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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 보고서는 참가자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임1. 2021 MICE 『 』 

코로나 로 인2. 19 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여행 조사는 진행되지 않음

본 조사의 대상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2021 1 1 2021 12 31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 참가자임MICE 

코로나 발생 이후 년과 년의 개최 및 조사 행사 수가 4. 19 2020 2021

이전년도 대비 축소되어 회의 유형별 개최 지역별 조사 결과는 , ·

제시하지 않고 전체 조사 결과만 제시함

차트 데이터 중 비용은 소수점 첫째 자리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5. , , 

그 외 항목 만족도 등 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 )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별 결과치의 총합과 전체 합계 , 

결과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숙박시설 유형 관련 정보 및 지식 획득 경로 관광활동에 대한 조사 6. , , 

결과는 중복응답으로 그 합이 를 넘을 수 있음100.0%



일부 문항의 경우 모름 무응답 또는 해당없음 보기로 인해 조사 7. ‘ / ’ ‘ ’ 

결과의 합이 가 되지 않을 수 있음100.0%

행사 평가 만족도 개최지역 이미지 변화 재방문 및 추천 8. MICE , , ,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점 척도로 평가함likert 5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9. 

해당 숫자 없음‘-’: 

단위 미만‘0’, ‘0.0’, ‘0.00’: 

본 보고서 장에 수록된 미팅 컨벤션 개최 현황 분석 은 10. 4 ‘ & ’ ‘2021 

캘린더 및 데스크리서치를 통해 수집한 미팅 컨벤션 행사만을 MICE ’ &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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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배경 및 목적1. 

가 조사 배경 . 

산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부가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 필요MICE ○ 

산업은 정부 지자체 산업계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함- MICE , , 

산업이 무역 금융 등 타 분야 산업과 융합하여 창출하는 부가가- MICE , , IT 

치와 행사 개최지역의 경제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중요, 

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정부에서는 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임을 인식하여 관련 법령- MICE , 

제도 예산 등을 통한 육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하고 있음, , ‧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 대- MICE MICE 

상에 관한 연구는 물론 참가자에 관해 연구 진행이 필수적임, MICE 

참가자들의 특성 및 행태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필요 MICE ○ 

산업의 전반적 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산업을 포- MICE , MICE 

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참가자의 지출액 관광 활동 등 보다 세부적인 실태,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년부터 참가자, 2011 MICE 『

조사 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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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목적. 

참가자의 개최지역 방문 특성 파악MICE ○  

참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방문 특성을 파악하여 마케팅 및 유- MICE 

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참가자의 소비실태 파악MICE ○  

국내외 참가자의 소비 규모와 패턴을 파악하여 산업의 경제적 - MICE MICE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최지역의 수용도 파악MICE ○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최지역에 대한 수용 및 만족 정도를 조- MICE 

사하여 개최지역 방문 만족도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꾀함

조사 기관2. 

조사 주관 기관 한국관광공사: ○ 

조사 수행 기관 한국통계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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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혁3. 

 
년 참가자조사 최초 실시 년 주기2011 : MICE (1 )○ 『 』 

년 조사 대상에서 전시 행사 참가자 제외2012 : ○ 

년 미팅 컨벤션 개최지역별 분석 추가2014 : &○ 

년 미팅 컨벤션 행사유형별 분석 추가2015 : &○ 

년 개인정보법 강화로 인한 온라인 조사 폐지2016 : ○ 

년 인센티브 국가별 입국 비율에 따른 사후 가중치 적용2017 : ○ 

년 미팅 컨벤션 지역별 최소 표본 확보를 위한 조사 표본 수 확대2019 : &○ 

년 부 년 부- 2018 5,244 2019 7,904→ 

년 코로나 로 인한 외국인 조사 불가로 조사 표본 수 조정2020 : 19○ 

내국인 위주의 조사 실시( )

미팅 컨벤션 부 내 외국인 부 내국인- & : 7,000 ( / ) 1,200 ( )→ 

인센티브 미실시- : 

년 코로나 로 인한 조사 표본 수 조정2021 : 19○ 

미팅 컨벤션 부 내외국인- & : 1,200 ( )

인센티브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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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및 방법4. 

 

가 조사 대상 . 

조사 대상 범위○ 

년 월 일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 2021 1 1 12 31 MICE 

의 내 외국인 참가자·

내용적 범위○ 

참가자의 개최지역 방문 특성- MICE 

행사 및 개최지역 방문 만족도- MICE 

- 행사 방문 소비액MICE 

행사 개최유형별 선호- MICE 

참가자의 인적 특성-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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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결과 미팅 컨벤션 행사 총 건의 참가자 중 명의 응답 수집: & 22 1,200○ 

표< 1-1> 미팅 컨벤션 참가자 조사 대상 행사2021 &

연번 행사명 개최지역

1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창립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50 부산

2 산림과 평화 국제학술대회 강원

3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2021 경기

4 한국미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2021 경남

5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대전

6 제 회 국제전기화학회 연차총회72 제주

7 제 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77 서울

8 수원 세계유산도시포럼 경기

9 제 회 국제시스템온칩반도체설계학술대회  18 제주

10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대회 경북

11 제 회 세계인권도시포럼  11 광주

12 제 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25 서울

13 제 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128 부산

14 국제바이오복합재학술대회 경북

15 제 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59 경북

16 제 차 세계한상대회19 서울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Convergence(ICTC 2021) 제주

18 제 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15 서울

19 울산안전산업위크2021 울산

20 년 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추계심포지엄2021 전남

21 한국화학공학회 추계학술대회2021 광주

22 육군 학술대회M&S 대전

나 조사 수행 방법. 

지류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와 코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조사 병행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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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및 용어 정리5. 

가 조사 항목. 

 

참가자의 개최지역 방문 행태MICE ○ 

정보 탐색 개최지역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 

체류 정보 개최지역 평균 체류일 동반자 숙박시설 유형- ( ) , , 

주요 활동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 및 개별여행 활동- ( ) 

행사 및 개최지역 방문 만족도MICE ○ 

행사 만족도 행사 전반적 만족도 행사 관련 항목별 만- (MICE ) MICE , MICE 

족도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 MICE ,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MICE 

개최지역 만족도 개최지역 방문 항목별 만족도 개최지역 방문 전반적 만족- ( ) , 

도 개최지역 이미지 변화 관광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 , 

사 관광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 

행사 참가 관련 소비액MICE ○ 

참가자 인당 및 참가자 인의 일당 행사 참가 소비액 평균- 1 1 1

행사 개최유형별 선호MICE ○  

온라인 행사 참여 경험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사 방식 더 선호하는 행- , , 

사 방식 온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이유 오프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이유, , 

참가자의 인적 특성MICE ○ 

성별 연령 내외국인 구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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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용어 정리. 

체류일 행사 개최지역 총 체류일과 한국 방문 총 체류일 외국인만 로 구분: MICE ( )○ 

동반자○ 

행사 참가 목적을 갖지 않은 가족 배우자 자녀 등 친척 친구 등 사전에 알고   - ( , ), , 

지낸 사람으로 개최지역에 동반하여 방문한 사람, 

동반자는 만 세 이상과 만 세 미만으로 구분- 18 18

숙박시설 개최지역 방문 기간 중 개최지역에서 이용한 모든 숙박시설: ○ 

개최지역 관련 정보 및 지식 획득 경로○ 

개최지역 방문 전 참가자가 개최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 또는 지식을 얻은 경로- 

참여활동 개최지역 방문 기간 중 개최지역 또는 타 지역에서 참여한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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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유형 회의 유형 구분은 주최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 ○ 

표< 1-2> 회의 유형 구분

회의 유형 주최기관 유형

공공 회의 공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정부 회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회 회의 학회

협회 회의 협회 협의회 연맹 등, , 

기타 회의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상기 개 분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주최기관, 4

개최 유형 개최 방식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 하이브리드 회의로 분류: , , ○ 

 

표< 1-3> 개최 유형 구분

개최 유형 상세 설명

오프라인 회의 오프라인 행사장 컨벤션센터 호텔 등 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회의( , )

온라인 회의 온라인 가상회의로만 진행하는 회의

하이브리드 회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는 회의

일부 세션은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진행하되( ,

온라인 가상회의로도 세션 진행 및 참여 가능한 회의)

거주지역 구분 응답자들의 내외국인 구분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분류: ○ 

내국인 현재 거주지가 한국인 응답자  - : 

외국인 현재 거주지가 한국 외 다른 국가인 응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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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설계 및 분석 과정6. 

가 모집단 및 표본 선정. 

본 조사의 모집단은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가한 내 외국인임2021 MICE ·○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미팅 컨벤션 분야 유효 표본은 다음과 같음&○ 

표< 1-4> 참가자조사 표본 수2021 MICE 

행사명 사례 수 비율(%)

한국화학공학회 추계학술대회2021 91 7.6

제 회 국제시스템온칩반도체설계학술대회18 84 7.0

제 회 국제전기화학회 연차총회72 82 6.8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창립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50 82 6.8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대회 81 6.8

제 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59 81 6.8

제 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15 80 6.7

제 차 세계한상대회19 74 6.2

제 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25 69 5.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Convergence(ICTC 2021) 64 5.3

산림과 평화 국제학술대회 58 4.8

제 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77 55 4.6

육군 학술대회M&S 46 3.8

제 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128 42 3.5

년 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추계심포지엄2021 39 3.3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2021 36 3.0

한국미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2021 36 3.0

울산안전산업위크2021 26 2.2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25 2.1

수원 세계유산도시포럼 22 1.8

국제바이오복합재학술대회 15 1.3

제 회 세계인권도시포럼11 12 1.0

계 1,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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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미팅 컨벤션 분야 유효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5> 표본 특성

구분 표본 수 비율(%)

전체 1,200 100.0

성별
남성 687 57.3

여성 513 42.8

성별

세20~29 425 35.4

세30~39 265 22.1

세40~49 248 20.7

세50~59 192 16.0

세 이상60 70 5.8

국적*
내국인 1,130 94.2

외국인 70 5.8

국적은 현 거주국가를 기준으로 함*

나 분석 수행과정. 

수집된 자료에 대해 편집 과 부호화 과정을 거친 후 통계(editing) (coding) , SPSS ○ 

패키지를 통해 자료처리를 실시함



2019 2021⎼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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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역 방문 행태1. 

