16.9%, 스키장
13.5%, 강릉 8.7% 순으로 방문했다. 201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
광객 비율 변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은 춘천(남이
섬)에 단편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으로, 2017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만이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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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방문했지만 이는 전국 시도별 6위에 달하는 점이다. 춘천(남이
섬)은 서울과 인접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더 많은 외
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지만, 그 관광객을 체류시킬 매력적인 콘텐츠
가 많지 않기에 체류일이 전국 최하위에 그치게 된 것이다. 서울과
의 인접성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여행지에 대
한 여행정보 부족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측정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즐거운
여행을 하였는가?’ 그리고 ‘다시 방문하거나 주변에 추천할 의사
가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보다 많은 여행객
확보, 보다 많은 관광지 개발, 보다 많은 관광정보 제공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관광산업의 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국제관광객을 모집하
게 되는 것은 오히려 강원도 관광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강원도 관광콘텐츠에 대한 재점검
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또한 관광콘텐츠는 상대적인 점
을 명시해야 한다. 강원도는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내국인들에게는
여행지ㆍ휴양지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지만 그것이 그대로 국제관광
객에게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결론내려서는 안된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관광콘텐츠와, 세계적인 국제관광객의 선호도 추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관
광자원ㆍ콘텐츠를 국제관광객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ㆍ발전시키고
홍보해나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국제관광객 유인이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리고 이런 유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체류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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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관광산업의 성장에 대응해, 강원도는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콘텐츠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보다 많은 국제관광객이 보다 많은 강원도 관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객이 정보를 입수하는 주요 경로인 글
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 Online Travel Agency)를 활용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글로벌 OTA의 대표적인 예로는 앞서 언급한 ‘트립
어드바이저’나 ‘구글 맵스’가 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2019.1월
현재 6억 건 이상의 여행자 후기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 사이트로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전세계 여행자들의 여
행정보와 여행후기가 관광상품 간 경쟁을 이끌어 낸다. 또한 우수
하게 평가받은 호텔ㆍ음식점 등은 트립어드바이저의 인증 마크를
가게 전면에 내세워 홍보할 정도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다. 구글
맵스는 구글의 지도 서비스로서, 트립어드바이저와 마찬가지로 각
종 여행지ㆍ호텔ㆍ음식점 등의 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 중심
이기 때문에 여행지에서의 교통 정보 확인(필요한 교통수단, 소요시
간, 실시간 교통 변동상황 등)하는데 유용하므로, 전세계의 국제관
광객이 애용하는 여행 애플리케이션이다. 앞서 제시한 한국관광공
사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정보 입수
경로 :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앱(31.1%), 친지·친구·동료(22.5%),
자국의 인터넷 사이트·앱(18.9%), 한국의 여행 관련 사이트·앱
(5.3%) 순), 이런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강원도
관광정보 제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될 수 있다.
둘째로, 국제관광객의 긍정적 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험형 콘
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 주요 여행지에서는, 개별여행객들
이 참여할 수 있는 현지 체험·투어 형태의 관광상품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관광객이 개별 정보 획득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현지의 세부적인 여행내용을 기획하고 모객함으로써, 개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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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에 단체관광의 장점을 접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변 자전거
투어(자전거 대여와 가이드의 안내를 통한 해변 주요 관광지 안내,
해설이 포함), 쿠킹클래스(현지인이 제공하는 특산물 및 요리 체험),
시가지 야경투어(도시의 주요 야경 포인트를 다니며 해설 및 각종
거리음식 체험), 시장투어(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장을 방문해서, 개
별적으로 방문했을 때 접하기 힘든 새로운 물건·요리 소개, 단체
로 체험하므로 여러 가지 음식을 체험하기) 등이 있다. 이런 현지
체험·투어는 단체 패키지관광과 달리, 상황에 따라 현지에서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고, 일반적으로 한나절에서 2일 정도 소요
함으로써, 개별 여행 중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이 개별관광객에
게 매력적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인접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관광객(미주권·유럽권 등)에게 생소한 문화권이며, 언어접근성
이 낮기 때문에, 개별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실질적인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에 어려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여행지역을 벗어나면, 한국어 사용 없이는 국제관광객의 여행·체
험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여행지가 전역에 분산되어 있
는 점에서 도시여행에 비해 언어적인 한계가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관광객에 적합한 언어로 제공되는 현지 체험·
투어가 관광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바로
‘즐거운 경험’과 ‘체험현 관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재방문의사, 긍정적 후기, 체류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관광객 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이리얼트립’이라는 국내
OTA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주로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인
을 대상으로, 한국인 가이드가 진행하는 외국 현지 투어·체험상품
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약 40만 건의 후기가 등록되어 있다
(2019.1월 현재). 마이리얼트립은 매출액이 2015년 40억 원에서 2018
년 1300억 원으로 4년간 무려 325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여
행객의 선호 또한 현지투어·체험위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이라
고 할 수 있다. 결국 관광콘텐츠 개발과 체험·투어 상품 개발은
국제관광객은 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치에까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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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글로벌 OTA (트립어드바이저) 연구
연구배경
기술 발전을 통한 관광산업의 세계화는, 관광산업이 국제 경제에
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도록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국제관광산업
의 급격한 성장은 각 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
고 있다. 필연적으로, 관광·여행산업의 기업들은 급변하는 관광산
업에 적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경영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트립어드바이저’는 사용자의 평가·후기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구성하는 독특한 경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되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경영전략과
그 경영전략이 도출된 국제관광산업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강원도가
국제관광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글로벌
여행 사이트·앱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경영전략
트립어드바이저는 사용자(여행자)의 정보·후기를 기반으로한 여행
정보 플랫폼이다. 트립어드바이저의 연간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1),
트립어드바이저는 860만 개에 달하는 여행지·숙소·음식점·현지
투어 등 여행정보(특히 140만 개의 호텔·BnB 등 숙박정보, 84만여
개의 대여공간, 520만 개의 음식점, 120만 개의 여행 액티비티·경
험 정보를 포함)에 대해 8억 5천 9백만 개의 사용자 후기·평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28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
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2018년
트립어드바이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여행 정보 서비스로,
월간 약 380만 명의 총 사용자 2)가 이용했다고 분석된 바 있다.
1) TripAdvisor, Inc. (2020). 2019 10-K form. http://ir.tripadvisor.com/financial-information
(accessed 4th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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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트립어드바이저는 다양
화·사업확장을 통해 현재 국제 관광산업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Hagui3)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는 ‘다면화된 플랫
폼’ (Multi-sided platforms, MSPs)으로서, 둘 이상의 고객 또는 참
여자 집단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중개함으로써 가
치를 창출하는 기술 또는 상품·서비스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수요 집단과
공급 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은 근본적인 영역의 두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구
성요소가 거래하기 전 검색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과,
거래 중에 이루어지는 중복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4). 트립
어드바이저는 이런 플랫픔 비즈니스의 특성을 활용해, 누적된 사용
자 후기·평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데 성공하였으
며, 이를 통해 글로벌 OTA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다.

관광산업의 환경 분석
진보된 기술을 통해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짐으로써, 세계화는 세계
곳곳, 거의 모든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는 경영환경
을 더욱 급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핵심이 되는 경
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자들과의 심화된 경쟁 속에
세계화에 적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 뿐만 아니
라 각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과 관련이 깊다.
강원도의 국제관광산업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제는 세계 곳곳의
경쟁자들(다양한 관광도시와 이를 발전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급변
하는 국제관광시장의 정세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2)

Hwong,
C.
(2018)
The
10
Most
Popular
Travel
Services,
Verto
Index.
https://vertonanlytics.com/verto-index-travel/ (accessed 4th March)
3) 2015, cited in Uenlue, M.(2017), The Complete Guide to the Revolutionary Platfrom
Business
Model.
https://www.innovationtactics.com/platform-business-model-canvas
(accseed 4th March 2020)
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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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은 여러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인 포터가 제시한 5가지 경쟁요소 모델 5)과 PEST 분석
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포터에 따르면, 5가지 경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총체적인 시야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6) 변
화를 이끄는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신속하게 이용하하는 것
이다. 또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
내거나 심지어 경쟁요소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방식은 산업환경의 경쟁과 기업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
는 다음의 다섯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7). (1) 새로운 진입자의
위협, (2) 대체재의 위협, (3) 수요자의 협상력, (4) 공급자의 협상력,
(5) 현 경쟁자들과의 경쟁.

