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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
해 정확한 관광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출국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출국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출국
자들의 출국지 선택 등 관광객의 의사결정에 온라인 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온라인 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미디어가 발생시키는 구전 효과가 출국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그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미디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공유가 활발하다는 측면에서 
구전 효과가 발생되어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미디어를 공
적 미디어인 뉴스와 사적 미디어인 블로그로 구분하였으며 실제 아시아 5개국의 출국자 수에 이들 미디어가 미
치는 영향 관계를 패널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뉴스의 구전 효과는 출국자 수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블로그의 경우 긍정적 영향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출국 수요 예측에 있어 온라인 미디어의 
구전 효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각 국가별로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즉, 출국 국가에 따라 온라인 미
디어의 영향력이 다름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적인 예측 및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국가와 미디어별 온라인 미디어 기반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 온라인 구전효과, 온라인 미디어, 출국 수요, 패널 데이터 분석, 패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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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규모는 경제규모의 증가 

속도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국내 

관광산업 규모는 약 73조로 국내총생산(GDP)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

께 내국인의 해외 출국도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2016년의 내국인 출국자 수

는 전년 대비 약 15.9%가 증가하였다. 2016년 기

준으로 내국인 해외 출국의 지역 분포에서는 아

시아 지역이 6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가 별로는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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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필리핀, 태국, 홍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한 중국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내국인 해외 출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였다. 
관광산업은 국제수지 개선, 소득 및 고용 증대 

등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다 

정확한 관광수요 예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의존형 경제구조

를 가지고 있어 관광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 

적자의 급증은 안정적인 국가경제 운용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Mo(2005)은 국가

경제 운용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관

광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관광수지 

적자의 해결에는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

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수요예측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

익 극대화의 기회 및 성공가능성 향상을 위한 의

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Choi et al., 2017). 예를 

들어, 관광수요를 과소 예측할 경우 항공좌석이

나 객실의 부족으로 인해 수익 극대화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반면 과대 예측할 경우 희귀한 

자원을 낭비하여 공급과잉으로 운영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Song et al., 2006). 따라서 관광서비

스 품질과 의사결정의 질 향상에 기회를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도 관광수요 예측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외 출국자 수요를 정량적으로 예

측하고자 하는 실증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통해 

환율, 물가, 소득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이 출국

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Mo et 
al., 2001; Jung et al., 2014) 또는 시계열모형으로 

회귀모형의 예측방법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 하는 연구(Kim, 2011; Li et al., 2011)등이 있

다. 또한 출국자 수요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Choi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국가와 관련된 

뉴스가 목적지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관광 수요에 미디

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특히 스마트 폰의 보급 등 정보 기술 활용

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미디어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미디어가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
근에는 온라인 정보검색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양

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여행과 관련된 최신 정

보를 이전보다 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

용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전효과

가 발생되는데, 이를 온라인 구전(eWOM)이라고 

한다. 온라인 구전은 오프라인 구전에 비해 그 

전달범위가 넓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한 번의 

송신으로 수많은 소비자가 구전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Sung et al., 2001). 특히 

많은 연구에서 온라인 구전이 소비자의 구매 의

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valier et al., 2003; Dhar et al., 2009; Yoo et 
al., 2011; Lee et al., 2016). 또한 Choi et al.(2012)
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 의

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고객들은 하나의 채널이 

아닌 판매자, 판매 사이트, 타인의 리뷰,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과 같은 다수의 채널을 이용

한다. 이는 관광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출국자

들은 관광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다수의 정보원

천을 활용하고 있다(Jo et al. 2005; Choi et al., 
2010; Juan, 2017). 특히 관광산업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평가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

어, 출국자에게 여행 경험을 전제로 작성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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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가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Cho,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미디어가 출국

자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온라인 뉴스와 소셜미디어인 블로

그의 구전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온라

인 미디어에 나타난 구전의 크기가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전 연구

들에서도 기존의 전통매체와 달리 블로그와 온

라인 뉴스가 공통적으로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

한 매체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함께 비교되었

다(Lee et al., 2013). 또한 온라인 미디어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국가 별 출국자 수요에 온라인 미디어가 미

