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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장하고 있는 여행 산업과 플랫폼 산업에 있어 국내 및 해외 여행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매칭 플랫폼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여행 관련 및 전문가 매칭 애플리케이션 사례조사와 국내 10
부터 60 까지 총 10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여행 시 불편한 점과 필요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30 뿐만 아니라 40~60  이상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현지 가이
드 매칭 플랫폼 서비스를 제안하며 100세 시 에 있어 경쟁력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60  이상
까지 다소 포괄적인 연령 를 연구한 만큼 차후 연구에서는 40~60  이상을 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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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eeds of domestic and overseas tourists in the 
growing travel industry and platform industry and propose a customized matching platform service. A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06 people from domestic teenagers to 60s or more and case 
studies with domestic travel related and expert matching application. According to this survey,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inconveniences and necessary needs during the trip. As the aging society is on 
the way, It propose a local guide matching platform service that can cover not only 20s and 30s but 
also 40s ~ 60s, which will be a competitive platform service in the age of 100 years. However, since 
this study have studied a somewhat comprehensive age range from 20 to 60 years or older, future 
studies will require intensive research on subjects aged 40 to 60 years or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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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여행자와 전문 서비스제공자, 즉, 가이드를 

매칭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연구이다. 본 서비스 플
랫폼은 여행뿐만 아니라 공간형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관광, 비즈니스 출장, 현지 골목문화 등 전문지식이 
검증된 서비스제공자와 여행자를 매칭하는 플랫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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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국민 여행실태 조사에 따르

면 국내 여행 지표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큰 폭의 증가를 했고, 2019
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행객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시 적 공감 가 
있다. 요즘 세 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세 는 어두
운 미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기보단 나를 위해 적극
적으로 투자하는 데 익숙하다. 여행도 나를 위한 투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
라는 전망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행사의 표 격인 M투어와 
H투어는 2016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88억, 249
억 원씩 줄어들었다. 패키지여행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여
행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있다[2]. 여행 플랫폼들은 여
행자들이 가이드 없이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서
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여행자가 해외여행에서 필요
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Airbnb)의 이용자 수는 2015년 39만 명에서 2016년 
160% 상승한 100만 명으로 증가 폭을 넓혔으며, 2018
년에는 무려 290만 명을 기록했는데 202만 명이 내국인
이었다. 사실상 주 고객이 내국인인 셈이다. 한편 에어비
앤비 본사는 2019년 3월 현재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
파한 도시 75곳을 공개했고 이 중 국내로는 서울과 부산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해외 패키지여행은 여행에 한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
의 트렌드에 맞는 상품이다. 이제 여행자는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해외여행에 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광지들도 적극적으로 여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패키지여행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삶을 체험하고, 문화를 답습
하는 경험 중심의 여행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맞춤형 매
칭 플랫폼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여행자가 국외에

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 항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여행 플랫폼 사례를 통하여 여행자의 니즈를 반영한 
항목을 더하여 전체 항목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20~60

 남녀 10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행자

의 니즈와 욕구를 반영하여 여행자 맞춤형 플랫폼 서비
스를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여행 산업
여행 산업은 차후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
야이다. 또한, 인구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제와 사
회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 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여행 산업은 성장의 한계 상
황에 맞닿아 있어 여행 분야의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발
굴을 통한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ICT 
융합을 토 로 한 테마 여행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2.2 플랫폼 서비스
본래 플랫폼이란 중 연설을 위한 단상 또는 열차에

서 타고 내릴 때 이용하는 승강장을 뜻하였다. 하지만 지
금은 그 의미가 확 되어 특정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
간이나 구조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제조기반, 
IT 인프라, 물리적 구조물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어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쉬워지면
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
서 여행 산업 분야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에 한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숙
박, 관광지 티켓 등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공급자를 단순히 중매하는 역할과 공동구매의 형태로 비
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자에게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
라서 여행업계에서 사회적 이익과 기업의 이익 모두를 
고려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그 가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4].

2.3 사례 연구
그렇다면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관광 또는 전문가 매

칭 서비스의 종류와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사례 연구에서 조사한 플랫폼 서비스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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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se Study Company Logos

2.3.1 숨고(Soomgo)
숨고는 오픈마켓 플랫폼 서비스로 재능과 능력은 있지

만, 본인을 스스로 광고, 홍보하기에는 부담되는 사람들
을 위해 고객과 재능 판매자를 쉽고 간편하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다. 판매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숨
고 사이트에서 원하는 분야와 장소, 원하는 시간 등의 조
건을 입력하면 조건에 따라 매칭이 가능하다. 숨고 측은 
소비자가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며, 
소비자는 견적서를 보내온 전문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5].