또한 ‘PEST’분석도 일반적인 경영환

경 분석법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1) 정치적(Political), (2) 경제적
(Economic), (3) 사회적(Social), (4) 기술적(Technological)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법은 정적인 분석법인 포터의 5가지 경쟁요소
분석법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관광산업의
역동적인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관광산업의 환경변화를 분석(특히 트립어드바이저를
중심으로)해보면, 우선 중간 단계의 ‘신규진입자 위협’이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더 많은 관광정보들이 온라인
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은 해당 국제관광산업의 신규진입
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와 누적된 사용자 후기·평가를
기반으로 강력한 신규진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알고리즘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트립어드바이저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주요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판
5) Porter, M.E. (1996) “What it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1996.
6) 상동
7)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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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한 예로, 구글은 이미 자사의 독자적인 항공 검색 플랫폼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것은 트립어드바이저
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OTA에게 큰 경쟁상대가 되었다. 또한 후
발 진입자들은 큰 비용소요 없이, 기존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함으로
써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
쟁대상인 오프라인 여행사,

여행정보 서비스(여행잡지, 여행도서

등)는, 더 이상 과거처럼 관광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

‘Thomas Cook’의 몰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행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정보통신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획득은 국제관광산업의 지형
을 뒤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여행사의 신규진입
으로 인한 위험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 분석결과들은 강원도가
독자적인 앱·사이트 개발을 통해서는 거대화 되는 국제기업의 기
술과 사용자접근성과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둘
째로는, 현재로서는 ‘대체재의 위협’은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IT 기술 사용에 익숙해
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여행·관광정보 획득에 더욱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어떻게 이동할지,
어떤 것을 경험할 지에 대해 더 많은 온라인상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Thomas Cook의 사례와 같이, 전체 여행계획
을 제공하는 기존의 여행상품은 몰락하고 있다. 셋째로는, 구매자의
협상력은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광산업에서 여행자들은 쉽
게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들은 트립어드

바이저를 통해, 파편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드는는 검색비용(검색
에 필요한 노력이나 자원,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을 절감하는데 만
족하고 있지만,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여행·관광
정보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방향의 수요자로서의 음식점·호텔 등 정보제공자도 마
찬가지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수
요자의 협상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에
도 트립어드바이저가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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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용자 후기·평가와, 트립어드바이저의 이미지가 지니는 명성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로, 공급자의 협상력도 강력하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감안할 때, 여행자(특
히 온라인 여행정보 사이트 이용자)는 여행 정보의 수요자이자, 후
기·평가를 통한 여행 정보의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여행자들이 후기와 평가를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
는 온라인 OTA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주 사용 서비스를 바꾸
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구매자의 협상력이 강력하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음식점·호텔 등의 경
우 이러한 사용자 집단보다는 다소 약한 구매자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관광객 대상 마케팅을 위해서는 온라인 글
로벌 OTA 활용이 필수적이며, 그 외 오프라인 여행정보 서비스로
마케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 경쟁자
들과의 경쟁도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트립어드바이저가 사용자
후기·평가의 축적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를 모방한 글로벌 OTA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타 사의 경우
지역 내 사용자까지 수요·공급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오프라인 여행사의 수요 또한,
중·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4가지 방식의 PEST 분석을 통해서도 관광산업 변화의 동적
인 측면에 대해서 평가해볼 수 있다. 첫째로,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
를 분석하자면, 긍정적인 국제관광산업 성장과 국제관광객 증가에
반대되는 변화 또한 존재한다. 과잉 관광(Over tourism)은 과도하게
몰리는 관광객으로 발생하는 소음·혼잡 등의 문제로 관광지 주변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침범받는 현상을 말하며, 자연
환경·역사적 유산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잉관광 문제는 세계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점
점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는 관광 반대(Anti-tourism)의 움직
임이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포착되고 있다. 또한 현재 미·중간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발생된 자국주의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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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관광객이 예상
처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
면을 분석하면, 국제관관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전체 산업구조에 점
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8) 국제관광으로
인한 수출 수입이 재화 수출로 인한 것보다 7년 연속으로 더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다
른 산업·분야에서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출 다변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에 따라 국제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
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여행 트렌드의 변화와 온라인 정보에의 의존성이 커짐
에 따라, 더 많은 국제관광 수요, 온라인 여행정보 수요가 예상된
다. 특히 소셜미디어(흔히 SNS라고 불리는 온라인 소통 채널)의 확
산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국제관광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여행객들은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데 열광하고 있으며, 이는 ‘인
스타그램에 올릴만한(Instgramble)’이라는 수식어로 대변된다. 기술
발전의 측면을 분석하자면,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국제관
광산업 성장과 온라인 여행정보 서비스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글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와
후발 스타트업 서비스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이러한 관광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우
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 트립어드
바이저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념을 정
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9)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완벽
한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고, 경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
8)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9),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19 Edition,
Madrid:UNWTO
9) TripAdvisor, Inc. (2020). 2019 10-K form. http://ir.tripadvisor.com/financial-information
(accessed 4th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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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현재 트립어드바이저는 크게 다음 4가지의 사업기능을 중심으
로 경영되고 있다. (1) 사용자 후기·평가를 토대로 한 여행 정보
제공, (2) 여행정보 비교 툴 제공, (3) 여행 정보 메타 서치 엔진(여
러 웹형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한 데 모아 제공), (4) 예약 지원(호
텔·음식점·여행상품 등). 트립어드바이저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들이 국제적으로 확장·성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여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사용자의 후기·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로서의 역할 등 사업을 다각화
했으며, 이는 핵심 경쟁가치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략
이었다. 또한 ,2014년에는 ‘Viator’와 같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인
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구체화된 트립어드바이저의 전략은 연간 보고서에 잘
나타나는데 10) 이는 다음과 같다. (1) 여행 계획 수립과 여행사이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2) 고객(사
용자)과 플랫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멤버십 확대, 모바일 앱 및
전체적인 재사용율 확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3)
고객과 공급자들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투자하는
것, (4) 제공 상품·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여행 파트너사와의 관계
를 강화하는 것, (5) 호텔 B2B 서비스, 미디어 광고, 체험상품·음식
점 등 특수한 사업 분야를 통한 여행 산업 확대에 투자 및 성장 도
모, (6) 기술력과 경영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 (7) 필요 시, 전략적인
인수를 실행하는 것.
강원도 시사점
이와 같은 국제적 선도 OTA의 경영전략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전
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 이는 강원도가 앞으로 경쟁해 나가
야 할 ‘국제관광산업’의 지형도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위에서 분석한
상황과 다른 양상으로 여행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꼭
염두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향후 관광산업 변화에 대해 기민히 대응
해야 할 것이다.
10) TripAdvisor, Inc. (2020). 2019 10-K form. http://ir.tripadvisor.com/financial-information
(accessed 4th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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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관광 전망 및 분석
2020년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세계관광
기구 등 주요 연구기관의 2019년 국제관광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보
고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18년 국제관광 현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관광산
업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였다.
2018년 관광 현황 및 전망 (UNWTO 보고서 분석)
세계관광기구의 연간 보고서(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9),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19 Edition, Madrid:UNWTO)에 제
시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절 내에서는 인용·출처표기를 생
략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각종 현황과 분석점을 파악함으
로써, 국제 관광시장의 변화와 그 변화요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를 강원도 신관광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국제관광객은 2018년에 14억 명에 달했으며, 이는
국제관광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호황인 국제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따른 중간소득 집단의 관광 수요,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 지불 가능한 수준의 여행 비용, 편리해진 비자 발급
등에 따른 결과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으로 2030년
에는 국제관광객이 1.8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11) 또한
2018년에 관광산업으로 인한 수출액은 1.7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이는 2000년의 698백만 달러 12)에 비해, 약 20년 만에
100% 이상 성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광 산업의 경제적 효과
는 고용 창출과 기업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하였으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 수출액은 7년 연속으로 상
품 수출에 비해 더 급격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11)

