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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당일여행지‘ 광역 1위는 ’경기‘, 기초는?
컨슈머인사이트, 2020 숙박-당일여행 지역 특성 비교

- 경기, 수도권 배후효과로 당일여행 압도적 1위

- 기초단체 1위 경기 가평군... Top10 중 절반 경기가 차지

- 숙박여행객 많이 간 곳은 강원·제주·부산·전남·경기 순

- 숙박-당일로 여행행태 분화되며 인기여행지 집중화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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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객은 숙박여행 땐 강원을, 당일여행 땐 경기를 가장 많이 찾았다. 강원은 국내 대

표 여행지답게 당일여행객도 두번째로 많았다. 반면 제주는 숙박여행지 점유율은 2위였으나 당

일여행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 시대에도 기존 인기 여행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당일여행지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

6000명)에서 여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숙박여행과 당일여행 경험에 대해 물었다. 본 조사에서 

여행은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관광·휴양을 즐기는 활동으로 정의하되 숙박 여부에 따라 당일여

행과 숙박여행으로 구분했다. 단 당일여행은 지난 1주일(7일) 내 경험을, 숙박여행은 3개월 내 

경험을 물었다.

■ 숙박여행 1위 ‘강원’, 당일여행 1위 ‘경기’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이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1년 평균 7일 내 당일여행 경험률은 

23%, 3개월 내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58%에 달해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참고. 확

진자 치솟아도...여행 갈 사람은 간다]. 그렇다면 여행유형별 목적지는 어디였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2020년 숙박여행은 국내 대표 여행지 강원(20.3%)이 절대 강자로서 위상을 과시했다. 이어서 

약 10%포인트(p) 차이를 두고 제주(10.6%), 부산(8.5%), 전남(8.4%), 경기(8.2%) 순으로 전통적 

인기 여행지가 상위권을 형성했다[표1].

반면 당일여행의 대표는 지난 일주일간 당일여행을 다녀온 5명 중 1명(19.5%)이 선택한 경기

였다. 숙박여행의 강원처럼 우월한 점유율이다. 그 뒤로 강원과 경남이 각각 8.2%를, 서울과 경

북이 각각 7.9%씩을 차지해 Top5를 구성했다.

16개 광역시도별 당일여행-숙박여행 점유율 순위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당일여행에 강

한 경기(1위-5위)와 서울(4위-9위), 숙박여행에 특화된 제주(15위-2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

가 3계단 이내에서 근접한 순위를 보였다[그림1].

숙박여행지 상위그룹인 강원·부산·전남·경기·경남·경북(그림1의 우상단)은 당일여행에서도 강세

를 보였고 반대로 전북·충북·인천·울산·대구·대전·광주 등 숙박여행 하위그룹(〃좌하단)은 당일여

행지로도 소외받았다. 특히 광주·대전·울산은 숙박과 당일여행 모두 3.0%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

고 있다. 당일여행 수요는 거주지 인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여행자원도 우수한 지

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당일여행, 주변 인구와 교통망이 핵심

광역시도별 주요 당일여행지 특징은 경기의 독주, 강원의 저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배후

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인구 분포가 작용한다. 경기가 16개 광역시도 중 독보적 우위를 

보인 것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수요층의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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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수도권과의 교통편이 확충되면서 당일여행 여건이 개선되어 숙박여행지 1위, 당일여

행지 2위로 '국민 여행지'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반면 제주는 숙박여행지 2위임에도 당일여행

은 최하위권(15위)에 그쳤다. 지역적 특수성의 결과로 항공료가 크게 낮아져도 당일여행지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당일여행 인기 시군 상위 10개 중 절반이 경기

당일여행 점유율을 기초시군별로 세분해 보면 코로나시대 강세를 보이는 지역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특별·광역시 및 제주도는 제외). 1위는 가평(경기)으로 전국 당일관광객의 1.9%를 

차지했다. 이어 경주(경북), 강릉(강원), 파주·용인(이상 경기)이 각각 0.2%p 이내의 근소한 차이

를 두고 Top5를 형성했는데 이중 3곳이 경기였다. 상위 10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가 5

곳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경북과 강원이 각각 2곳, 경남이 1곳이었다[표2].

경기 내에서 Top10에 오른 가평·파주·용인·양평·화성은 전통적인 개념의 여행지로는 다소 생

소하지만 ▲수도권에 인접하면서 ▲비교적 한산하고 산·계곡·강 등 자연을 접할 수 있고 ▲유

명 놀이공원이 있거나 골프·등산·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8년도부터 나타난 여행전반의 단기간-근거리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초단기 생활권 또는 

장기 여행으로 양극화 되었다. 당일여행은 발생 총량이 크다는 점에서(▲7일 내 당일여행 경험

률 23% ▲3개월 내 숙박여행 경험률 58%), 숙박여행은 1회의 여행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에서(2019년 국민여행조사 참가횟수당 비용 ▲당일 7.8만원 ▲숙박 18.5만원) 모두 

중요하다. 

많은 거주인구를 배후에 두고 교통과 여행자원 등 인프라를 갖춘 곳은 당일여행지로 각광받

게 될 것이며, 멀지만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은 장기 여행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는 여행의 핵심 콘텐츠인 숙박에 큰 변화를 촉발하며, 거시적으로는 여행산업 자체의 개편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예측과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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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는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20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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