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관광 동향 분석

    2022년 종합 및 12월



보고서 분석 안내

  ◆ 본 보고서는 강원도 디지털산업과의 지원을 받아 매월 말 전월 동향 분석이 발간됨

  ◆ 방문객은 한국관광공사 방문객 선정기준을 준용 및 관광객으로 표현

      -강원도 관광객: 2시간 이상 체류한 외지 방문객(외지인+외국인)만 산출 

      -관광지 관광객: 해당 관광지에 30분 이상 체류 방문객을 의미

  ◆ KT 협업 강원도 POI(Point Of Interest) 1,161개 고도화, 관광지별 동향 분석 자료를 포함

  ◆ 외지인 관광객 KT 통신 데이터 이용. 관광지 월간 방문 횟수, 관광지 체류시간 기준, 

     KT 시장 점유율, 가입자 정보, 전국주민등록 인구와 비교 산출

     도내 출퇴근 단순 이동자는 제외

  ◆ 외국인 관광객은 로밍 데이터, 출입국 통계 이용. 한국 단기 체류 외국인을 추출,    

     국적 보정 후 최종 외국인 방문객 데이터 산출

  ◆ 전체 관광객은 외지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합산 추정. 현지인 관광객은 반영하지 않음

  ◆ 광역, 기초지자체의 관광객 규모는 동일 기준의 타 자치단체 이동을 기준

     각 기초지자체의 관광객 합산이 광역지자체 관광객 집계와 다를 수 있음

  ◆ 관광소비는 BC카드 데이터 기준 4개의 관광업종(음식, 숙박, 레저, 교통)으로 산출

  ◆ 관광객 소비력은 관광객 ‘1인의 소비정도‘를 나타나는 지표로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아님

  ◆ 관광객 소비력 계산 시 소비 지출액 단위는 10,000 단위를 사용

  ◆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이용

  ◆ 검색어 분석은 데이터마케팅솔루션 ‘마대리’ 사용

  ◆ 관광객 수는 추정 값, 관광객 속성 및 패턴 분석 목적 활용 추천

  ◆ KT의 22년 7월 데이터부터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을 데이터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고도화된 외국인 보정계수(코로나특수용)가 적용됨

본 보고서는 강원도관광재단, KT AI빅데이터사업단,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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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간 강원도 관광 동향  
· 2022년 전체 강원도 방문 관광객은 총 1억 5,3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2,319만 명 (17.8%) 증가로, 전년 

대비 관광객 증가율(17.8%)이 전국 1위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대비 약 2,234만 명
(17.0%) 증가함. 이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관광시장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전년 대비 월별 특징으로 1월은 ‘위드코로나’ 2단계에 따른 도내 축제 및 스키장 운영 정상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64.6% 증가하였고 4월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4월 이후(4~12월) 평균 15% 증
가율을 보였음.

· 최근 4년간 강원도 계절별 방문객 순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겨울보다 봄철 방문객이 많아지고 있어 
사계절 관광의 가능성을 보임. (1순위: 여름, 2순위: 가을, 3순위: 겨울→봄, 4순위: 봄→겨울)

· 2022년 강원도 시군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곳은 강릉시(3,121만 명), 원주시(2,737만 명), 
춘천시(2,674만 명), 속초시(2,094만 명), 양양군(1,523만 명)순 이며,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횡성군(23.6%), 태백시(7.6%), 양양군(6.0%), 동해시(3.8%). 삼척시(2.9%) 순으로 분석됨.