표 < 2-1> 개최지역 평균 체류일

단위 일( : )

구분
행사MICE 

참가 목적 체류일

행사MICE 

참가 목적 외 체류일
총 체류일

전 체 년21 2.53 0.71 3.24

내국인

년21 2.34 0.24 2.58

년20 2.40 0.06 2.46

년19 1.87 0.05 1.92

주 년 외국인 참가자 대상 체류일 조사 문항을 변경하여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함1) 2021

표 < 2-2> 동반자 유무 평균 동반자 수& 

단위 명( : %, )

구분

동반자 유무(%) 평균 동반자 수 명( )

동반자 없음 동반자 있음
세 이상18

동반자

세 미만18

동반자
총 동반자

전 체
년21 75.4 24.6 3.59 0.26 3.85

년19 83.6 16.4 2.82 0.11 2.93

내국인

년21 74.2 25.8 3.62 0.26 3.88

년20 65.5 34.5 3.57 0.04 3.60

년19 83.1 16.9 3.10 0.09 3.19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평균 동반자 수는 동반자 유무 에서 동반자 있음 응답자에게 질문한 결과임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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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3> 숙박시설

중복응답 단위( , : %)

구분 호텔 모텔 여관, 
가족 친척/ /

친구 집

콘도미니엄/

리조트

민박 현지 가정 , 

생활공간

전 체 년21 51.8 6.3 6.3 4.7 2.4

내국인
년21 50.0 6.6 4.2 4.9 2.6

년20 54.8 8.8 3.3 10.1 3.5

구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유스호스텔
기숙사, 

연수원
전통숙박시설 기타

전 체 년21 2.2 0.8 0.6 0.4 0.3 0.8

내국인
년21 2.2 0.8 0.6 0.4 0.3 0.9

년20 2.3 0.8 0.3 0.3 0.3 0.8

주 년에는 이전과 달리 가족 친척 집 과 친지 친구 집 을 각각 독립된 보기로 제시하였으나 1) 2021 ‘ / ’ ‘ / ’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두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함

주 보기 중 자택 당일 체류 는 제시하지 않음2) ‘ ’, ‘ ’

주 년 조사부터 외래관광객 조사 에 맞춰 보기가 수정되어 이전 연도 조사와 비교 분석 불가함3) 2020 ‘ ’

주 숙박시설은 연도별 조사 대상 행사의 지역 분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4) 

표 < 2-4> 참고 년 숙박시설 조사 결과[ ] 2019

중복응답 단위( , : %)

구분 호텔

콘도 리, 

조트 펜, 

션 레지, 

던스호텔

유스호스

텔 게스, 

트하우스

여관, 

모텔

민박 현, 

지 가정 생

활공간

친척 또는 

친구집

기숙사,

연수원
기타

전 체 41.7 7.2 5.3 4.3 1.5 1.1 0.6 0.2

내국인 26.0 9.0 3.0 4.9 1.6 1.4 0.5 0.2

주 년에는 가족 의 거주지를 보기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음1) 2019 ‘ ’

주 보기 중 자택 당일 체류 는 제시하지 않음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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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5> 개최지역 관련 정보 및 지식 획득 경로

중복응답 단위( , : %)

구분 행사주최기관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뉴스 등/ /
친지 친구 동료, , 

개최지역

관련기관

한국

관련기관

전 체
년21 51.6 46.2 20.5 3.6 3.2

년19 41.5 57.2 20.7 3.0 3.4

내국인

년21 50.4 47.0 21.2 3.5 3.0

년20 41.9 51.3 21.8 3.6 2.8

년19 43.5 53.3 20.8 2.8 2.5

구분
온 오프라인·

여행사

여행안내

가이드북

여행잡지 

및 신문
기타

특별하게 정보를 

얻지 않았다

전 체
년21 2.3 1.7 1.3 1.1 5.3

년19 1.6 2.2 0.9 0.6 3.8

내국인

년21 2.3 1.8 1.4 0.9 5.5

년20 1.3 0.5 0.7 0.8 7.8

년19 0.4 0.6 0.4 0.6 4.6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년 전문 관광안내 서적 보기를 삭제하고 여행안내 가이드북 을 추가하였으며 년의 2) 2021 ‘ ’ ‘ ’ , 2019~2020

여행안내 가이드북 값은 전문 관광안내 서적 의 결과를 차용함‘ ’ ‘ ’

주 년 여행잡지 및 신문 보기를 여행잡지 와 신문 으로 분리했으며 제시된 여행잡지 및 신문3) 2021 ‘ ’ ‘ ’ ‘ ’ , ‘ ’ 

값은 여행잡지 와 신문 중 하나라도 선택한 비율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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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6> 여행 계획 유형별 참여 관광 활동 년 전체(2021 , )

중복응답 단위( , : %)

구분
주최기관 

제공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준비한 여행

시내관광 29.3 46.9

문화 역사 관광, 26.4 27.6

교육활동 23.1 10.9

자연경관 감상 18.3 42.2

회의 관련 분야 업무수행 유관기관 방문 등/ 16.3 12.7

식도락 관광 15.4 36.0

휴양 휴식 온천 스파 등/ ( , ) 7.2 8.1

쇼핑 6.7 19.3

테마파크 5.3 5.6

전통문화체험 4.8 4.3

스포츠 레포츠 활동 및 관람/ 4.3 9.6

공연 축제 참가 및 관람/ 3.4 4.7

유흥 오락 나이트라이프 카지노 등/ ( , ) 1.9 3.1

의료 뷰티관광/ 1.4 3.7

기타 1.9 1.6

모름 무응답/ 2.4 2.2

주 여행 계획 유형별 관광 활동 참여자만1) BASE : 

주 년 신규 문항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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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만족도2. MICE 

표 < 2-7> 행사 전반적 만족도MICE 

단위 점( : %,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응답

비율

평균

점 만점(5 )

전 체
년21 1.5 1.1 10.2 47.0 38.1 85.1 4.22

년19 0.2 0.6 7.6 64.4 27.2 91.6 4.18

내국인

년21 1.6 1.1 10.1 47.0 38.0 85.0 4.21

년20 0.2 1.9 17.7 47.8 32.4 80.2 4.10

년19 0.2 0.7 9.3 67.2 22.7 89.9 4.11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만족 응답 비율 은 만족 과 매우 만족 의 합을 의미함2) ‘ ’ ‘ ’ ‘ ’

표 < 2-8> 행사 세부항목별 만족도 점수 점 만점MICE (5 )

단위 점( : )

구분 행사 시설 환경 행사 운영 행사 프로그램 행사장 방역

전 체
년21 4.15 4.13 4.14 4.30

년19 4.28 4.32 4.42 -

내국인

년21 4.15 4.13 4.14 4.30

년20 4.16 4.07 4.11 -

년19 4.22 4.26 4.36 -

주 년 행사장 방역 문항을 추가함1) 2021 ‘ ’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2) 2020

주 년은 각 세부항목 하위 문항을 묻고 항목 내 문항의 평균값을 제시함3) 2019 . 

예 행사 시설 환경 점수는 하위 문항인 회의장 시설 과 부대시설 점수의 평균( ) ‘ ’ ‘ ’ ‘ ’ 

주 평가 척도는 점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3) Likert 5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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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역 방문 만족도3. 

표 < 2-9> 개최지역 방문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 %,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점 만점(5 )

전 체
년21 0.3 0.3 12.4 41.2 39.5 80.7 4.27

년19 0.1 0.5 8.3 67.7 23.4 91.1 4.14

내국인

년21 0.4 0.4 12.8 41.6 38.4 80.0 4.25

년20 0.0 1.1 21.1 49.4 25.1 74.5 4.02

년19 0.1 0.5 10.0 70.1 19.2 89.3 4.08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표 < 2-10> 개최지역 방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점수 점 만점(5 )

단위 점( : )

구분 치안 의사소통 숙박 식음료 주민 친절성 관광지 매력도

전 체
년21 4.33 4.25 4.20 4.16 4.14 4.11

년19 4.38 4.05 4.10 4.06 4.28 4.03

내국인

년21 4.31 4.23 4.18 4.15 4.12 4.11

년20 4.13 4.13 3.95 3.91 3.95 3.89

년19 4.43 4.23 4.08 4.08 4.33 4.03

구분 접근성 쇼핑 교통 이동/ 관광안내서비스 출입국 절차

전 체
년21 4.09 4.07 4.05 4.05 3.93

년19 4.10 3.94 4.12 4.00 4.14

내국인

년21 4.09 4.05 4.04 4.04 -

년20 3.77 3.71 3.75 3.76 -

년19 4.12 3.92 4.17 4.01 -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년 식음료비 를 식비와 음료비로 분리해 조사했으며 제시된 표는 식비 와 음료비를 더해 식음료로 제시함2) 2021 ‘ ’ ‘ ’ ‘ ’ , ‘ ’ ‘ ’ ‘ ’

주 평가 척도는 점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3) Likert 5 (1: , 2: , 3: , 4: , 5: )



참가자조사2021 MICE 

- 21 -

표 < 2-11> 방문 전 후 개최지역 이미지 변화·

단위 점( : %, %p, )

구분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좋음+

매우 좋음

평균

점 만점(5 )

전 체

방문전

(A)

년21 0.2 0.7 16.8 50.3 31.8 82.1 4.13

년19 0.1 0.4 13.8 57.6 28.2 85.8 4.13

방문후

(B)

년21 0.3 0.8 14.0 47.8 35.8 83.7 4.20

년19 0.1 0.3 10.9 52.0 36.7 88.6 4.25

차이

(B-A)

년21 +0.1 +0.1 -2.8 -2.5 +4.0 +1.6 +0.07

년19 0.0  -0.1 -2.9 -5.6 +8.5 +2.8 +0.12

내국인

방문전

(A)

년21 0.2 0.7 17.2 51.2 30.5 81.7 4.11

년20 0.1 0.7 25.6 48.0 25.3 73.3 3.98

년19 0.1 0.3 14.2 58.4 27.0 85.4 4.12

방문후

(B)

년21 0.3 0.8 14.2 48.6 34.9 83.5 4.19

년20 0.1 1.0 21.3 49.1 28.2 77.3 4.05

년19 0.1 0.4 13.2 53.7 32.6 86.3 4.18

차이

(B-A)

년21 +0.1 +0.1 -3.0 -2.6 +4.4 +1.8 +0.08

년20 0.0 +0.3 -4.3 +1.1 +2.9 +4.0 +0.07

년19 0.0 +0.1 -1.0 -4.7 +5.6 +0.9 +0.06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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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역 재방문 및 추천 의사4. 

표 < 2-12> 관광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

단위 점( : %, )

구분
전혀

의향 없음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평균

점 만점(5 )

전 체
년21 1.0 2.8 16.3 49.3 30.2 79.5 4.05

년19 0.6 3.2 11.8 58.5 25.9 84.4 4.06

내국인

년21 1.0 2.7 16.8 50.2 29.0 79.2 4.04

년20 1.5 6.1 19.1 42.1 30.8 72.9 3.95

년19 0.7 3.6 13.0 60.1 22.6 82.7 4.00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한 결과로 해석 시 주의 바람1) 2020

표 < 2-13> 관광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

단위 점( : %, )

구분
전혀

의향 없음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평균

점 만점(5 )

전 체
년21 0.8 2.8 17.6 46.3 31.5 77.8 4.06

년19 0.6 2.7 12.4 50.1 34.2 84.3 4.15

내국인

년21 0.7 2.7 18.1 47.0 30.4 77.3 4.05

년20 1.7 6.3 21.9 38.1 30.9 69.0 3.91

년19 0.7 3.4 14.6 51.2 30.1 81.3 4.06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한 결과로 해석 시 주의 바람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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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14>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MICE 

단위 점( : %, )

구분
전혀

의향 없음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평균

점 만점(5 )

전 체
년21 0.4 1.2 14.7 49.1 34.3 83.4 4.16

년19 0.3 1.4 11.7 52.7 33.8 86.6 4.18

내국인

년21 0.4 1.2 15.0 50.5 32.7 83.3 4.14

년20 0.0 2.3 17.8 49.3 30.3 79.5 4.08

년19 0.3 1.5 13.0 53.8 31.3 85.1 4.14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표 < 2-15>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MICE 

단위 점( : %, )

구분
전혀

의향 없음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평균

점 만점(5 )

전 체
년21 0.6 1.7 16.8 45.5 34.3 79.8 4.13

년19 0.4 1.6 11.8 46.8 39.5 86.3 4.23

내국인

년21 0.5 1.6 17.3 46.9 32.5 79.4 4.10

년20 0.1 3.3 22.0 44.8 29.3 74.1 4.00

년19 0.4 1.9 13.7 47.8 36.2 84.0 4.18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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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가 관련 소비액5. 