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는 관광수요 예측에 있어 온라

인 미디어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출국 수요 예측

관광산업에서 관광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계량경제모형을 이

용해 관광수요를 예측하는 경우 종속변수에는 

출국자 수, 입국자 수, 관광객 지출액과 소득액, 
관광수출과 관광수입, 체류기간 등이 사용되었

다(Lim,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출국자 수에 영

향을 미치는 온라인 미디어의 효과를 밝혀내는

데 있으므로 기존의 관광수요 예측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광수요 예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환율, 소

득, 물가와 같은 변수들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

향력을 정량적으로 밝히고자 노력해왔다. 관광

수요 결정요인으로는 환율, 소득,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변수와 국가 행사(월드컵, 올림픽, 박람

회 등), 사회갈등, 정치적 혼란과 같은 비경제적 

변수가 있다(Jung et al., 2014). 대부분의 선행연

구에서 소득은 관광수요를 결정하는데 가장 높

은 설명력을 지닌 경제변수로 여겨졌다. 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명목 또는 실질 개

인소득, 가처분소득, 국민소득, GDP, 산업생산지

수 등이 사용되어 왔다(Lee et al., 2006). 환율 또

한 수요예측에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Witt 
et al.(1995)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한 국가의 물가

변화보다 환율변동을 더 쉽게 인지하여 환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경제변수 외에 사스

와 같은 국제적 질병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다(Park et al., 2011). 이
는 사스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도, 관광수요를 감

소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관광수요 예측에 주로 사용된 분석 모형은 

OLS(ordinary least squares)로 통칭되는 일반회귀

분석기법과 시계열분석기법(time-series analysis)
으로 양분된다(Kim, 2014). 회귀분석은 환율, 소
득, 물가와 같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하여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

보는 것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것

이다(Lee et al., 2006). 반면 시계열분석기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Song et al., 2006; Park et al., 
2011). 그러나 시계열분석기법은 시간에 따른 동

태적 특성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횡단면적인 특

성은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Kim(2014)는 시계열적인 동태적 특성과 횡단면

적인 변수들 간 상호연관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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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인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미

국, 일본, 중국, 영국을 대상으로 관광수요 예측

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개별국가 별로 

추정되었던 관광수요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통합

하여, 1987년부터 2012년까지 16년간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dynamics)과 국가간 상

호 연관성이 모두 반영된 수요함수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패널모형

(panel model)을 사용하여 출국자 수에 영향을 미

치는 온라인 미디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결정요인을 밝혀내기 위

해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소비자 행동 측면의 요인들에 주

목한 연구는 주로 관광정보탐색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관광정보 탐색은 관광객이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관광목적지의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Jang, 2013). 
Fesenmaier et al.(1997)은 관광정보가 관광지를 

방문하지 못한 관광객에게 방문을 유도하고, 관
광객들의 목적 지향적인 선택활동을 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관광정보탐색

은 새로운 관광목적지의 지각된 위험이나 불확

실성을 감소시켜 관광객이 목적지를 선택하는 

행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Vogt et al., 
1998). 관광객은 관광정보 탐색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데, Weaver et al.(2002)는 관

광정보원천을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상품정보에 관한 메

시지를 전달받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

보출처라고 하였다. Kim et al.(2009)은 관광정보

를 정보의 유형에 따라 비인적/인적 정보로 나누

고, 정보의 원천에 따라 상업적/비상업적으로 구

분하여 출국자 및 출국지 유형에 따라 관광정보

원천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 ANOVA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출국자 유형의 전체 집단에

서 가장 많이 선택한 정보원은 관광주체의 개인

경험과 가족/친구/친지와 같은 ‘인적/비상업적’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정보탐색 

과정에서 구전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Fodness et al.(1997)는 잠재

관광객의 관광정보 탐색이 처음에는 자신의 과

거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만일 이러한 

것들이 출국지를 선정하는 의사결정에 충분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광고

나 신문 또는 TV와 같은 외부 정보원으로 확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

전과 인터넷 정보 기술의 확산에 따라 과거보다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정보원에 의존해서 정보