강원도 전체 관광객 3년간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전년비 증감률) 2021년 (전년비 증감) 2022년 (전년비 증감)

강원도 13,1111,001 명 
(-14,501,022명 / -10%)

13,0262,284 명 
(-848,717명 / -0.67%)

153,454,555 명 
(23,192,271명 / 17.8%)

2022년 전국 전년 대비 관광객 증가율 상위 5개 시·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2023.01.27. KT 기준 외부방문자 추출)

구분 강원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증가율(%) 17.80 14.91 14.87 14.70 13.54

2022년 강원도 월간 관광객 현황  (단위: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년 관광객  11,935,978 9,684,527 10,244,462 11,687,374 13,174,002 12,628,971
21년 관광객 7,252,119 8,958,528 8,873,296  9,611,798 11,263,916 10,629,144

증감률 64.6 8.1 15.5 21.6 17.0 18.9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관광객 16,112,511 17,710,200 13,312,757 15,191,343 11,258,977 10,513,453 
21년 관광객 13,374,221 14,470,261 12,042,300 12,733,232 10,042,705 11,010,764 

증감률 20.5 22.4 10.5 19.3 12.1 -4.5 

코로나19 이전(‘19년)/이후(’20~‘22년) 강원도 계절별 관광객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2022년 여름(6~8월) 가을(9~11월) 봄(3~5월) 겨울(1~2월, 12월)
2021년 여름(6~8월) 가을(9~11월) 봄(3~5월) 겨울(1~2월, 12월)
2020년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 12월) 봄(3~5월)
2019년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 12월) 봄(3~5월)

2022년 강원도 시군 관광객 현황 (단위: 명, %)

구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22년 관광객 26,746,774 27,369,873 31,218,926 10,291,211 4,822,037 20,940,155 10,718,453 15,093,015 12,739,282

전년비 증감(%) -0.4 0.7 2.5 3.8 7.6 -1.3 2.9 1.4 23.6

구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22년 관광객 6,133,857 13,625,026 6,519,772 5,787,281 4,222,218 2,684,789 8,692,753 11,008,497 15,228,098

전년비 증감(%) -7.2 -10.7 -6.0 -3.4 0.8 -4.3 0.9 -4.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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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도 관광 동향 개요
· 2022년 12월 강원도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5%), 전월 대비(-7%) 감소하여 전년 대비 관광객은 

50만 3,911명이며 전월 대비 관광객은 74만 5,524명임.

· 강원도 12월 전체 관광객은 1,051만 3,453명으로, 그 중 외지인 관광객은 1,048만 2,427명 방문

· 전년 대비 감소요인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로 스키장 개장 시기가 지연된 영향으로 추정되며, 전월 대비 

감소요인은 카타르 월드컵(11.20.~12.18.)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

· 2022년 12월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31,024명으로 전년 대비(177%) 증가, 전월 대비(53.5%)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요인은 입국 10월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및 ‘무비자 입국 제도’ 재시행1)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

· 이에 전년 대비 인도네시아(3,217.1%) 프랑스(1,763.6%) 미국(992.9%) 싱가폴(838.9%) 말레이시아(806.8%) 

순으로 증가세로 나타남.

[전월 대비 말레이시아(563.6%) 싱가폴(444.6%) 홍콩(316.4%) 대만(221.7%) 호주173.8%) 순]

전체 관광객 월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기준월

전월 전년
전월대비 전년대비 누계 (12월)

(2022년12월) 증감량 증감율 증감량 증감율 2022년 2021년 증감율

외지인 10,482,427 11,238,766 11,006,163 -756,339 -7% -523,736 -5% 153,264,264 130,221,679 18%

외국인 31,026 20,211 4,601 10,815 54% 26,425 574% 190,291 40,605 369%

전체 
관광객 10,513,453 11,258,977 11,017,364 -745,524 -7% -503,911 -5% 153,454,555 130,262,284 18%

2021• 2022년 도내 스키장 오픈 일자 비교

시기 비발디파크
엘리시안

강촌
오크밸리 
리조트

웰리힐리 
리조트

휘닉스 평창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오투 
리조트

21년 11.27. 12.03. 12.17. 12.03. 12.03. 11.26. 12.03. 12.03. 12.11.

22년 12.03. 12.07. 12.16. 12.03. 12.02. 12.02. 12.03. 12.09. 12.22.   

