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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3개월 내 여행계획‘있다’84%
- 국내여행 73%, 해외여행 36%, 둘 다 24%
- 국내여행 계획은 계절성 있으나, 해외는 연중 변화 없어
- 엇갈리는 20대, 남성은 여유 없고 여성은 해외 찾고

3개월 내 1박 이상의 여행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10명 중 8~9명은 항상 여행계획을 

갖고 있었고, 국내여행 계획과 해외여행 계획은 2:1 수준이었다. 30대 ․ 40대 ․ 50대 이상은 

거의 비슷했으나, 20대는 달랐다. 국내여행 계획은 가장 낮은 반면에 해외여행 계획은 가장 

높았는데, 국내가 낮은 것은 유독 20대 남성이 낮았기 때문이고, 해외가 높은 것은 유독 20

대 여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리서치 전문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1년간 매주 500

명(2016년에는 300명, 연간 2만 4천여 명)에게 3개월 내에 1박 이상의 숙박여행을 갈 계획

이 있는지 물었다. 지난 1년간의 국내여행 계획 보유율의 평균은 72%대였다[그림1]. 월별 

추이를 보면 ’16년 11월(61.5%)부터 ’17년 7월까지 8개월간 꾸준히 올라 17.7%p가 높은 

79.2%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 시작(’15년 8월) 이래 최고치로 지난 5월의 징검다리 황금연

휴와 여름휴가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년 8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돌

아서 10월에는 70% 밑으로 내려왔고, 겨울이 오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여행 

계획은 봄 ․ 여름 상승세를 탔다가 가을에 감소하고, 겨울에 침체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에 

더해 휴일 상황에 따라 여행계획에 변화가 있었다.

해외여행 계획 보유율(3개월 내 1박 이상)은 35.7%로 국내여행(72.5%)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6월에 최고치(38.5%)를 기록한 이후 최근 4개월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그 변동폭은 크지 않다. 남성 보다 여성이 다소 높고, 특히 여성 20대는 43.7%로 

전체 평균 보다 8%p 높아 해외여행을 주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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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여행계획 보유율 추이 (’16년 11월~’17년 10월)

연령대별로 본 여행 계획률은 20대가 낮으면서도 독특했고, 30대 이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

었다. 20대의 국내와 해외를 합친 여행계획률은 79.5%로 유일하게 80%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국내여행 계획은 가장 낮았고 해외는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는 성별 차이 때문이

다. 모든 연령층의 국내여행 계획은 70% 이상이었으나 20대 남성은 유일하게 60.4%로 크

게 낮은 반면, 해외여행 계획은 모두가 30%대인데 20대 여성은 홀로 43.7%로 높았다[첨부 

표1]. 20대 여성은 20대 남성 보다 국내여행은 10.1%p, 해외여행은 7.0%p 더 높은 계획

률을 갖고 있었다. 20대의 여행에  관한 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전체적으로 10명 중 8~9명은 3개월 내 여행계획을 항상 갖고 있고, 국내와 해외가 2:1의 

비율이었다. 이 비율은 해외여행의 비중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실제 여행기간이 국내여행은 

평균 3.0일, 해외여행은 평균 6.4일이라는 점(’17년 1월~10월 조사)을 감안하면 해외여행

의 기간이 더 길 가능성도 있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해외로의 쏠림현상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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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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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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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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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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표1> 3개월 내 여행계획 보유율 (’16년 11월 ~ ’17년 10월 조사)

(사례수)
여행

‘계획 있다%’

국내여행

‘계획 있다%’

해외여행

‘계획 있다%’

전체 (24,400) 84.0 72.5 35.7

성별
남성 (12,374) 84.0 72.8 34.5

여성 (12,026) 84.1 72.2 36.9

연령대

20대 (4,485) 79.5 65.2 40.0

30대 (5,175) 85.6 73.9 38.5

40대 (5,821) 84.6 75.0 32.6

50대 (5,494) 85.4 74.9 33.5

60대 이상 (3,425) 84.6 71.9 34.3

성별

X

연령대

남20대 (2,350) 74.4 60.4 36.7

남30대 (2,652) 85.6 74.3 37.5

남40대 (2,924) 86.3 76.8 33.2

남50대 (2,754) 86.5 76.9 31.7

남60대 이상 (1,695) 86.5 74.2 33.3

여20대 (2,135) 85.0 70.5 43.7

여30대 (2,523) 85.5 73.4 39.5

여40대 (2,898) 82.9 73.2 32.1

여50대 (2,740) 84.3 72.9 35.3

여60대 이상 (1,730) 82.7 69.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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