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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q1 문1. 여행 형태 1: 개별여행 2: 단체여행 3: Air-tel Tour 9: 모름/무응답

q2b 문2-2. 최근 3년간 한국방문 횟수 1: 1회 2: 2회 3: 3회 4: 4회이상 9: 모름/무응답

wq2b 문2-2. 최근 3년간 한국방문 횟수 원자료

q2c 문2-3. 최근 한국 방문 시기(년도&분기)

1: 2008년 1분기 2: 2008년 2분기 3: 2008년 3분기 4: 2008년 4분기

5: 2009년 1분기 6: 2009년 2분기 7: 2009년 3분기 8: 2009년 4분기

9: 2010년 1분기 10: 2010년 2분기 11: 2010년 3분기 12: 2010년 4분기

13: 2011년 1분기 14: 2011년 2분기 15: 2011년 3분기 16: 2011년 4분기

9999: 무응답

q2c1 문2-3. 최근 한국 방문 시기(년도&분기) 8: 2008년 9: 2009년 10: 2010년 11: 2011년 99: 무응답

q3a2 문3-2. 한국체류기간

1: 1일 2: 2일 3: 3일 4: 4일 5: 5일

6: 6일 7: 7일 8: 8일 9: 9일 10: 10일

11: 11~60일

mq3a2 문3-2. 한국체류기간 원자료

mmq3a2 문3-2. 한국체류기간 원자료(61일 이상 SYSMISS)

q4a 문4. 한국만 방문

1: ① 한국만 방문 2: ② 한국방문 직전 3: ③ 한국방문 직후 9: 무응답q4b 문4. 한국방문직전 타국가 방문

q4c 문4. 한국방문직후 타국가 방문 예정

q4b1 문4. 한국입국전 방문국가1 1: 일본 2: 중국 3: 홍콩 4: 싱가포르

q4b2 문4. 한국입국전 방문국가2 5: 대만 6: 호주 7: 태국 8: 미국
q4b3 문4. 한국입국전 방문국가3 9: 캐나다 10: 영국 11: 독일 12: 프랑스
q4c1 문4. 한국입국후 방문국가1

13: 러시아 65: 인도 995: 말레이시아 996: 중동q4c2 문4. 한국입국후 방문국가2
997: 기타 999: 모름/무응답q4c3 문4. 한국입국후 방문국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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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q5 문5. 한국여행 결정 시점 1: 1개월 2: 2개월 3: 3~4개월 4: 5~9개월 5: 10개월 이상 99: 무응답

mq5 문5. 한국여행 결정 시점 원자료(개월)

q6
문6. 여행전 다른 국가 방문 

    검토 여부

1: 여행 계획시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선정했다

2: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을 목적지로 선정했다 9: 무응답

q6a1 문6. 여행전 방문 검토 국가1 1: 일본 2: 중국 3: 홍콩 4: 싱가포르

q6a2 문6. 여행전 방문 검토 국가2 5: 대만 6: 호주 7: 태국 8: 미국

q6a3 문6. 여행전 방문 검토 국가3 9: 캐나다 10: 영국 11: 독일 12: 프랑스

q6a4 문6. 여행전 방문 검토 국가4 13: 러시아 65: 인도 995: 말레이시아 996: 중동

q6a5 문6. 여행전 방문 검토 국가5 997: 기타 999: 모름/무응답

q7 문7. 방한 목적
1: 여가, 위락, 개별휴가 2: 건강 및 치료 3. 종교 및 순례 4: 쇼핑

5: 친구, 친지 방문 6: 사업 또는 전문 활동 7: 교육 8: 기타 99: 모름/ 무응답

q7a1 문7-1. 여행동기(1순위)

1: 자연풍경 2: 쇼핑 3: 역사/문화유적 4: 음식/ 미식탐방

5: 휴양/ 휴식 6: 유흥/놀이시설
7: 패션, 유행 등 

  세련된 문화
8: 기후/ 뚜렷한 사계절

9: 경제적인 여행비용 10: 거리 11: 안전 12: 숙박시설/편리한 교통

q7a2 문7-2. 여행동기(2순위)