표 < 2-16> 참가자 인당 행사 참가 소비액 합계1

단위 원 달러( : , )

구분 한화/KRW 미국 달러/USD

전 체
년21 1,103,001 963

년19 1,109,518 950

내국인

년21 686,494 599

년20 430,678 365

년19 498,528 427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소비 항목별 지출을 더한 결과로 장거리 교통비 는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2) , ‘ ’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3) 2021 , 

주4) 환율 년 원 년 원 년 원 이상 연평균 매매 기준율1$(USD) : 2021 1,145.56 , 2020 1,180.11 , 2019 1,166.72 ( )

표 < 2-17> 참가자 인당 행사 참가 소비액 상세 한화1 ( /KRW)

단위 원( : )

구분 등록비 숙박비 식음료비 쇼핑비
스포츠

활동비
현지 교통비

전 체
년21 284,421 219,303 192,904 146,814 65,856 60,985

년19 365,333 379,278 118,274 109,993 - 40,840

내국인

년21 250,814 149,190 120,171 38,632 32,140 30,494

년20 192,923 113,092 66,524 11,432 - 21,950

년19 248,942 72,763 66,340 12,752 - 18,028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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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
관광 활동비 유흥비 문화 활동비 기타

전 체
년21 36,182 35,987 24,129 11,629 24,792

년19 69,590 20,093 - - 6,118

내국인

년21 36,095 7,907 8,668 5,660 6,722

년20 16,033 8,054 - - 669

년19 65,679 7,900 - - 6,124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2) 2021 , 

주3) 년 식음료비 를 식비 와 음료비 로 분리했으며 제시된 표는 식비 와 음료비 를 더해 식음료비 로 제시함2021 ‘ ’ ‘ ’ ‘ ’ , ‘ ’ ‘ ’ ‘ ’

주 년 관광 활동비 관광지 입장료 문화 활동비 오락 유흥비 스포츠 레포츠 테마파크 카지노 등4) 2021 ‘ ( , , · , / , / )’ 

보기를 관광 활동비 패키지 투어 테마파크 카지노 등 문화 활동비 연극 음악 예술 등 유흥비 일‘ ( , / )’, ( , , )’, ‘ (

반주점 유흥주점 등 스포츠 활동비 로 세분화함, )’, ‘ ’

주 장거리 교통비 는 제시하지 않음5) ‘ ’

표 < 2-18> 참가자 인당 행사 참여를 위해 지출한 소비액 상세 미국달러1 ( /USD)

단위( : USD)

구분 등록비 숙박비 식음료비 쇼핑비 스포츠 활동비 현지 교통비

전 체
년21 248 191 168 128 57 53

년19 313 325 101 94 - 35

내국인

년21 219 130 105 34 28 27

년20 163 96 56 10 - 19

년19 213 62 57 11 - 15

구분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

관광 활동비 유흥비 문화 활동비 기타

전 체
년21 32 31 21 10 22

년19 60 17 - - 5

내국인

년21 32 7 8 5 6

년20 14 7 - - 1

년19 56 7 - - 5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2) 2021 , 

주3) 년 식음료비 를 식비 와 음료비 로 분리했으며 제시된 표는 식비 와 음료비 를 더해 식음료비 로 제시함2021 ‘ ’ ‘ ’ ‘ ’ , ‘ ’ ‘ ’ ‘ ’

주 년 관광 활동비 관광지 입장료 문화 활동비 오락 유흥비 스포츠 레포츠 테마파크 카지노 등4) 2021 ‘ ( , , · , / , / )’ 

보기를 관광 활동비 패키지 투어 테마파크 카지노 등 문화 활동비 연극 음악 예술 등 유흥비 일‘ ( , / )’, ( , , )’, ‘ (

반주점 유흥주점 등 스포츠 활동비 로 세분화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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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거리 교통비 는 제시하지 않음5) ‘ ’

주6) 환율 년 원 년 원 년 원 이상 연평균 매매 기준율1$(USD) : 2021 1,145.56 , 2020 1,180.11 , 2019 1,166.72 ( )

 

표 < 2-19> 참가자 인의 일당 소비액 합계 1 1

단위 원( : , USD)

구분 한화/KRW 미국 달러/USD

전 체
년21 148,009 129

년19 150,464 129

내국인

년21 143,545 125

년20 84,613 72

년19 82,784 71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소비 항목별 지출을 더한 결과로 고정비인 등록비 주최기관 관광 및 선택프로그램 참여비 장거리 2) , ‘ ’, ‘ ’, ‘

교통비 는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3) 2021 , 

주4) 환율 년 원 년 원 년 원 이상 연평균 매매 기준율1$(USD) : 2021 1,145.56 , 2020 1,180.11 , 2019 1,166.72 ( )

표 < 2-20> 참가자 인의 일당 소비액 상세 한화1 1 ( /KRW)

단위 원( : )

구분 숙박비 식음료비 쇼핑비 스포츠 활동비

전 체
년21 49,820 42,789 18,985 13,196

년19 70,708 37,685 23,303 -

내국인

년21 49,703 42,309 16,579 13,899

년20 42,255 25,130 4,408 -

년19 26,718 35,326 5,759 -

구분 현지 교통비 관광 활동비 유흥비 문화 활동비 기타

전 체
년21 11,740 3,067 3,493 1,924 2,995

년19 11,625 5,322 - - 1,821

내국인

년21 11,062 2,494 3,213 1,700 2,586

년20 9,729 2,769 - - 323

년19 9,262 3,700 - - 2,019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2) 2021 , 

주 년 식음료비 를 식비 와 음료비 로 분리했으며 제시된 표는 식비 와 음료비 를 더해 식음료비 로 제시함3) 2021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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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년 관광 활동비 관광지 입장료 문화 활동비 오락 유흥비 스포츠 레포츠 테마파크 카지노 등4) 2021 ‘ ( , , · , / , / )’ 

보기를 관광 활동비 패키지 투어 테마파크 카지노 등 문화 활동비 연극 음악 예술 등‘ ( , / )’, ( , , )’, 

유흥비 일반주점 유흥주점 등 스포츠 활동비 로 세분화하여 이전 자료와 비교 불가능함‘ ( , )’, ‘ ’

주 고정비인 등록비 주최기관 관광 및 선택프로그램 참여비 장거리 교통비 는 제시하지 않음5) ‘ ’, ‘ ’, ‘ ’

표 < 2-21> 참가자 인의 일당 소비액 미국달러1 1 ( /USD)

단위( : USD)

구분 숙박비 식음료비 쇼핑비 스포츠 활동비

전 체
년21 43 37 17 12

년19 61 32 20 -

내국인

년21 43 37 14 12

년20 36 21 4 -

년19 23 30 5 -

구분 현지 교통비 관광 활동비 유흥비 문화 활동비 기타

전 체
년21 10 3 3 2 3

년19 10 5 - - 2

내국인

년21 10 2 3 1 2

년20 8 2 - - 0

년19 8 3 - - 2

주 년은 내국인만 조사함1) 2020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2) 2021 , 

주 년 식음료비 를 식비 와 음료비 로 분리했으며 제시된 표는 식비 와 음료비 를 더해 식음료비 로 제시함3) 2021 ‘ ’ ‘ ’ ‘ ’ , ‘ ’ ‘ ’ ‘ ’

주 년 관광 활동비 관광지 입장료 문화 활동비 오락 유흥비 스포츠 레포츠 테마파크 카지노 등4) 2021 ‘ ( , , · , / , / )’ 

보기를 관광 활동비 패키지 투어 테마파크 카지노 등 문화 활동비 연극 음악 예술 등‘ ( , / )’, ( , , )’, 

유흥비 일반주점 유흥주점 등 스포츠 활동비 로 세분화하여 이전 자료와 비교 불가능함‘ ( , )’, ‘ ’

주 고정비인 등록비 주최기관 관광 및 선택프로그램 참여비 는 제시하지 않음5) ‘ ’, ‘ ’

주6) 환율 년 원 년 원 년 원 이상 연평균 매매 기준율1$(USD) : 2021 1,145.56 , 2020 1,180.11 , 2019 1,166.72 ( )





년 2021

미팅 컨벤션&
참가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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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역 방문 행태1. 

가 개최지역 평균 체류일.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개최지역 평균 총 체류일은 일임& 3.24○ 

이 중 행사 참가 목적 평균 체류일은 일 행사 참가 목적 외 체류일수는 2.53 , ○ 

일로 나타남0.71

세 이상은 외국 거주자 비중이 높아 타 연령대 대비 총 체류일 평균이 가장 긴 60○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사 참가 목적 외 체류일이 행사 참가 목적 체류일보다 긴 , 

유일한 연령층임

표 < 3-1> 개최지역 평균 체류일

단위 일( )：

구분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 목적 체류일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 목적 외 체류일
총 체류일

전  체 2.53 0.71 3.24

성별
남성 2.58 0.89 3.47

여성 2.46 0.48 2.94

연령

세20~29 2.78 0.25 3.03

세30~39 2.52 0.94 3.46

세40~49 2.01 0.23 2.24

세50~59 2.22 0.64 2.86

세 이상60 3.69 4.55 8.24

거주지
내국인 2.34 0.24 2.58

외국인 5.56 8.24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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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반자.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 중 동반자와 함께 방문한 참가자는 전체의 임& 24.6%○ 

총 동반자 수 평균은 명으로 이 중 세 이상은 명 세 미만은 3.85 18 3.59 , 18 0.26○ 

명으로 나타남

있음, 

24.6

없음, 

75.4

3.59 

0.26 

18세 이상 동반자 18세 미만 동반자

표 < 3-2> 동반자

단위 명( %, )：

구분
동반자 유무(%) 평균 동반자 수 명( )

동반자 없음 동반자 있음
세 이상 18

동반자

세 미만 18

동반자
총 동반자

전  체 75.4 24.6 3.59 0.26 3.85 

성별
남성 77.6 22.4 3.56 0.25 3.82 

여성 72.5 27.5 3.61 0.27 3.88 

연령

세20~29 56.2 43.8 3.96 0.28 4.24 

세30~39 78.1 21.9 2.47 0.34 2.81 

세40~49 91.9 8.1 3.55 0.05 3.60 

세50~59 87.0 13.0 3.04 0.08 3.12 

세 이상60 91.4 8.6 5.33 0.33 5.67 

거주지
내국인 74.2 25.8 3.62 0.26 3.88 

외국인 94.3 5.7 1.00 0.25 1.25 

주 동반자 유무 전체 평균 동반자 수 동반 방문자가 있는 응답자1) BASE: [ ] , [ ]

주 평균 동반자 수 중 세 세 세 이상 외국인 은 사례 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바람2) ‘ ’ ‘40~49 ’, ‘50~59 ’, ‘60 ’, ‘ ’ 30

그림 < 3-1> 동반자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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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이용 유형.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이 이용한 숙박시설 유형으로는 호텔 이 절& ‘ ’(51.8%)○ 

반 이상을 차지함

숙박시설로 보기 어려운 자택 당일 체류 가 를 차지함‘ ’(17.6%), ‘ ’(12.8%) 30.4%○ 

그림 < 3-2> 숙박시설 유형 중복응답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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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3> 숙박시설 유형

중복응답 단위( , : %)

구분 호텔 모텔 여관, 가족 친척 집/ 콘도 리조트/ 민박 공유숙박, 

전  체 51.8 6.3 5.1 4.7 2.4

성별
남성 49.5 6.8 6.7 3.8 2.3

여성 55.0 5.5 2.9 5.8 2.5

연령

세20~29 68.0 7.8 0.9 4.2 5.4

세30~39 49.1 7.5 4.9 4.2 0.8

세40~49 33.5 4.0 9.7 5.2 0.8

세50~59 45.8 5.7 6.3 6.3 1.0

세 이상60 45.7 1.4 11.4 2.9 0.0

거주지
내국인 50.0 6.6 3.5 4.9 2.6

외국인 81.4 0.0 30.0 1.4 0.0

구분 게스트하우스 친지 친구 집/ 호스텔 유스호스텔 기숙사 연수원, 

전  체 2.2 1.2 0.8 0.6 0.4

성별
남성 1.6 0.7 0.7 0.4 0.6

여성 2.9 1.8 0.8 0.8 0.2

연령

세20~29 2.8 0.9 1.6 1.4 0.5

세30~39 2.6 0.8 0.4 0.4 0.0

세40~49 2.4 1.2 0.4 0.0 0.0

세50~59 0.5 1.0 0.0 0.0 0.5

세 이상60 0.0 4.3 0.0 0.0 2.9

거주지
내국인 2.2 0.7 0.8 0.6 0.4

외국인 1.4 8.6 0.0 0.0 0.0

구분 전통숙박시설 기타 모름 무응답/ 자택 당일 체류

전  체 0.3 0.8 0.3 17.6 12.8

성별
남성 0.4 1.2 0.3 20.2 11.9

여성 0.0 0.4 0.2 14.0 14.0

연령

세20~29 0.2 0.7 0.0 6.4 6.4

세30~39 0.4 0.4 0.4 18.5 15.5

세40~49 0.0 2.0 0.8 28.2 17.3

세50~59 0.5 0.0 0.0 24.0 16.1

세 이상60 0.0 1.4 0.0 27.1 17.1

거주지
내국인 0.3 0.9 0.3 18.7 13.6

외국인 0.0 0.0 0.0 0.0 0.0

주 전체1) BASE: 