World Tourism
Madrid:UNWTO
12) 상동

Organization(2001),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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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2030,

Global

Overview,

소득 증대 효과는 효율적인 관광지 경영(강원도의 사례에 빗대자면,
신관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과 관광산업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렇듯 관광산업 정책·경영의 중요성은 어
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이
중요한데, 관광산업의 주요한 변화요소인 디지털화, 혁신, 개선된 접
근성,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광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안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관광 현황 개요
2018년의 국제관광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괜찮은 경제적 환경 : 2018년 세계 GDP는 3.6% 성장했으며, 낮은 금
리와 비교적 적정한 정도의 환율 변동이 있었다. (2) 항공기를 통한
여행의

강세

:

국제항공운수협회(IATA)에

따르면,

유상운송거리

(RPKs)가 6% 증가했으며(더 많은 항공 여행객을 시사함), 도시간 항
공연결편이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2만 쌍의 도시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유류비와 요금(요금은 1998년에 비해 약 60%
감소된 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3) 여행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디
지털 기술발전 : AI 기술은 고도로 개인화된 고객(여행자) 경험을 제
공하고 경영 성과를 개선시켰으며, 보다 더 많은 관광지에서 관광객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관광흐름 측정을 도입했다. (4) 용이해
진 비자 발급 : e비자와 도착시 비자발급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비자
발급이 축소되고 있다(전체 인구 대비, 1980년 75% 정도에서 2018년
53% 정도) (5) 사회적 변화 :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 운용,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관광산업
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적인 산업이다.
또한, 국제여행자들의 여행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다. (1)
변화하기 위한 여행 :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진짜 그대로’와 ‘변
화’에 대한 요구, (2) 보여주기 위한 여행 : 인스타그램에 올릴만 한
장면과 경험과 여행지, (3) 건강한 삶을 위한 여행 : 산책, 건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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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여행, (4) 접근경제의 성장(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개념과 유사
하며, 에어비엔비, 우버 등과 같이 상품에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지
불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5) 나홀로 여행의 증가와 여행객의 연령
다양화 :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6)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

지역별 현황
관광객

관광수입

대륙
실적(명)

전년대비

실적(USD)

전년대비

America

216 million

+2%

334 billion

-

Eurpoe

710 million

+5%

570 billion

+5%

Asia and the Pacific

348 million

+7%

435 billion

+7%

Africa

67 million

+7%

38 billion

+2%

Middle East

60 milliion

+5%

73 billion

+4%

국제관광객 수는 전체 대비 유럽이 약 50%, 아시아·태형양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은 전체 대비 유럽이 약 40%, 아시
아·태평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으로 미주권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큰 폭의 국제관광객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여행의 목적과 이동수단
여가·흥미·휴가를 위한 여행이 국제 관광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친지방문·건강·종교 등을 목적으로 한 여행은 27%, 출장은 13%,
기타 4%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가·흥미·휴가를 위한 여행은 중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여행 동기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 총 50%에서 2018년에 56%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 이동수
단은 항공이 2000년에 46%에 비해 58%까지 성장했으며, 이에 반해
지상 교통수단은 49%에서 39%까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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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순위
관광객 수 Top 10

관광수입 Top 10

국가

실적(명)

전년대비

국가

실적(USD)

전년대비

프랑스

89 million

+3%

미국

214 billion

+2%

스페인

83 million

+1%

스페인

74 billion

+4%

미국

80 million

+4%

프랑스

67 billion

+6%

중국

63 million

+4%

태국

63 billion

+5%

이탈리아

62 million

+7%

영국

52 billion

+2%

터키

46 million

+22%

이탈리아

49 billion

+7%

멕시코

41 million

+5%

호주

45 billion

+11%

독일

39 million

+4%

독일

43 billion

+3%

태국

38 million

+8%

일본

41 billion

+19%

영국

38 million

-4%

중국

40 billion

+21%

국제여행객 방문, 국제여행 수입순으로 10개의 나라를 분석한 결과,
10개 나라중 8개 나라가 방문객 수·수입순에서 모두 최고 10위 내
를 기록하였다. 다만 미국의 관광수입이 여행객 대비 높게 산출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환율 기준
(USD), 여행 형태(라스베이거스 등), 산출 기준 등에 따른 차이에 따
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럽 지역 상세 현황
유럽 내 소지역

관광객 수 변화(전년대비)

관광객 수입 변화(전년대비)

남부·지중해 유럽

+8%

+7%

중앙·동부 유럽

+5%

+9%

서부 유럽

+4%

+3%

북부 유럽

+1%

+1%

2018년은 9년 연속 여행객수·수입이 증가한 해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었다. 남부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은 두 자
릿수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크로아티
아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터키는 환율의 이점을 바탕으로 지속적
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은 몇 년 간의 괄목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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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중앙·동부유럽은 유럽 전체의 평
균 정도의 성장을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와 중국인 여행객 증가(용이해진 비자 발급에 따른)가 큰 성장을
이끌었다. 서부 유럽에서는 벨기에의 회복세·네덜란드의 강세가 성
장의 주요 원동력이었으며, 북부 유럽에서는 지역에 따라 혼합된 결
과가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세 현황
아시아·태평양 내

관광객 수 변화(전년대비)

관광객 수입 변화(전년대비)

극동 아시아

+6%

+9%

남부 아시아

+19%

+10%

동남 아시아

+7%

+5%

오세아니아

+3%

+7%

소지역

구매력 상승과 항공편 연결, 용이해진 비자 발급이 지역내, 지역 외
에서의 여행객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남부 아시아에서는 이란·네
팔·스리랑카·인도가 주요 여행지였다. 극동 아시아에서는 성공적
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여행산업 성장세를 회복했으며,
아시아에서 3번째로 인기 있는 여행지인 일본은 여행객 3천 만 명을
돌파했으며, 예년 대비 70억의 여행 수입 증가가 있었다. 또한 일본
은 2019년 럭비월드컵,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홍
콩-마카오 등을 잇는 The Greater Bay Area 연결이 시작되기도 하
였다. 남부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을 위시로 한 대부분의 여행지가 큰
성장을 보였으며, 중국인과 인도인의 해외 여행 증가가 주요 원인으
로 꼽혔다. 남부 아시아의 최대 여행지인 태국은 예년 대비 3만 명의
여행객 수, 6십억 달러의 수입 증가가 있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여
행산업 성장은 호주가 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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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지역 상세 현황
미주 지역 내 소지역

관광객 수 변화(전년대비)

관광객 수입 변화(전년대비)

