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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공표하는 한국인 방문객 수는 출국카드로 집계한 숫자와 다소 

차이를 띤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면서 주변 나라를 여행

할 수도 있고, 한 번 나가서 여러 국가를 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애초에 태국만 여행하려던 사람이 방콕에서 마음이 바뀌어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까지 가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출국카드에는  

목적지를 ‘태국’ 한 곳만 기재하고 떠났지만, 태국은 물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인 입국자로 계산된다. 

2005년 통계를 들여다보면 국내와 외국 자료의 격차가 꽤나 크다. 관광

지식정보시스템에서 2005년 행선지별 출국자 수를 검색하면 중국 296

만6천 명, 일본 173만9천 명, 미국 66만5천 명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관광청이 밝힌 한국인 방문객 수는 중국이 354만5천 명, 일본이 174만7

천 명, 미국이 81만6천 명이다. 대체로 해외에서 내놓은 자료의 수치가 

더 많다.

한국인 선호 여행지, 아시아 뜨고 신대륙 지다

주요국 한국인 출국 통계에 포함된 60개국 중 약 10년 동안의 자료가 

축적된 나라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

는 대부분 포함돼 있다. 유럽의 프랑스, 체코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등

이 빠졌을 뿐이다.

2005년과 2014년의 국가별 방문객 수를 비교하면 ‘아시아의 비약, 신대

륙의 몰락’으로 정리된다. 우선 한국과 가깝고 여행자도 많은 중국과 일

본이 각기 18%와 57.7% 증가했다. 연중 따뜻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보다 상승 폭이 훨씬 컸다. 베트남 162.6%, 말레이시아 143.9%, 필

리핀 123.1%로 모두 두 배 이상 늘었다. 서남아의 스리랑카와 인도도 

증가율이 153.2%와 125.7%였다. 중국으로 회귀한 도시인 마카오는 

350%나 폭증했다. 2005년에 12만 명 수준이던 한국인 입국자가 2014

년에 55만 명이 됐다. 홍콩으로 향하는 여행자도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패키지여행객이 많았던 캄보디아와 태국, 인도네시아는 

증가 폭이 작았다. 

반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는 고전을 면치 못한 나라가 많았다. 광

활한 대지와 풍요로운 자연, 여유로운 문화가 특징인 뉴질랜드, 캐나다, 

2005년은 한국 여행사에서 이정표가 된 해다. 사상 처음으로 출국자 수

가 1천만 명을 돌파해 1천8만 명을 기록했다. 다소의 굴곡은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출국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에는 1천484만 명, 

지난해는 1천608만 명이 외국으로 나갔다. 산술적으로는 국민의 3분의 

1이 해외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선지는 원천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2006년 7월부

터 목적지를 적는 출국카드 작성 제도가 폐지된 탓이다. 하지만 일부 국

가에서는 타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를 국적별로 분류해 통계를 내놓기

도 한다. 이러한 자료를 그러모으면 쓸 만한 데이터가 구축된다. 한국관

광공사 관광조사연구센터는 매달 아시아와 중동 25개국, 유럽 14개국, 

아메리카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등 60여 개국에서 

발표한 한국인 입국자 수를 취합해 ‘주요국 한국인 출국 통계’를 공개하

고 있다.

호주는 모두 한국인 여행자가 줄었다. 뉴질랜드는 방문객이 반감했고, 

호주도 20% 정도 감소했다. 호주에서 멀지 않은 휴양지인 피지도 마

찬가지로 인기가 떨어졌다. 세 나라는 증감률 순위에서 하위 1~3위에 

올랐다.

하지만 미국과 북태평양의 휴양지들은 동남아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였

다. 특히 필리핀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인 팔라우는 582.7%라는 폭발

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5년에 2천 명을 조금 넘었던 한국인 입국

자가 이듬해 1만1천 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1만3천 명에서 1만9천 명 

사이를 오가고 있다. 미국과 사이판, 티니안, 로타로 이뤄진 북마리아나 

제도는 2배 정도 늘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했다. 2005년 출국카드를 통한 조사가 

진행됐을 당시,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가는 유럽 국가는 14만 명의 독일이

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10만 명 전후였고, 체코나 스위스는 2만 명 안

팎이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항공 직항편이 개설된 나라로 가는 여

행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유럽 여행은 몇 개 나라를 묶어서 돌아

다니는 형태가 널리 퍼져 있어서 나라별 실제 입국자 수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사이의 수치를 비교하면 오스트리아 방문자가 

