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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안 가니 '동남아'가 다시 뜬다
-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 조사’

- 해외여행 예정지, 일본 보이콧으로 6.2%까지 떨어져

- 베트남이 1위에 오르고, 대만•태국이 반사이익 봐

- 홍콩은 시위로 8월 들어 하락세

  한-일 갈등 여파로 일본 여행이 격감한 사이 베트남이 해외여행 예정지 1위에 오르고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홍콩도 시위 격화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여행 자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해외여행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나 해외여행 자체가 줄기보다는 목적지가 바뀌고 있다. 줄어든 

일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려는 노력이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 거두기는 어렵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에서 앞으로 6개월 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목적지를 묻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급변하는 여행시장을 시의성 있게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촉발된 7월 1주부터 8월 

2주까지(7주간)의 자료를 주별로 분석하고, 작년 동기와도 비교했다.

■ 베트남, 일본 꺾고 여행 예정지 선두 올라... 일본여행 수요 7주 만에 72% 감소

  해당 기간 베트남이 해외여행 예정지 점유율 14.0%를 기록하며 1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동기 10.8%보다 

3.2%포인트(p) 올랐다[표1]. 반면 일본은 13.5%로 지난해 25.8%에서 12.3%p 감소하면서 굳건히 지켜오던 선두 

자리를 빼앗겼다[참고. 일본여행 관심 '9%' ...한달새 3분의1 토막]. 대만은 7.0%, 태국은 6.7%로 각각 전년대비 

2.3%p와 1.0%p 늘어 한-일 갈등의 반사효과가 집중됐다. 반면 중국과 홍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 7주간(7월 1주부터 8월 2주까지) 여행 예정지를 주별로 분석하면 더욱 극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한-일 

갈등이 시작된 7월 1주 이래 일본여행 계획은 매주 기록적으로 감소했다. 7월 1주 22.0%로 2위 베트남을 

여유있게 앞섰으나 8월 4주에는 12.8%로 반토막 났고 8월 2주에는 6.2%에 그치며 태국(8.8%)보다도 

낮아졌다[그림1]. 반면 같은 기간 대만은 4.3%p, 태국은 3.2%p 올라 베트남에 이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홍콩은 7월 5주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8월 들어 주춤하며 2주차에는 3.6%로 주저앉았다.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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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갈등, 해외여행 계획에 영향 끼치나

  이 기간 해외여행 계획률은 42.1%로 전년보다 2.1%p 상승했다[표1]. 일본여행의 이탈이 컸지만 해외여행 

전체 수요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행 위축이 아웃바운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는 목적지 재편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내여행 계획은 70.4%로 작년보다 1.6%p 늘었고 주별 추이 역시 여름휴가 피크기간 

이후의 감소폭이 전년보다 둔화되기는 했으나 평소보다 이른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보인다.

  근거리•저비용 기조 안에서 대안으로 대만, 태국 등 가까우면서도 인기가 주춤했던 지역이 다시 뜨고 있다. 

국내 여행이 유력한 대안이 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월 1주~8월 2주 해외여행 계획>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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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