13: 드라마/ 영화 촬영지 방문, 

    한류스타 팬 미팅 경험
14: 치료 15: 이․미용 서비스 16: 여행 가능한 여가시간

18: 스포츠 20: 경제발전 21: 교육 22: 비즈니스

23: 가족 및 친지방문 24: 주위 추천 25: 경유 26: 한국사람들이 좋다

q7a3 문7-3. 여행동기(3순위) 27: 종교 28: 비자관련 29: 언어
30: 공연, 민속행사, 축제참가   

    및 관람

97: 기타 9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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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q8a1 문8. 여행 정보 입수 경로(1순위)  1: 여행사 2: 친지, 친구, 동료 3: 인터넷 4: 관광안내서적 5: 보도
q8a2 문8. 여행 정보 입수 경로(2순위)

 6: 한국기관 7: 항공사, 호텔 9: 정보를 얻지 않았다 97: 기타 99: 모름/무응답q8a3 문8. 여행 정보 입수 경로(3순위)

xq9a1 문9. 동반현황_혼자왔다
 1: 혼자 왔다  2: 가족/친지  3: 친구/연인

xq9a2 문9. 동반현황_가족/친지

xq9a3 문9. 동반현황_친구/연인

 4: 직장동료  5:기타  9: 무응답xq9a4 문9. 동반현황_직장동료

xq9a5 문9. 동반현황_기타

q9 문9. 동반자수(총인원_본인포함)  1: 1명  2: 2명  3: 3명 이상  9: 무응답

mq9 문9. 동반자수(총인원_본인포함) 원자료

q10a1 문10-1. 숙박시설(호텔)
 1: 호텔 2: 유스 호스텔, 게스트 하우스, 여관

q10a2
문10-2. 숙박시설

(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여관/모텔)
 3: 콘도 펜션, 레지던스 인 4: 친척 또는 친구 집

q10a3 문10-3. 숙박시설(콘도/펜션/레지던스인)

 5: 학교/ 회사 기숙사, 연수원 6: 사찰q10a4 문10-4. 숙박시설(친척/친구집)

q10a5
문10-5. 숙박시설

(학교/회사/기숙사/연수원)
 7: 기타 99: 무응답q10a6 문10-6. 숙박시설(사찰)

q10a7 문10-7. 숙박시설(기타)

q11a1

~

q11a27

문11. 한국여행 방문지

    _서울 및 인천 경기

(다음 페이지)

q11b1

~

q11b27

문11. 한국여행 방문지_지방

q12a1 문12-1. 좋았던 방문지(1순위)

q12a2 문12-1. 좋았던 방문지(2순위)

q12a3 문12-1. 좋았던 방문지(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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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한국여행 방문지 서울 및 인천 경기/ 지방/ 좋았던 방문지

1   고궁

2   박물관 (기념관)

3   인사동

4   남산/ N서울 타워

5   명동

6   남대문시장

7   코엑스

8   동대문시장

9   이태원

10   롯데월드

11   여의도/ 63빌딩/ 영등포

12   한강/ 유람선

13   청계천/ 광화문광장

14   신촌/ 홍대주변

15   DMC/ 월드컵경기장

16   월미도/ 차이나 타운/ 개항장

17   송도/ 인천대교

18   강화도

19   영종도/ 공항주변

20   소래포구

21   옹진

22   휴전선/ 판문점

23   에버랜드

24   수원화성

25   대장금 테마파크

26   민속촌

27   서울랜드

28   강릉

29   속초

30   춘천/ 남이섬

31   용평 리조트/ 피닉스 파크/ 

비발디파크

32   설악산

33   금강산

34   대전

35   공주/ 부여

36   단양

37   대천/ 보령

38   금산인삼타운

39   수안보

40   부산

41   경주

42   대구

43   울산

44   안동 (하회 마을)

