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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리조트

동기와 선택속성에 한 비교 연구

오늘날 세계는 각종 정보매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21C의 일류국가 건설을 해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화를 가속시키고 경제성과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집

육성하고 있다.그 하나가 바로 리조트 산업으로써 미국의 스탠

포드,일본의 노무라 미쓰비시 등 유명한 경제연구소들도 21세기 유망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 개방을 실시한 지 30년을 넘은 국은 2013년 GDP가 8조 9,393억

달러로 세계 2 까지 올라,국민 여가소비에 한 인식을 변화하면서 리

조트 산업을 두하기 시작하 다.

국시장은 더 실질 인 수요시장으로 한국에게 다가오고 있다.이들의

유치 진이 한국 활성의 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이에 한

리조트 비는 이루어져야 하며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한국의

리조트 산업에 비해서 국의 리조트 산업이 상 으로 미성숙한

단계지만 13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국의 리조트 산업 잠재력에 해

서 더 많은 시선이 집 되고 있다. 거 한 국 시장은 한국기업들에게

도 기회이다.한국기업이 국 지 시장 진출하기 에 국소비자에

해서 충분한 분석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이 리조트 동기

선택속성 결정요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각 집단의 리조트선

택 결정요인에 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 국가의 소비자 라이 스타일 악,리조트

동기 선택속성,그리고 이와 련된 소비자 성향을 심으로 련 소

비자 교육 정책 등을 모색하는데 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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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유형을 살펴본 결과,한국소비자의

경우 ‘계획소비’가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에 ‘가족 심’,‘물질주의’,‘사회

심’,‘사회 습주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소비자의 경우 ‘가족 심’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에 ‘계획소비’,‘물질주의’,‘사회 습주의’,‘사회

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한·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를 살펴본 결과,한국소비자의 경

우 ‘가족화합’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에 ‘일상탈피’,‘오염회피’,‘자연탐

방’,‘사교활동’,‘건강증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의 경우 ‘자연탐방’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에 ‘일상탈피’,‘오염회피’,‘가족화합’,‘건강증진’,

‘사교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을 살펴본 결과,한국소비자의 경

우 ‘경제성’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에 ‘교통 ’,‘보안과 음식’,‘심미 ’,

‘시설구비’의 순의로 나타났다. 국소비자의 경우 ‘보안과 음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에 ‘심미 ’,‘경제 ’,‘교통 ’,‘시설구비’의 순의로 나타

났다.

넷째,한국소비자의 선택속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

기의 ‘가족화합’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화합’이 선택속성의 ‘경제 ’,‘심미

’,‘시설구비’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며 동기의 자연탐방과 라

이 스타일의 계획소비도 각각 2가지의 선택속성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얻었다.과

국소비자의 선택속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라이 스타일

의 ‘물질주의’와 동기의 ‘자연탐방’으로 나타났으며,‘물질주의’와 ‘자연

탐방’이 5가지의 선택요인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며, 동기의 ‘가

족화합’도 선택속성 에 ‘교통 ’만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선택속성에 정

(+)의 향을 미친다. 반면에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가 ‘시설구비’요

인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선택속성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

었다.

주제어 : 국소비자,라이 스타일,리조트, 동기,선택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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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문제의 제기

인들은 실질 인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20세기보다 생활수 이 많

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는 물질 인 추구에서 벗어나서 정신 인 추구로 변모

하는 추세이다.이런 추세를 표 할 수 있는 행동의 하나가 바로 여가생활

에 한 소비가치의 변화이며,여가생활의 하나인 리조트 에 한 수요

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세계는 각종 정보매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

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21C의 일류국가 건설을 해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화를 가속시키고 경제성과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집 육성하고 있다.이에 다양한 산업 에서 리조트 산업에 한 망

을 미국의 스탠포드,일본의 노무라 미쓰비시 등 유명한 경제연구소들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최웅·유호열·이규숙 2007,재인용).