주 민박 공유숙박 의 조사표 상 표현은 민박 현지 가정 생활공간 공유숙박 등 임2) ‘ , ’ ‘ , ( , airb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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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최지역 관련 정보 및 지식 획득 경로.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은 개최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 행사주최기& ‘○ 

관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뉴스 등 친지 친구 동료’(51.6%), ‘ / / ’(46.2%), ‘ , , ’(20.5%)

를 주로 활용하며 이외의 타 정보채널 활용은 낮은 편임, 

상대적으로 세 이상은 행사주최기관 을 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뉴스 40 ‘ ’ , 20 ‘ / /○ 

등 친지 친구 동료 를 더 많이 이용함’, ‘ , , ’

표 < 3-4> 개최지역 관련 정보 및 지식 획득 경로
중복응답 단위 ( , : %)

구분
행사주최

기관

인터넷 커뮤
니티 블로그/

뉴스 등/

친지 친구, ,

동료

개최지역

관련기관

한국 

관련기관

온 오프라인 ·

여행사

전  체 51.6 46.2 20.5 3.6 3.2 2.3

성별
남성 54.1 45.3 19.2 3.5 3.1 2.5

여성 48.1 47.4 22.2 3.7 3.3 2.1

연령

세20~29 40.7 51.5 32.2 0.9 2.6 0.9

세30~39 49.4 44.5 17.7 3.4 2.3 2.3

세40~49 60.5 45.2 11.7 5.6 2.0 3.2

세50~59 58.9 44.3 15.1 6.8 7.3 4.2

세 이상60 74.3 28.6 5.7 4.3 2.9 2.9

거주지
내국인 50.4 47.0 21.2 3.5 3.0 2.3 

외국인 71.4 32.9 8.6 4.3 5.7 2.9 

구분
여행 안내

가이드북
신문 여행잡지 기타 모름 무응답/

특별히 정보 

얻지 않음

전  체 1.7 1.0 0.3 1.1 0.4 5.3

성별
남성 2.2 1.3 0.3 1.3 0.4 4.9

여성 1.0 0.6 0.2 0.8 0.4 5.7

연령

세20~29 1.4 0.0 0.2 0.7 0.0 6.8

세30~39 1.1 1.5 0.4 0.8 0.4 7.2

세40~49 1.6 1.6 0.0 2.0 1.2 3.2

세50~59 2.1 1.6 0.5 1.0 0.0 2.6

세 이상60 4.3 1.4 0.0 1.4 1.4 2.9

거주지
내국인 1.8 1.0 0.3 0.9 0.4 5.5

외국인 0.0 1.4 0.0 4.3 0.0 1.4

주 전체1) BASE: 

주 개최지역 관련기관 의 조사표 상 표현은 개최지역 관련기관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 이며2) ‘ ’ ‘ (‘ , , CVB ) , 

한국 관련기관 은 한국 관련기관 한국관광공사 등 임’ ‘ ’ ( , 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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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최지역 방문 관련 여행 관광 활동 참여 . /

미팅 컨벤션 참가자들이 주최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 

은 로 참여기간은 평균 일로 나타남17.3% , 1.92

개별적으로 준비한 여행에 참여하는 비율은 참여기간은 평균 일26.8%, 2.25○ 

로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보다 참여율과 기간 모두 약간씩 높음

주최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은 세에서 많이 이용하며 세 이40~59 , 60○ 

상은 개별적으로 준비한 여행이 많음

대는 여행 준비 주체에 관계없이 여행활동 참여가 낮은 편임30○ 

그림 < 3-3> 개최지역 방문과 관련하여 여행 관광 활동 참여/ 단위( %)：



참가자조사2021 MICE 

- 37 -

표 < 3-5> 개최지역 방문 관련 여행 관광 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

구분

주최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준비한 여행 관광 활동/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전  체 17.3 82.5 0.2 26.8 72.8 0.3

성별
남성 17.8 82.2 0.0 27.2 72.3 0.4

여성 16.8 82.8 0.4 26.3 73.5 0.2

연령

세20~29 16.0 83.8 0.2 27.5 72.2 0.2

세30~39 14.0 86.0 0.0 22.6 77.4 0.0

세40~49 20.2 79.8 0.0 27.0 73.0 0.0

세50~59 22.4 77.1 0.5 27.1 71.9 1.0

세 이상60 14.3 85.7 0.0 37.1 61.4 1.4

거주지
내국인 17.7 82.1 0.2 25.8 73.9 0.3

외국인 11.4 88.6 0.0 42.9 55.7 1.4

주 전체1) BASE: 

표 < 3-6> 개최지역 방문 관련 여행 관광 활동 참여 기간/

단위 일( : )

구분
주최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

사전 사후관광 등( / )

개별적으로 준비한 

여행 관광 활동/

전  체 1.92 2.25

성별
남성 2.00 2.36

여성 1.80 2.08

연령

세20~29 2.35 2.25

세30~39 1.84 2.17

세40~49 1.72 1.84

세50~59 1.60 1.98

세 이상60 1.60 4.00

거주지
내국인 1.92 1.91

외국인 1.88 5.50

주 여행 준비 주체별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1) BASE: 

주 세 이상 외국인 주최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만 은 사례수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를 요함2) ‘60 ’, ‘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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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최기관의 관광 프로그램.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 중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이 주로 참여한 &○ 

활동은 시내 관광 문화 역사 관광 교육 활동‘ ’(29.3%), ‘ / ’(26.4%), ‘ ’(23.1%), 

자연경관 감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8.3%) 

29.3 

26.4 

23.1 

18.3 

16.3 

15.4 

7.2 

6.7 

5.3 

4.8 

4.3 

3.4 

1.9 

1.4 

1.9 

2.4 

시내관광

문화, 역사관광

교육활동

자연경관 감상

회의 관련 분야 업무수행

식도락 관광

휴양/휴식

쇼핑

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스포츠/레포츠 활동 및 관람

공연/축제 참가 및 관람

유흥/오락

의료/뷰티관광

기타

모름/무응답

그림 < 3-4> 주최기관의 관광 프로그램 중복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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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7> 주최기관의 관광 프로그램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시내관광
문화 역사 /

관광
교육활동 자연경관 감상

회의 관련 업무 관, 

련기관 방문 등

전  체 29.3 26.4 23.1 18.3 16.3

성별
남성 34.4 23.0 23.8 18.9 19.7

여성 22.1 31.4 22.1 17.4 11.6

연령

세20~29 36.8 14.7 27.9 11.8 10.3

세30~39 37.8 27.0 13.5 32.4 10.8

세40~49 14.0 34.0 24.0 10.0 14.0

세50~59 34.9 39.5 20.9 27.9 25.6

세 이상60 0.0 10.0 30.0 10.0 50.0

거주지
내국인 30.5 26.0 23.5 16.5 17.0

외국인 0.0 37.5 12.5 62.5 0.0

구분 식도락 관광 휴양 휴식/ 쇼핑 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전  체 15.4 7.2 6.7 5.3 4.8

성별
남성 16.4 8.2 7.4 7.4 5.7

여성 14.0 5.8 5.8 2.3 3.5

연령

세20~29 14.7 4.4 8.8 1.5 4.4

세30~39 18.9 8.1 5.4 0.0 2.7

세40~49 18.0 4.0 4.0 6.0 4.0

세50~59 11.6 16.3 9.3 16.3 9.3

세 이상60 10.0 0.0 0.0 0.0 0.0

거주지
내국인 15.5 6.5 6.5 5.5 4.5

외국인 12.5 25.0 12.5 0.0 12.5

구분
스포츠/

레포츠활동 
및 관람

공연 축제 참/

가 및 관람
유흥 오락/

의료/

뷰티관광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4.3 3.4 1.9 1.4 1.9 2.4

성별
남성 5.7 5.7 3.3 2.5 2.5 2.5

여성 2.3 0.0 0.0 0.0 1.2 2.3

연령

세20~29 0.0 2.9 2.9 0.0 1.5 1.5

세30~39 2.7 2.7 2.7 0.0 2.7 0.0

세40~49 6.0 2.0 0.0 2.0 2.0 8.0

세50~59 9.3 7.0 2.3 4.7 2.3 0.0

세 이상60 10.0 0.0 0.0 0.0 0.0 0.0

거주지
내국인 4.0 3.5 2.0 1.5 1.5 2.5

외국인 12.5 0.0 0.0 0.0 12.5 0.0

주 주최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프로그램 사전 사후관광 등 참여 응답자만1) BASE: ( / ) 

주 구분 중 세 이상 외국인 은 사례 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바람2) ‘60 ’,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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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별 여행.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개별적 여행 활동은 시내 관광 자연경관 & ‘ ’(46.9%), ‘○ 

감상 식도락 관광 문화 역사 관광 쇼핑’(42.2%), ‘ ’(36.0%), ‘ / ’(27.6%), ‘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46.9 

42.2 

36.0 

27.6 

19.3 

12.7 

10.9 

9.6 

8.1 

5.6 

4.7 

4.3 

3.7 

3.1 

1.6 

2.2 

시내관광

자연경관 감상

식도락관광

문화, 역사 관광

쇼핑

회의 관련 분야 업무수행

교육활동

스포츠/레포츠활동 및 관람

휴양/휴식

테마파크

공연/축제 참가 및 관람

전통문화체험

회의 관련 분야 업무수행

교육활동

기타

모름/무응답

그림 < 3-5> 개별여행 중복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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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8> 개별적으로 참여한 여행 활동

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시내관광 자연경관 감상 식도락 관광 문화 역사관광/ 쇼핑

전  체 46.9 42.2 36.0 27.6 19.3

성별
남성 44.9 44.4 33.7 26.2 19.3

여성 49.6 39.3 39.3 29.6 19.3

연령

세20~29 65.8 47.0 38.5 17.1 21.4

세30~39 40.0 41.7 50.0 31.7 20.0

세40~49 28.4 26.9 23.9 35.8 9.0

세50~59 42.3 40.4 28.8 32.7 15.4

세 이상60 34.6 65.4 38.5 34.6 42.3

거주지
내국인 47.9 40.1 33.6 26.7 15.8 

외국인 36.7 63.3 60.0 36.7 53.3 

구분
회의 관련 업무, 

관련기관 방문 등
교육활동

스포츠/
레포츠활동 

및 관람
휴양 휴식/ 테마파크

전  체 12.7 10.9 9.6 8.1 5.6

성별
남성 16.0 11.8 12.3 9.6 7.5

여성 8.1 9.6 5.9 5.9 3.0

연령

세20~29 4.3 12.0 7.7 5.1 4.3

세30~39 15.0 6.7 8.3 6.7 5.0

세40~49 11.9 7.5 7.5 7.5 3.0

세50~59 21.2 15.4 9.6 15.4 7.7

세 이상60 30.8 15.4 26.9 11.5 15.4

거주지
내국인 12.0 11.0 7.5 5.8 6.2

외국인 20.0 10.0 30.0 30.0 0.0

구분
공연 축제 /

참가 및 관람

전통문화

체험

의료 뷰티/

관광
유흥 오락/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4.7 4.3 3.7 3.1 1.6 2.2