45   거제/ 남해

46   포항

47   해인사

48   한려해상국립공원

49   지리산 국립공원

50   광주/ 무등산

51   전주

52   목포/ 여수

53   담양

54   보성차밭

55   무주리조트

56   진도/ 신비의 바닷길

57   광주 비엔날레

58   한라산

59   성산일출봉

60   거문오름용암동굴계

61   중문관광 단지/ 서귀포

62   우도/ 마라도/ 추자도

63   섭지코지

64   용두암

65   제주 민속촌

66   제주 올레길

76   서울시청

77   청와대

78   한옥마을

79   사찰

80   산

81   온천

82   예술의전당

83   올림픽공원

84   강

85   뚝섬 / 서울숲

86   서울역

87   워커힐

88   김치학교

98   영화 및 드라마촬영지

99   공연

100   카지노

101   알펜시아리조트

102   오크밸리

103   양지리조트

104   하이원리조트

105   지산리조트

106   베어스타운

201   신사동

202   용산

203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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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압구정동

205   신당동

206   제기동

207   종로

208   목동

209   신도림동

210   삼성동

211   장안동

212   삼청동

213   혜화동 / 대학로

214   반포동

215   노량진

216   구로

217   성북동

218   청담동

219   석계동

220   성수동

221   한남동

222   잠실

223   안국동

224   대림동

225   홍제동

226   송파동

227   수유리

228   서초동

229   평창동

230   논현동

231   충무로

232   청량리동

233   번동

234   독산동

235   구암동

236   양재동

237   서대문

238   역삼동

239   장안평

240   신천동

241   회현동

242   대치동

280   포항공과대학교

301   홍익대학교

302   이화여자대학교

303   서울대학교

304   숭실대학교

305   성균관대학교

306   한양대학교

307   고려대학교

308   경희대학교

309   연세대학교

310   한국체육대학교

311   숙명여자대학교

312   서울시립대학교

313   서강대학교

314   폴리텍대학

351   어린이대공원

401   인천

402   부천

426   인천대학교

451   오산

452   가평

453   안양

454   청평

455   김포

456   이천

457   광주 (경기)

458   양주

459   성남

460   평택

461   안산

462   의정부

463   군포

464   용인

465   양평군

466   일산

467   남양주

468   동두천

469   시흥

470   파주

471   안성

472   여주

473   의왕시

474   포천

475   광명시

476   하남시

498   아주대학교

499   용인대학교

500   단국대학교

501   원주

502   평창

503   양양

504   영월

505   철원

506   인제군

507   동해시

508   홍천군

509   삼척시

510   정선군

601   청주

602   천안

603   아산

604   당진

605   청원군

606   제천

607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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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태안

609   예산

610   논산

611   진천

612   서천군

613   충주

614   연기군

676   대전대학교

677   카이스트

701   창원

702   구미

703   김천

704   경산

705   마산

706   칠곡군

707   진주시

708   통영시

709   양산

710   울릉도 / 독도

711   영덕군

712   울진군

713   영주

714   거창군

716   김해시

717   밀양시

751   문경새재

776   포항공과대학

777   계명대학교

801   군산

802   정읍

803   부안군

804   순천

805   영암

806   광양

807   강진

808   해남

809   나주

810   고흥

811   완도

812   진안군

813   남원

814   고창

815   완주군

816   익산시

817   신안군

818   순창군

876   전주대학교

901   주상절리

902   천지연폭포

903   산굼부리

904   정방폭포

905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906   만장굴

907   미로공원

908   함덕해수욕장

909   제주미술센타

910   한림공원

911   여미지식물원

912   테디베어 박물관

913   협재해수욕장

914   도깨비도로

915   제주축구경기장

926   제주대학교

997   기타

998   없다

999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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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yq11a01

~

yq11a99

문11.한국여행방문지(16개시도)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97: 기타 99: 없다/모름/무응답

grp1

~

grp99

문11.한국여행방문지(권역별)

1: 서울 2: 인천 3: 경기 4: 강원 5: 충청

6: 경상 7: 전라 8: 제주 9: 기타 99: 없다/모름/무응답

q13a1 문13-1. 한국 방문시 활동 내역(1순위)
1: 쇼핑 2: 식도락 관광 3: 온천, 스파 4: 휴양, 휴식

5: 미용관광 6: 의료관광 7: 유흥/오락 8: 카지노

q13a2 문13-1. 한국 방문시 활동 내역(2순위)
9: 테마파크 10: 스포츠 활동 11: 레포츠 활동

12: 직업적 스포츠 

    활동

13: 시찰(산업 시설 등) 14: 연수, 교육, 연구
15: 미팅, 회의, 학술대회,

    박람회 참가
16: 업무수행

q13a3 문13-1. 한국 방문시 활동 내역(3순위)
17: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18: 자연경관 감상