일반 으로 리조트란 원래 서구 개념으로서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여가

비용부담 능력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지가 일회성 체재지를 지칭하는데

반하여 일상의 생활권을 벗어난 곳으로 자기의 재량에 의해 충분한 시간을

만끽하기 한 행동 는 그것이 가능한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다(Manuel

＆ Lawson1998).리조트 을 확 시키는 요인은 첫째,여가생활에 한

소비가치의 변화,둘째,근무시간의 단축,셋째,국민소득 수 의 향상 등을

지 하고 있다(허윤주,2010).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보면 1인당 국

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기 에는 휴양 시장이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로 다소 둔화는 되었지만 반면에 으로 크게 성장하 다.즉

여가 시간과 경제 여유를 고려해서 계획성 있는 휴가를 즐김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한 휴가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리조트 에 한 국민의 의식은 국가경제가 속히 발

하기 시작한 1980년 부터 크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 는데,1980년

GDP가 37조7885억 원에서 1990년에는 178조7968억 원으로 증가하 고,

2005년에는 805조885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리조트 이용시간의 증 를

진시켰다고 있다(유호열,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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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민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한 형태가

변화하 으며,여가 시간에 맞추어 당일 여행보다는 숙박 여행으로 는 단

순 람에서 직 체험을 즐기는 방식으로 여가 활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리 펑,2012).많은 여행자들이 개별여행(FreeIndividualTourism),가족

심,동반자여행,체류형,가치표 여행 등으로 효율 여가시간을 해 한

곳에 머물며 휴양(수동 )과 체험(능동 )을 마음 로 즐길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증된 체류형 리조트 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허

윤주,2010).

한편,개 개방을 실시한 지 30년이 넘은 국은 2013년 GDP가 8조

9,393억 달러로 세계 2 까지 올라,국민 여가소비에 한 인식을 변화하면

서 리조트 이 두하기 시작하 다.

2005년 국GDP가 471564억 안으로 년 비 10.4% 성장했으며,그

에 산업의 총수입이 7886억 안이었고 년 비 12.4%나 성장하

으며, 산업은 GDP의 4.18%의 비 을 차지하 다.2011년은 GDP가

471564억 안으로 늘었으며, 년 비 9.2% 성장하 고 그 에 산업

이 총수입 22500억 안에 이르러 년 비 20.1%나 성장하여, 산업이

GDP의 4.77% 비 으로 상승하 다( 국통계국,2013). 국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사이에 산업 총수입이 년 평균 14.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년 평균 약 10.24%의 GDP성장률보다 더 속하게 성장하 다.

그러나 속하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2011년까지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아직 4.77% 밖에 안 되어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

이 선진국의 약 10%정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미약하지만, 국의 산

업은 성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 정부정책에 의하면,2013년 국 정부가 국민

정책개요(2013~2020)를 공포하 는데,그 개요에 따르면 2020까지 산업

에 한 정책을 국민 의 여가시간보장,국민 의 환경개선,국

민 의 시설건설 추진,국민 의 상품 개발 강화,국민

의 공공서비스 완성,그리고 국민 의 서비스 품질제고 등을 언 하

다( 국 국가 국,2013).특히 국은 아직 유 휴가 제도의 보

정착이 되지 못하 으나, 국 정부는 2020년까지 유 휴가제도를 실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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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표하 다.이러한 제도의 실 은 앞으로 국 시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을 상할 수 있으며,휴일제도의 완성에 따라 국 시장은 이제

본격 인 ,휴양 시 를 맞이할 것이다.

산업연구원(2014.08.15.)발표인 ' 국인 객 증가가 산업에 미치는

향과 정책 제언'보고서에 따르면 국인 객은 2013년 한국에서 체

외국인 객 총 지출액의 49%인 7조6,72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국을 방문한 국 객은 2007년 106만8천명에서 2013년 432만6천명

으로 년 평균 26.2% 늘었다고 밝혔다(산업연구원,2014).최근인 2014년 1∼

9월 한국을 찾은 국인 객은 468만34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5% 증가했다.

한국 공사는 단일 국 으로는 처음으로 국인 입국자 수가 이달

에 500만 명을 넘기고,연말까지 600만 명을 돌 할 것으로 상하 다(한국

공사,2014).이연택(2014)은 국은 2012년 한 해 동안 외국여행에서 쓴

돈이 1천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세계 최 지출국가로 부상했고 앞으로

2020년 국인 국외여행자 수가 1억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하 다.