를 얻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Choi et al., 2010). 
예를 들어 관광객은 출국 전에 인터넷을 통해 유

명 관광 도시, 숙박 시설, 교통, 음식점 등의 관광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예약 또는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여행 웹 사이트 등을 통해 남기고 

공유한 여행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면서 

이러한 온라인 속 정보들이 새로운 관광 정보로 

부상하였다(Kim et al., 2010). 이와 관련하여 

Zhang et al.(2013)은 소셜미디어에 집중하여 온

라인 구전정보 자체의 특성과 구전 발신자의 특

성이 구전정보의 수용에서 미치는 영향을 연구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구전정보의 중

립성이 구전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구전발

신자의 전문성이 구전정보 수용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온라인에서 전문가나 

사회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신뢰를 받고 쉽게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공적 미디어로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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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적 미디어로 소셜미디어인 블로그를 중

심으로 하여 온라인 미디어를 구분하고 해당 정

보 원천이 출국지 선정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2.2 온라인 구전효과

인터넷 및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

해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

생되는 구전효과를 온라인 구전효과(eWOM)라
고 한다. 특히 이는 소비자 태도 중 구매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Lee and Park, 2006; 
Lee et al., 2012; Lee and Jeong, 2016). 관광분야

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구전효과에 주목하여 대

표적인 온라인 구전효과 발생 원천인 소셜미디

어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Zhang et el., 2013; Han et al., 2014; Park et al., 
2015). 특히 많은 선행 연구에서 도착지에 대한 

온라인 미디어의 게시물들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밝혀냈다(Lee, 2012; Choi et al., 2016). 예를 

들어 Kim et al.(2006)은 뉴스충격에 따른 관광수

요 변동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악재에 대한 반

응으로 방문객이 민감하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Bosangit et al.,(2009)는 여행 블로그가 여행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여행지를 

비교하거나 특정 여행지에 대한 견해나 의견을 

갖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뉴스와 블로그에 나타난 여행지 정보가 

해당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뉴스와 블로그의 포

스팅 수가 지닌 구전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두 미디어의 특성

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미디어 별 출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저널리즘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의 산물이 온라인 뉴스

이다(Kim, 2014). 이는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에

도 큰 영향을 미쳐,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성에 기반을 둔 게시판과 

댓글달기를 통해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Ahn et al., 2007). 일반적으로 온라인 구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정보 특성과 온라인 

환경의 특성이 있는데(Lee et al., 2016), 최신성

은 구전정보의 신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정보의 최신성이란 최신 정보 기록과 업데이

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도와 최신의 내용

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

비자들은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수록 이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또한 Zhang et al.(2013)은 

정보발신자의 전문성이 구전 수용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보발신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온

라인 뉴스를 공적 미디어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 1. 온라인 뉴스 eWOM은 출국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

뉴스기사의 성격은 기사가 다루는 이슈가 긍

정적인지, 중립적인지, 부정적인지로 나뉠 수 있

는데, 한국의 국제보도는 긍정적인 이슈보다 부

정적인 이슈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Kim et al., 2011). 또한 뉴스 미디어는 사회현

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이슈의 특정 측면

들을 강조함에 따라, 미디어가 특정 뉴스 프레임

을 이용자들에게 일정기간 강조하여 전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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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효과는 간과할 수 없다(Pan et al., 1993; 
Lee, 2001; Hahn et al., 2005; Zhou et al., 2007). 
또한 관광수요를 예측하고자 한 기존 연구에서

도 거시경제변수 외에 환율변동, 전쟁, 테러위험, 
외환위기와 같은 정치 경제적인 이슈와 국제행

사, 국내외 관광정책의 변동 등의 비경제적인 이

슈도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Kim et al., 2006).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 

경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출국자들이 뉴스 보

도 등을 매개로 한 간접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Jung et al.,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설1과 더불어 뉴스가 부정적이거