19: 공연, 민속행사, 축제참가 

    및 관람

20: 박물관, 전시관 

    방문

21: 시티투어 22: 전통문화체험 97: 기타 98: 없다

q13b 문13-2. 한국 방문시 좋았던 활동 내역
9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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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q14a1 문14-1.쇼핑품목1
1: 피혁제품 2: 실크, 섬유류 3: 신발류 4: 의류 5: 향수, 화장품

6: 보석/악세사리 7: 시계 8: 인삼, 한약재 9: 김치 10: 식료품

q14a2 문14-1.쇼핑품목2 11: 주류 12: 담배 13: 음반, DVD
14: 서적, 잡지, 

문구류

15: 인형, 장난감, 

게임기

16: 전자, 전기제품 17: 자기, 도자기
18: 전통민예품, 

칠기, 목각제품
19: 스타관련상품 97: 기타

q14a3 문14-1.쇼핑품목3
98: 없다 99: 모름/무응답

q14b1 문14-2.쇼핑장소1
1: 한국내 공항 면세점 2: 시내 면세점 3: 백화점

4: 남대문 시장 5: 동대문 시장 6: 이태원 시장

q14b2 문14-2.쇼핑장소2

7: 명동 8: 인사동 9: 소규모상점

q14b3 문14-2.쇼핑장소3

10: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97: 기타 9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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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mq15a0 문16-0. 개별여행 지출금액_총

개별여행 지출금액_원자료($)

mq15a1 문16-1. 개별여행 지출금액_개별숙박비

mq15a2 문16-2. 개별여행 지출금액_쇼핑비

mq15a3 문16-3. 개별여행 지출금액_식음료비

mq15a4 문16-4. 개별여행 지출금액_교통비

mq15a5 문16-5. 개별여행 지출금액_오락관련 지출

mq15a6 문16-6. 개별여행 지출금액_한국 여행사에 지불한 비용

mq15a7 문16-7. 개별여행 지출금액_문화관련 지출

mq15a8 문16-8. 개별여행 지출금액_운동관련 지출
mq15a9 문16-9. 개별여행 지출금액_기타
m15a10 문16-9. 개별여행 지출금액_국제항공료/선박료
mq15b0 문16-0. 단체여행 지출금액_총

단체여행 지출금액_원자료($)

※ 단체여행객은 “단체여행 +Air-tel”로 구성되어 있음

mq15b1 문16-1. 단체여행 지출금액_거주국여행사에 지불한 경비

mq15b2 문16-2. 단체여행 지출금액_쇼핑비

mq15b3 문16-3. 단체여행 지출금액_식음료비

mq15b4 문16-4. 단체여행 지출금액_한국여행사에 지불한 경비

mq15b5 문16-5. 단체여행 지출금액_교통비

mq15b6 문16-6. 단체여행 지출금액_오락관련 지출

mq15b7 문16-7. 단체여행 지출금액_문화관련 지출

mq15b8 문16-8. 단체여행 지출금액_운동관련 지출

mq15b9 문16-9. 단체여행 지출금액_기타

mtzq15 문16-1. 여행전체 지출금액_총

여행전체 지출금액_원자료($)

mtzq15a1 문16-1. 여행전체 지출금액_개별숙박비

mtzq15a2 문16-2. 여행전체 지출금액_쇼핑비

mtzq15a3 문16-3. 여행전체 지출금액_식음료비

mtzq15a4 문16-4. 여행전체 지출금액_교통비

mtzq15a5 문16-5. 여행전체 지출금액_오락관련지출

mtzq15a6 문16-6. 여행전체 지출금액_한국여행사 지불경비

mtzq15a7 문16-7. 여행전체 지출금액_문화관련 지출

mtzq15a8 문16-8. 여행전체 지출금액_운동관련 지출

mtzq15a9 문16-9. 단체여행 지출금액_기타

mq15b1 문16-1. 여행전체 지출금액_거주국 여행사에 지불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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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q16a01 문16-1.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출입국 절차