‘숨은 고수’를 뜻하는 ‘숨고’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수’라고 칭하며 900여 분야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
다. 고수에게는 수수료 차감 없는 수입을 보장한다. 게다
가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총
칭)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홍보하면서 소비자와 소통까
지 가능해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고수들
을 선정하는 기준도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타 플랫폼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수들에 한 선택과 평가를 맡기는 
시스템이다. 덕분에 누구나 자기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
회를 얻을 수 있다[6].

숨고는 안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립적인 3자가 거래를 중개해주어 신뢰성을 높
여주고 거래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고객이 필요한 서비
스에 한 요청서를 작성하면, 숨고에서 최  5명의 맞춤
형 전문가를 소개해준다. 고객은 전문가의 프로필과 기존 
고객 리뷰 및 고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채팅과 전화로 
고수와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다[7].

2.3.2 마이리얼트립(My Real Trip)
마이리얼트립은 2012년 자유여행객과 현지 한국인 

가이드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현재 
세계 80개국, 630여 도시를 바탕으로 가이드 투어, 액티
비티, 현지체험, 입장권 등 약 1만 8,000개의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마이리얼트립은 최근 여행에 필요한 모든 니즈
를 반영하기 위해 항공, 숙박, 현지 투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변화에 도전 중이다. 하지만 스카이스캐너 
등이 항공권 예약에서, 호텔스컴바인, 에어비앤비 등 기
존의 앱이 숙박 예약 분야를 선점하고 있어 통합 앱으로

의 진화에 위험도 존재한다. 2018년 2월 ‘전 세계 호텔 
가격 비교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
피디아 등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들과의 제휴를 맺어 총 
48만개의 전 세계 호텔은 물론 호스텔, 게스트 하우스 등
의 가격을 비교, 예약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국내 스타트업으로서 최초로 전 세계 항공권 예약 서비
스를 도입했다. 단순히 항공권 판매를 중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여행사와 같은 항공 발권 시스템을 갖췄다[8]. 

2.3.3 앨리파이브(Alley Five)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으로 현지인들만의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문화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 3월에 오픈했다. 앨리파이브에서
는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로컬 여행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로컬 크루로 활동하면 외국인 관
광객에게 한식 문화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수익도 창출
할 수 있다. 앨리파이브의 박혜경 총괄 이사는 “앨리파이
브는 유학 경험이 없거나 외국인과 소통 채널을 잘 모르
는 학생이라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영어를 쓸 기회
와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화하며 견문을 넓힐 좋은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9]. 

2.3.4 트리플(Triple)
트리플은 초창기, 낯선 외국어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

을 하지 못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각각의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여행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
스를 구성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각각의 맥락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도 소개하고 
큐레이션 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확장해나가고 있다[10].

트리플은 세계 120개 도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여
행 도중에는 여행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맛집과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별 추천 기능도 갖췄다. 예
를 들면 아침에 브런치 식당을 추천해주고 비 오는 날이
면 주변의 실내 관광지를 추천해주는 식이다. 2018년부
터는 호텔 및 투어, 옥외 스포츠 활동 예약도 가능해졌다[11]. 

2.3.5 한국 서바스(Servas)
한국 서바스는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

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각국 민박 제공자가 
그 나라를 여행하는 외국 여행자에게 무료로 민박을 제
공하고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편견을 없애고 
인종 간 벽을 허물자는 단체다. 가입에 까다로운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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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은 없으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로 인터
뷰가 있다[12]. 잘 곳과 식사, 지역 가이드 등을 제공받고 
현지의 삶과 가정, 취미 등 광범위한 주제에 해 알 기
회를 가진다[13]. 무엇보다 서바스의 특징은 꾸밈없는 있
는 그 로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회원들과 신뢰를 바
탕으로 장소를 공유한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이상 국내외 여행 플랫폼과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통
해 비교해 본 결과, Table 1과 같이 다수 여행 플랫폼의 
경우,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개설되었더라도 현재 수요
가 많은 숙박과 교통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다. 전문가나 가이드를 매칭해주는 경우에 전문가 혹은 
가이드에 한 인증 혹인 리뷰가 없어 사용자가 신뢰성
을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힘들 것이라 사료된다.

