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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TV 보고 여행 가나요?”
…여행정보 프로 인기 시들
-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 “TV방송으로 여행정보 얻을 것” 1년새 5%p 하락
- 20대 SNS로 이탈 영향 두드려져
- 여행업체·관련기관 홍보전략도 변화 필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정보 채널로 가장 주목 받던 TV 방송의 영향력이 한풀 꺾였다. TV를
보고 여행정보를 얻겠다는 응답이 2018년 상반기 정점에 섰으나 올해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크게
하락했다. 국내보다는 해외여행, 연령별로는 20대의 변화가 가장 컸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 조사)에서 최근 3년 정보채널 영향력 변화를 비교한 결과다.
■ TV 여행 프로그램, 인기 크게 꺾여
여행정보 채널 8종(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 블로그, 커뮤니티/카페, SNS, 지인추천/구전, 여행지
공식사이트, TV방송, 여행상품 구입채널 등) 중 TV 방송은 지난해 상반기 유일하게 이용 의향이
증가했다(24%→27%). 그러나 올해는 5%포인트(p)가 하락한 22%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승폭의 두 배 가까이
줄었다[그림1].
■ 국내보다 해외여행에서 더 이탈
해외와 국내 여행으로 나눠보면 ▲해외여행 때 TV방송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이전에 비해 늘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상반기 기준 2017년 25%에서 2018년 3%p 상승해 28%가 됐으나, 2019년에는 무려 6%p 하락한
22%를 기록했다. ▲국내여행 때는 2017년 23%에서 2018년 25%로 2%p 늘었다가 2019년 21%로 4%p
하락하며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다. 국내보다 해외여행에서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줄었다.
■ 20대의 하락 특히 커
특히 20대의 이탈이 크다. 20대의 TV 프로그램 활용은 ▲2018년 상반기 해외 6%p, 국내 3%p 상승하며
여행 방송 인기를 이끌었으나, ▲올해는 1년만에 해외 9%p, 국내 5%p 내려가 전 연령대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20대의 ‘SNS 이용 늘릴 것‘이 해외 2%p, 국내 3%p 증가해 각각 46%, 51%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젊은 층에게 TV보다 SNS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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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있는 전략으로 마케팅 펼쳐야
TV방송은 유사 성격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대만, 베트남, 러시아, 동유럽 등을 단숨에 인기
여행지로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나, 정보원이 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유튜브 등 원하는 것을 쉽게 검색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방송사, 여행사, 여행지와 유명 연예인 등 대형 투자가 필수적인 방송 프로그램은 그 짜임새나 오락성에서는
탁월한 강점이 있다. 그러나 정보성에 초점을 맞춘 SNS·유튜브의 컨텐츠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보채널 이용의향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점도 고려해 여행업체와 지자체 및 관광청, 정부기관이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문어발 식 홍보보다는 맞춤형 프로모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천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 2018-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그림1. 여행 정보채널 이용의향 - 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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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9년 상반기 국내 및 해외여행 시 정보채널 이용의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