1: ① 매우 불만족 2: ② 불만족 3: ③ 보통

q16a02 문16-2.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대중교통

q16a03 문16-3.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숙박

q16a04 문16-4.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음식

q16a05 문16-5.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쇼핑

q16a06 문16-6.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관광지매력도

4: ④ 만족 5: ⑤ 매우 만족 9: ⑨ 모름/무응답

q16a07 문16-7.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관광안내서비스

q16a08 문16-8.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언어소통

q16a09 문16-9.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_여행경비

q16a10 문16-2.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_치안

q16b 문16-2.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q17a01

~

q17a12

문17. 한국여행에서 좋았던 점1

~

문17. 한국여행에서 좋았던 점12

1: 독특한 문화유산이 있다 2: 사람들이 친절하다 3: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4: 활기에 차있다 5: 쇼핑하기가 좋다 6: 음식이 맛있다

7: 거리가 깨끗하다 8: 밤에 놀거리가 많다 9: 안전하다

10: 관광정보를 얻기가 쉽다 11: 교통이 편리하다 97: 기타

99: 무응답

q18a01

~

q18a16

문18. 한국여행에서 불편했던 점1

~

문18. 한국여행에서 불편했던 점16

1: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는다 2: 방한비자 취득이 어렵다 3: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4: 공항 출입국 수속이 

부족하다 
5: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다 6: 물가가 비싸다

7: 교통이 혼잡하다 8: 관광종사원이 불친절하다
9: 택시기사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

10: 상품구입을 강요한다 11: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12: 숙박시설과 서비스가 좋지 

않다

13: 관광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14: 관광정보를 얻기 어렵다
15: 카드결제를 쉽게 할수 

없다

97: 기타 99: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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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q19 문19. 3년 내 재방문 의사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② 그렇지 않다 3: ③ 보통

q20 문20. 한국 여행 추천 의사 4: ④ 그렇다 5: ⑤ 매우 그렇다 9: 모름/무응답

q21 문21. 여행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
1: ① 전보다 매우 나빠졌다 2: ② 전보다 매우 나빠졌다 3: ③ 전과 같다

4: ④ 전보다 좋아졌다 5: ⑤ 전보다 매우 좋아졌다 9: 모름/무응답

mday_av0 일일 평균 지출금액(전체)_원자료

원자료($)

mday_av1 일일 평균 지출금액(개별여행)_원자료

mday_av2 일일 평균 지출금액(단체여행)_원자료

mday_av3 일일 평균 지출금액(Air-tel)_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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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내용/질문문항 변수값/응답항목

id 일련번호

chasu 조사기간별(월)
 1: 1월    2: 2월  3: 3월     4: 4월        5: 5월   6: 6월

 7: 7월    8: 8월     9: 9월   10: 10월    11: 11월  12: 12월

nat 거주국별

 1: 일본  2: 중국  3: 홍콩   4: 싱가포르   5: 대만      6: 태국   

 7: 말레이시아  8: 호주   9: 미국  10: 캐나다    11: 영국  12: 독일 

13: 프랑스  14: 러시아    15: 중동  16: 인도 97: 기타

city 거주도시 *별도파일로 제공(“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코드북-국가/도시”)

sex 성별  1: 남성         2: 여성  9: 무응답

edu 학력별  1: 고졸이하   2: 대졸  3: 대학원 이상  4: 기타  9: 모름/무응답

job 직업별

 1: 공무원, 군인              2: 기업인, 경영직        3: 사무, 기술직      

 4: 판매, 서비스직  5: 전문직   6: 생산, 기능, 노무직       

 7: 자영업자     8: 학생  9: 주부   

10: 은퇴자 11: 무직          12: 기타

99: 무응답

age 연령별

 0: 15~20세  1: 21~30세  2: 31~40세

 3: 41~50세  4: 51~60세  5: 61세 이상

 9: 모름/무응답

wt 가중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