북부 아메리카

+4%

+0%

카리브 제도 지역

-1%

-1%

중앙 아메리카

-2%

+1%

남부 아메리카

+1%

+3%

북부 아메리카 지역은 미주 지역 방문의 2/3에 달하며, 멕시코와 미
국의 좋은 여행산업 성적을 보였다. 남부 아메리카 지역은 2017년과
더불어 혼합된 결과를 보였으며, 아르헨티나의 근접국가 여행이 감소
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화폐가치 약화로 아르헨
티나를 향한 여행객은 증가하였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관광객 수가
감소했지만, 벨리제·엘살바도르·과테말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
였다. 카리브 제도 지역 또한 혼합된 결과를 보였는데, 도미니카 공
화국과 자메이카에서는 성장세를, 다른 지역에서는 2017년의 태풍으
로 인한 피해와 여행객 감소가 복구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아프리카 상세 현황
아프리카 내 소지역

관광객 수 변화(전년대비)

관광객 수입 변화(전년대비)

북부 아프리카

+10%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

+1%

튀니지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모로코의 성장세로 북부 아프리카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레위니옹·카보베르
데·코모로·모리셔스·세이셸에서는

성장세를

보였고,

케냐·토

고·우간다·코트디부아르·짐바브웨에서는 안정된 국내정세와 항공
편 확대로 인한 성장이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남
아프리카공화국은 환율강세와 케이프타운의 가뭄 문제로 일부 작용
하여, 예년에 비슷한 수준의 여행수입·여행객 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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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세 현황
지역

관광객 수 변화(전년대비)

관광객 수입 변화(전년대비)

중동

+5%

+4%

일부 지역에서는 여행산업은 주요한 산업기반인데 반해, 석유 생산
국들은 최근 여행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는 독일·이탈리
등 여행객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 수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요르단과
레바논 또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중동 내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UAE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세를 기록했
으며, 카타르는 비자 발급 간소화(중동에서 가장 개방적인 비자 정책
을 도입)하면서 외교적인 위기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국 여행객 현황
국가

여행자 소비액(USD)

전년대비 증감(실질)

중국

277 billion

+5%

미국

144 billion

+7%

독일

94 billion

+1%

영국

76 billion

+3%

프랑스

48 billion

+11%

호주

37 billion

+10%

러시아

35 billion

+11%

캐나다

33 billion

+4%

대한민국

32 billion

+1%

이탈리아

30 billion

+4%

프랑스, 러시아, 호주 여행객의 소비액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중국
은 예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1/5 수준).
중국의 14억 인구 중 10%에 달하는 인구가 해외 여행을 하고 있으
며, 2027년까지 여권소지자가 중국 전체 인구의 20% 정도에 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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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국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의 비율은 전체 여
행객 대비 유럽 48%, 아시아·태평양 26%, 미주 17%, 중동 3%, 아프
리카 4% 순이며, 여행객의 4/5는 같은 지역 내에서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의 여행산업 현황
세계관광기구의
UNWTO

Briefing

보고서(World
Note

–

Tourism

Tourism

and

Organization
COVID-19,

(2020),

How

are

countries wupporting tourism recovery?. Madrid:UNWTO)에 따른 각
국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도내 관광산업 회
복을 위해 강원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결정의 토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 또한 이전 절과 마찬가지로, 해당 절 내에서
출처·인용 표시를 생략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세계의 여행산업에 큰 위기를 유
발했다. 국제 여행객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에 –22%에 달
하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 추세로는 연간 여행객 감소 수준
이 –60%에서 –80%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
행의 영향은 각 나라별로 다른 시점에 다양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억제를 위한 국가적 봉쇄조치와
광범위한 여행규제, 국경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
산업에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코로나19 대유
행의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고용과 관련된 여행산업에 국가적·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관광기구는 각국 정부·조직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220개 국가·지역의 온라인 현황판을 구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각 국가의 여행산업 회복을 위한 주요 대응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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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대응방안
각국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적 통화 대책을 통한 경제부양책과 고용 대책을 도입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된 대응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고용 안정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여행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산
업이며,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응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유행 상황의 지속과, 여행산업 맞춤 지
원책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각 국에서 여행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특히 여행산업이 단순히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
가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해결요소는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민간의 협력 모델이
며, 위원회·TF 조직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에서의 이해관계자 참
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책과 더불어, 2020년 5월 중순부터는 많
은 국가에서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국내여행 활성화부터 여행산업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 투입과 통화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고용 안정을 도모했으며, 특
히 타격이 심한 여행산업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220개 국가·지역 중 167개 국가가 코로나19 충격 완
화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144여 개 국가
에서 국가재정 투입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100여 개 국가에
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산업 재개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여

행산업 노동자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이 긴급하게 도입되
었으며, 일시해고·실직자를 지원하고자 훈련·기술개발(특히, 여행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등)과 노동자 재교육 등의 정
책을 도입했다. 또한 이를 위한 공공-민간 또는 공공-공공 간의 협
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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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행을 중심으로 여행산업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세계
관광기구는 여행산업의 보호를 위해 3가지 대응방안(위기관리 및
영향 완화 → 부양책 및 회복세 가속 → 향후 대응을 위한 준비)을
권고하고, 다음과 같은 ‘여행재개를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안전하고 빈틈없는 국경관리(항공·해역·지상) 지
침, (2) 민간 영역에서 대응지침, (3)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지침,
(4) Hospitality 산업의 대응지침, (5) 여행사 등의 대응 지침, (6) 회
의·행사 지침, (7) 관광지의 대응 지침, (8) 여행지 관리·경영 지침.

강원도 시사점
세제혜택·재정투입 등은 국가적인 합의·정책결정이 필요한 내용
이나, 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영업(특히 여행산업)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취약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도내 여행산업 보호정책들은 코
로나19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코로나19로 피해로 인한 여행업계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의 감소
에 대비하여 관련 노동자들의 재교육·직업 알선 등 보호대책이 시
급하다. 이를 통해 도내 여행산업의 기반을 보호하며 향후 코로나
19 완화 또는 종식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
회는 추후 도내 여행산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제여행 재개
시 국제 여행객 모집에 필요한 대책(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을 위
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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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관광정책 연구
제도적 측면
영국의 관광정책은 거버넌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관광정
책은 해당 소관부처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서(DCMS,
Dem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s)와, 정부관계기관
인 VisitBratain/VisitEngland (Britain tourism authority board)의 협력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런던시의 경우 런던시와 London&Partners
(VisitLondon을 운영한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
국에서 운영하는 VisitBratain에서는 각국 여행객 동향에 대한 상세
한 분석을 토대로 관광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강원도 또한 이러
한 세부적인 여행객 동향을 파악한다면, 여행객 마케팅에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내 여행산업에서
각국 여행객을 마케팅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VisitBratin에서 분석한 각국 여행객의 동향을, 직접 활용
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VisitBratin의 보고서는 13) 국가별 영국 여
행객에 대한 통계자료, 국가별 여행객의 영국에서의 경험과 인식,
국가별 여행객 시장에 대한 이해, 관련 여행산업을 위한 정보 등으
로 나뉘어 분석되고 있다. VisitBratin의 분석틀에 대해 파악해보고
자, 각국 보고서 중 대한민국에 대한 분석자료를 살펴보았다.

국적별 여행객 통계자료
첫 번째 챕터인, 각 국적별 여행객 통계자료는 각종 통계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
국 여행객에 대한 내용이다.
- 2018년에 161,000명의 대한민국 여행객이 영국에 방문하였으며,
총 134 million GBP 소비하였다.
- 2014년·2015년은 대한민국 여행객의 방문과 소비액이 최고를 기
록했으나, 2018년에는 감소하였다.