네 배로 증가했고, 독일도 85.7% 늘었다. 그러나 북국인 러시아와 핀

란드는 25.1%와 14.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

마카오 ▲359.3 오스트리아 ▲308.0 팔라우 ▲582.7

몽골 ▲244.9 독일 ▲85.7 미국 ▲105.6

대만 ▲189.0 남아공 ▲47.4 북마리아나 ▲103.1

베트남 ▲162.6 영국 ▲39.7 페루 ▲92.6

스리랑카 ▲153.2 러시아 ▲25.1 코스타리카 ▲22.1

말레이시아 ▲143.9 핀란드 ▲14.2 과테말라 ▼4.4

인도 ▲125.7 이스라엘 ▼16.2 캐나다 ▼9.7

필리핀 ▲123.1 - - 호주 ▼19.7

홍콩 ▲94.7 - - 피지 ▼35.3

일본 ▲57.7 - - 뉴질랜드 ▼50.5

캄보디아 ▲50.9 - - - -

싱가포르 ▲47.3 - - - -

태국 ▲34.3 - - - -

인도네시아 ▲24.6 - - - -

중국 ▲18.0 - - - -

주요국 한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단위 : %

※ 2005년 대비 2014년 증감률.

※ 캄보디아, 과테말라는 2005년 자료가 없어서 2006년 자료 활용.

※ 필리핀, 캄보디아, 독일, 러시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호주의 2014년 방문객은 예상치.

※ 인도는 2014년 자료가 없어서 2013년 자료 활용.

인기는 숫자로 나타난다. 유행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하는 행동과 

생각을 의미한다. 여행지의 인기 역시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관심과 조명을 받는 

지역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기 마련이다. 

즉 해외여행지에 대한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가 입국자 수다. 주식시장의 주가처럼, 

국경을 넘어서는 한국인의 수에는 여행시장에서의 

평판이 반영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국가별 한국인 입국자 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뜨고 진 여행지를 살펴봤다.

글 박상현 기자 

2005~2014 
한국인 방문객 

수로 본 
여행지 주가

(AFP=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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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언 클럽’의 등장, 빅 6의 아성에 도전하는 베트남

2005년만 해도 중국과 일본 이외에는 연간 한국인 방문객이 100만 명을 

초과하는 나라가 없었다. 태국, 미국, 홍콩이 60만~80만 명대였고, 필리

핀과 싱가포르, 베트남이 30만~40만 명대였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상위 

10개국 내에서도 차이가 컸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상징하는 밀리언 클럽이 6개국

으로 늘었다. 태국과 미국, 홍콩, 필리핀이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했다. 태

국은 2006년, 미국은 2010년, 홍콩은 2011년, 필리핀은 2012년에 한국

인 입국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태국은 세계 금융 위기와 반정부 시위

로 인해 정치와 경제 상황이 불안정했던 2008년부터 3년간 방문객이 감

소했으나, 2011년에 다시 100만 명을 넘었다.

밀리언 클럽에 속한 나라들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을 기점으로 부

침을 겪었다. 중국 방문객은 2007년에 477만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에 319만7천 명으로 급감했고, 2010년부터는 400만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방문객은 200만 명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2009년과 2011년에 방문객 수가 곤두박질쳤는데, 원인은 금융 위기와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미국과 홍콩, 필리핀의 방문객 역시 2008년과 

2009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폭이 

크지 않았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3년 동안 6개국으로 지속된 밀리언 클럽은 조만간 새로운 회원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나라 중 7위인 베트남의 지난해 방문

객이 8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작년 증가율이 11.3%였는데, 올해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베

트남을 찾은 한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26만 명이었다. 이 기

간에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자는 그동안 1위였던 중국인보다 많았다.