1) 8~10월 한시적으로 허용되온 일본, 대만, 마카오를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무비자 입국을 적용하고, 태평양 도서 5국(솔로몬군도·키

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 출처: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센터, K-ETA 제도 안

내, 2022.1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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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도 시군별 관광 동향 
· 전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 시군은 강릉시(2,529,498명), 원주시(2,255,301명), 춘천시(2,172,745명), 

속초시(1,894,441명), 평창군(1,353,984명)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관광객은 10개 시군이 증가. 관광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정선군임.

[정선군(27.47%), 속초시(12.87%), 양구군(5.54%), 평창군(5.49%), 고성군(3.99%) 순]

· 전년 대비 영월군(16위→15위), 태백시(15위→16위)로 순위 변동

· 전월 대비 관광객은 4개 시군이 증가. 관광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평창군임.

[평창군(26.96%), 정선군(15.97%), 고성군(7.68%), 홍천군(4.59%) 순]

· 전월 대비 강릉시(3위→1위), 평창군(7위→5위), 고성군(10위→8위) 등이 순위 변동

· 정선군은 문화·숙박시설 및 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관광객 수 증가

[문화시설: 삼탄아트마인 (142.08%), 정선 아리랑센터(95.52%), 숙박시설: 하이캐슬리조트(51.19%), 마을호텔18

번가(24.06%), 휴양관광지: 화암관광지(100.92%), 하이원리조트(43.96%)]

· 평창군은 체험·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관광객 수 증가

[체험관광지: 알파카 체험카페 마추픽추(592.75%), 대관령 눈꽃마을(463.28%), 휴양관광지: 휘닉스평창(187.78%), 

용평리조트(128.15%), 알펜시아 리조트(109.05%)]

관광객 방문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2년 12월 2022년 11월 2021년 12월 전월대비 전년대비

시군명 외지인 외국인 전체 외지인 외국인 전체 외지인 외국인 전체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춘천시 2,164,474 8271 2,172,745 2,646,630 6110 2,652,740 2,208,269 1053 2,209,322 -479,995 -18.09% -36,577 -1.66%

원주시 2,252,208 3,093 2,255,301 2,615,354 2,466 2,617,820 2,382,863 1,329 2,384,192 -362,519 -13.85% -128,891 -5.41%

강릉시 2,526,101 3,397 2,529,498 2,599,317 2,955 2,602,272 2,631,153 1,448 2,632,601 -72,774 -2.80% -103,103 -3.92%

동해시 846,822 1,097 847,919 987,613 1,291 988,904 825,066 2,182 827,248 -140,985 -14.26% 20,671 2.50%

태백시 312,764 177 312,941 420,543 173 420,716 389,596 367 389,963 -107,775 -25.62% -77,022 -19.75%

속초시 1,891,019 3422 1,894,441 1,913,720 3580 1,917,300 1,677,883 521 1,678,404 -22,859 -1.19% 216,037 12.87%

삼척시 745,920 977 746,897 863,356 959 864,315 738,847 1241 740,088 -117,418 -13.59% 6,809 0.92%

홍천군 1,232,571 4076 1,236,647 1,181,058 1323 1,182,381 1,214,546 700 1,215,246 54,266 4.59% 21,401 1.76%

횡성군 737,615 734 738,349 755,811 750 756,561 718,638 171 718,809 -18,212 -2.41% 19,540 2.72%

영월군 371,091 324 371,415 487,442 191 487,633 375,057 144 375,201 -116,218 -23.83% -3,786 -1.01%

평창군 1,347,399 6585 1,353,984 1,065,229 1275 1,066,504 1,282,754 705 1,283,459 287,480 26.96% 70,525 5.49%

정선군 731,794 729 732,523 631,337 315 631,652 574,469 208 574,677 100,871 15.97% 157,846 27.47%

철원군 417,953 174 418,127 602,476 199 602,675 495,040 45 495,085 -184,548 -30.62% -76,958 -15.54%

