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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휴, 여름휴가 이상의 특수 예상돼
- 여행계획‘있다’74%로 최고치 기록

- 5/3(수) 출발, 5/7(일) 귀가 가장 많아

- 국내여행 일정은 2박 3일 44%, 직장인 53%‘연차 사용계획 있다’

올 5월 첫째 주는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로 인한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휴가를 하루 쓸 경우 5일, 이틀 쓸 경우 9일, 사흘 쓸 경우 

최대 11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어 74%가 5월 중 여행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

휴가 최고 성수기보다 더 높은 수치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는 ’15년 8월부터 매주 여행소비자에게 향후 3개

월 내 1박 이상의 여행계획이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이를 통해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예

년에 비하여 국내 여행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했다.

전체 여행소비자의 향후 3개월 내 국내여행 계획보유율은 올해 1월 66%, 2월 72%, 3월  

74%였다. 이 중 2월~3월 수치는 작년 동시기와 비교해 무려 각각 15%p씩 높은 것이며, 3

월의 74%는 ’15년 8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는 2월 조사부터 5월 

황금연휴가 여행계획시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2월 조사 응답자 중 26%, 3월 응답자 

중 36%가 5월 연휴기간 중 여행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여행계획은 단기적인데 5월을 아직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높은 계획률은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한 3월 1~2주 조사가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되기 이전(3

월 10일)에 진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 중의 여행계획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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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17년 1월~3월 조사의 국내여행 계획보유율]

황금연휴 기간 동안 출발과 귀가 예정일을 알아보았다. 석가탄신일인 5월 3일 수요일에 

30%, 어린이날인 5월 5일 금요일에 18%가 출발 예정으로 거의 1/2을 차지했다[그림2]. 또

한 귀가 예정은 5월 7일 일요일에 26%, 5월 6일 토요일에 22%였다. 여행 기간은 평균 2.4

박이며 2박 3일 일정이 44%로 가장 많았고, 1박 2일이 23%였다. 작년 평균은 1박 2일 

33%, 2박 3일 35%로 1박 2일 계획이 줄고 2박 3일 계획이 늘었다. 올 연휴동안의 여행 

기간은 평소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2. 국내여행 출발/귀가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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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동안 여행을 떠날 계획인 직장인의 휴가사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53%는 사용, 47%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그림3]. 휴가 사용계획이 있는 직장인의 2/3은 하루, 1/4은 2일

을 예정해 전체의 90%가 1~2일에 그쳤다. 

[그림3. 황금연휴 국내여행 계획자 휴가사용 계획]

3월 조사에서 74%가 여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결과는 역대 최고치로 여름휴가 때보다 더 

높다. 특히 이는 5월 9일 있을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 효과의 일부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연휴가 여름휴가 시즌 이상의 특수

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국내 여행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시의성 있게 측정⋅파악하기 위해 매주 500명

씩 조사하는 ‘주례 여행시장 단기예측 조사’ 결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조사결과는 관계

자들이 여행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공익 차원에서 공

개되고 있다(www.consumerinsight.kr/travel).

컨슈머인사이트는 2000년 설립된 기획조사 중심의 리서치회사로 전․현직원이 참여하는 기업

평판 사이트 “잡플래닛”에서 ‘리서치 회사 중 1위’, ‘전체 기업 중 상위 1.4%’라는 탁월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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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300명을 대상으

로 하는 주례 조사를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해, 지난 연말 까지 71차(총 표본 수 21,300명) 실시해 

왔습니다. 2017년 부터는 이를 매주 500명으로 늘리고, 조사내용도 여행 행동 부문으로 확대하는 개

편안을 마련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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