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테오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상위 25%의 소비자들이 총 여행 지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이 수치가  

68%에 달했습니다.* 이는 여행 공급업체들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행 로열티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크리테오는 전 세계 4,000여 명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여행 & 로열티 프로그램(Global Travel & Loyalty Programs)”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 충성도에 대한 5가지 핵심 사항 

여행 로열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여행 로열티 프로그램은 효과가 ...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응답자들은 여행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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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는 여행 로열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고 말합니다.

77%
는 항공 마일이나 호텔 

포인트로 얻는 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79%
는 제공되는 혜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는 때로 이메일을  

너무 많이 보내서  

이메일 수신을 거부합니다.

69%
는 할인 이외에 

제공되는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는 레저/휴가 여행 예산을 증가, 감소,  

아니면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인가요?

연령층에 따른 지출 전망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가장 큰 기회가 존재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15~34세 연령층의 응답자들은 타 연령층 대비 여행 예산을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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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크리테오 “예약하는 이유(Why We Book)”, Global Travel Study, 2019년 5월~6월, N=8,154.  

기반: 전체(지난 6개월 동안 1회 이상 예약을 한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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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동일하게 유지 감소
28% 29%



2019년 가장 핫한 목적지는 관련성입니다.

크리테오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위해 최고의 오디언스를 타기팅하고 사이트를 

방문한지가 오래된 고객들을 리인게이지 시키며 관련성 있는 딜을 제공해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여행 로열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여행 캠페인을 원하십니까? 지금 연락하십시오!

*출처: 크리테오 데이터, All Travel, 2018년 7월~2019년 6월, 모든 디바이스, 비교 제외

**출처: 크리테오 "예약하는 이유(Why We Book)", Global Travel Study, 2019년 5월~6월, N=8,154.

사용자 친화성이 충성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크리테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정한 충성도는 딜이 아니라 로열티 프로그램을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사, 호텔 또는 기차역에서 직접 예약을 하는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두 가지 사항은 사용자 친화성(“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과 익숙함(“이런 방식으로 

예약하는데 익숙해서”)이었습니다.

28%의 응답자가 로열티 프로그램의 회원이라서 특정 항공사를 예약한다고 대답했지만, 

호텔(21%), 온라인 여행사(14%), 또는 열차(18%)의 경우, 그 사실은 중요성이 훨씬 덜합니다.

5

15~24세의 응답자 중에서 로열티 프로그램(항공사/호텔/열차)에 가입한 

응답자는 24%뿐입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36%가 가입한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절반 이상의 Z 세대 응답자(52%)들이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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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vs

36%

52%

젊은층은 여행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Z 세대는 여행 충성도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응답자들의 47%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23%, 스페인은 19%로  

그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 지역은 젊은층에서 로열티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15~34세의 응답자 84%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79%입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이 15~34세 연령층에서는 인기가 덜한 반면  

(영국의 경우, 16%만 가입), 50~64세 연령층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영국 여행자들 중 89%, 이탈리아는 92%가 로열티 프로그램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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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객들은 

로열티 프로그램을 

사랑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젊은층 고객들이 

로열티 프로그램에  

더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유럽에서는 중장년층이 

로열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여행 로열티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과 브랜드 충성도는 그 의미와 시장 보급률의 측면에서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https://www.criteo.com/kr/talk-to-an-exp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