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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신 국내여행? 가능성 희박

- 컨슈머인사이트, 향후 1년간 여행비 지출의향 조사

- 코로나19 확산 후 국내외 모두 여행지출 심리 최악

- 조사 이래 처음으로 여행지출 ‘줄일 것’이 ‘늘릴 것’ 앞서

- 여행산업 침체 장기화, 피하기 어려울 듯

 소비자들의 여행지출 심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싸늘하게 식으며 사상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내외 여행을 

막론하고 앞으로 1년간 소비자들의 여행지출을 줄이겠다는 의향이 늘리겠다는 의향을 앞지르는 초유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역전이 아니라 상전벽해 수준의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중 타격을 입은 여행관광 생태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 전망도 암울하다. 코로나19가 그 중심에 있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수행하는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

6000명)에서 여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후 1년간 국내와 해외여행 관련 지출이 각각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묻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2017년 이후의 결과를 분석했으며, 5월은 2주차(17일)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여행지출 의향은 국내외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조사에서 앞으로 1년

간 국내여행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38%로 조사시작 이래 가장 많았다[그림1]. 반면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쳐 최저치를 기록했다(월별 기준). 국내여행 지출 축소 의향이 확대 의향을 앞선 것은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처음 나타난 결과로 이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늘릴 것’과 ‘줄일 것’의 

차이를 구하면 2019년에는 ‘늘릴 것’이 18%p(35%-17%) 높았으나 금년 5월에는 ‘줄일 것’이 11%p(38%-27%) 

많게 역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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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내여행 지출의향

 해외여행의 경우는 훨씬 더 심하다.  향후 1년간 해외여행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5월 기준 59%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24%에 비해 2.5배 가량 폭증했다[그림2]. 반면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늘릴 것’과 ‘줄일 것’의 차이를 구하면 2019년에는 ‘늘릴 것’이 15%p(39%-24%) 높았으나 금

년 5월에는 ‘줄일 것’이 42%p(59%-17%) 많게 역전되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의 변화가 5개월 사이에 나타

났다.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힌 것을 감안하더라도 5개월간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2] 해외여행 지출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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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국내 소비자들의 여행지출 심리는 여행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3금조치, 헝가리 여객선 침몰, No재팬 운동 등 여행산업에 악재가 잇따랐고 

경기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감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축소 의향이 확대 의향

을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역전의 크기가 관광산업의 존망을 우려할 만큼 

크다는데 있다. 

 교통, 요식, 숙박, 유통 등 풀뿌리경제와 밀접하고 고용규모도 커 국내 경제의 중요한 한축인 관광산업이 절

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소한 코로나 종식 후 산업을 되살릴 불씨만이라도 지켜내는 특단의 조치가 절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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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

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8-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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