13) https://www.visitbritain.org/markets/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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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트렌드는 긍정적이다. 2008년 대비
26% 많은 여행객 수, 65% 많은 소비액을 기록하였다.
- 77%의 여행객이 휴가를 위해 방문했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의 평
균이 40%에 비해 두배 높은 수치이다.
- 런던은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이며,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한국인 여행객은 평균적으로 3일에서 5일정도 런던에서 체류했다.
(또한 이 방문객들의 체류 형태를 각각 호텔·호스텔 등 숙박형태에
따라 통계·분석하고 있다.)
- 3분기 방문객이 35%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는 20% 내외를 기록
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대비했을 때 비슷한 통계를 보임)
- 여성 여행객이 55%로 남성에 비해 근소하게 많으나, 이는 출장
목적의 여행객이 대부분 남성임에 따라 왜곡된 수치이다.
- 한국 여행객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나이가 어린 경향을 보인다.
- 여행객의 1/3은 25세-34세 집단이고, 또한 35-44세 집단이 두 번
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에 16-24세 그룹이 2017년부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 여행객은 대부분 나홀로, 또는 친구들과 영국에 방문한다.
- 또한 한국여행객 유치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
시하며 2019년 74%의 한국인 해외여행객이 아시아 내 국가를 방
문, 7% 내외가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미국이 일본·중국·베트남
을 이은 4번째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 영국은 2019년 한국여행객이 유럽에서 8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국
가이나, 2029년까지 여행객의 영국 선택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뉴질랜드를 향하는 여행객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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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여행객의 재방문율: 21%, 일본(49%), 중국(30%), 전체 평균(63%)
- 패키지 투어의 비중 : 비즈니스(18%), 휴가(13%), 친지방문(0%),

전체 평균

12%의 여행객이 패키지 투어를 이용해 영국 방문
- 영국 내 지역별 여행 비율·체류일
- 여행객들이 해변·교외지역에 방문하는 비율
- 영국 내 이동수단(버스·기차·택시·우버앱·렌트 운전 등) 비율과 그 이
동수단 예약 또는 현지 탑승 여부
- 나이별·성별별·여행목적별 다중 분석 및 동행자의 형태
- 한국 여행객의 출신지(시도별 비교로, 서울·경기가 약 80% 차지)
- 한국 해외여행객의 여행지별 방문비율(연도별 비교)

국적별 여행객의 경험과 인식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영국 방문 여행객이 경험한 것과 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여행객에 대한 내용이다.
- 쇼핑은 한국 여행객이 영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며,

그 다

음으로는 박물관·미술관 방문,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식사 순이다.
- 한국 여행객은 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며, 전체 평균에
비해 박물관·미술관 방문과, 가이드 투어에 관심이 많다. 또한
극장·뮤지컬·오페라·발레 등 공연을 관람하는 경향을 보인다.
- 대조적으로 휴가로 영국을 찾은 한국 여행객은 전체 평균에 비
해, 국립공원·정원·스포츠활동에 참여가 적은 편이다.
- 96%의 한국 여행객은 영국에 지내는 동안 환영받는다고 느꼈으
며, 98%는 다른 이에게 휴가나 여행을 추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한국 여행객은 영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2019년 조사에서 50개 국가 중 5위로 선정되었다.
- 영국을 휴가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문화적 매력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으며,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영국
을 선택하였다.
- 한국 여행객들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생각을 넓혀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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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선호하나, 경쟁 여행지(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은 영국에
비해 더 좋은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 여행객이 영국을 높게 평가한 부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 역사적인 장소, 스포츠경기 관람, 파티문화였다.

국가별 여행객 시장 동향 이해
세 번째 챕터에서는 국가별 여행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여행객에 대한
내용이다.
-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9개의 광역단체, 6개의 대도시, 서울
및 세종시로 구성되어 있고, 산악 지역이 영토의 70%에 달한다.
- 경기도에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인천이 이 지역
안에 포함된다.
- UN 인구 동향에 따르면, 한국 평균연령은 전세계 평균에 비해 높
으며, 중위연령이 44세로 추정(전세계 평균은 31세), 2040년까지
53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공서열에 따라 최대 25일까지의 연간 유급휴가를 받는다.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공서열에 따라 최대 25일까지의 연간 유급휴가를 받는다.
- 2019년 한국 여행객은 330만 회 이상의 국외 여행을 했으며,
2024년까지 380만 회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 2018년 정부에서 도입한 주52시간 근무제로 취미·여가시간을 즐
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 FIT(개별관광객)이 한국 여행객 시장에서 성장하는 주요 부문이
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사용량 때문이다.
- 안전·건강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여행지 결정 요소이며, 이는
고령의 여행객일수록 경향성이 강하다.
- 한국 여행객의 40%는 1달에서 2달 전 영국 여행에 대해 검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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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약하는 경향이 있다.
- 대부분의 여행객이 온라인으로 숙소 등을 예약하며, 스마트폰 앱
을 통해 예약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 여행 어트랙션이나 티켓을 영국 방문 전에 사전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사용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
보급에 적응력이 좋다. 또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의 소속 국가이다.
- 여행지 선정에 있어서, 온라인 정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타 여행산업을 위한 정보
마지막 챕터에서는 관련 여행산업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여행객에 대한 내용이다.
- 2/3의 한국 여행객은 영국에 항공편을 이용해 방문하며, 평균보다
높은 해저터널(런던-프랑스) 이용률을 보인다.
- 타 국가 여행객에 비해 영국 방문 전후로 다른 국가 방문이 많다.
- 런던-서울(인천)까지 3개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으며, 수용가능
한 좌석이 2009년에 비해 51% 증가되었다.
- 여행산업은 상당히 분화된 편이나, 2개의 대형 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한국 여행
시장에서의 중요 성공요소이다.
- 개별관광객 부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형 여행사 중 하
나는 이러한 부문 마케팅을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 한국 여행객은 여행 정보 획득에 굉장히 요령 있는 모습을 보이
며, 전통적인 여행사를 통한 여행 결정에도 마찬가지이다.
- 테마 투어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골프·트레킹
에 특화된 여행사들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
- 또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시 필요한 사항(에티켓, 문화적 소개,
휴일, 관련 정부단체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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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사점
앞서 살펴본 VisitBritain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영국은 국가별
여행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분석의 수준이 광범위하고 깊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수한 정책이란 우수한 분석에서 발생하는 것
이다. 수십개 국가에 대해 경험적 정보를 축적하고 정성적인 평가
까지 포함시킨 이 분석자료는 곧, 영국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사례가 유기적으로
개발된다는 결론의 방증이다. 그동안 선진국의 정책 분석은 주로
우수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보다 근본적
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처럼 우수사례가 나올 수 있는 배경 자체를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우
수 관광정책 사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여행
객 사례가 부족한 부분은 영국의 분석자료(또는 다른 국가의 분석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새로운 부문(segment)로의 마케팅에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이러한 분석틀의 우수한 부분을 받
아들이고, 강원도 현황에 집목시킴으로써, 각 주요 국가별 여행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도내 우수한 인적자원
과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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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연구 요약

서론을 통해 국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개별
관광객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 여행객 현황을 살펴보며, 강
원도의 개별관광객 유치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보 제공 방안 마련, 그리고
체험형 콘텐츠 개발의 두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개선방향으로 구
체화되었다.