성별
남성 5.3 5.3 4.8 3.2 0.5 2.1

여성 3.7 3.0 2.2 3.0 3.0 2.2

연령

세20~29 4.3 2.6 0.9 3.4 0.9 0.0

세30~39 3.3 0.0 1.7 1.7 1.7 1.7

세40~49 3.0 3.0 3.0 3.0 0.0 6.0

세50~59 5.8 11.5 11.5 5.8 5.8 3.8

세 이상60 11.5 11.5 7.7 0.0 0.0 0.0

거주지
내국인 3.8 3.8 2.4 3.4 1.7 2.4

외국인 13.3 10.0 16.7 0.0 0.0 0.0

주 개별적으로 준비한 여행 관광 활동 참여 응답자만1) BASE: /

주 구분 중 세 이상 외국인 은 사례 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바람2) ‘60 ’,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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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만족도2. MICE 

  
가 종합.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행사 관련 만족도 평가는 행사장 방역 만 & MICE ‘○ 

족도 점 행사 전반적 만족도 점 행사 시설 환경 만족도 점’(4.30 ), ‘ ’(4.22 ), ‘ ’(4.15 ), 

행사 프로그램 만족도 점 행사 운영 만족도 점 순으로 높게 평가됨‘ ’(4.14 ), ‘ ’(4.13 ) 

모든 세부항목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세 이상의 , 60○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15 4.13 4.14 

4.30 
4.22 

행사 시설 환경 만족도 행사 운영 만족도 행사 프로그램 만족도 행사장 방역 만족도 행사 전반적 만족도

표 < 3-9> 행사 관련 항목별 만족도 종합MICE 

단위 점 점 만점( / 5 )：

구분
전반적 

만족도

시설 환경 /

만족도

행사 운영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방역 만족도

전  체 4.22 4.15 4.13 4.14 4.30

성별
남성 4.27 4.21 4.22 4.20 4.35

여성 4.14 4.08 4.03 4.06 4.24

연령

세20~29 4.15 4.10 4.08 4.08 4.26

세30~39 4.22 4.18 4.13 4.16 4.28

세40~49 4.22 4.12 4.12 4.17 4.31

세50~59 4.27 4.21 4.20 4.18 4.32

세 이상60 4.43 4.31 4.37 4.24 4.59

거주지
내국인 4.21 4.15 4.13 4.14 4.30 

외국인 4.26 4.16 4.24 4.14 4.41 

주 전체1) BASE: 

그림 < 3-6> 행사 관련 항목별 만족도 종합MICE 단위 점 점 만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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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사 전반적 만족도.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행사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 MICE 4.22○ 

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 ‘ ’+‘ ’ 85.1%, ‘ ’ 

율이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0.2%, ‘ ’ 2.6%

표 < 3-10> 행사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1.5 1.1 10.2 47.0 38.1 2.2 4.22

성별
남성 1.5 0.6 8.4 46.6 40.6 2.3 4.27

여성 1.6 1.8 12.5 47.6 34.7 1.9 4.14

연령

세20~29 1.9 1.9 10.6 48.0 34.8 2.8 4.15

세30~39 1.5 0.4 12.8 43.0 40.0 2.3 4.22

세40~49 2.0 1.2 8.9 46.8 38.7 2.4 4.22

세50~59 0.5 0.5 8.3 52.1 37.5 1.0 4.27

세 이상60 0.0 0.0 7.1 42.9 50.0 0.0 4.43

거주지
내국인 1.6 1.1 10.1 47.0 38.0 2.3 4.21

외국인 0.0 1.4 11.4 47.1 40.0 0.0 4.26

주 전체1) BASE: 

그림 < 3-1> 행사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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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 세부 항목별 만족도. 

행사 시설 환경 만족도1)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행사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 MICE 4.15○ 

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 ’+‘ ’ 83.7%, ‘ ’ 

응답 비율이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2.7%, ‘ ’ 3.5%

표 < 3-11> 행사 만족도 시설 환경MICE 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2.3 1.2 12.7 46.6 37.1 0.2 4.15

성별
남성 2.2 1.3 10.6 45.3 40.5 0.1 4.21

여성 2.5 1.0 15.4 48.3 32.6 0.2 4.08

연령

세20~29 1.9 1.9 15.3 46.4 34.4 0.2 4.10

세30~39 2.3 1.5 12.5 43.0 40.8 0.0 4.18

세40~49 3.6 0.0 13.3 46.8 35.9 0.4 4.12

세50~59 2.1 0.0 8.9 53.1 35.9 0.0 4.21

세 이상60 1.4 2.9 5.7 42.9 47.1 0.0 4.31

거주지
내국인 2.3 0.9 13.1 46.7 36.8 0.2 4.15

외국인 2.9 5.7 5.7 44.3 41.4 0.0 4.16

주 전체1) BASE: 

그림 < 3-7> 행사 만족도 시설 환경MICE 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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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운영 만족도2)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행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 MICE 4.13○ 

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 ‘ ’+‘ ’ 80.3%, ‘ ’ 

답 비율이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3.8%, ‘ ’ 3.8%

표 < 3-12> 행사 만족도 행사 운영MICE 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1.8 2.0 13.8 44.1 36.2 2.3 4.13

성별
남성 1.0 1.7 11.6 44.1 39.3 2.2 4.22

여성 2.7 2.3 16.6 44.1 32.0 2.3 4.03

연령

세20~29 1.9 2.8 13.9 46.1 32.5 2.8 4.08

세30~39 1.9 1.1 17.0 40.4 37.4 2.3 4.13

세40~49 2.4 2.4 12.9 42.3 37.1 2.8 4.12

세50~59 1.0 0.5 11.5 50.5 35.4 1.0 4.20

세 이상60 0.0 2.9 10.0 34.3 52.9 0.0 4.37

거주지
내국인 1.9 1.8 14.0 44.4 35.6 2.4 4.13

외국인 0.0 5.7 10.0 38.6 45.7 0.0 4.24

주 전체1) BASE: 

그림 < 3-8> 행사 만족도 행사 운영MICE 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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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프로그램 만족도3)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 MICE 4.14○ 

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 ’+‘ ’ 80.0%, ‘ ’ 

응답 비율이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4.8%, ‘ ’ 3.1%

표 < 3-13> 행사 만족도 행사 프로그램MICE 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1.8 1.3 14.8 43.2 36.8 2.1 4.14

성별
남성 1.6 0.6 13.7 42.4 39.6 2.2 4.20

여성 2.1 2.1 16.4 44.2 33.1 1.9 4.06

연령

세20~29 2.1 2.4 15.3 43.5 34.1 2.6 4.08

세30~39 1.5 0.4 16.6 41.9 37.4 2.3 4.16

세40~49 2.8 0.4 12.5 43.1 38.7 2.4 4.17

세50~59 1.0 0.5 14.6 45.8 37.0 1.0 4.18

세 이상60 0.0 2.9 14.3 38.6 44.3 0.0 4.24

거주지
내국인 1.9 1.2 14.6 43.1 36.9 2.2 4.14

외국인 0.0 1.4 18.6 44.3 35.7 0.0 4.14

주 전체1) BASE: 

그림 < 3-9> 행사 만족도 행사 프로그램MICE 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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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방역 관련 만족도4)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행사장 방역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 MICE 4.30○ 

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 ’+‘ ’ 86.3%, ‘ ’ 

응답 비율이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9.7%, ‘ ’ 2.0%

표 < 3-14> 행사 만족도 행사장 방역MICE 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1.2 0.8 9.7 41.9 44.4 2.1 4.30

성별
남성 1.0 0.7 8.6 40.2 47.3 2.2 4.35

여성 1.4 0.8 11.1 44.2 40.5 1.9 4.24

연령

세20~29 1.2 0.9 10.8 42.6 41.9 2.6 4.26

세30~39 0.8 0.4 12.8 40.4 43.4 2.3 4.28

세40~49 2.4 0.8 7.7 40.3 46.4 2.4 4.31

세50~59 0.5 1.0 7.3 47.9 42.2 1.0 4.32

세 이상60 0.0 0.0 4.3 32.9 62.9 0.0 4.59

거주지
내국인 1.2 0.8 9.7 41.9 44.1 2.2 4.30

외국인 0.0 0.0 8.6 41.4 50.0 0.0 4.41

주 전체1) BASE: 

그림 < 3-10> 행사 만족도 행사장 방역MICE 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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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역 방문 만족도3. 

가 종합.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개최지역 전반적 만족도 는 점으로 나타났으& ‘ ’ 4.27○ 

며 항목별 만족도는 치안 점 의사소통 점 숙박 점 순으로 , ‘ ’(4.33 ), ‘ ’(4.25 ), ‘ ’(4.20 ) 

높게 평가됨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세 이상의 , 60○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 전체 단 한국에 대한 전반전 만족도 와 출입국 절차 는 외국 거주자만 응답1) BASE: . , ‘ ’ ‘ ’

그림 < 3-11> 개최지역 방문 항목별 만족도 종합 단위 점 점 만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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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15> 개최지역 방문 항목별 만족도 종합

단위 점 점 만점( / 5 )：

구분

개최지역

전반적

만족도

치안 의사소통 숙박 식음료
주민 

친절성

관광지

매력도

전  체 4.27 4.33 4.25 4.20 4.16 4.14 4.11

성별
남성 4.30 4.36 4.27 4.23 4.18 4.15 4.14

여성 4.23 4.30 4.21 4.17 4.14 4.11 4.07

연령

세20~29 4.23 4.26 4.22 4.20 4.19 4.08 4.07

세30~39 4.21 4.33 4.24 4.22 4.12 4.11 4.12

세40~49 4.21 4.29 4.21 4.09 4.08 4.14 4.07

세50~59 4.37 4.41 4.28 4.27 4.22 4.18 4.19

세 이상60 4.60 4.67 4.47 4.36 4.33 4.41 4.28

거주지
내국인 4.25 4.31 4.23 4.18 4.15 4.12 4.11 

외국인 4.53 4.69 4.55 4.50 4.47 4.34 4.17 

구분 접근성 쇼핑
교통/

이동

관광안내

서비스

외국인만 한[ ] 

국에 대한 전

반적 만족도

외국인만 출[ ]  

입국 절차

전  체 4.09 4.07 4.05 4.05 4.62 3.93

성별
남성 4.16 4.07 4.10 4.07 4.56 3.91

여성 4.00 4.06 3.99 4.02 4.72 3.96

연령

세20~29 4.04 4.07 4.00 4.03 4.40 4.20

세30~39 4.10 4.09 4.07 4.03 4.53 4.18

세40~49 4.08 4.01 4.00 4.05 4.82 4.00

세50~59 4.13 4.09 4.16 4.08 4.61 3.89

세 이상60 4.34 4.16 4.21 4.15 4.65 3.59

거주지
내국인 4.09 4.05 4.04 4.04 -　 -　

외국인 4.19 4.33 4.28 4.16 4.62 3.93 

주 전체 단 한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출입국 절차 는 외국 거주자만 응답1) BAS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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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반적 만족도. 

개최지역 전반적 만족도1)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 지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 4.27○ 

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80.7%,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2.4%, ‘ ’ 0.6%

표 < 3-1> 개최지역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3 0.3 12.4 41.2 39.5 6.3 4.27

성별
남성 0.3 0.4 11.5 39.9 41.3 6.6 4.30

여성 0.4 0.2 13.6 42.9 37.0 5.8 4.23

연령

세20~29 0.2 0.7 12.5 42.8 36.2 7.5 4.23

세30~39 0.0 0.0 16.6 38.9 36.2 8.3 4.21

세40~49 1.2 0.4 12.5 42.7 37.1 6.0 4.21

세50~59 0.0 0.0 10.4 40.1 46.4 3.1 4.37

세 이상60 0.0 0.0 1.4 37.1 61.4 0.0 4.60

거주지
내국인 0.4 0.4 12.8 41.6 38.4 6.5 4.25

외국인 0.0 0.0 5.7 34.3 57.1 2.9 4.53

주 전체1) BASE: 

그림 < 3-1>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개최지역 전반적 만족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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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 

해외 거주 참가자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며4.62 , ○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92.9%, ‘ ’ 4.3%, 

모름 무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 / ’ 2.9%

주 해외거주자만1) BASE: 

주 특성별 분석은 사례수 부족으로 제시하지 않음2) 

그림 < 3-12>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한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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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 개최지역 항목별 만족도. 