나 일탈적인 소재로 흥미를 끈다는 점에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2. 온라인 뉴스 eWOM이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한편, 관광 관련 상품은 경험재, 무형성, 고관

여, 구매의 고위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Tan et al., 2012), 정보의 간접경험이 중요

하다(Kim et al., 2016).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

탐색 행위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소셜미

디어를 이용하여 관광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콘

텐츠를 공유하고 있다(Han et al, 2014). 특히 소

셜미디어는 온라인 이용자들이 서로 의견, 생각 

또는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사적 미디

어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소셜미디어 중 블로그

는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단순한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정보탐색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용

자 중심 상호 교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Hong 
et al., 2009). 이에 Hur et al.(2012)은 일반 미디어

의 정형화된 정보와 달리 블로그 정보는 스토리

텔링 요인으로 인해 잠재적 관광객을 자극하여 

새로운 관광동기를 부여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여행사의 게시물과 달리 개

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블로그는 보다 실

재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 관광객의 관광

동기와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hin, 
2008; Son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

어에 대한 지속적 노출이 잠재적 관광객을 목적

지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
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블로그의 정보가 이용자

들에게 해당 국가의 재방문이나 추천을 유도하

여 구전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Kim,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 상

호 교류를 기반으로 여행에 대한 구전정보를 제

공하는 블로그를 사적 온라인 미디어로 보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3. 블로그 eWOM은 출국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메시지의 양이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메시지에 대해 우

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Petty et 
al., 1984). 이와 관련하여 구전효과 관련 연구에

서는 구매자들이 남기는 사용후기가 많을수록 

실제 구매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Bone, 1992; Melink et al., 2002). 
예를 들어 Oh et al.(2010)은 사용후기의 양이 많

을수록 구전정보를 보다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하였는데, 이는 구전의 양이 제품 구매에 긍

정적인 구전효과를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소셜미디어 이용 행동은 생산행동과 수용행동으

로 구분할 수 있다(Goo et al., 2012). 구체적으로, 
지배성향이나 자기표현성은 SNS의 생산행동에, 
인지욕구는 SNS 수용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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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scriptions

OUTBOUNDct Number of national outbound to country c at time t (monthly)

NEWS ct Number of Naver News postings for country c at time t (monthly)

BLOG ct Number of Naver Blogs postings for country c at time t (monthly)

<Table 1> Key variables

Variable N Mean Median SD Min Max

OUTBOUND 540 159956.37 105400 113004.30 25114 514900

NEWS 555 21105.28 7192 25171.64 768 130103

BLOG 555 29082.06 14788 36033.31 1260 181299

<Table 2> Summary statistics

텐츠를 생성하는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제시' 또는 '연출된 인상관리'
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Choi et al., 2015). 따
라서 뉴스미디어와 달리 소셜미디어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이슈가 보다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소셜미디어, 특히 블로그의 구전효과는 예비 

출국자들의 출국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므로, 가설3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 4. 블로그 eWOM이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요약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민해외관광객의 출입국 통계 자료로부터 국가 

별 내국인 출국자 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국

관광공사는 매달 해외관광객의 주요 행선지 별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최근 9
년간 내국인 출국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일본, 태국, 홍콩, 필리핀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이들 

5개국의 출국자 수를 선정하였고, 2007년 1월부

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구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네

이버에서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의 게시물을 수

집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구글의 영향력

이 가장 크지만, 국내에서는 구글을 제치고 네이

버가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다(Ahn, 
2012). 따라서 네이버에서 웹크롤링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블로그와 뉴스 게시물을 수집하였

는데, 웹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출국자 수 

데이터와 동일하게 2007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 월별로 수집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이며 <Table 2>
는 그에 따른 요약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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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log(OUTBOUND)ct log(NEWS)ct log(BLOG)ct

log(OUTBOUND)ct 1

log(NEWS)ct .860*** 1

log(BLOG)ct .810*** .956*** 1

***p<.01, **p<.05

<Table 3> Correlation matrix of key variable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상관