한편 2005년과 2014년의 한국인 방문객 상위 10개국은 큰 변화가 없었

다. 다만 2005년에 9위였던 호주가 2014년에 빠지고, 마카오가 8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띄었다. 또 7위였던 싱가포르는 9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부상한 나라는 슬로베니아, 대만, 말레이시아

‘출국자 1천600만 명 시대’를 연 지난해는 2013년에 비해 거개의 나라에

서 한국인 입국자가 늘었다. 그중 독보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국가는 동

유럽의 소국인 슬로베니아였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

아에 둘러싸인 슬로베니아의 작년 방문객은 163% 늘어난 약 6만 명이었

다. 2010년까지만 해도 6천 명에 불과하던 한국인 여행자가 불과 4년 만

에 10배나 증가했다. 슬로베니아는 오스트리아나 크로아티아를 여행하

면서 하루나 이틀 여정으로 다녀오기 좋은 나라다.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오스트리아도 지난해 한국인 입국자 수가 

28.6% 늘면서 처음으로 20만 명을 웃돌았다. 동유럽의 인기는 비단 슬

로베니아와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지 않았다. 생소한 나라인 보스니아 헤

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도 지난해에만 입국자가 두 배 정도 증

가했다. 수도가 사라예보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는 크로아티아의 남

쪽에 위치한다. 이 같은 동유럽 국가의 강세는 TV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

다’ 시리즈가 크로아티아에서 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관광공사의 통계

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크로아티아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인

접국을 여행하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꽃보다’ 시리즈의 효과는 대만과 터키도 톡톡히 누렸다. 지난해 대만 입

국자 증가율은 50.1%였고, 터키로 향한 사람은 33.1% 많아졌다. ‘꽃보

다 할배’ 대만 편은 2013년 가을에 방영됐는데, 그해에도 한국인 여행자

가 35.6%나 늘었다.

한국인이 새로운 여행지를 쫓는 경향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먼 

중남미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칠레, 페루 등

이 2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멕시코와 칠레로 가는 여행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등 현대적이고 

이국적인 아시아 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물론 한국인 입국자가 줄어든 지역도 있었다. 기독교 성지순례 장소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22.5%나 감소했다. 지난해 3월까지는 전년 같은 기

간에 비해 방문객이 늘었으나, 4월 이후 폭락했다. 이 무렵 이스라엘이 팔

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하면서 양국의 분쟁이 격화됐다. 현재 외교부

는 가자지구와 인근 지역을 ‘철수권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방을 ‘여행

자제’로 분류하고 있다.

인기 여행지인 태국도 지난해 주춤했다. 태국 또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정정 불안이 계속돼 한국인 여행자가 줄었다. 또 팔라우와 필리핀, 핀란

드, 캄보디아도 방문객 수가 약간씩 감소했다.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한국인이 많이 찾는 동남아 국가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다. 

2005년과 2014년 한국인 방문객 상위 10개국

2005년 2014년
순위 변동

순위 국가 방문객(명) 순위 국가 방문객(명)

1 중국 3,545,341 1 중국 4,181,800 -

2 일본 1,747,171 2 일본 2,755,181 -

3 태국 816,407 3 미국 1,449,538 ▲1

4 미국 705,093 4 홍콩 1,251,047 ▲1

5 홍콩 642,480 5 태국 1,096,456 ▼2

6 필리핀 489,465 6 필리핀 1,091,995 -

7 싱가포르 364,192 7 베트남 832,969 ▲1

8 베트남 317,213 8 마카오 554,521 신규 진입

9 호주 250,500 9 싱가포르 536,544 ▼2

10 대만 182,517 10 대만 527,387 -

2014년 주요국 입국자 수 변화

 

0

-2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40

슬
로
베
니
아

터
키

과
테
말
라

홍
콩

일
본

뉴
질
랜
드

영
국

대 
만

러
시
아

칠
레

싱
가
포
르

독
일

미
국

북
마
리
아
나

말
레
이
시
아

오
스
트
리
아

마
카
오

코
스
타
리
카

베
트
남

중
국

인
도
네
시
아

피
지

멕
시
코

페
루

캐
나
다

스
리
랑
카

호
주

몽
골

캄
보
디
아

핀
란
드

필
리
핀

팔
라
우

태
국

이
스
라
엘

163.0

50.1
40.5

34.3 33.1 28.9 28.6 26.7
20.4 17.3 16.9 15.6 15.5 13.7 13.5 12.4 12.2 11.4 11.3 9.9 8.8 6.6 5.4 4.0 2.0 1.5 1.1 0.9

-1.0 -2.4 -6.3
-12.2 -15.4

-22.5

(AFP=연합뉴스)

 

 

2005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일본         미국         홍콩         태국         필리핀

밀리언 클럽 6개국의 한국인 입국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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