이상의 사회 배경에 기 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소비시장은 더 실질 인 수요시장으로 한국에게 다가오고 있

다.이들의 유치 진이 한국 져소비 활성의 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이에 한 리조트 비는 이루어져야 하며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에 본 연구와 같은 국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동기,선택속

성에 한 연구가 앞으로의 소비시장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한국의 리조트 산업에 비해서 국의 리조트 산업이 상

으로 미성숙한 단계지만 13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국의 리조트 산업

잠재력에 해서 더 많은 시선이 집 되고 있다.거 한 국소비 시장은

한국소비시장 기업들에게도 기회이다.한국 기업이 국 지 시장에

진출하기 하여 국소비자에 해서 충분한 분석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한국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국 산업의 향후발 에 도움이 되

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이에 국소비자와 한국소비자

의 비교 연구가 요한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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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최근 국에 한 연구가 인터넷쇼핑몰,모바일쇼핑,의류선택,유

형선호 등에 한 연구가 많은 반면에 산업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다가오는 국의 휴양 시 에 해서 특히 산업 속의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을 악하는 즉,라이 스타일에 따른

동기와 선택속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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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목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

타일 유형을 악하고 리조트 동기 리조트 선택속성 결정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나아가 리조트를 심으로 리조트 객의 요구와 필요를

악고자 한다.기존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리조트 선택요인에 해 논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요인에 한 연구가 많지 않다. 한 리조트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리조트 산업에 한 총체 인 내용을 담고 있어

리조트 객의 요구와 필요의 악이 어려운 단 이 있다,특히 한국과

국소비자의 차이에 한 비교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라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 선택속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의 실증조사를 통해 구

체 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 인 연구목 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을 악하고 그 차이는 어떠한

지 알아본다.

둘째,한국과 국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를 악하고 그 차이는 어떠

한지 알아본다.

셋째,한국과 국 소비자의 리조트에 한 선택속성을 악하고 그 차이

는 어떠한지 알아본다.

넷째,이를 통해 한국과 국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 결정요인에 미치

는 변수는 무엇이며,변수간의 상 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이 리조트

동기 선택속성 결정요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각 집단의 리

조트선택 결정요인에 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 국가의 소비자 라이 스타일 악,리조트

동기 선택속성,그리고 이와 련된 소비자 성향을 심으로 련 소

비자 교육 정책 등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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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제 1 소비자의 여가생활

1. 국소비자의 여가생활

리조트 은 방식의 일종이며, 이 여가생활의 일종이다.리조트

에 해서 연구하려면 가장 먼 여가시간이나 여가소비상황 등에 여가

생활 해서 면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여가시간

국 연구원은 2012년에 베이징,상하이, 우,난징,항 우,창사,

무한,성도,서안,심양 등 10도시의 거주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총3577명의 설문조결과를 이용해서 발표한 『 국 발 년도보고

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국도시거주자의 근무일과 주말의 여가시간이

평균하루 4.2시간이며,여가시간이 상 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 다.

는 여가시간에 문화생활과 오락생활이 도시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에 스포츠,쇼핑,음식쇼핑, 기타 순으

로 나타났다.동시에 여가시간의 증가함에 따라 과 음식쇼핑을 선호하

는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속하게 커지며,문화와 오락의 비율이 축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 발 년도보고서,2012)

여가시간이 상 으로 부족한 것이 당분간 국인의 여가생활에 큰

향을 미치고 있지만,2013년 국정부에 의해 공포된 『 국국민 정

책개요(2013~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유 휴가제도실 의 목표를 명시

하 다.정책의 실행함에 따라 여가시간 상 으로 부족한 문제를 차

으로 개선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나.소득

국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국도시거주자가 7억3111

천만 명으로. 체 인구의 53.73%의 비 이 차지게 되었다.도시거주자의

연 평균 1인당 총소득은 2004년의 10128 안이 연 평균 12.65%의 높은 성장

률을 유지해 와,2013년까지 29547.1 안으로 증가하여, 2004년의 2.9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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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 다.2014년1월1일의 국제환율로 계산하면 2013년까지 국도시거주

자의 연 평균 1인당 총소득이 4813.88 안에 이르 고 2014년,5000달러이상

으로 성장해질 것을 상할 수 있다(그림 2-1).