관계 측정 결과, 독립 변수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출국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미디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1>에 나타낸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식(1)
과 같이 패널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1)

식(1)에서 은 t달에 c국으로 

출국하는 국내 출국자 수를 로그 변환한 것이며 

t달에 c국에 대한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 포스팅

의 총 개수 또한 로그 변환하여 각각 

와 로 나타내었다. 이는 

변수의 로그 변환을 사용할 경우 추정된 계수를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계수의 부호와 통계

적 유의도가 선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모형 설

정에서 모든 변수에 로그 변환을 설정하였다

(Lee et al., 1996). 또한 출국 시점 t를 기준으로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의 구전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t시점부터 t-3시점까지 고려한다. 이는 여행

계획과 항공권 예매 시점이 실제 출국 시점보다 

선행하기 때문으로 항공권 예매는 출국자의 최

종적인 도착지 결정에 의한 구매행동을 의미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출국 날

짜의 3달 전 시점부터 출국 날짜가 포함된 달까

지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의 게시물이 출국자 수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식(1)
은 온라인 미디어 외에 출국자 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 따라서 패널분석에서 누락된 변수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 오차항을 나눈 이원오차

성분(two-way error component) 모형을 수립하였

으며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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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Hypothesis
Test Statistic (p value)

Full China Japan Thailand Hong Kong Philippines

1. Country-specific effects are not 
significant (F-Test)

139.94
(.00)***

2. Time effects are not significant 
(F-Test)

10.978
(.00)***

3.3549
(.00)***

1.6693
(.09)

5.4986
(.00)***

4.5132
(.00)***

5.4362
(.00)***

3. Random effects are not significant 
(LM Test)

214.66
(.00)***

13.431
(.00)***

0.6251
(.43)

22.565
(.00)***

7.8008
(.00)***

20.114
(.00)***

4. Random effects are orthogonal to 
the regressors (Hausman’s Test)

4017.7
(.00)***

15.426
(.051)

5.2798
(.727)

10.388
(.239)

29.688
(.00)***

156.76
(.00)***

Preferred model OLS
Fixed

GLS
Random

OLS GLS
Random

OLS
Fixed

OLS
Fixed

***p<.01, **p<.05

<Table 4> Hypothesis Tests regarding the specification of the regressions

(3)

식(2)의 는 관찰되지 않은 국가 별 특성을 

통제하고, 는 관찰되지 않은 시간 특성을 통

제한다. 이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계절적, 월별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

치는 효과를 고정효과(fixed effect) 또는 확률효

과(random effect)로 간주하는 최종모형이다. 식
(3)은 국가 별 특성을 통제한 일원오차성분

(one-way error component)모형이며, 이는 각 국

가 별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 게시물의 구전효과

가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4. 분석 결과

4.1 적합 모형의 선택

적절한 패널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F-검정, 
LM(Lagrangian Multiplier)검정,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을 통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패

널 모형을 선택하였다. 또한 확률효과모형과 고

정효과모형 중에서 타당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

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4>는 적합한 모형의 선택을 위해 F검

정, LM검정과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와 

채택된 적합 모형이 나타나 있다. 최종 모형의 

국가별, 월별 고정 효과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F-검정에서는 모두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함에 따라 고정효과는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LM 검정과 하우스

만 검정의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최종 

모형에는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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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ficient

OLS Fixed Effects

Eq.(1) : Outbound traveler equation with log(OUTBOUND)ct as dependent variable

log(NEWS)ct -.188 (-3.123)***

log(NEWS)c,t-1 -.091 (-1.409)

log(NEWS)c,t-2 -.098 (-1.521)

log(NEWS)c,t-3 -.218 (-3.632)***

log(BLOG)ct .29 (2.467)**

log(BLOG)c,t-1 -.062 (-0.464)

log(BLOG)c,t-2 .037 (0.282)

log(BLOG)c,t-3 .438 (3.764)***

N 540

F-statistic 376.489***

R2 .89749

Adjusted R2 .89293

Control variables : MONTH, COUNTRY
***p<.01, **p<.05

<Table 5> OLS estimation results for the full sample

국가별로는 먼저 홍콩과 필리핀이 최종 모형과 

유사하게 모든 귀무가설을 기각함에 따라 고정

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과 태국의 경우 하우스만 검정에서 귀무가설을 

채택함에 따라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모든 귀무가

설을 채택함에 따라 고정효과와 확률효과가 존

재하지 않아 OLS 모형을 선택하였다.