치안1)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지역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 4.33○ 

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81.5%,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1.5%, ‘ ’ 0.9%

표 < 3-16>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치안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5 0.4 11.5 36.5 45.0 6.1 4.33

성별
남성 0.6 0.6 11.1 33.8 47.6 6.4 4.36

여성 0.4 0.2 12.1 40.2 41.5 5.7 4.30

연령

세20~29 0.7 0.7 13.2 37.2 40.9 7.3 4.26

세30~39 0.0 0.0 16.2 29.4 46.4 7.9 4.33

세40~49 1.2 0.8 8.1 43.5 40.3 6.0 4.29

세50~59 0.0 0.0 9.9 37.0 50.0 3.1 4.41

세 이상60 0.0 0.0 0.0 32.9 67.1 0.0 4.67

거주지
내국인 0.5 0.4 12.0 37.3 43.5 6.3 4.31

외국인 0.0 0.0 2.9 24.3 70.0 2.9 4.69

주 전체1) BASE: 

그림 < 3-13>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치안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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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2)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 지역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 4.25○ 

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75.7%,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2.8%, ‘ ’ 1.2%

표 < 3-17>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의사소통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9 0.3 12.8 37.4 38.3 8.8 1.4 4.25

성별
남성 1.2 0.4 11.2 36.7 39.9 9.0 1.6 4.27

여성 0.6 0.2 14.8 38.4 36.3 8.6 1.2 4.21

연령

세20~29 1.4 0.2 12.7 42.6 38.6 3.8 0.7 4.22

세30~39 0.4 0.4 14.3 31.7 36.6 13.6 3.0 4.24

세40~49 1.6 0.4 12.5 37.1 36.7 10.1 1.6 4.21

세50~59 0.0 0.5 13.0 37.0 39.1 9.4 1.0 4.28

세 이상60 0.0 0.0 7.1 30.0 47.1 15.7 0.0 4.47

거주지
내국인 0.8 0.4 13.3 38.3 36.7 9.2 1.3 4.23

외국인 2.9 0.0 4.3 22.9 64.3 2.9 2.9 4.55

주 전체1) BASE: 

그림 < 3-14>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의사소통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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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3)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지역의 숙박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 4.20○ 

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74.7%,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3.8%, ‘ ’ 1.6%

표 < 3-18>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숙박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8 0.8 13.8 38.7 36.0 8.8 1.3 4.20

성별
남성 1.0 0.7 12.2 37.6 37.3 9.8 1.5 4.23

여성 0.6 0.8 15.8 40.2 34.3 7.4 1.0 4.17

연령

세20~29 1.4 1.4 13.4 40.2 40.2 2.6 0.7 4.20

세30~39 0.0 0.0 17.0 33.2 35.5 11.7 2.6 4.22

세40~49 1.2 1.2 14.1 41.1 28.2 12.9 1.2 4.09

세50~59 0.5 0.0 10.9 43.2 37.0 7.3 1.0 4.27

세 이상60 0.0 0.0 10.0 28.6 37.1 24.3 0.0 4.36

거주지
내국인 0.8 0.8 14.2 39.5 34.7 8.8 1.2 4.18

외국인 1.4 0.0 7.1 25.7 57.1 7.1 1.4 4.50

주 전체1) BASE: 

그림 < 3-15>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숙박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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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4)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지역 내 식음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 4.16○ 

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76.1%,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6.1%, ‘ ’ 1.3%

표 < 3-19>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식음료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9 0.4 16.1 41.1 35.0 5.3 1.3 4.16

성별
남성 1.3 0.4 14.0 41.2 36.0 5.7 1.5 4.18

여성 0.4 0.4 18.9 40.9 33.7 4.7 1.0 4.14

연령

세20~29 1.2 0.7 15.1 42.4 38.1 1.9 0.7 4.19

세30~39 0.0 0.0 22.3 34.0 32.8 8.3 2.6 4.12

세40~49 2.0 0.4 15.3 45.2 29.8 6.0 1.2 4.08

세50~59 0.5 0.5 12.0 46.4 35.4 4.2 1.0 4.22

세 이상60 0.0 0.0 12.9 31.4 41.4 14.3 0.0 4.33

거주지
내국인 0.9 0.4 16.6 41.9 33.8 5.1 1.2 4.15

외국인 1.4 0.0 7.1 28.6 54.3 7.1 1.4 4.47

주 전체1) BASE: 

그림 < 3-16>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식음료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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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친절성5)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지역 주민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 4.14○ 

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75.1%,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7.1%, ‘ ’ 2.0%

표 < 3-20>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주민 친절성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7 1.3 17.1 40.8 34.3 5.8 4.14

성별
남성 0.9 1.3 15.9 40.3 35.2 6.4 4.15

여성 0.4 1.2 18.7 41.5 33.1 5.1 4.11

연령

세20~29 1.2 2.1 16.5 42.1 31.3 6.8 4.08

세30~39 0.0 0.4 22.3 35.8 33.6 7.9 4.11

세40~49 1.2 1.2 15.7 41.5 34.7 5.6 4.14

세50~59 0.0 0.5 15.1 47.4 33.9 3.1 4.18

세 이상60 0.0 1.4 11.4 31.4 55.7 0.0 4.41

거주지
내국인 0.7 1.3 17.2 41.3 33.5 6.0 4.12

외국인 0.0 0.0 15.7 32.9 48.6 2.9 4.34

주 전체1) BASE: 

그림 < 3-17>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주민 친절성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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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매력도6)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지역의 관광지 매력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 4.11○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 ‘ ’+' ' 71.8%, ‘ ’ 

율이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8.4%, ‘ ’ 2.2%

표 < 3-21>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관광지 매력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9 1.3 18.4 37.7 34.1 6.3 1.3 4.11

성별
남성 1.0 0.7 18.3 35.7 35.8 7.0 1.5 4.14

여성 0.8 2.1 18.5 40.4 31.8 5.5 1.0 4.07

연령

세20~29 1.4 2.8 17.9 40.7 34.4 2.1 0.7 4.07

세30~39 0.0 0.8 22.3 30.6 34.7 9.1 2.6 4.12

세40~49 1.6 0.8 18.5 39.1 31.0 7.7 1.2 4.07

세50~59 0.5 0.0 16.1 39.1 35.4 7.8 1.0 4.19

세 이상60 0.0 0.0 12.9 37.1 37.1 12.9 0.0 4.28

거주지
내국인 1.0 1.4 18.5 38.2 34.3 5.3 1.2 4.11

외국인 0.0 0.0 17.1 28.6 30.0 22.9 1.4 4.17

주 전체1) BASE: 

그림 < 3-18>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관광지 매력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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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7)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 지역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 4.09○ 

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76.9%,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7.3%, ‘ ’ 5.6%

표 < 3-22>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접근성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1.3 4.3 17.3 38.0 38.9 0.3 4.09

성별
남성 1.2 2.9 16.3 37.6 41.8 0.3 4.16

여성 1.4 6.0 18.7 38.6 35.1 0.2 4.00

연령

세20~29 1.9 4.5 19.5 36.5 37.6 0.0 4.04

세30~39 0.8 4.5 18.1 36.2 39.6 0.8 4.10

세40~49 1.2 4.4 16.9 39.5 37.9 0.0 4.08

세50~59 1.0 4.7 13.0 42.2 38.5 0.5 4.13

세 이상60 0.0 0.0 14.3 37.1 48.6 0.0 4.34

거주지
내국인 1.3 4.2 17.3 38.4 38.5 0.3 4.09

외국인 0.0 4.3 18.6 31.4 45.7 0.0 4.19

주 전체1) BASE: 

그림 < 3-19>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접근성_ 단위 점 점 만점( %, / 5 )：



참가자조사2021 MICE 

- 59 -

쇼핑8)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 지역의 쇼핑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 4.07○ 

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65.9%,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20.0%, ‘ ’ 1.9%

표 < 3-23>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쇼핑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6 1.3 20.0 35.8 30.1 11.0 1.3 4.07

성별
남성 0.7 1.0 19.8 34.6 30.4 11.9 1.5 4.07

여성 0.4 1.6 20.3 37.4 29.6 9.7 1.0 4.06

연령

세20~29 0.9 1.6 20.9 38.6 33.4 3.8 0.7 4.07

세30~39 0.0 1.1 21.9 27.5 31.3 15.5 2.6 4.09

세40~49 1.2 0.8 19.8 39.5 25.8 11.7 1.2 4.01

세50~59 0.0 1.0 18.8 37.5 28.1 13.5 1.0 4.09

세 이상60 0.0 1.4 11.4 32.9 25.7 28.6 0.0 4.16

거주지
내국인 0.6 1.3 20.6 36.3 29.8 10.1 1.2 4.05

외국인 0.0 0.0 10.0 28.6 34.3 25.7 1.4 4.33

주 전체1) BASE: 

그림 < 3-20>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쇼핑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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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이동9) /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 지역의 쇼핑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 4.05○ 

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비율이 , ‘ ’+' ' 73.4%, ‘ ’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20.3%, ‘ ’ 4.9%

표 < 3-24>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교통 이동_ /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8 4.1 20.3 37.1 36.3 1.3 4.05

성별
남성 0.9 2.9 18.9 38.3 37.6 1.5 4.10

여성 0.8 5.7 22.2 35.5 34.7 1.2 3.99

연령

세20~29 1.2 4.5 23.1 34.6 35.8 0.9 4.00

세30~39 0.4 4.2 22.6 30.9 39.2 2.6 4.07

세40~49 1.2 4.4 20.2 40.7 32.3 1.2 4.00

세50~59 0.5 2.1 14.6 45.8 35.9 1.0 4.16

세 이상60 0.0 5.7 11.4 38.6 44.3 0.0 4.21

거주지
내국인 0.9 4.2 20.7 37.0 35.8 1.3 4.04

외국인 0.0 1.4 14.3 38.6 44.3 1.4 4.28

주 전체1) BASE: 

그림 < 3-21>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교통 이동_ /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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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서비스10) 

미팅 컨벤션 행사 개최 지역의 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으& 4.05○ 

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보통 응답 , ‘ ’+' ' 63.2%, ‘ ’ 

비율이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20.2%, ‘ ’ 1.9%

표 < 3-25>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관광안내서비스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7 1.2 20.2 34.5 28.7 13.6 1.3 4.05

성별
남성 0.9 1.3 18.9 32.8 30.3 14.4 1.5 4.07

여성 0.4 1.0 21.8 36.8 26.5 12.5 1.0 4.02

연령

세20~29 1.2 1.2 23.5 35.1 32.5 5.9 0.7 4.03

세30~39 0.0 0.8 23.0 28.3 27.2 18.1 2.6 4.03

세40~49 1.2 1.6 15.7 37.9 26.6 15.7 1.2 4.05

세50~59 0.0 1.6 17.7 37.5 27.6 14.6 1.0 4.08

세 이상60 0.0 0.0 11.4 34.3 21.4 32.9 0.0 4.15

거주지
내국인 0.7 1.2 20.6 35.0 29.0 12.2 1.2 4.04

외국인 0.0 0.0 12.9 27.1 22.9 35.7 1.4 4.16

주 전체1) BASE: 

그림 < 3-22>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관광안내서비스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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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절차11) 

국내 미팅 컨벤션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 

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3.93 , ‘ ’+' ' 72.9%, 

보통 응답 비율이 불만족 이하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 ’ 15.7%, ‘ ’ 10.0%

표 < 3-27>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출입국 절차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4.3 5.7 15.7 40.0 32.9 1.4 3.93