화천군 263,592 125 263,717 339,994 112 340,106 310,807 7 310,814 -76,389 -22.46% -47,097 -15.15%

양구군 198,793 67 198,860 226,944 44 226,988 188,374 53 188,427 -28,128 -12.39% 10,433 5.54%

인제군 531,545 345 531,890 611,356 367 611,723 547,869 158 548,027 -79,833 -13.05% -16,137 -2.94%

고성군 918,593 1,951 920,544 853,346 1,570 854,916 884,401 815 885,216 65,628 7.68% 35,328 3.99%

양양군 991,393 1360 992,753 1,071,049 1316 1,072,365 976,112 1120 977,232 -79,612 -7.42% 15,52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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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도 외지인 관광객 거주지별 동향 : 기초단체 

· 주요 20개 기초자치단체 관광객 중 경기도 남양주시가 330,0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송파구 

253,467명, 경기도 화성시 222,064명, 서울시 강남구 215,097명 순으로 분석.

· 특히, 전체 20위 중 전년 대비 수도권 비중이(19개→18개) 소폭 감소함. 반면 전년 대비 충청북도는

(1개→2개) 비중이 소폭 증가함. 충청북도 제천시는 순위가 상승(14위→12위)하였고 충주시 또한 

순위가 상승하며 20위권 안으로(18위) 진입함. 이에 서울, 경기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방문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방문 외지인 관광객 거주지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년 11월

순위 거주지 방문객수

1 경기도 남양주시 330,092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53,467 

3 경기도 화성시 222,06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215,097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93,195 

6 서울특별시 강동구 184,561 

7 경기도 부천시 170,452 

8 서울특별시 노원구 162,646 

9 경기도 광주시 152,408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150,683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150,092 

12 충청북도 제천시 146,886 

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45,539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143,570 

15 경기도 의정부시 141,967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139,048 

17 경기도 하남시 134,135 

18 충청북도 충주시 131,808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130,289 

20 경기도 여주시 12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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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도 관광소비 동향

· 2022년 12월 방문객이 전년 대비 5%의 감소율을 보였고 전월 대비 7% 감소율을 보였음에도, 강원도 관광소비 

  규모는 약 1,641억 원. 전년 대비 약 182억 원(12.5%) 증가, 전월 대비  약 18억 원(1.2%) 증가하였음.

· 강원도 업종별 관광소비 현황은 음식 부문이 가장 크며 숙박, 레저, 교통 부문 순으로 분석.

· 관광소비는 전년 대비 음식(16.9%), 레저(15.7%), 숙박(0.2%)에서 부문별 증가.

· 연령대별 관광소비는 전월 대비 40대 이하 연령에서 증가, 50대 이상 연령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

· 관광객소비력(관광소비액 / 관광객 수)2)은 1.566로, 전년 1.324보다 증가.

관광소비 현황 (표1)
                                                                                          (단위: 원, %)

기준월

(2022년 12월)

전월

(2022년 11월)

전년

(2021년 12월)

증감량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대비 전월대비 전년대비

164,138,164,400 162,268,716,336 145,901,918,922 1,869,448,063 18,236,245,478 1.2% 12.5%

관광소비 월별 현황 (표2)                    (단위: 억 원)

관광소비 연령대별 현황 (표3)
 (단위: 천 원)

                
관광 소비 업종별 현황 (표4)

 
구분

소비 규모 (원) 소비 비율(%)

2022년 12월 2022년 11월 2021년 12월 전월대비 전년대비

음식 117,938,379,659  115,815,234,661 100,930,816,830 1.8% 16.9%

숙박 33,104,615,007 23,699,760,122  33,034,532,327  39.7% 0.2%

레저 10,685,097,641 21,814,577,582  9,238,875,924  -51.0% 15.7%

교통 2,410,072,094 939,143,971  2,697,693,841  156.6% -10.7%

합계 164,138,164,400  162,268,716,336  145,901,918,922 1.2% 12.5%

2) 관광객 소비력은 관광객 ‘1인의 소비정도’를 나타나는 지표로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아님, 단위는 10,000 단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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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도 내비게이션 데이터 & 키워드 동향
· 휘닉스평창, 비발디파크, 엘리시안강촌스키장, 용평리조트스키장 등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의 검색 