본론에서는 이를 연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가지 대상에 대해 상
세히 분석하였다. 첫째로, 국제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
사하는 글로벌 OTA, 특히 트립어드바이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민
간 영역에서 기업이 관광산업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판단함으로ㅆ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평가·예측해보았으며,
성공적인 관광산업 기업이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
떠한 전략을 도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세계관광기구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국제적인 관광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연구
했다. 최근 세계관광산업의 트렌드와, 지역별 특성·변화를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대처방안
및 세계관광기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셋째로, 영국의 각국
여행동향 분석 사례를, 대한민국 여행객 분석자료를 중심으로로 검
토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이 도출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분석틀과 분석 결과에 대해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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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토대로 한 과학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신관광 전략 수립 방법의 결론은, 엄밀하고
체계적인 분석틀 접목을 통해, 우리 도가 처해있는 세계적 관광산업
경쟁에서의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관광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트립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OTA 활
용한 관광정보 제공방안, 각종 체험형 콘텐츠 개발방안은 최근 국
제관광산업의 현황을 봤을 때 반드시 강원도에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타 국가의 단편적인 사례를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우수사례들이 도출되는 과정,
즉, 각 조직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함으로써, 올바른 전략·정책을
수립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게 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강원도만의 독자적
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보고서를 마
친다. (1)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국제관광객과 국제 관
광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세계관광기구 등 세계적 연구기관
의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이를 토대로, 신관광 전략의
주요 마케팅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별 특성에 대해 경험적인 자료를 축적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VisitBratin 과 같은 세계 각국의
공개된 분석자료를 활용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3) 분석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유기적으로 국제관광 실현이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그 전략에 따라 세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
인 경쟁우위를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적으로 전략을 수정·개선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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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urism industry has been growing with globalization that mainly caused by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global economy.
According 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9, p.2), a specialized agency o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grew 5% in 2018 to reach the 1.4
billion mark” and “at the same time, export earnings generated by tourism have
grown to USD 1.7 trillion”. Compared to 698 million tourists in 2000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01), it demonstrates over 100% growth of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s only for a decade. Moreover,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1) has anticipate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s would reach 1.8
billion by 2030. This rapid growth has changed the geography of tourism
industry, which cause companies to face global high competition. Consequently,
tourism companies have to build up strategies to adapt to these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Especially TripAdvisor innovated themselves by being
unique with leveraging user-generated reviews and develop their platform
business model, which result in becoming the most popular travel information
service. This essay will examine the global strategy of TripAdvisor and how it
is successful within its business environment.
Globalisation
Globalization is regarded as ongoing process that has been increasing integration
of the world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which caused converging
global market and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Hill, 2014). Firstly, the
development of merged global market offers companies benefits from
standardization, despite their facing on severe competition and challenges of
localization to respond to still remained distinctiveness of each markets (Hill,
2014). Secondly, the process of production is widely dispersed around the world
for utilizing different price and quality of factors of production (Hill, 2014). This
transformation of the world is thought to have been caused by two main drivers;
the tendency of declining barriers disturbing free trade such as tariffs and legal
regulations, and th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such as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Peng and Meyer, 2016)
The theory of strategy and objectives
Hill (2014, p.380) claims, “A firm’s strategy can be defined as the actions that
managers take to attain the goals of the firm. For most firms, the preem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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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is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firm for its owners and its shareholders.”
In other words, to gain ‘profitability’ and ‘profit growth’, strategies is necessary
(Hill, 2014). And this strategies is explained by Michael Porter with ‘strategic
positioning’ between two ways; ‘low cost’ and ‘differentiation’ (1996). Porter
also claims strategy is often misapprehended as operational effectiveness, which
cause ‘competitive convergence’, and companies have to avoid this to gain
sustainability (1996).
Strategie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levels in which it is determined and
implemented; corporate, business or functional level. Each strategy is adopted to
achieve objectives of each layer. Firstly, corporate strategy is related to vision or
mission of company, which is the main purpose
strategy should integrate other levels of strategy
company. Secondly, business strategy is adopted
business units of a company, which is likely to

of
as
to
be

a whole company. This
a direction of entire
meet their objectives by each
more than one. Thirdly,

functional strategy is implemented through each functional department such as
operation, fin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
TripAdvisor and Platform business
TripAdvisor is the world’s most popular online travel information platform
based on reviews of users. According to TripAdvisor’s annual financial report
(2020, p.2), “TripAdvisor features 859 million reviews and opinions on 8.6
million places to stay, places to eat and things to do – including 1.4 million
hotels, inns, B&Bs and specialty lodging, 842,000 rental properties, 5.2 million
restaurants and 1.2 million travel activities and experiences worldwide”, which
has been launched in 48 markets and 28 languages by TripAdvisor, Inc. For
example, as of 2018, TripAdvisor was the most popular travel service in the
U.S. with almost 38 million monthly net users (Hwong, 2018). It has started its
business offering travel information since 2000, and become a major actor of
tourism industry with diversifying and expanding its business.
TripAdvisor is one of the ‘platform business’ which is becoming popular with
improvement of technology. According to Hagiu (2015, cited in Uenlue, 2017),
“Multi-sided platforms (MSPs) [platform businesses] are technologies, products or
services that create value primarily by enabling direct interactions between two
or more customer or participant groups”. Platform business promotes interactions
between demand and supply groups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to create its
value and profits (Uenlue, 2017). Hagiu states (2015, cited in Uenlue, 2017),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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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fundamental level, there are two types of basic functions that
[platforms] can perform; reducing search costs, incurred by the [platform’s]
multiple constituents before transacting, and reducing shared costs, incurred
during the transactions themselves.” TripAdvisor build a new demand network by
aggregating user-generated reviews and travelling information, which leads to
creating value and attracts supply side.
Business Environment in tourism industry
As globalization has permeated through the world with reduce of global
boarder and progress of technologies, it makes business environment changed
more intensely and frequently. Companies has faced high-competition among the
global competitors and necessity of responding to business environment to
maintain its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To analyz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utilizing, Porter suggests ‘The Five
Competitive Forces Model’ (1996). According to Porter (1996, p.24), “By
analyzing all five competitive forces, you gain a complete picture of what’s
influencing profitability in your industry. You identify game-changing trends
early, so you can swiftly exploit them. And you spot ways to work around
constraints on profitability—or even reshape the forces in your favor.” This
analyzing tool consists of five factors; (1) ‘threat of new entrance’, (2) ‘threat of
substitute product or services’, (3) ‘bargaining power of buyers’, (4)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and (5) ‘rivalry among existing competitors, which influence
competition of the industry and strategies of companies (Porter, 1996). On the
other hand, ‘PEST’ analysis is regarded as a general tool as well. This tool
demonstrates four factors of environment, which are (1) political, (2) economic,
(3) social and (4) technological analysis. It could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thod to analyze tourism business environment in a dynamic perspective, due
to static perspective of the Porter’s tool.