<그림 2-1> 국도시거주자 연 평균 1인당 총소득 추이

출처: 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2014 자료재정리

*1 안≈181원 (2014년 12월 06일 환율기 )

왕지강王誌綱(2014)은 국제 례에 따르면 목 을 3단계로 나 어,1

단계는 1인당 GDP1000달러시 로,이는 국내 시장 성장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았고,2단계는 1인당 GDP3000달러 시 로 일반 에서

으로 진화하는 시기로 보았다. 한 3단계는 1인당 GDP,5000달러 시 로

본격 인 ,휴양 시 로 진입한다고 분석하 다.

다.여가 련지출 황

2013년까지 국도시거주자의 연 여가소비 액이 2004년의 1033 안에서

2013년의 2294 안으로 늘었으며,2004년 비 122% 성장하 다. 액만 보

면 아직까지 낮은 수 지만,2010부터 2013년까지 의,주,식의 소비성장률

이 둔화해져,각각 평균 10.4%,9.27%,9.02%의 성장속도를 유지한 반

면에,여가소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년 평균 11.73%의 높은 성장률을

보 고,소비항목별로 볼 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 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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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여가소비 1,033 1,098 1,203 1,329 1,358 1,473 1,628 1,852 2,034 2,294 

687 801 902 1,042 1,166 1,284 1,444 1,675 1,823 1,902 

식 2,710 2,914 3,112 3,628 4,260 4,479 4,805 5,506 6,041 6,312 

주 734 809 904 982 1,145 1,229 1,332 1,405 1,484 1,745 

<표 2-1> 국도시거주자 항목별 년 평균소비 액 추이

출처: 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2014 자료재정리
1 안≈181원 (2014년 12월 06일 환율기 )

라. 산업 황

국의 산업이 2004년 이후부터 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하 다.국내

소비총액은 2004년의 4710.71억 안 2013년까지 26276.1억 안으로

늘었으며,연 평균 21.57%의 높은 성장률 유지해 왔다.즉,2013년은 2004년

의 5.57배로 성장하 다.특히 2010년 이후 더 가속하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

인다(그림 2-2).

<그림 2-2> 국 국내 소비총액 추이

출처: 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2014 자료재정리
1 안≈181원 (2014년 12월 06일 환율기 )

그리고 GREEN BOOK OF CHINA'S LEISURE NO3(2011)에 따르면

2010년까지 휴양/ 의 비 이 25%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액은

체 소비의 18.28% 차지하고 있다.그리고 체 산업에서 휴양/

차지하는 비 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 다(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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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011년 국도시소비자 국내 항목별 인원수과 소비액 비

출처:GREENBOOKOFCHINA'SLEISURENO3(2011)

한 국국가통계국(2014)의 데이터에 의하면 호텔의 수는 2008

년의 10697개에서 2012년의 11629개로 증가하 으며,매출액도 2008년의

890.15억 안이 44.21% 성장하여 1283.75억 안에 이르 다(그림 2-3).

<그림 2-3> 국의 호텔 매출액 추이

출처: 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2014 자료재정리
1 안≈181원 (2014년 12월 06일 환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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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소비자의 여가생활

가.여가시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09)에 따르면 한국인 2009년의 요일평균 교

제 여가활동시간이 4시간 42분이고 국인의 4.2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10 의 여가시간이 3.5시간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2-3).

<표 2-3>한국인 교제 여가활동시간 추이

출처:통계청,생활시간조사(2009)

나.여가 련지출 황

2013년 4분기 한국소비자 여가 련의 오락·문화지출은 130,650원이었으

며,2009년 같은 시기보다 21.57% 성장하 다. 5연간의 같은 4분기의 결과

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여가생활에 련한 오락·문화 지출항목이 2009-2013

년간 평균 성장률이 연 5.2% 정도이었으며,오락·문화지출이 소비지출의

5%정도 차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표 2-4)

<표2-4>한국인 여가생활에 련지출 추이

출처:통계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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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1 2012

국내여행 16,859,774 20,205,430 23,891,080

여행 8,761,348 11,272,337 13,602,714

기타여행 8,098,426 8,933,093 10,288,367

체 33,719,548 40,410,860 47,782,161

다. 지출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민의 총 여행소비는 2012년에 47,782,161

원에 이르 다.2010년 비 37% 성장하 으며,총 소비 액이 가장 많은

것이 국내 으로 보인다(표 2-5).

