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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밀려 오는 여행시장
- 정치․사회 혼란에 지갑 닫고, 관심 접어 

-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최근 여행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사회적 혼란이 소비자의 마음을 얼어 붙게 하

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대선 이후 높아진 환율이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다. 여행 소비자

의 지출 동향과 의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춥고 긴 겨울이 앞에 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

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2월부터 매월 1천2백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물어 본 결과를 

‘지난 10월(1,500명) 조사’와 ‘11월 초 2주간(600명) 조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여행비 지출 동향과 의향 : 지난 1년간 여행비를 그 전년도에 비해 ‘더 지출했다’는 소비

자의 비율로 지출 동향을 측정했다. 지난 11월 초 2주간 전체 응답자의 38%가 ‘더 지출했

다’고 했으며, 이는 전월 41%에 비해 3%p 낮은 것이다. 여행계획 보유자만 보면 41%로 

전월 46%에서 5%p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하락폭이 컸다[첨부. 

그림1].   

지출의향은 향후 1년간 여행비를 지난 1년에 비해 ‘더 쓰겠다’는 비율이다. 11월 초 향후 1

년간 여행비를 ‘더 쓰겠다’는 반응은 국내여행 36%, 해외 40%였다. 이 역시 지난 10월에 

비하면 둘 다 3%p 낮은 것이며, 조사 개시 후 가장 큰 낙폭이다[첨부. 그림3]. 이는 많은 수

의 소비자가 여행 관련 지출에 대해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위축된 개인의 소비심리는 그대

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여행지 관심도 : 대표적인 국내-해외 여행지를 제시하고 그 지역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예전에 비해 어떤지를 묻고, ‘더 커졌다’는 소비자의 비율을 관심도로 삼았다. 주요 국내 여

행지 모두가 10월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졌으며, 하락폭이 큰 지역은 강원(-6%p), 부산

(-4%p), 전북(-4%p)의 순이었다[첨부. 그림5]. 주요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식었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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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또한 마찬가지다. 모든 해외 여행지가 10월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졌으며, 하락폭도 유

례없이 컸다. 홍콩/마카오(-7%p), 대양주(-5%p), 미국/캐나다(-4%p)가 특히 컸다[첨부. 그

림7]. 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더해 환율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여행시장의 단기예측을 위해 기획된 것이며, 지출동향과 의향은 경기의 선행지표

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초 2주(7일 주, 14일 주)간의 결과와 10월 결과 간의 비교

는 단기간에 유례없는 하락세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행 환경의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는 매주 300명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시의성 있게 파

악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이 조사 결과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여행산업의 발전

을 위해 공동기획한 ‘여행시장 단기예측 조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매주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

례 조사로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표본 수는 19,200명(총 64차)입니다. 매주 화요

일 전 주까지의 주요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사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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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월별 여행지출동향

[그림 2] 주별 여행지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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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별 여행지출의향

[그림 4] 주별 여행지출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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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별 국내 여행지 관심도

[그림 6] 주별 국내 여행지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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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월별 해외 여행지 관심도

[그림 8] 주별 해외 여행지 관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