First of all, there is medium level of ‘threat of new entrance’ in the tourism
industry that TripAdvisor is in. As information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more travel information is produced in online, which might be utilized by new
entrants. Especially, global IT corporations such as Google, Apple might easily
enter this industry with leveraging their aggregated user information and map
services. They already have leading technology for developing algorithm and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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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f tourism industry, both of which are regarded as crucial elements in this
platform business. In the long-term, they could be powerful competitors with
taking advantage of the economics of scale. For instance, Google has already
started its flight search platform since 2011, which is threatening online travel
agencies including TripAdvisor. In addition, as a late mover, even small start-ups
could enter this market without high initial cost and benchmarking leading
actors, even though they are not able to reach the critical point in the near
future to monetize their network. Nevertheless, in terms of offline travel
information companies and travel agencies are decreasing, which were main
actors in tourism industry. As seen in the collapse of Thomas Cook, the world’s
oldest travel firm, the change of travel trend and easy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has transformed geography of tourism industry. Secondly, as of now,
‘threat of substitute’ is weak. The more people get used to using smartphones
and IT technology, the more they are dependent on online information.
Accordingly, more travellers needs information when they decide where to travel,
how to transfer, what to experience. In the light of collapsing Thomas Cook as
above, business offering whole travel services instead of providing information is
weakening. Thirdly, ‘the bargaining power of buyers is high. In this tourism
industry, travellers as buyers could switch the choice of services without high
costs. Most of services and information are easily accessed through other
websites. Therefore, there are numerous similar options consumers could consider
although TripAdvisor reduce search cost of travellers to find fragmented
information. Furthermore, increase of information availability enhance the power
of buyers. Moreover, companies operating services such as restaurants and hotels
as buyers have not high switching cost due to various distribution channels.
Fourthly, ‘the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is high as well. Considering the
features of platform business, travellers, especially user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could be defined as suppliers by generating travel information that is
demanded by themselves. From this perspective, there are various platforms and
internet services where they could decide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reviews,
which causes low switching costs. Nevertheless, In terms of companies supplying
services such as hotels and restaurants, they have lower power due to lack of
distribution channels to customers because promoting their service to travellers is
salient to them. Finally, ‘rivalry among existing competitors’ is high. Although
TripAdvisor has differentiated their service through aggregating user-generated
information, there are emerging travel information services all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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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dopt TripAdvisor’s successful model and enhancing response to local needs.
Furthermore, there still are competing offline travel agencies demanded by people
who do not trust online information, in particular among the old ages.
From perspective of PEST analysis for identifying dynamic change, there are
four factors. Firstly, in terms of political environment, in spite of positive
prediction of growing the number of tourists, as stated above, there are emerging
dangers. Over-tourism has been gradually an issue because residents who live
around popular tourism destinations suffer from where they live is becoming
more crowded and noisy. In addition, occasionally, the nature and historical
heritages were damaged by disrespectful tourists. These result in an emergence
of anti-tourism movements. Furthermore, nationalism and protectionism is rising,
which could discourage international travelling. As globalization has been
spreading out, growing inequality and misunderstand triggered nationalism.
Although these are not likely to affect directly TripAdvisor’s business model,
demand of travelling might fall. Secondly, however,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dustry has been encouraging the industry. According 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9, p.8), “For the seventh year in a row, total export revenues
from international tourism grew faster than merchandise exports”. USD 1.7
trillion tourism exports in 2019 contributes to 7% of global exports and 29% of
worlds’ services exports.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9). Furthermore World
Tourism Organization states (2019, p.8), “Tourism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export diversification both for emerging and advanced economies, with a strong
capacity to reduce trade deficits and to compensate for weaker export revenues
from other goods and services“. Furthermore the rising population and economy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could arouse more international tourists.
Thirdly, regarding social aspects, more demand on tourism and online travelling
information is expected due to the change of travel style, the spread of social
media, more awareness of different cultures with globalization, proliferation of
work-life balance and more flexibilities in workplace. Particularly, people
demands experiencing exotic cultures more than sightseeing and tend to post on
social media more, could be described by the word ‘instagramable’, both of
which are contributing to demand of travelling information for TripAdvisor.
Nevertheless, there has recently been a danger of health conscious with outbreak
of Coronavirus. The increase of tourists might be come to end. Finally, more
advance of transport and information technological has been affected positive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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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dvisor. While developed transport means raise the demand of international
tourism, TripAdvisor leverag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ed profitable
business model. However, there are potential dangers that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could make start-ups to build up more effective platform services.
Moreover, more people are dependent on the global leading information
corporation such as Google, which can be leveraged to enter this industry.
The global strategy of TripAdvisor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to being unique, and achieve objectives in this
business environment, TripAdvisor had to adopted strategies. Firstly of all,
TripAdvisor mention (2020) their mission with “to help people around the world
plan, book and experience the perfect trip”. To grow and expand globally, they
decided to be differ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acquisition and
diversifying strategies. From the beginning of this company, it offered travel
advices likewise existing travel agencies. However, they decided to innovate them
as a platform services utilizing user-generated reviews as a mean of being
unique. They began to acquire companies to enhance its core competency and
diversify their business models. For example, they acquired the company,
‘Viator’ to expand its business for offering attraction information in 2014. Now
they operate mainly four services; offering travel information with user-generated
reviews, comparison tools, travel meta-search engine and direct booking
assistance service for restaurants, hotels, and attractions. To growth, they reveal
their strategies in the annual financial report (2020, p.4), “[1] continue building
products that reduce friction throughout the travel planning and trip-taking
journey and delight travellers”, [2] deepen consumer engagement with our
plat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embership growth, mobile app
engagement and overall repeat usage), [3] invest in technology to further
improve our customer and supplier experiences, [4] deepen travel partner
engagement with our platform by expanding the number of products and services
we offer, [5] invest in and grow certain categories where we lead the broader
travel market today and/or can leverage unique assets, such as hotel business to
business (“B2B”) services, media advertising, experiences and restaurants, [6]
leverage our technological and operational efficiencies, and [7] opportunistically
pursue strategic acquisitions”. These illustrate that they require to develop their
platform business model with more user engagement that needed by user
themselves. This enhance their competitive advantage and their revenu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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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advertising revenue through websites, transaction commissions by
hotels, restaurants and attractions, and subscription fees by offering travelling
meta information. However, there are potential threat to these strategies such as
new entrance of huge IT corporations, losing their user engagement by failing to
manage their trustworthy reputation, technological maintenance of the platform,
government regulation of advertising, and macro-economic recession discouraging
tourism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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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with recommendation
TripAdvisor has successfully developed their business and innovated
themselves, particularly, by leveraging user-generated information which is unique
and attractive to consumers. Furthermore, effectively, they expanded and
diversified their businesses with acquisition. As a result, they could adapt to
fluctuating business environment and become the world’s popular online travel
platform. Nevertheless, they should be aware of potential dangers and implement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hem. First of all, TripAdvisor need to build up
more effective algorithm and special units to deal with losing their trust of
user-generated reviews. As technological advance, it becomes easier for service
providers such as hotels and restaurants to manipulate reviews with low cost
means, which might result in losing core competency. Secondly, TripAdvisor
should strategically diversify their business model and develop their platform to
involve whole travel process. Although they have the most amount of
user-generated reviews, immense corporations such as Google and Apple could
enter this market by leveraging their control of smartphone OS and map
services. When they launch a travel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their big data,
in the long term, TripAdvisor would be disadvantageous with current platform.
They need to develop more distribution channels and services throughout whole
travel process for user’s engagement to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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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United States has shape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der after Bretton
Woods system with its hegemonic power of the U.S. dollar as an anchor
currency of global trade and capital flow, which stems from the strongest
economy and politic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after World War II. Despite
the devastating Financial Crisis in 2007-2008 and rise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the importance of
the U.S. dollar has been maintained which is evidenced by that the majority of
central banks of countries is eager to accumulate dollars for reserve, and
transactions between countries are widely implicated with this key currency.
Nevertheless, those two factors has been gradually undermining foundations of
U.S. dollar hegemony. The world faced the vulnerability of the American
financial system which was regarded other governments had to follow. And
unprecedented growing China which has been obtaining more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eroding American hegemony (Kirshner, 2014). This essay will