4.2 분석 결과

적합성 평가 결과로 선정된 최종 모형의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온라인 뉴스의 구전효과는 t시점과 t-3시

점에서 출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출국 의사결정과 3개월전 여행 계획

에 있어 뉴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온라인 뉴스는 출국자 수에 유의

한 음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온라인 뉴스 

구전량이 증가할수록 출국자 수를 감소시키는 

구전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연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구전의도와 신뢰

성 등의 차원에 있어서 긍정적 뉴스 보다는 부정

적 뉴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Park et al., 2015). 특히, 국제뉴스 보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소재가 긍정

적인 소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im, 2006; Kim et al., 2011; Oh, 2013). Park et 
al.(2015)는 이를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 현
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부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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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뉴스 보도는 개인의 위험 인식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런 인식 형성을 넘어서 

구전 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Xia et al.(2008)는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

보보다 놀라움의 정도가 커서 뉴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끄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

서 온라인 뉴스 구전량의 증가에 따라 출국자 수

가 유의미하게 하락하고 있으므로 가설1과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블로그의 구전효과도 t시점과 t-3시점에서 출

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블로그가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

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블로그 

구전량이 증가할수록 출국자 수를 증가시키는 

구전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t-3시점에서 

온라인 뉴스보다 블로그의 구전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블로그가 출국지 선정 초기에 잠

재 출국자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블로그는 출국지에 대한 특정 

장소나 이벤트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느낌을 제

공하는데(Huang et al., 2010), 이렇게 실제 경험

을 토대로 작성된 구전정보가 출국지에 대한 이

미지를 형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Marine-Roig et al, 2016). 이는 블로그가 실재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 관광객의 관광동기

와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

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의 구전량의 증가에 따라 출국자 수가 유

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설3과 가설4 역
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와 블로

그가 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먼저 온라인 뉴스의 구전효과가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본과 태국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일본의 경우 t시점과 t-1시점에서 각각 

99%와 95% 신뢰수준에서 온라인 뉴스의 구전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출국일자가 

포함된 달인 t시점의 온라인 뉴스의 구전효과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온

라인 뉴스의 구전효과는 앞선 전체 모형과 동일

하게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과 태국에 대해 출국지를 계획하는 단계보

다 실제 출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뉴스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블로그의 

경우 홍콩을 제외한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에

서 출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구전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t-3시
점에서도 95% 신뢰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홍콩은 온라인 미디어의 구전효

과가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미디어에서 홍콩이 포

함된 게시물의 구전량이 증가하더라도 홍콩으로 

출국하는 출국자들의 출국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제변수로 인해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가 별 모형

에서도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온라인 뉴스의 영향

력은 음의 상관성을, 블로그의 영향력은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각 국가 별 영향

을 미치는 온라인 미디어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

났다. 중국을 도착지로 선정한 출국자 수에 대

한 두 미디어의 구전효과는 블로그에서만 나타

났다. 이는 온라인 뉴스에서 중국이 많이 언급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블로그 게시물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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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ficient

China Japan Thailand Hong Kong Philippines

log(NEWS)ct
.012

(0.109)
-.866

(-3.834)***
-.444

(-3.854)***
-.127

(-1.171)
.025

(0.245)

log(NEWS)c,t-1
-.023

(-0.191)
-.525

(-2.127)**
-.238

(-1.892)
.029

(0.247)
-.009

(-0.084)

log(NEWS)c,t-2
-.055

(-0.45)
-.336

(-1.366)
-.163

(-1.34)
-.132

(-1.138)
.02

(0.191)

log(NEWS)c,t-3
-.138

(-1.215)
-.336

(-1.464)
-.125

(-1.115)
-.18

(-1.649)
-.044

(-0.42)

