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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테오, ‘2022 트래블 커머스 인사이트’ 보고서 발표 
 

- 코로나 19 로 급변하고 있는 여행업계 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비자 행동 분석 내용 공개 

- APAC 지역 항공권, 호텔 예약 등 회복세 뚜렷…한국, 여름 여행과 휴양 목적 강하게 나타나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기업 크리테오(크리테오코리아 대표 김도윤)가 세계 여행업계 트렌드를 진단하는 ‘2022 

트래블 커머스 인사이트(Travel Commerce Insight)’ 보고서를 발표했다. 

 

크리테오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여행업계가, 엔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항공권 예약에서부터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APAC 지역은 2019년 5월 대비 2020년에는 26%, 

2021년에는 25% 수준에 머물던 예매 수치가, 2022년 123%로 항공권 예약이 19년 이상으로 회복했다. 

 

호텔 예약 및 관련 사이트 트래픽도 APAC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미 2021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인 

유럽이나 미주 지역과 달리, APAC 지역은 2022년 본격적으로 호텔 예약 움직임을 보였다. 2019년 5 월 대비 

2020년에는 57%. 2021년엔 71%에서 22년 132%로 호텔 예약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의 경우, 호텔 예약은 변동이 

적었지만, 예약 사이트 트래픽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다. 

 

여름 휴가를 앞둔 한국의 여행 시장에 대한 내용도 제시됐다. 한국은 APAC 지역에서 인도(76%)에 이어 여름 여행 

니즈가 가장 높은 나라(61%)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 여행을 간다면 ‘휴양’을 하겠다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문화활동(49%), 가족이나 친지 방문(46%), 야외 스포츠(2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여행 관련 업체를 고를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리뷰’를 꼽은 사람이 63%로 가장 

많았다. 특가 상품(37%), 환불 용의성(36%)가 뒤를 이었다. 개인이나 단체가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여행 관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가능한 여행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고자 한다는 답변이 51%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1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한국은 APAC 지역 조사 국가 5개 

나라 중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의도가 가장 높은 상위 3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했다. 

 

 
 

여행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예약할 때 사용하는 디바이스로는 모바일 비중이 높았다(APAC 지역 기준). 하지만 

모바일을 이용하더라도, 모바일 웹과 앱을 이용하는 방식에 차이가가 있었다. 정보 검색에는 모바일 웹(78%)을 

앱(63%)보다 선호하는 반면, 예약 시에는 앱(63%)을 선호하는 사람이 모바일 웹(53%)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크리테오는 APAC 지역 여행자들이 모바일 웹으로 정보를 탐색하지만 2/3은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다고 분석했다. 

 

크리테오코리아 김도윤 대표는 “코로나 19 이전처럼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 심리까지 이전과 같은 건 아니다. 

코로나 19 이후 소비 심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 예약과 

심리에 대한 크리테오의 이런 조사가 올 하반기 마케팅을 준비하는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ethodology 

이번 보고서는 크리테오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50여 개국, 2,000여 여행업계 기업의 데이터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해당 기업들은 연간 2 억 건 이상의 예약 건수가 발생하는 기업이며, 설문조사는 

한국(974명)을 포함해 11,8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고서 내 데이터 및 설문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주차~22주차 기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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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테오 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마케터와 미디어 소유자가 더 나은 커머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기업이다. 업계를 선도하는 크리테오의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은 상품 발견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보다 풍부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2,000 여 마케터와 수천명에 이르는 미디어 소유자를 연결한다. 

크리테오는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광고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제품 발견, 혁신, 선택 및 구매를 장려하는 오픈 

인터넷을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크리테오코리아 홈페이지(www.criteo.co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문의 

미디컴 이송현 과장 010-6726-6301 gracesh@medicompr-m.co.kr 

 오시학 과장 010-3017-3565 kundera@medicompr-m.co.kr 

 이민지 AE 010-9441-3175 munzya0801@medicomp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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