argue that ‘dollar hegemony’ will decline with the diminishing American
influence, which would lead to a new arrang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rguments will be further addressed as follows: the trajectory of ‘dollar
hegemony’, current circumstance including seeds of change and predicted
consequence of diminishing hegemony.
The trajectory of ‘dollar hegemony’
‘Dollar hegemony’ has been dominating international economy for few decades
throughout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As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 get more sophisticated with globalisation and industrialisation, a
credible and stable currency was needed to medium of trade between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Kindleberger, 1973 cited in
Ravenhill, 2011), with dominant influence of the United Kingdom, sterling of
this hegemonic country had functioned as a world currency and been regarded
‘as good as gold’ (Ravenhill, 2011, p.176). Because the gold historically had
been widely used for medium of value exchange since ancient ages with its
durability and rarity, the gold exchange standard was essential to ensure value of
currencies. But the gold exchange standard including that of the United Kingdom
had been set up and abandoned repeatedly by countries’ needs such as restoring
from Great Depression and covering the costs of war (Ocampo, 2017).
Afterwards, from this backgrounds to current U.S. hegemony, there were three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which is divided t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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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 points: period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Bretton Woods
Conference in 1944, the end of the gold exchange standard by the United States
(Ravenhill, 2011). Firstly after the WW I, since the United States had replaced
the hegemony of the United Kingdom, the U.S. dollar initiatively gained a role
of world currency (Ravenhill, 2011). Nevertheless in the circumstance of Great
Depression damaging world economy, the United States had rejected to act as
lender-of-last-resort, which led worldwide renounces of the gold exchange
standard and chaotic disorder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Ravenhill, 2011).
To fix this problems that was regarded factors of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global division causing the Second World War, the Bretton Woods Conference
was held in 1944 which was the second turning point. Consequently, with
agreement of forty fou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ook a role of a stabiliser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a facilitator of global integrity due to their outstanding
powerful economy (Ravenhill, 2011). With ‘embedded liberalism’ (Ruggie, 1982
cited in Ravenhill, 2011) and the peg system between other currencies to the
U.S. dollar and the U.S. dollar to gold made currencies to be convertible and
world economy to be multilateral. (Ravenhill, 2011). According to Kirshner
(2014, p.38), “The resulting [Bretton Woods] system was successful beyond its
most optimistic hopes, ushering in a quarter-century successful beyond its most
optimistic hopes, ushering in a quarter-century known a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f unprecedented global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However, its inherent dilemma, which Triffin (1960, cited in Ravenhill, 2011)
predicted that “international liquidity could be expanded only when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e world with more dollars by running larger current account
deficits. But the more it did so, the more it risked undermining confidence in
the dollar’s convertibility into gold.” (Ravenhill, 2011, p.185), caused credit crisis
of the U.S. dollar. Then, The United States had not been able to ensur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to gold anymore and decided to abolish the gold
exchange standard in 1971, as a third turning point that Ravenhill (2011) states.
Nonetheless, although “the dollar was no longer as good as gold” (Ravenhill,
2011, p.186), the U.S. dollar has been sustaining its dominant status of world
currency. The world still needed dollars as a world currency for international
trade and reserve, while the United States took advantage of perks such as
“macroeconomic policy autonomy and balance-of-payments flexibility unlike any
other currency” (Kirshner, 201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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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ircumstance including seeds of change
In the twenty one century, it seems that ‘dollar hegemony’ has been maintaining
until today, to a certain extent, with inertia after 1971, although the possibility
of erosion has begun to rise with global financial crisis and developing China.
According to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claims in the U.S. dollar
occupy 61 percent of total foreign exchange allocated reserves, which is
$6,792.23 billion and remarkably huge portion compared to competitors,
European Union euro (20%) and Japanese Yen (5%). Furthermore, 90 percent of
the total foreign exchange market in 2018 is made with U.S. dollar and 65% of
U.S. bills ($580 billion) are used out of The United States for foreign countries
to use as a hard currency as well (Amadeo, 2019). As proved in the statistics,
the U.S. dollar is functioning as an undeniable key currency. Recently, however,
there has been two main factors causing cracks of this system implying
diminishing of hegemony, which a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8 and
emerging huge economies such as China. (Kirshner, 2014).
The reciprocal dollar recycling system is main contributor of this sustaining
status of the U.S. dollar after 1971. America has been most significant importer
and market which has been beneficial to spread out dollar to every corner of
globe, but also resulted in huge fiscal deficits in their current account. The
United States has been financing this deficits in capital account by issuing public
debt such as treasury bills that foreign governments has been eager to purchase
for keeping their balance of payment. As a result most of countries, in particular
China as the biggest export country, hold numerous assets denominated in dollar.
Afterwards, in 2007-8,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occurred by bubble burst
from the rapid financialisa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a transforming the
essence of banking, the revolution of securitization (Kirshner, 2014). In this
contagious liquidity crisis, currency swapping made other governments more
dependent on the U.S. dollar. However, after crisis, governments realised
vulnerability of American market-fundamental model and danger of dependency
on dollar.
Firstly, this exposed weakness made rest of the world try to find reformation of
economic order. According to Kirshner (2014, p.12), “Deregulation encouraged
the financial sector to become dangerously large and interconnected; an efficient
markets culture encouraged those who might guard against the buildup of
systemic risk to abandon their posts.” From this perspective, America hegemonic
influence began to be eroded because there was no longer tacit approv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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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of other countries. Secondly, governments, in particular China, faced
consequences of dependency on dollar. Kirshner (2014, p.13) states that “In
China, it provided yet another lesson about the perils of finance unbound and
also elicited what I call ‘buyer’s remorse,’ remorse about a development model
that left it with massive, historically unprecedented holdings of US dollars and
that bad bound it so tightly to the US economy.”
Although China need to sustain value of dollar for protecting huge reserve they
hold and exports to America, they, with lesson of buyer’s remorse, implemented
the plan to make their currency, RMB, international. China, as the strongest
competitor of America for obtaining hegemony of the 21 century, is most
dreadful threat to in economy and politics as well.
Predicted consequence of diminishing hegemony.
Although these fissures, it does not seem that the United States lose their power
in the near future, but they could not maintain status as the one and only
hegemon. Therefore it would bring about the end of predominance of the U.S.
dollar. As a result, the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would be rearranged.
Instead, less integrated and less multilateral global order will appear.
Up to the present, there has been many unsuccessful predictions about collapse
of ‘dollar hegemony’ with appearances of alternatives such as euro and Special
Draw Rights of IMF. Firstly, when euro was created in 1999, it was regarded as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 of dollar due to its stability that supported by
their solid economy and presence of strong central bank (Ravenhill, 2011).
Despite this positive forecast, Eurozone sovereign debt crisis had arisen with
inherent problems such as unequal economies among countries and divided fiscal
policies. The euro failed to integrate European economies closer as expected, and
it proved that “no equivalent existed in the Eurozone to the uniquely liquid and
deep US Treasury bill market.” (Ravenhill, 2011, p.187). Also, in 1969, Special
Drawing Rights (SDRs) was created as a supplement of dollar for reserving role
and it was originated from ‘bancor’ that Keynes had suggested during the
Bretton Woods conference (Ravenhill, 2011). Although it had been not a crucial
reserve currency, under the leadership of China, SDR150 billion as value as 250
billion dollars, was issued in 2009,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happened.
Consequently, SDRs occupying rose up to 5 percent from less than a 0.5 percent
(Williamson, 2009, Cited in Ravenhill, 2011). Nevertheless, SDRs’ significance of
role as reserve currency is still limited, and it seems that remain it for quite a
time (Ravenhi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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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is facing a significant challenging of China
with RMB. With huge economic size and influence of China, the role of RMB
would be more important. And it has been eroding hegemony of America with
the doubts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evertheless, China does not seem to
replace the role of American international economic hegemony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dependency on export to America and RMB’s inherent problems from
its political system and less-developed RMB financial market (Ravenhill, 2011).
Consequently, there will be diversion of reserve currency, which is no longer
occupied by the U.S. dollar. Furthermore, recent anti-globalisation movement,
which made the U.S. and the U.K. nationalised will accelerate diminish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addition, the collapse of the Doha Round
negotiation already made global less integrated. From these factors, the world
would be disintegrated with interests of each countries.
Conclusi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has been affected by not only transformations
of global economy with industrialisation and globalisation but also global
political changes. On other way, it has affected international economy and
geopolitics as well. Ravenhill (2011, p.176) states tha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systems of money and finance is particularly appar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ere no single political authority exits.”
Also, ‘dollar hegemony’ has changed its shape from the post war period to the
present with changes such as World Wars, the Great Depression, the Bretton
Woods conference, the abolition of the gold exchange standard. And, now it is
time to be changed by rising of China and global financial crisis. But there is
danger of dis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Kirshner (2014,
p.14) mentioned about this, “… the major player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game have diverse, and often conflicting, political interests. This suggests a very
bumpy ride ahead for global macroeconomic affairs.” To prevent disastrous split
of the world, which led World War in the past, reformation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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