유입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

· 강릉하키센터 상승순위가 전년대비(219위↑, 430위→211위)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하키대회 및 피겨 강습 등 

겨울 실내 스포츠시설 이용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

· 오크밸리스키장 상승 순위가 전월대비(435↑, 490위→55위)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하이원워터월드'(177↑, 317위→140위), '다이나믹메이즈속초점'(164↑, 371위→207위)등 관광지의 

전년대비 내비게이션 검색량이 증가.

강원도 내비게이션 데이터 순위3) (식음료 숙박제외)

12월 내비데이터  Top 30 12월 전월대비 내비데이터 상승순위 Top 30 12월 전년대비 내비데이터 상승순위 Top 30

순위 관광지명 지역 상승
순위 순위 관광지명 지역 상승

순위 순위 관광지명 지역 상승
순위

1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          

         

        

- 

1 오크밸리스키장 원주  + 435 1 강릉하키센터 강릉  + 219 

2 휘닉스평창 평창  + 19 2 비발디파크 홍천  + 358 2 하이원워터월드 정선  + 177 

3 속초해변 속초          

         

        

- 

3 엘리시안강촌스키장 춘천  + 353 3 다이나믹메이즈속초점 속초  + 164 

4 강원랜드카지노 정선     - 2 4 용평리조트스키장 평창  + 348 4 월드온천24 춘천  + 161 

5 주문진항 강릉  + 2 5 CGV강릉 강릉  + 266 5 휘닉스평창블루캐니언 평창  + 147 

6 원주종합버스터미널 원주 New 6 태백산국립공원유일사탐지원

센터
태백  + 256 6 국립산악박물관 속초  + 133 

7 경포해변 강릉  + 1 7 롯데시네마속초 속초  + 215 7 고니골빛축제 원주  + 133 

8 비발디파크 홍천  + 358 8 CGV원주 원주  + 204 8 대관령눈꽃마을눈썰매장 평창  + 130 

9 강릉중앙시장 강릉  + 4 9 대명비발디파크메인센터 홍천  + 196 9 설악워터피아 속초  + 114 

10 대포항 속초          

         

        

- 

10 국립산악박물관 속초  + 192 10 영랑호수윗길 속초  + 101 

11 주문진수산시장 강릉          

         

        

- 

11 메가박스춘천석사 춘천  + 185 11 롯데시네마속초 속초  + 94 

12 비발디파크오션월드 홍천  + 50 12 런닝맨강릉점 강릉  + 172 12 공현진1리해변 고성  + 94 

13 이마트속초점 속초  + 2 13 원더스카이 강릉  + 167 13 춘천송암레포츠타운빙상장 춘천  + 90 

14 낙산사 양양     - 5 14 낙산항 양양  + 167 14 알펜시아오션700 평창  + 84 

15 속초아이대관람차 속초  + 2 15 DMZ박물관 고성  + 154 15 원더스카이 강릉  + 79 

16 설악케이블카 속초     - 10 16 BTS버스정류장 강릉  + 151 16 얼라이브하트 속초  + 73 

17 아르떼뮤지엄강릉 강릉  + 10 17 다이나믹메이즈속초점 속초  + 150 17 메가박스원주센트럴 원주  + 70 

18 강릉역 강릉     - 2 18 메가박스남춘천 춘천  + 144 18 CGV강릉 강릉  + 67 

19 안목해변 강릉  + 4 19 메가박스원주센트럴 원주  + 143 19 한국여성수련원 강릉  + 66 

20 엘리시안강촌스키장 춘천  + 353 20 오색온천 양양  + 138 20 강릉아트센터 강릉  + 63 

21 용평리조트스키장 평창  + 348 21 경포아쿠아리움 강릉  + 135 21 365세이프타운 태백  + 63 

22 강원랜드 정선 - 22 롯데시네마동해 동해  + 134 22 CGV원주 원주  + 62 

23 동명항 속초     - 3 23 엑스포타워 속초  + 132 23 척산온천장 속초  + 56 

24 이마트강릉점 강릉  + 8 24 주문진항수산물좌판풍물시장 강릉  + 130 24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 52 