Name Main Service Character

Soomgo Open Market Platform Match customer to expert,
Focused on hobby activities

My Real Trip Matching Platform

Match Travelers to Local 
Guides, Changes in services 

focused on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Alley Five Culture Sharing 
Economy Platform

Local Guide Matching for 
Visited Foreign Tours in Korea

Triple Overseas Trip 
Platform

Provide travel information 
based on traveler’s location and 

situation

Servas Korea Culture Sharing 
Platform

Sharing Local Culture (Free 
Night at Local Home)

Table 1. Case Study

2.3 공간형 콘텐츠
공간형 콘텐츠란 박물관, 테마파크 등과 같은 공간을 

매체로 삼는 콘텐츠다.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에 한 논
의가 활발해지면서 공간형 콘텐츠의 원래 의미와 가치를 
넘어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다른 콘텐츠와 달리 공간
형 콘텐츠는 공간 속에 다양한 문화 소재로 이야기를 구
축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전시해 유
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공간은 인위적으로 구축
된 가상의 공간이며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다[14].

중국의 한 지방정부에선 관할 지역 전체를 하나의 관
광자원으로 묶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
행 편의 지원 외에 방문자들의 여행 글과 사진 등 콘텐츠
를 모아 소셜네트워크화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콘텐츠로 
제공하는 개념까지 포함한다. 개인의 단순한 여행 경험을 
콘텐츠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구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콘텐

츠 제작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의 큰 흐름을 
뒷받침삼아 통신 인프라의 발전, 인공지능이 결합된 콘텐
츠 제작 도구의 등장 등,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배
경은 충분하다. 이 때문에 공간형 콘텐츠에 한 시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는 세
상인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형 콘텐츠
가 차후 늘어날 것이다[15].

2.4 플랫폼 서비스의 기술적 측면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관광산업에서도 블록

체인 기술의 효용성을 예측하였다. 아루바(Aruba) 정부
는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서 관광객과 여행업체
를 직접 연결하고 중계 수수료를 지역 경제에 더 혜택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을 통해 신원을 확인
하고 항공권 예약, 세관 통관 및 적립금 혜택을 바로 처
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주택 공유 플랫폼인 비네스
트(Beenest)처럼 거래 수수료 없이 숙박 예약이 가능하
도록 하는 기술들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여행 및 관광 산업은 정확하지 않은 온라인 여행 정보 제
공, 숙박 및 여행 상품 온라인 예약, 여행 후기 작성 문제
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예약 사기 문제와 개인 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온라인에 올라오는 여행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하여 휴가철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유령 펜션 사기를 방
지할 수 있다[16]. 이처럼 국내외 현지 가이드의 정보 정
확성을 확인하여 신분을 검증하고, 여행객의 신뢰감을 높
여주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의 예시로는 ‘쿨커즌’과 ‘투
어컴’이 있다. 이스라엘 P2P 여행 플랫폼인 ‘쿨커즌’은 블
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 광고를 걸러냈다. 또 여행
자들이 지역정보를 제공하면 ‘쿨커즌’에서 제공하는 암호 
화폐를 받을 수 있다. ‘투어컴’은 ‘후불제 여행사’로 블록
체인으로 여행자와 가이드의 개인정보, 여행스케줄, 여행 
정보 등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업체나 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해 경제성을 높이고 있다[17].

2.5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여행 고객의 해외여행 및 국내 여행 시 

만족도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2019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약 일주일간 2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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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60  이상까지 서울과 부산에 사는 총 106명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
는 여행 경험에 한 만족도에 한 조사로 크게 ‘여행 
만족도’, ‘여행 관련 앱 사용 만족도’로 나뉘었다. 또한, 여
행 플랫폼 사용 시 필요할 것 같은 서비스를 물어 피험자
들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2.5.1 설문조사 내용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 (22.6%), 30 (34.9%), 

40 (17.9%), 50 (13.2%), 60  이상(11.3%)으로 남자 
35.8%, 여자 64.2% 비율이었다. 피험자들의 1년 여행 
빈도는 ‘2~3번’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
번 이하(19.8%)’, ‘6번 이상(17%)’, ‘4~5번(14.2%)’ 순이
었다.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는 주로 ‘가족(47.2%)’이었으
며 다음으로는 ‘친구(37.7%)’가 많았다. 

