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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여행 시장 현황 

1. 시장환경 붂석하기 

KPOP의 여파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
이 증가하는 추세 



- 국내 여행 시장 현황 

2019년까지 증가세였으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주춤함 

1. 시장환경 붂석하기 



-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자수 감소 

2019년 한국 방문 외국인 = 17,502,756명 (약 천칠백오십만명) 
2018년 한국 방문 외국인 = 15,346,879명 (약 천오백삼십만명) 

But, 코로나로 인해 2020년 한국 방문 외국인은 급격히 감소 

2020.01월 – 1,272,708 
2020.02월 – 685,212 
2020.03월 – 83,497 
2020.04월 – 29,415 

<외국인 입국자수> 

출처 : 한국관광공사 

1. 시장환경 붂석하기 



1. 시장환경 붂석하기 

경쟁사 붂석 

- 론니플래닛 

- 코로나에 맞춰 
 
 국내 외 숨은 관광지,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여행, 호텔에서 쉬는 
여행,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에 
대처하는 여행 국가들의 기사와 
내용들을 공유함 

코로나에 맞춰서 변화하는 여행
의 트렌드를 잘 보여줌 



1. 시장환경 붂석하기 

- 트리플 

- 코로나에 맞춰 
 
 원래 해외 여행 가이드와 후기만
을 모으던 사이트 였는데 국내 제
주도를 최초로 가이드를 하게 되
었고 여러 다른 국내 관광지 안내
도 추가할 계획이다 

코로나에 맞춰서 변화하는 여행
의 트렌드를 잘 보여줌 

경쟁사 붂석 



- 국내 여행 시장 트렌드 

원래의 2020년 여행 트렌드 

2. 디자인 트렌드 붂석 



- 기졲 국내 여행 시장 트렌드 

But,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2020년 여행 트렌드 

2. 디자인 트렌드 붂석 



위험 
회피 여행, 
자차 선호 

혼행 
숙박 기피 
청결 중시 

초단기 
장기 칩거형 
양극화 여행 

2. 디자인 트렌드 붂석 

급속한 
일상화/여가

화 

현지인의 
“지금-여기” 
중심 소비 

- 코로나로 변해버린 여행 트렌드 



2. 디자인 트렌드 붂석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을 통한 
기념품 구매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 및 

여행사를  통한 
직구 및 대리구매 

- 코로나로 인한 여행사들의 변화 

기졲 최귺 

외국인의 여행에 
치중한 상품 전략 

내국인 여행에 
치중한 상품 전략 



2. 디자인 트렌드 붂석 

- 2020 UX  디자인 트렌드 



2. 디자인 트렌드 붂석 

- 2020 UX 디자인 트랜드 

통합 디지털 서비스 



2. 디자인 트렌드 붂석 

- 2020 UX 디자인 트랜드 

가치 소비를 위한 UX 디자인 



2. 디자인 트렌드 붂석 

- 2020 UX 디자인 트랜드 

실시갂 데이터 시각화 



3. 사용자 붂석하기 

- 방한 외래관광객의 특징 



3. 사용자 붂석하기 

• 체험 상품에 대해서는 여행사를 통한 여행이 많음 
 

• KPOP을 체험하는 상품들을 직접 구매함 
 

• 현지인 처럼 살아보기 위한 여러 체험들을 직접 돈을 주
고 구매하는 형태 
 

• 여러 한국에서 살수 있는 화장품 및 대리구매를 많이 함 

- 여행 소비 형태 

여행 소비 
형태 



3. 사용자 붂석하기 

• 주로 온라인 검색으로 유입된 여행객들 
 

• 외국인들은 현지 체험에 대한 사이트 부족 
 

• 구매도 주로 여행사를 통한 대리구매가 많음 
 

• 중국 - 위챗 및 바이두나 웹 포털 
 

• 대만 - SNS 및 블로그 
 

• 그 외 아시아권 - SNS,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 사용자 정보수집의 형태 

사용자 정보
수집의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