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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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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광여행 평균 횟수는 2.0회이며, 여행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은 20만 8천 원으로

   나타남

•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여행간 광역시·도는 강원도 25.9%, 경기도 24.5%, 인천 7.3% 

순으로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 여행의 비중은 총 64.1%로 나타남

• 국내 관광여행을 1회 이상 떠난 여성의 비중이 52.5%로 남성보다 근소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5.0%, 20대 19.6%, 30대 17.9% 순으로 

   국내 여행을 많이 떠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관광여행을 떠난 사람이 많은 직업군은 가정주부(67만 8천 명), 사무종사자

   (58만 8천 명), 대학생(35만 5천 명) 순으로 나타남

서울 시민 중 국내 관광여행을 1회 이상 떠난 사람은 서울 시민 전체의29.4%

서울에서 국내 관광여행을 가장 많이 떠난 사람들은 가정주부로 67만 8천 명

2014년, 서울 시민 중 국내 관광여행을 1회 이상 떠난 사람은 29.4%

서울 시민들은 주로 서울 근교인 강원도, 경기도, 인천 등으로 여행을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을 간 사람들 중에서는 가정주부가 

67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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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4년 국내 관광여행 총량

<표 2> 2014년 서울의 성별 및 연령대별 국내 관광여행

[단위: 명, 회, 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

[단위: 명, %]

1. 국내여행이란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을 의미하며, 단순 영화감상이나 

    쇼핑만을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나 근처의 산책이나 등산, 취미나 교양생활, 스포츠 등의 일상적이며 규칙적인 

   여가활동은 여행에서 제외.

2. 국내여행의 목적은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분류되며, 본 인포그래픽스는 관광여행만을 대상으로 함. 

  •관광여행: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 등 목적의 여행,

  •기타여행: ‘비즈니스나 출장 등 업무상 목적’, ‘교육/훈련/연수’, ‘쇼핑’ 등 목적의 여행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

국내 관광여행  참가자
총 인원 수

(명)
2,597,519

여행 경험률
(%)

29.4 

국내 관광여행 참가 횟수
총 횟수

(회)
5,227,810

1인당 평균 횟수
(회)

2.0

국내 관광여행 비용
총 비용
(백만 원)

1,088,995

1인당 평균 비용
(원)

419,244

1회당 평균 비용
(원)

208,308 

인원 수 비중

성별

남 1,234,555 47.5 

여 1,362,964 52.5 

연령대별

10대 158,355 6.1 

20대 510,376 19.6 

30대 463,976 17.9 

40대 399,876 15.4 

50대 414,640 16.0 

60대 이상 650,295 25.0 

합계 2,597,519 100.0 



39서울 시민은 국내 관광여행을 얼마나 갈까?

<표 3> 2014년 서울의 직업별 국내 관광여행
[단위: 명, %]

‘기타’는 비중이 1.0% 이하인 관리자, 단순노무자, 군인,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대학원생,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국민여행실태조사자료

인원 수 비중

 가정주부 678,180 26.1 

 사무 종사자 587,988 22.6 

 대학생 354,735 13.7 

 판매 종사자 246,652 9.5 

 은퇴/무직 210,743 8.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1,814 7.0 

 고등학생 109,933 4.2 

기타 81,373 3.1 

 서비스 종사자 69,262 2.7 

 중학생 48,422 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416 1.1 

합계 2,597,519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