성별
남성 4.4 4.4 15.6 44.4 28.9 2.2 3.91

여성 4.0 8.0 16.0 32.0 40.0 0.0 3.96

연령

세20~29 0.0 0.0 20.0 40.0 40.0 0.0 4.20

세30~39 5.6 0.0 11.1 33.3 44.4 5.6 4.18

세40~49 0.0 8.3 25.0 25.0 41.7 0.0 4.00

세50~59 0.0 11.1 5.6 66.7 16.7 0.0 3.89

세 이상60 11.8 5.9 23.5 29.4 29.4 0.0 3.59

거주지
내국인 - - - - - - -

외국인 4.3 5.7 15.7 40.0 32.9 1.4 3.93

주 해외거주자만1) BASE: 

표 < 3-26> 행사 개최지역 만족도 출입국 절차 만족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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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최지역 이미지 변화.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개최지역에 대한 방문 전 이미지 평점은 점으& 4.13○ 

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좋음 과 매우 좋음 응답 비율이 보통 응, ‘ ’ ‘ ’ 82.1%, ‘ ’ 

답 비율이 매우 좋지 않음 과 좋지 않음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6.8%, ‘ ’ ‘ ’ 0.9%

방문 후 이미지 평점은 점으로 방문 전 이미지 평점 대비 점 상승함4.20 0.07○ 

방문 후 이미지는 세부적으로 좋음 매우 좋음 응답 비율이 보통 응‘ ’+‘ ’ 83.6%, ‘ ’ ○ 

답 비율이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14.0%, ‘ ’+‘ ’ 1.1%

연령별로 살펴보면 세 이상 연령층의 방문 전 후 개최지역 이미지 상승폭이 , 60 /○ 

점 점 점 으로 가장 큼0.10 (4.31 4.41 )⇒

그림 < 3-23> 개최지역 이미지 방문 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그림 < 3-24> 개최지역 이미지 방문 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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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28> 개최지역 이미지 방문 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2 0.7 16.8 50.3 31.8 0.3 4.13

성별
남성 0.0 0.6 16.4 47.3 35.4 0.3 4.18

여성 0.4 0.8 17.3 54.4 26.9 0.2 4.07

연령

세20~29 0.5 1.6 16.7 55.3 25.4 0.5 4.04

세30~39 0.0 0.0 19.6 48.3 31.7 0.4 4.12

세40~49 0.0 0.4 16.9 48.0 34.7 0.0 4.17

세50~59 0.0 0.0 13.0 51.0 35.9 0.0 4.23

세 이상60 0.0 0.0 17.1 34.3 48.6 0.0 4.31

거주지
내국인 0.2 0.7 17.2 51.2 30.5 0.3 4.11

외국인 0.0 0.0 11.4 37.1 51.4 0.0 4.40

주 전체1) BASE: 

표 < 3-29> 개최지역 이미지 방문 후_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3 0.8 14.0 47.8 35.8 1.3 4.20

성별
남성 0.1 0.9 13.8 44.3 39.3 1.6 4.24

여성 0.4 0.8 14.2 52.6 31.2 0.8 4.14

연령

세20~29 0.7 1.6 13.4 50.6 31.5 2.1 4.13

세30~39 0.0 0.4 17.0 47.2 34.0 1.5 4.16

세40~49 0.0 0.8 13.7 49.2 35.5 0.8 4.20

세50~59 0.0 0.0 12.0 46.4 41.7 0.0 4.30

세 이상60 0.0 0.0 12.9 32.9 54.3 0.0 4.41

거주지
내국인 0.3 0.8 14.2 48.6 34.9 1.3 4.19

외국인 0.0 1.4 11.4 35.7 51.4 0.0 4.37

주 전체1)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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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 및 추천 의사4. 

가 관광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관광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는 점으로 세& 4.05 , ○ 

부적으로는 매우 의향이 있음 과 의향이 있음 응답 비율이 로 나타남‘ ’ ‘ ’ 79.5%

연령별로는 세 이상 점 에서 높은 평점을 보임60 (4.29 )○ 

표 < 3-30> 관광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전혀

의향이
없음

의향이
없음

보통
의향이
있음

매우
의향이
있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1.0 2.8 16.3 49.3 30.2 0.3 4.05

성별
남성 0.6 2.5 14.3 49.2 32.9 0.6 4.12

여성 1.6 3.3 19.1 49.5 26.5 0.0 3.96

연령

세20~29 2.1 3.5 16.5 51.3 26.6 0.0 3.97

세30~39 0.0 1.9 19.2 46.0 32.1 0.8 4.09

세40~49 0.0 3.2 16.9 50.0 29.0 0.8 4.06

세50~59 1.0 2.1 13.5 53.1 30.2 0.0 4.09

세 이상60 1.4 2.9 10.0 37.1 48.6 0.0 4.29

거주지
내국인 1.0 2.7 16.8 50.2 29.0 0.4 4.04

외국인 1.4 5.7 8.6 35.7 48.6 0.0 4.24

주 전체1) BASE: 

그림 < 3-25> 관광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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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 MICE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는 & MICE ○ 

점으로 나타나 관광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 점 대비 높게 평가됨4.16 , (4.05 ) 

세부적으로는 매우 의향이 있음 과 의향이 있음 응답 비율이 를 차지함‘ ’ ‘ ’ 83.4%○ 

세 이상 연령층에서 재방문 의사가 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60 4.47○ 

표 < 3-31>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MICE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전혀

의향이

없음

의향이

없음
보통

의향이

있음

매우

의향이

있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4 1.2 14.7 49.1 34.3 0.3 4.16

성별
남성 0.3 0.9 12.7 48.3 37.6 0.3 4.22

여성 0.6 1.6 17.3 50.1 30.0 0.4 4.08

연령

세20~29 0.9 2.1 16.2 49.6 30.4 0.7 4.07

세30~39 0.0 1.5 16.2 49.1 32.8 0.4 4.14

세40~49 0.0 0.4 12.5 52.8 34.3 0.0 4.21

세50~59 0.0 0.0 13.5 51.0 35.4 0.0 4.22

세 이상60 1.4 0.0 10.0 27.1 61.4 0.0 4.47

거주지
내국인 0.4 1.2 15.0 50.5 32.7 0.3 4.14

외국인 1.4 1.4 10.0 25.7 60.0 1.4 4.43

주 전체1) BASE: 

그림 < 3-26>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MICE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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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관광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는 점으로 나타& 4.06○ 

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매우 의향이 있음 과 의향이 있음 응답 비율이 임, ‘ ’ ‘ ’ 77.8%

특성별로는 세 이상 점 외국인 점 에서 높은 평점을 보임60 (4.27 ), (4.27 )○ 

표 < 3-32> 관광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전혀

의향이

없음

의향이

없음
보통

의향이

있음

매우

의향이

있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8 2.8 17.6 46.3 31.5 1.1 4.06

성별
남성 0.4 2.6 16.2 47.0 32.2 1.6 4.10

여성 1.2 3.1 19.5 45.2 30.6 0.4 4.01

연령

세20~29 1.6 4.2 18.6 47.1 27.3 1.2 3.95

세30~39 0.0 1.9 21.5 42.6 32.5 1.5 4.07

세40~49 0.0 2.4 17.7 46.4 31.9 1.6 4.09

세50~59 0.5 1.6 12.0 53.1 32.8 0.0 4.16

세 이상60 1.4 2.9 11.4 35.7 48.6 0.0 4.27

거주지
내국인 0.7 2.7 18.1 47.0 30.4 1.2 4.05

외국인 1.4 4.3 10.0 34.3 50.0 0.0 4.27

주 전체1) BASE: 

그림 < 3-27> 관광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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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 MICE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는 & MICE 4.13○ 

점으로 나타나 관광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 점 대비 높게 평가됨, (4.06 ) 

표 < 3-33>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MICE 

단위 점 점 만점( %, / 5 )：

구분

전혀

의향이

없음

의향이

없음
보통

의향이

있음

매우

의향이

있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 만점(5 )

전  체 0.6 1.7 16.8 45.5 34.3 1.2 4.13

성별
남성 0.4 1.5 15.0 44.1 38.0 1.0 4.19

여성 0.8 1.9 19.1 47.4 29.4 1.4 4.04

연령

세20~29 1.4 2.8 17.6 46.8 28.9 2.4 4.01

세30~39 0.0 2.3 20.8 41.1 34.7 1.1 4.10

세40~49 0.0 0.8 16.1 49.6 33.1 0.4 4.15

세50~59 0.0 0.0 13.0 50.5 36.5 0.0 4.23

세 이상60 1.4 0.0 8.6 25.7 64.3 0.0 4.51

거주지
내국인 0.5 1.6 17.3 46.9 32.5 1.2 4.10

외국인 1.4 2.9 7.1 22.9 64.3 1.4 4.48

주 전체1) BASE: 

그림 < 3-28> 행사 참가 목적 개최지역 추천 의사MICE 단위 점 점 만점(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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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가 관련 소비액5. 

가 참가자 인당 행사 참가 관련 소비. 1

지출경비 유무1) 

미팅 컨벤션 행사 참여자들의 지출경비 유무를 살펴봤을 때 행사 참여를 위해 & , ○ 

지출한 경비가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로 나타남48.6%

표 < 3-34> 지출경비 유무

단위( %)：

구분
본 행사 참여를 위해

지출한 경비 있음

본 행사 참여를 위해 

지출한 경비 없음

전  체 48.6 51.4

성별
남성 49.3 50.7

여성 47.6 52.4

연령

세20~29 42.8 57.2

세30~39 50.2 49.8

세40~49 48.4 51.6

세50~59 51.0 49.0

세 이상60 71.4 28.6

거주지
내국인 46.4 53.6 

외국인 84.3 15.7 

주 전체1)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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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인당 행사 참가 소비액 한화2) 1 ( /KRW)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인당 평균 행사 참가 소비액은 평균 원이& 1 1,103,001○ 

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출이 증가함, 

표 < 3-35> 참가자 인당 행사 참가 소비액 한화1 ( /KRW)

단위 원( )：

구분 등록비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

전  체 284,421 36,182 219,303 60,985 

성별
남성 317,965 17,993 236,275 68,721 

여성 237,816 61,452 195,722 50,238 

연령

세20~29 226,265 65,587 199,735 35,695 

세30~39 314,068 21,320 163,420 42,654 

세40~49 317,615 22,766 188,695 60,034 

세50~59 258,370 15,160 249,125 77,719 

세 이상60 388,643 42,076 454,182 171,284 

거주지
내국인 250,814 36,095 149,190 30,494 

외국인 582,899 36,950 841,994 331,790 

구분 쇼핑비 식비 음료비 유흥비

전  체 146,814 150,123 42,781 24,129 

성별
남성 150,662 155,672 52,543 29,511 

여성 141,467 142,413 29,218 16,651 

연령

세20~29 15,961 88,840 21,339 12,988 

세30~39 71,339 171,270 28,841 17,681 

세40~49 174,500 138,191 74,292 9,961 

세50~59 305,492 153,180 42,992 46,933 

세 이상60 446,422 339,588 81,870 71,141 

거주지
내국인 38,632 93,433 26,738 8,668 

외국인 1,107,611 653,607 185,264 161,439 

구분 관광 활동비 문화 활동비 스포츠 활동비 기타 합계

전  체 35,987 11,629 65,856 24,792 1,103,001 

성별
남성 34,350 7,427 101,978 14,626 1,187,723 

여성 38,261 17,468 15,670 38,916 985,293 

연령

세20~29 11,961 8,505 8,543 16,646 712,066 

세30~39 39,094 15,234 12,505 44,538 941,964 

세40~49 2,636 5,486 7,571 2,057 1,003,805 

세50~59 33,767 6,609 255,429 18,651 1,463,428 

세 이상60 199,568 38,000 184,704 68,520 2,485,999 

거주지
내국인 7,907 5,660 32,140 6,722  686,494 

외국인 285,374 64,645 365,299 185,281 4,802,154 

주 본 행사 참여를 위해서 지출한 경비가 있는 응답자만1) BASE: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2)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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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인당 행사 참가 소비액 미국달러3) 1 ( /USD)