25 이마트춘천점 춘천  + 4 25 휘닉스평창블루캐니언 평창  + 127 25 별마로천문대 영월  + 48 

26 홍천종합버스터미널 홍천     - 1 26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

관
강릉  + 123 26 동해도째비골스카이밸리 동해  + 48 

27 경포대 강릉     - 1 27 롯데시네마남원주 원주  + 119 27 엑스포타워 속초  + 47 

28 남이섬 춘천     - 24 28 엔타 춘천  + 114 28 메가박스속초 속초  + 45 

29 남춘천역 춘천          

         

        

- 

29 다이소원주혁신점 원주  + 111 29 강촌레일파크김유정역 춘천  + 43 

30 이마트원주점 원주  + 7 30 백섬해상전망대 고성  + 109 30 아바이마을갯배중앙동선착장 속초  + 42 

※내비게이션 데이터 출처: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순위변동은 22년 11월 기준 100위까지 목적지 중 전월, 전년 대비 500위 안 순위변동

3) 한국관광데이터랩 내비데이터 8월부터 대형마트가 쇼핑부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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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12월의 강원관광지 - 정선 ‘도롱이연못’> 

‘썰매 트레킹’ 맛집으로 소문난 운탄고도 5길

· ’도롱이연못’은 전년 동월 대비 431%, 전월 대비 약 100% 방문객 증가율을 보임

· ’도롱이연못’의 12월 연관 검색어로 ‘운탄고도’, ‘만항재’, ‘트레킹’, ‘마운틴탑’, ‘마운틴콘도’, ‘눈꽃산행’ 등이 나타남.

· 연관 검색어 ‘운탄고도’, ‘만항재’, ‘트레킹’은 만항재부터 도롱이연못 까지의 *운탄고도 5길과 관련됨.

  (*운탄고도: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지나는 길로 최근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음.)

· 연관 검색어 ’마운틴탑‘, ’마운틴콘도‘는 하이원 리조트의 ’하늘길 코스’와 관련됨. 이는 리조트의 

곤돌라 탑승지점부터 출발하여 도롱이연못을 지나 리조트 마운틴콘도 도착하는 코스임.

· 강원랜드 마케팅기획팀 담당자에 따르면, 도롱이연못은 이색적인 겨울 트레킹을 위해 전국 각지의 방문객이 찾는 곳임.

· 특히, 연관 검색어 ’눈꽃산행‘이 겨울 방문주요 요인과 관련됨. 도롱이연못에서 마운틴콘도 방향의 

내리막 구간에서 썰매를 타고 하행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음. 이에 ’운탄고도 썰매길‘이라고도 

불리며, 트레킹 준비 과정에서 썰매를 챙기거나 신나게 썰매를 타는 등의 인증샷이 SNS에서 다수 나타남.

· 또한 2022년 2월 도시 여자들의 등산 예능 프로그램(산꾼도시 여자들)을 통해 도롱이연못에서 

트레킹 중 눈썰매를 타는 장면이 인기를 끌며 ‘썰매 트레킹’ 관광지로 더욱 각광 받고 있음.

· 전년 대비 연령대별 방문객 증가율은 40, 50대 장년 층(419%, 406%)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384%, 311%) 또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외지인+외국인 현지인 관광객수 외지인 관광객수 외국인 관광객수 전체 관광객 증감
전년동월 전월

12,826명 1,600명 12,800명 26명 +431.09% +100.32%

<관광객 유형세부 분석>

                 <관광 시간대 분포>                               <연관 검색어 분석> 

‘

<관광객 연령 분포>                                 <검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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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12월의 강원관광지 - 평창 ‘대관령 눈꽃마을’> 

‘봅슬레이 눈썰매’로 각광 받는 이색 겨울 레저 마을

· ‘대관령 눈꽃마을’(이하 눈꽃마을)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34%, 전월 대비 약 463% 방문객 증가율을 보임.