<표 2-5>한국 국민 총 여행소비 추이

출처:통계청 (2014). (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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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소비자와 리조트

1.리조트의 개념

한국의 근 리조트는 1972년 알 스 스키장과 1975년 용평스키장이

들어서면서 본격 으로 리조트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1982년 용인,

1985년 천마산과 베어스타운,1990년 무주리조트 등 확 되었다.1980년

리조트는 주로 스키장을 심으로 개발되었고,1990년 들어 국민의 생활

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등 여가 문화 확산에 힘입어 다양한 시설을 갖

춘 복합형 리조트로 발 하 다(윤진 ,이재형·한스엽 2013).

원래 서구 개념으로서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여가비용부담 능력이 높아

지면서 보통의 지가 일회성 체재지를 지칭하는데 반하여 일상의 생활권

을 벗어난 곳으로 자기의 재량에 의해 충분한 시간을 만끽하기 한 행동

는 그것이 가능한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다(Manuel＆ Lawson1998).

우리나라에서는 리조트에 한 법률 인 규정이 명확히 언 되어 있지는

않지만(고재윤·성혜진·김주향 2010),엄서호·서천범(2001)는 리조트란

인 복합시설을 겸비하고 자연경권이 수려한 장소에 입지하여 하나의 마스터

랜에 의해서 개발된 활동 심의 체재형 종합휴양지라고 정의했다.

한편 국에서는 리조트 산업이 시작한지 20년 밖에 안 되었으므로

아직 리조트 산업이 성숙산업은 아니므로 이에 한 개념,용도 등 기본

인 이론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에서 리조트(Resort)가 휴양마

을(度假村）”로 번역되어 있다.바이두(Baidu百度)백과사 에 따르면 “휴양

마을(度假村)이 외국에서 유행하는 “Resort”이다.사람들에게 자연과 친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각종 서비스와 스포츠시설을 즐기면서

신심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일반 으로 오락, ,휴식,휴양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물 단지이다.보통 한 회사가 독립경 을 하거나

여러 회사 같이 경 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두백과사 ,2014)고 지 하고

있다.

그리고 (모건화毛建华·진동천陈东田,1996는 리조트가 자원이 상

으로 집 되어 있는 곳에 치하고 있으며 자연풍경이 아름답고 자원이

상 으로 독립되고 제,건강 리,휴양 등을 목 으로 건설하고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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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휴가,휴양시설을 제공해 수 있는 목 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배세혜白世慧(1988)는 리조트는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곳이며 리

조트의 특성이 활동이 상 인 완 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요에 련된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즉 “의식주형쇼핑”의 일체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조트에 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반 으

로 “일상의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에서 거주 체재할 수 있는 생활 장소

로서의 여유 공간으로 일정 규모의 지역에 크리에이션,스포츠,상업,문

화,교양,숙박,등을 한 시설들이 복합 으로 갖추어져 인간 심신의 휴양

에 지의 재충 을 목 으로 조성되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백

서,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조트를 와 같은 개념으로 살펴보았으며,리조트

개념과 련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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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정 의

Manuel＆

Lawson

(1998)

일상의 생활권을 벗어난 곳으로 자기의 재량에 의해 충분한 시간을

만끽하기 한 행동 는 그것이 가능한 장소

엄서호·서천범

(2001)

인 복합시설을 겸비하고 자연경권이 수려한 장소에 입지하여

하나의 마스터 랜에 의해서 개발된 활동 심의 체재형 종합휴양지

바이두

백과사

(2014)

사람들이 자연을 친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각종 서비스

와 스포츠시설을 즐기면서 신심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곳

모건화毛建华＆

진동천陈东田

（1996）

자원 상 으로 집 돼 있는 곳에 치하고 있으며 자연풍경

이 아름답고 자원이 상 으로 독립하고 제,건강 리,휴양

등 목 으로 건설하고 ,휴가,휴양시설을 제공해 수 있는

목 지

백서 (2011)

일상의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에서 거주.체재할 수 있는 생활 장소

로서의 여유 공간으로 일정 규모의 지역에 크리에이션,스포츠,

상업,문화,교양,숙박,등을 한 시설들이 복합 으로 갖추어져

인간 심신의 휴양 에 지의 재충 을 목 으로 조성되어진 지역

<표 2-6>국내외 학자 기 의 리조트 개념

출처: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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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1.라이 스타일의 개념

라이 스타일의 개념은 Lazer(1963)에 의하여 소비자행동 연구와 마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하 다.Lazer는 ‘라이 스타일은 집단별,단계별,사회

별로 특이성 있는 생활의 요소나 질에 연 되어 존재하게 되며,각 라이

스타일 유형의 결과가 그들의 생활유형과 패턴에 동일하게 반 된다 주장

하 다.

