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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여행, 예년보다 줄어들 것
- 연휴 적고 경기 하락하여 국내여행 계획 줄어

- 급상승해온 해외여행은 주춤하며 하락세로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대표적인 봄 여행기간이다. 금년 5월은 예년에 비해 국내여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 계획을 세운 사람도 적고, 기간도 적게 잡고 있으며, 휴가 사용 계획도 적다. 

급상승해온 5월 해외여행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내여행: 5월 국내여행의 침체가 뚜렷하다.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비율이 `16년 43%, `17년 

37%, `18년 34%로 크게 감소했다[그림1]. `17년에는 최장 11일까지 가능했던 5월 연휴가 `19년에는 크게 

줄었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평균 여행 계획기간도 `17년 

3.2일에서 `19년 2.9일로 줄었으며, 휴가사용 계획도 같은 기간 43%에서 35%로 줄었다. 금년 5월 국내여행 

시장은 예년만 못할 것이다.

■해외여행: 지난 3년간 급상승하던 5월 해외여행 계획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16년 6%에서 

`18년 1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19년 12%로 소폭 감소했다. 여성은 전년과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이 3%포인트 크게 감소했다. 계획 보유자 중 23%가 2박 3일 이하, 25%가 3박 4일의 여행을 

계획하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3박 이하의 단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휴가 사용 계획은 79%로 전년에 

비해 3%포인트, 2년 전보다는 6%포인트 늘어 줄어든 휴일을 휴가로 대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를 여행주간으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줄어든 연휴와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여행 활성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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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onsumerinsight.co.kr/travel/downloa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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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5월 여행계획 보유율>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