· ’눈꽃마을’의 12월 연관 검색어로 ‘봅슬레이’, ‘눈썰매’, ‘예약’ 등이 나타남.

· 연관 검색어 ‘봅슬레이’, ‘눈썰매’는 눈꽃마을 특유의 레저인 ‘봅슬레이 눈썰매‘를 의미함. 

눈꽃마을 눈썰매의 차별점은 코스에 있음. 일반적인 직선형 눈썰매 코스와 달리 봅슬레이 트랙 

처럼 급격한 곡선으로 코스가 조성되어 있음. 

· 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봅슬레이 트랙을 만드는 전문가가 매일 눈썰매장 코스를 정비함. 이에 

여러 명의 방문객이 이어서 튜브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봅슬레이를 연상하게 하며, 

이색적인 겨울 레저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연관검색어 ‘예약’은 체험인원 제한과 관련됨. SNS에서는 예약과 관련된 정보 공유성 게시글이 다수 나타남.

· 평창군 내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18% (433건→991건)급증 하였고 전월 

대비 검색건수 또한 약 19,720% 급증함. (5건→991건) 

· 전년 대비 연령대별 방문객 증가율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20대가 급증(288%)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눈썰매 사업은 100% 대관령면 주민들로만 이뤄져 있는 영농조합법인형태로, 

젊은 청년층을 주측으로 사업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운영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임.

외지인+외국인 현지인 관광객수 외지인 관광객수 외국인 관광객수 전체 관광객 증감
전년동월 전월

10,623명 1,845명 10,616명 7명 +134.12% +463.28%

<관광객 유형세부 분석>

                 <관광 시간대 분포>                               <연관 검색어 분석> 

<관광객 연령 분포>                                 <검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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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12월의 강원관광지 - 강릉 ‘실내 빙상장(컬링센터)’> 

이냉치냉(以冷治冷), 강릉 이색 관광지로 각광받는 스케이트장 

· ‘강릉 실내빙상장’(이하 빙상장)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48%, 전월 대비 약 136% 방문객 증가율을 보임.

· ’빙상장’의 12월 연관 검색어로 ‘스케이트’, ‘강릉’, ‘초등학교’ 등이 나타남.

· 연관 검색어 ‘스케이트’, ‘강릉’은 빙상장에서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 체험을 의미함. 

· 빙상장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작년에 비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급증함.

· 주요 방문객 비중은 서울시 서초구 및 강북구, 경기도 분당구 등 수도권 방문객이 상위 10위권으로 나타남.

· 이처럼 강릉 관광에 있어 빙상장이 새로운 관광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남. 빙상장 측은 이러한 

상황 속, 단순 홍보 보다는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체험장비 및 빙질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 

· 이와관련, 세인트존스 호텔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박 숙박과 빙상장 스케이트 

이용권 2인 및 강릉관광 자유이용권 2인을 포함한 ‘겨울왕국’ 패키지를 판매 중.

· 연관검색어 ‘초등학교’는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방문형태와 관련됨. 이에 연령대별 방문객 

비중은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남.

· 강릉시 내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68%(117건→665건)급증하였고 전월 대비 

검색건수 또한 약 261% 급증함. (184건→665건)

외지인+외국인 현지인 관광객수 외지인 관광객수 외국인 관광객수 전체 관광객 증감
전년동월 전월

5,697명 8,621명 5,695명 2명 +248.57% +136.80%

<관광객 유형세부 분석>

                 <관광 시간대 분포>                               <연관 검색어 분석> 

<관광객 연령 분포>                                 <검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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