log(BLOG)ct
.346

(2.006)**
1.349

(3.639)***
1.013

(4.545)***
.144

(0.636)
.024

(0.146)

log(BLOG)c,t-1
-.193

(-1.092)
.039

(0.094)
-.198

(-0.735)
-.011

(-0.043)
-.104

(-0.555)

log(BLOG)c,t-2
.04

(0.221)
-.067

(-0.162)
-.316

(-1.136)
.188

(0.723)
.003

(0.015)

log(BLOG)c,t-3
.024

(0.144)
.537

(1.435)
.437

(1.909)
.218

(0.942)
.469

(2.894)**

N 108 108 108 108 108

F-statistic 1.66733 11.98*** 16.9093*** 17.6597*** 36.5834***

R2 .11874 .4918 .57742 .61619 .76883

Adjusted R2 .04752 .4507 .54327 .53332 .71891

***p<.01, **p<.05

<Table 6> Estimation results for each country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출국일자가 포함된 달에 더 강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 대한 

내국인 출국자 수요가 뉴스미디어보다 소셜미

디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인 구전효

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은 

99% 신뢰수준에서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 구전

효과가 모두 t시점에서 출국자 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뉴

스 보도가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정치/사회적으

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뉴스에서 일

본에 대한 언급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이미지 형

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1
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에 대한 보도 등 일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이슈에 해당한다. 이는 안전에 대한 불

안감을 조성하고, 여행지에서 직접적으로 소비

하는 음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형성하기 때문

에 비교적 출국일자와 가까운 시점에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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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영향력이 크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태
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내국인 출국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태국을 도착지로 선정한 경우

의 미디어 별 구전효과는 전체모형과 비슷한 패

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전

체모형의 결과와 달리 미디어 별 구전효과의 영

향력은 블로그가 온라인 뉴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태국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은 여행지에 관련된 

것이 대다수인 반면 중국과 일본은 여행지 외의 

최근 업계 동향 등과 같이 관광과 관련이 없는 

게시물들도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태

국의 경우 전체모형과 달리 블로그의 긍정적인 

구전효과가 온라인 뉴스의 부정적인 구전효과

보다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

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홍콩은 미디어의 

구전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

리핀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블로그 구전효과가 

출국자 수에 영향을 주지만 온라인 뉴스의 구전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t-3시점에서의 블로그 수가 출국

자 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필리핀을 도착지로 

선정하는 초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블로그의 구

전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 대중매체인 온라인 뉴스와 

소셜미디어인 블로그의 구전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출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

어 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온라인 미디어 별 구전의 크기가 출국자 

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에 대

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 출

국 수요가 가장 많은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시점 별, 해당 국가 별 유

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가설 검증

을 위해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 게시물 수를 수집

하였고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내국인 출국 실수

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출국에 영향을 미치는 두 미디어의 차이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와 블로

그를 비교해보면,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온라인 

뉴스와 블로그 모두 출국일자가 포함된 달(t시
점)과 출국일보다 3달 이른 시점(t-3시점)에서 출

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

어 별로 살펴보면, 뉴스미디어인 온라인 뉴스는 

출국일자에 해당하는 달에 블로그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며, 소셜미디어인 블로그는 출국일

보다 3달 이른 시점에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블로그와 온라인 

뉴스가 출국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온라

인 구전 미디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일 기준으로 시점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미디어 별 출국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의 증가는 

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블로그 게시

물의 증가는 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가 별 모형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접 경험이 제한적인 

여행 및 관광산업의 특성 상, 뉴스 보도 등을 매

개로 한 간접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기

존 연구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국제보도에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비중이 높아 온라인 뉴스

의 증가가 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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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블로그 게시물 증가

가 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재감 있는 최신

성의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가 재방문이나 추

천을 유도하는 구전 확산의 중요한 미디어라는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에서 여행 후기와 같은 게시물

에서 전체적으로 확인되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게시물 증가가 출국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 구전효과 연구

