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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어디로’보다 ‘언제’가 중요
- 시기에 맞춰 장소 정하는 경향 증가

- 국내여행이 더 시기 중심적으로 변화

- 해외여행은 시기·지역 동시 결정 경향 두드러져

 여행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가 있다. ‘어디로’에 비해 ‘언제’ 떠날지가 국내와 해외여행 모두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내여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국내여행은 시기와 지역이 결정되면 6일 후에 숙박/교통을 

결정하나, 해외여행은 훨씬 긴 1개월 정도의 탐색기간을 갖는다.

  ■국내여행: 2018년 조사에서 3개월 이내에 숙박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중 ▲숙박과 교통편을 

예약했다는 응답은 37%였고, ▲시기만 정함 25%, ▲시기/지역만 정함 24%, ▲지역만 정함 13% 순으로 뒤를 

이었다[그림 1-1]. 

  주목할 만한 것은 여행시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6년에는 시기만 정했다는 응답이 

18%였으나 2년 후 25%로 7%포인트 늘어난 반면, 숙박/교통을 예약했다와 시기/지역을 모두 결정했다는 답은 

각각 4%포인트씩 줄었다. ‘어디로’보다 ‘언제’의 결정이 더 우선적임을 보여준다. ‘언제’, ‘어디로’의 결정시점은 

각각 여행출발 43일, 42일 전으로 거의 비슷했고, 숙박/교통 예약은 평균 32일 전이었다. 시기/지역 결정과 

예약 사이에는 약 10일간의 탐색기간을 갖고 있었다[그림 1-2].

  ■해외여행: 큰 틀은 국내여행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다르다. `18년 조사에서 6개월 내 

계획하고 있는 해외여행의 ▲숙박과 교통편을 모두 예약했다는 응답은 40%, ▲시기/지역만 정함 ▲시기만 

정함은 각각 22%, ▲지역만 정함 17%였다. 국내여행보다는 지역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시기만 정함이 2년간 

5%포인트 올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2-1]. 

  출발 예정 시기는 평균 86일 후로 긴 편이나 `16년 평균 96일에서 약 10일 줄었다. `16년의 경우 지역만 

정함은 113일, 시기/지역만 정함은 102일 후로 큰 차이가 있었으나, `18년 각각 99일, 97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시차를 두고 결정되던 ‘언제’와 ‘어디로’가 거의 동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숙박/교통 예약자들은 

평균 68일 후에 여행을 떠나 한 달 가량의 상품 탐색기간이 있었다.

  국내는 3개월, 해외는 6개월 이내로 계획하고 있는 여행을 묻기 때문에 수평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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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역보다는 시기가 중요해지고, 탐색기간이 줄어드는 공통점이 있다. 정보탐색과 상품구입이 수월해지고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의 호흡에 맞춰 마케팅 시점에 대한 

전략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림1. 국내여행 계획정도 및 준비기간 >

 <그림2. 해외여행 계획정도 및 준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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