참가자들의 인당 행사 참가 소비액은 평균 달러로 나타남1 963○ 

표 < 3-36> 참가자 인당 행사 참가 소비액 미국달러1 ( /USD)
단위( USD)：

구분 등록비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

전  체 248 32 191 53 

성별
남성 278 16 206 60 

여성 208 54 171 44 

연령

세20~29 198 57 174 31 

세30~39 274 19 143 37 

세40~49 277 20 165 52 

세50~59 226 13 217 68 

세 이상60 339 37 396 150 

거주지
내국인 219 32 130 27 

외국인 509 32 735 290 

구분 쇼핑비 식비 음료비 유흥비

전  체 128 131  37 21 

성별
남성 132 136 46 26 

여성 123 124 26 15 

연령

세20~29 14 78 19 11 

세30~39 62 150 25 15 

세40~49 152 121 65 9 

세50~59 267 134 38 41 

세 이상60 390 296 71 62 

거주지
내국인 34 82 23 8 

외국인 967 571 162 141 

구분 관광 활동비 문화 활동비 스포츠 활동비 기타 합계

전  체 31 10 57 22 963

성별
남성 30 6 89 13 1,037

여성 33 15 14 34 860

연령

세20~29 10 7 7 15 622

세30~39 34 13 11 39 822

세40~49 2 5 7 2 876

세50~59 29 6 223 16 1,277

세 이상60 174 33 161 60 2,170

거주지
내국인 7 5 28 6 599

외국인 249 56 319 162 4,192

주 본 행사 참여를 위해서 지출한 경비가 있는 응답자만1) BASE: 

주 적용환율 년 원2) 1$(USD) : 2021 1,145.56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3)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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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 인의 일당 행사 참가 관련 소비. 1 1

참가자 인의 일당 소비액 한화1) 1 1 ( /KRW)

참가자 인의 일당 소비액은 평균 원으로 나타나며 대의 지MICE 1 1 148,009 , 40○ 

출이 많은 편임

표 < 3-37> 참가자 인의 일당 행사 참가 소비액 한화1 1 ( /KRW)

단위 원( )：

구분 숙박비 현지 교통비 쇼핑비 식비 음료비 유흥비

전  체 49,820 11,740 18,985 33,381 9,409 3,493

성별
남성 48,311 12,851 24,045 27,650 11,602 3,333

여성 51,915 10,195 11,954 41,342 6,362 3,715

연령

세20~29 62,881 11,752 5,537 27,000 7,250 5,218

세30~39 40,290 9,916 6,234 57,778 4,263 1,307

세40~49 55,555 12,501 58,116 29,421 22,120 1,874

세50~59 39,067 11,816 17,987 24,705 7,858 5,385

세 이상60 34,939 14,566 9,891 18,213 3,488 3,205

거주지
내국인 49,703 11,062 16,579 33,093 9,215 3,213

외국인 50,853 17,761 40,351 35,931 11,129 5,979

구분 관광 활동비 문화 활동비 스포츠 활동비 기타 합계

전  체 3,067 1,924 13,196 2,995 148,009

성별
남성 2,506 980 19,546 2,573 153,398

여성 3,848 3,235 4,375 3,581 140,522

연령

세20~29 4,953 3,628 3,603 6,225 138,048

세30~39 2,198 1,608 4,236 2,207 130,037

세40~49 1,147 750 1,356 707 183,548

세50~59 2,419 987 62,126 1,201 173,551

세 이상60 4,398 1,215 4,463 2,336 96,714

거주지
내국인 2,494 1,700 13,899 2,586 143,545

외국인 8,158 3,916 6,957 6,622 187,657

주 본 행사 참여를 위해서 지출한 경비가 있는 응답자만1) BASE: 

주 고정비인 등록비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 장거리 교통비 는 제시하지 않음2) ‘ ’, ‘ ’, ‘ ’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3)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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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인의 일당 소비액 미국달러2) 1 1 ( /USD)

참가자들의 일당 평균 소비액은 달러로 나타남1 129○ 

표 < 3-38> 참가자 인의 일당 행사 참가 소비액 미국달러1 1 ( /USD))

단위( USD)：

구분 숙박비 현지 교통비 쇼핑비 식비 음료비 유흥비

전  체 43 10 17 29 8 3

성별
남성 42 11 21 24 10 3

여성 45 9 10 36 6 3

연령

세20~29 55 10 5 24 6 5

세30~39 35 9 5 50 4 1

세40~49 48 11 51 26 19 2

세50~59 34 10 16 22 7 5

세 이상60 30 13 9 16 3 3

거주지
내국인 43 10 14 29 8 3

외국인 44 16 35 31 10 5

구분 관광 활동비 문화 활동비 스포츠 활동비 기타 합계

전  체 3 2 12 3 129

성별
남성 2 1 17 2 134

여성 3 3 4 3 123

연령

세20~29 4 3 3 5 121

세30~39 2 1 4 2 114

세40~49 1 1 1 1 160

세50~59 2 1 54 1 151

세 이상60 4 1 4 2 84

거주지
내국인 2 1 12 2 125

외국인 7 3 6 6 164

주 본 행사 참여를 위해서 지출한 경비가 있는 응답자만1) BASE: 

주 일당 평균 소비액의 경우 고정비인 등록비 주최기관 제공 관광 프로그램 참여비 장거리 교통비는 2) 1 , , 

해당되지 않음 

주 적용환율 년 원3) 1$(USD) : 2021 1,145.56

주 년 소비액은 조사된 행사의 개최지 분포 소비 항목이 이전과 상이하여 해석시 유의 바람4)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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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유형별 선호6. 

본 결과는 오프라인 미팅 컨벤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해석 시 주의바람· , ○ 

가 온라인 행사 참여 경험. 

미팅 컨벤션 행사 참가자들의 온라인 행사 참여 경험을 살펴봤을 때 온라인 행& , ‘○ 

사 참여 경험 이 있는 비율은 경험 없음 의 비율은 로 나타남’ 52.4%, ‘ ’ 47.3%

52.4 
47.3 

0.3 

온라인 행사 참여 경험 경험 없음 모름/무응답

표 < 3-39> 온라인 행사 참여 경험

단위( %)：

구분
온라인 행사 

참여 경험 있음

온라인 행사 

참여 경험 없음
모름 무응답/

전  체 52.4 47.3 0.3

성별
남성 57.4 42.2 0.4

여성 45.8 54.2 0.0

연령

세20~29 42.4 57.6 0.0

세30~39 55.1 43.8 1.1

세40~49 55.2 44.8 0.0

세50~59 63.0 37.0 0.0

세 이상60 64.3 35.7 0.0

거주지
내국인 51.6 48.1 0.3 

외국인 65.7 34.3 0.0 

주 전체1) BASE: 

그림 < 3-29> 온라인 행사 참여 경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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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사 방식. 

미팅 컨벤션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 적 있는 응답자 중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효율&○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반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55.0%, /

율은 온라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로 나타남32.3%, 12.6%

표 < 3-40>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사 방식

단위( %)：

구분

온라인이

훨씬

더 효율적

온라인이

약간

더 효율적

반반/

비슷

오프라인이 

약간

더 효율적

오프라인이 

훨씬

더 효율적

모름/

무응답

전  체 4.8 7.8 32.3 27.2 27.8 0.2

성별
남성 5.1 7.1 30.5 27.2 29.9 0.3

여성 4.3 8.9 35.3 27.2 24.3 0.0

연령

세20~29 5.0 8.3 38.3 27.2 21.1 0.0

세30~39 4.1 8.9 33.6 29.5 23.3 0.7

세40~49 5.1 5.8 35.8 21.9 31.4 0.0

세50~59 3.3 8.3 25.6 25.6 37.2 0.0

세 이상60 8.9 6.7 11.1 40.0 33.3 0.0

거주지
내국인 5.0 7.7 33.3 27.4 26.4 0.2 

외국인 2.2 8.7 19.6 23.9 45.7 0.0 

주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 적 있는 응답자만1) BASE: 

그림 < 3-30>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사 방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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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선호하는 행사 방식. 

미팅 컨벤션 행사 참여자들이 더 선호하는 행사 방식은 온라인 이 오프& ‘ ’ 22.7%, ‘○ 

라인 이 로 나타남’ 77.2%

22.7 

77.2 

0.1 

온라인 오프라인 모름/무응답

표 < 3-41> 더 선호하는 행사 방식

단위( %)：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모름 무응답/

전  체 22.7 77.2 0.1

성별
남성 21.3 78.5 0.3

여성 24.6 75.4 0.0

연령

세20~29 24.2 75.8 0.0

세30~39 21.1 78.1 0.8

세40~49 23.4 76.6 0.0

세50~59 21.9 78.1 0.0

세 이상60 18.6 81.4 0.0

거주지
내국인 23.3 76.5 0.2 

외국인 12.9 87.1 0.0 

주 전체1) BASE: 

그림 < 3-31> 더 선호하는 행사 방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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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이유. 

미팅 컨벤션 온라인 행사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온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 

이유는 지역 이동 없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5%) , 

나에게 가장 편한 장소에서 참관이 가능함 가 뒤이음‘ ’(21.0%)

55.5 

21.0 
15.1 

7.0 
0.7 0.7 

지역 이동 없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음

나에게 가장 편한

장소에서 참관이

가능함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없음

행사 참석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기타 모름/무응답

표 < 3-42> 온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지역 이동 없

이 행사에 참

석할 수 있음

나에게 가장 

편한 장소에

서 참관이 가

능함

코로나 등 19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없음

행사 참석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

음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55.5 21.0 15.1 7.0 0.7 0.7

성별
남성 57.5 21.2 13.0 6.2 1.4 0.7

여성 53.2 20.6 17.5 7.9 0.0 0.8

연령

세20~29 51.5 21.4 18.4 7.8 1.0 0.0

세30~39 57.1 16.1 12.5 12.5 0.0 1.8

세40~49 53.4 25.9 13.8 5.2 1.7 0.0

세50~59 66.7 21.4 7.1 2.4 0.0 2.4

세 이상60 53.8 15.4 30.8 0.0 0.0 0.0

거주지
내국인 55.1 21.3 14.8 7.2 0.8 0.8 

외국인 66.7 11.1 22.2 0.0 0.0 0.0 

주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만1) BASE: 

주 세 이상 외국인 은 사례수 표본 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바람2) ‘60 ’, ‘ ’ 30 

그림 < 3-32> 온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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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프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이유. 

미팅 컨벤션 오프라인 행사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오프라인 개최를 더 선호&○ 

하는 이유는 행사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54.4%) , ‘

른 참석자와 교류 친분 형성이 쉬움 등의 순으로 나타남/ ’(21.3%) 

54.4 

21.3 
13.6 10.6 

0.1 

행사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음

다른 참석자와

교류/친분 형성이

쉬움

행사 진행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생김

행사 내용에 잘

집중할 수 있음

기타

표 < 3-43> 오프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이유

단위( %)：

구분
행사를 직접 보

고 들을 수 있음

다른 참석자와 

교류 친분 형성/

이 쉬움

행사 진행 지역

을 방문할 기회

가 생김

행사 내용에 잘 

집중할 수 있음
기타

전  체 54.4 21.3 13.6 10.6 0.1

성별
남성 53.8 23.6 12.4 10.2 0.0

여성 55.3 18.1 15.2 11.1 0.3

연령

세20~29 59.6 11.5 16.5 12.4 0.0

세30~39 46.9 24.6 12.1 16.4 0.0

세40~49 59.5 21.1 11.6 7.4 0.5

세50~59 51.3 30.7 15.3 2.7 0.0

세 이상60 43.9 40.4 5.3 10.5 0.0

거주지
내국인 55.7 19.1 14.1 11.0 0.1 

외국인 36.1 52.5 6.6 4.9 0.0 

주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만1) BASE: 

그림 < 3-33> 오프라인 개최를 더 선호하는 이유 단위( %)：



설문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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