의 중점에 있는 온라인 미디어의 구전효과가 출

국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

구이다. 공적 미디어와 사적 미디어로 구분하여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 출국 수요의 구전효과 발

생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관광수요를 

예측하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온라

인 미디어가 또 다른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국인 출국 수요를 예

측/관리함에 있어 소셜미디어와 뉴스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 출국 수요가 가장 많은 아시

아 5개국을 중심으로, 출국 국가 별 미디어의 영

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여

행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마케팅 및 

구전 활동에서 미디어 채널 별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미디어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가장 지정학적으로 인접

해 있는 아시아 5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서 미디

어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

어 가운데 블로그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보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징과 

유형이 출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예정이

다. 또한 최근 TV방송 프로그램이 여행지선택과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

당 프로그램 반영 이후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시

청자들의 의견이나 반응의 영향 관계도 분석할 

예정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미디어의 

구전효과를 미디어의 게시물 수를 통해 살펴봄

으로써 구전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해 정보검색

을 하는 예비 여행자들이 긍정, 부정 또는 중립

과 같은 정보의 방향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실

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국의 유형을 세분화하지 않았다. 
이는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출국 목적, 
직업별 출국자 수 등에 대한 집계가 사실상 어렵

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해외 총 체류 기간 또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등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

해 출국 목적을 고려한 출국 유형의 세분화로 보

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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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the Effect of Online media

on Overseas Travels:

A Case study of Asian 5 countries

1)Hea In Lee*․Hyun Sil Moon**․Jae Kyeong Kim***

Since South Korea has an economic structure that has a characteristic which market-dependent on 
overseas, the tourism industry is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industry for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improving the country’s balance of payments or providing income and employment increases.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more accurate forecasting on the demand in the tourism industry has been 
raised to promote its industry. In the related research, economic variables such as exchange rate and income 
have been used as variables influencing tourism demand. As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widely used, 
some researchers have also analyzed the effect of media on tourism demand. It has shown that the media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raveler's decision making, such as choosing an outbound destination. 
Furthermore, with the recent availability of online information searches to obtain the latest information and 
two-way communication in social media, it is possible to obtain up-to-date information on travel more 
quickly than before. The information in online media such as blogs can naturally create the Word-of-Mouth 
effect by sharing useful information, which is called eWOM. Like all other service industries, the tourism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difficulty in evaluating its values before it is experienced directly. And 
furthermore, most of the travelers tend to search for more information in advance from various sources 
to reduce the perceived risk to the destination, so they can also be influenced by online media such as 
online news.

In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online media posting, which causes the effects of 
Word-of-Mouth, may have an effect on the number of outbound travelers. We divided online media into 
public media and private media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selected online news as public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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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log as private media, one of the most popular social media in tourist informat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bout the eWOM effects on online news and blog, we analyz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volume of eWOM and the outbound tourism demand through the panel model. To this end, we collected 
data on the number of national outbound travelers from 2007 to 2015 provid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ccording to statistics, the highest number of outbound tourism demand in Korea are China, 
Japan, Thailand, Hong Kong and the Philippines, which are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n order to measure the volume of eWOM, we collected online news and blog postings for the same period 
as the number of outbound travelers in Naver, which is the largest portal site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a panel model was established to analyze the effect of online media on the demand of Korean outbound 
travelers and to identify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online media by each 
time and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the online news and 
blog eWOM on the number of outbound travelers was significan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online 
news and blog posting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outbound travelers, especially the experimental 
result suggests that both the month that includes the departure date and the three months before the 
departure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It is shown that online news and blog are online media tha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outbound tourism demand. Next, we found that the increased volume of eWOM 
in online news has a negative effect on departure, while the increase in a blog has a positive effect. The 
result with the country-specific models would be the same. This paper shows that online media can be used 
as a new variable in tourism demand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the eWOM effect of the online media. 
Also, we found that both social media and news media have an important role in predicting and managing 
the Korean tourism demand and that the influence of those two media appear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untry.

Key Words : Online Word-of-Mouth, Online Media, Outbound Demand, Pane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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