그리고 Engel,Blackwell(1978)은 사람의 생활 혹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

는 유형으로서,소비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인 특성이며,개인이 문

화,사회집단,가족 등의 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 으로 개인의

가치 체계나 개성의 생된 것이라고 하 다.

한 Lazer(1978)는 라이 스타일을 시스템 개념으로 근하여 미국 마

학회(A.M.A)에서 라이 스타일과 시장행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

엄에서 “ 체 사회 속에서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 인 생활양식(modeof

living)”이라고 정의하 다.

심리학의 에서 라이 스타일은 개인을 행동주체로 인식하며,개인은

외부자극에 한 단순 반응자가 아닌 능동 인 존재이다.이러한 개인의 통

일성과 일 성을 찾아내어 개인행동을 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라이 스타

일을 활용한다(Adler1969).같은 심리학 인 에서 Coleman(1964)은

“개인은 지각,사고,행동에서 일 된 라이 스타일을 확립하는 경향을 가진

다”고 하 다.

그리고 사회학의 에서 라이 스타일은 사회계층을 이해하기 해 활

용 되어,사회계층을 부르주아(bourgeois)와 롤 타리아(proletariat)로만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계 이외에 라이 스타일을 활용하 다.

라이 스타일의 로 생활양식,생활태도,재화의 소비양식,직업,자녀양육,

자녀의 교육패턴,재화의 소비패턴 등을 들 수 있다(Weber,1968).

그리고 Plummer(1974)는 라이 스타일이 각 개인의 주 환경 즉 문화,

거집단,가족 소속사회 등의 향을 받아서 습득되며,개인의 가치 혹

은 개성의 일부분으로 개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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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etal(1980)은 범 하게 말해서 라이 스타일은 생활을 하는

기본정신과 인간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생활로 나타난 결과이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시되는 것이며 생활의 형성과 유지로 나타나는 것이

라고 지 하 다.

지 까지 보아온 것처럼 라이 스타일은 결과 으로 태도,가치의식,견

해,흥미와 실제 행동과 상호 통합된 하나의 체계이며(Berkman,Gilson,

1978),라이 스타일은 자아가 구축한 가치 인지를 외견상으로 표출하는

“이미지의 표 ”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시월,2004).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가치의식 행동과

련된 양식을 의미하며,한국과 국 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을 정확히

악함으로써 그들의 동기를 알아보고 편리성,서비스,심미 등 욕구에

부합하는 선택속성을 알아보고자 한다.이는 소비자들과의 계 형성의 기

반을 닦고 리조트 련 소비자의 선택속성이 리조트건설 서비스 등에

요한 기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리조트 선택에 합리 인 교육 련

요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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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 념 정 의

마

학

인

Lazer

(1963)

집단별,단계별,사회별로 특이성 있는 생활의 요소나 질에 연 되어

존재하게 되며,각 라이 스타일 유형의 결과가 그들의 생활유형과

패턴에 동일하게 반 된다

Engel,Blac

kwell

(1978)

사람의 생활 혹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소비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인 특성이며,개인이 문화,사회집단,가족 등의

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 으로 개인의 가치 체계나 개성

의 생된 것이다

Lazer

(1978)

체 사회 속에서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 인 생활양식

(modeofliving)

심

리

학

인

Adler

(1969)

개인을 행동주체로 인식하며,개인은 외부자극에 한 단순 반응자가

아닌 능동 인 존재이다.이러한 개인의 통일성과 일 성을 찾아내어

개인행동을 측할 수 있는 수단이다

Coleman

(1964)
개인은 지각,사고,행동에서 일 된 경향이다

사

회

학

인

Weber

(1968)

사회계층을 부르주아(bourgeois)와 롤 타리아(proletariat)로만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계 이외에 라이 스타일을 활용하

다.라이 스타일의 로 생활양식,생활태도,재화의 소비양식,직

업,자녀양육,자녀의 교육패턴,재화의 소비패턴 등을 들 수 있다

Plummer(

1974)

각 개인의 주 환경 즉 문화, 거집단,가족 소속사회 등의 향

을 받아서 습득되며,개인의 가치 혹은 개성의 일부분으로 개인의 행

동을 통해 나타난다.

