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스마트폰과 모바일앱, 여행객들을 사로잡다 

 

- 크리테오, 전세계 여행객들의 온라인 쇼핑 행태를 분석한 ‘2016 여행 플래시 리포트’ 발표 

- 2016년 2분기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비중에서 스마트폰이 27%를 기록, 전년 대비 31% 상승 

- 지난 2년간 인앱 전략을 강화한 여행 업체, 올해 처음으로 앱 통한 예약 비중이 모바일 웹을 상회 

- 스마트폰 여행 세대 공략 위해 디바이스 전반에서 간단하고 일관되며, 개인 연관성이 높은 쇼핑 

경험 제공 필요 

 

[2016 년 11 월 4 일] –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를 선도하는 글로벌 애드테크 기업 크리테오(나스닥: 

CRTO)가 금일 국내를 비롯 전세계 여행객들의 온라인 쇼핑 행태에 대한 트렌드 및 인사이트를 담은 

‘2016 여행 플래시 리포트’를 발표했다.  

 

크리테오는 여행 업계 마케터들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최신 소비 행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번 리포트를 

발간하게 됐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예약에 있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여행 세대의 경우 여유 있는 예약 보다는 모바일 앱을 사용해 

여행 날짜에 임박한 예약을 진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텔 온라인 예약 시 2 회 이상 

사이트를 방문하고, 2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 월 사이 전세계의 1,000여 여행 광고주들로부터 

수집된 일 평균 수백만 건의 온라인 예약에 대한 크리테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성됐다. 한국 

수치의 경우 국내 주요 여행사 사이트에 이뤄진 20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1) 스마트폰이 온라인 여행 상품 예약의 핵심으로 등장 

 한국의 경우 2016년 2분기 온라인 여행 예약 비중에서 스마트폰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약 

27%를 기록, 글로벌 평균인 19%를 훨씬 상회하며 일본과 함께 전세계 최상위권을 차지  

 호텔 예약 시점에 따른 디바이스 유형별 온라인 예약 비중에서 체크인 24시간 이내에 예약하는 

이용자의 51%가 스마트폰을 사용 

 

2)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여행 예약이 지속 증가  

 인앱 전략을 강화한 여행 업체들의 경우 인앱 예약 비중이 2014년 6월 12%에서 2016년 6월 

54%로 크게 뛰면서 모바일 웹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여행 기간에 따른 디바이스별 온라인 예약 비중에서 1박 단기 여행의 경우 72%를 차지한 앱이 

55%의 스마트폰, 49%의 태블릿 및 46%의 데스크톱을 확실하게 앞섰음 

 

3) 온라인 호텔 예약의 경우 보다 복잡한 경로를 보임 

 호텔 예약을 완료하기까지 2~3회 및 4회 이상 사이트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각각 31%, 43%로 

http://www.criteo.com/kr/resources/2016-travel-flash-report-october/


 

나타나 전체 절반을 훨씬 상회  

 호텔 예약을 위해 2~3 회 및 4 회 이상 사이트를 방문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경우 각각 평균 

1.1개 및 1.6개의 디바이스를 사용 디바이스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전체 60%를 기록 

 

이번 조사 결과에 기반해 크리테오는 여행업계 마케터들이 모바일 여행객들을 자사 사이트 예약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예약을 간소화하고, 디바이스 전반에서 일관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며, 자사 앱 설치율 향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앱 마케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모바일 예약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여행 업체들은 상품 및 예약 과정에서 가시성 제공 및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이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뷰(view)를 도입해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디바이스에 걸쳐 

진행 중인 모든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테오의 북아시아 총괄인 그레이스 프롬(Grace Fromm)은 “한국의 경우 여행객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고, 여행 업체들의 간편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이 온라인 

여행 예약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라며 “이에 여행업계는 스마트폰 여행객들을 

공략해 온라인 예약 매출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관되며 개인 

연관성이 높은 쇼핑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크리테오(Criteo)에 대하여 

크리테오는 개인 맞춤형 퍼포먼스 마케팅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 걸쳐 31개 사무실에서 약 2,000여명의 임직원이 전 세계 17,000여 주요 매체사들과 제휴를 

통해 12,000여 이상의 글로벌 광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11억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도달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www.criteo.com/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자료문의: 곽소영 차장 (PressKR@criteo.com) 

http://www.criteo.com/kr
mailto:PressKR@crit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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