‘혼자서 가는 경우’는 12.3%였으며 ‘직장동료 또는 지
인과 함께’ 가는 경우는 2.8%였다. 

여행 스타일은 자유여행이 79.2%로 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패키지는 19.8%, 친인척 방문 및 지인 초 는 
0.9%를 차지했다. 

여행 테마는 ‘관광’이 48.1%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
음으로는 ‘휴양’이 31.1%를 차지했다. 

해외여행 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은 교통과 언어가 
다수를 차지했다.

여행 만족도에서는 패키지여행과 자유 여행 모두 4점
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불편했던 점은 언어, 교통, 그리

고 항공권 구매로 나타났다. 
여행 관련 앱을 사용해 본 사람은 106명 중 60명으로 

‘항공권 예약/교통편 예약’과 ‘숙박시설’ 앱 이용자가 가
장 많았다. 사용하는 앱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으로는 
‘여행 노선 안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현지 
전문 가이드 매칭’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행 관련 
앱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차후 여행 관련 앱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앱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를 질문
한 결과, ‘숙박시설’과 ‘항공권 예약/교통편 예약’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에 한 전체적인 답변을 종합해보았을 때 사람들

이 여행 시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항공권 예약’ 등 교통
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하지만 50 부터 60  이상의 결
괏값만 보았을 때는 ‘현지 전문 가이드 매칭’ 서비스에 

한 니즈가 높았고, 다음으로는 ‘여행 노선 안내’ 서비스 
순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 사회에 비해 볼 때, 
현지 전문 가이드 매칭 서비스가 50~60  여행객들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차후를 비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50~60 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 는 시니어 세 와 달리 문화적 풍요를 느
끼고 산 세 인 만큼 은퇴 후에도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창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관광의 
목적 역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18].

3. 결과

앞선 실험 결과와 같이 고령화 사회의 여행 플랫폼 서
비스에서 가장 커다란 니즈는 ‘현지 전문 가이드 매칭’ 서
비스와 ‘여행 노선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신뢰
감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맞춤형 테마 여행 가이드 서비스이다. 이는 공
간형 콘텐츠로서 박물관, 호텔, 테마파크 등의 다양한 공
간에서의 경험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의 
여행 관련 앱과 달리 가고자 하는 곳의 현지 가이드를 매
칭시켜주어 관람객들이 현지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풀린 여행 후기와는 다른 실질적인 관광지 
정보와 기존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현지인들만 알 수 있
던 경험까지도 제공한다. 또한, 현지 가이드의 경우 블록
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입증하여 관광객들이 가
이드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앱 내에는 가이드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두어 가이드의 신뢰도를 측정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여행 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에 발맞춰 국
내 여행 관련, 매칭 관련 앱의 사례를 알아보고 설문조사
를 통해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국내 및 해외여행 
시 현지인들의 삶을 체험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맞
춤형 매칭 플랫폼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여행 산업과 모바일 시장의 확 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행 앱의 차별화된 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기존의 여행 앱의 사례와 설문조사에 따라 숙박, 교
통은 물론 현지인만이 알려줄 수 있는 맞춤형 가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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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연령 를 20 부터 60 로 넓게 조

사하여 현재 20 ~30 의 니즈와 40~60 의 니즈를 파
악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그 상층이 다소 넓
어 세분된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106명이라는 다소 소
수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차후 연구에서는 
50~60 를 중점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고령사회에 알맞은 가이드 매칭 서비스 
플랫폼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20~30 는 물론 50~60 에도 맞는 여행 
현지 가이드 매칭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현재, 타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20~30 의 니즈에 맞는 숙박, 교
통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와 같이 50~60 들의 니즈에 맞춰 가이드 매칭 서비스
를 제공하여 고령 사회에 비함은 물론, 이러한 차별성
으로 10 부터 60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점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해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현재 50~60 는 과거 베이비붐 세 들로서 
20~30 에 우리나라 휴 폰 1세 라고 할 수 있다. 그
들은 현재 온라인 뱅킹은 물론 스마트폰 뱅킹도 능숙하
다. 점차 플랫폼 서비스 또한 사용이 쉬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차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19]. 

여행 산업적 측면에서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으나, 기존에는 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전무하였
다. 본 연구의 여행 가이드 매칭 서비스 플랫폼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만큼 여행 산업은 물론 플랫폼 서
비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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