Grossest(

1980)

생활을 하는 기본정신과 인간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생활로 나타난 결과이다

<표 2-7>국내외 연구자들의 라이 스타일의 개념

출처: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요약하 음.



- 18 -

2.라이 스타일에 한 선행 연구 고찰

생활공간에서 소비자들의 치를 악하기 하여 마 터들은 1950년

이 에는 인구통계학 특성을 주로 이용하 으나,인구 통계 특성은 피

상 인 정보만을 제공해 주었다.따라서 1960년 부터 반부터 1970년

반에 들어서면서,소비자의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기조사의 정서

특성과 개성조사의 정량 특성이 결합되어 라이 스타일 조사가 이루어

졌다(Wells,1975).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가 다양하지만 표 인 측정도구는 Plumm

er(1974)의 AIO(Activity,Interest,Opinion)가 있다.일,취미,사회 행사,

휴가,오락,지역사회,쇼핑,스포츠,등 과 같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여가

와 련활동 (Activity),가족,가정,직무, 크리에이션,유행,음식,미디어,

업 ,등처럼 환경 속에서 무엇을 요시 하느냐에 한 측면에서 볼 때의

심(Interest),자기 자신,집,사회 논쟁,정치,사업,경제,교육,제품,미

래,문화에 한 의견(Opinion)등을 기 로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

다.즉 자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어떠한 일에 심을 기지며,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척도로 나타내어 수치화하는 것이다(김병용,2012).

우리나라의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는 1977년 김동기에 의해 마 의

용가능성이 언 되었으며,1990년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 다.

채서일(1994)은 AIO연구에서 사용되는 라이 스타일 차원들은 소비자 개개

인의 심리 경향이나 욕구를 반 하는데 부족하다고 단하여 사이코 그래

픽 분석에서 사용되는 소비자의 성격유형에 한 차원들을 도입하여 의생

활,주생활,식생활등과 같은 유형으로 나 어 소비자 특성을 분석하 다.

라이 스타일에 한 구체 인 연구를 살펴보면 채서일(1992)은 “체계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 스타일”연구에서 통 알뜰형,합리 생활만족

형,진보 유행추구형,보수 무 심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박성연(1996)은 라이 스타일에 련 태도,행동, 기타 여러 특징들에

해 분석을 실시하여 68개의 7 척도 문항이 분석에 이용되었다.자료조

사는 국 주요도시에 거주 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1045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진보 팬션추구형,합리 인 생활추구형, 통 생

활추구형의 3가지 분류했다.이 에는 합리 인 생활추구형이 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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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가장 높은 40.7% 차지고 있다.그 결과 합리 인 생활추구형이 의식

주 생활에 있어서 편리성과 실리를 많이 따지며,계획 인 소비생활을 주로

하여 가족 심의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특성을 분석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김 (2013)은 “ 통상권 소지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세분화시장별 특성 연구”에서 건강추구,경제지향,유행지향,편의지

향, 고신뢰지향,문화생활지향의 6가지로 분류되었다.

라이 스타일을 이용하여 선택속성에 한 소비자의 특성을 연구한 연구

자들을 살펴보면, 기·홍 호 (2011)의 “ 객 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른

특수목 지 선택속성”연구에서 서울 수도권의 소비자 상으로 조

사를 실시하 으며 사회추구형, 통추구형, 락추구형,여가추구형,건강

추구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통추구형, 락추구형,건강추구형,

사회추구형,여가추구형 등의 5개 차원의 라이 스타일 유형이 자연 속성,

사회 속성,문화 속성, 시설 속성 등 4개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

을 확인하 다.

박종찬(2011)의 “라이 스타일유형에 따른 해양 지 선택행동에 한

연구”에서는 사교지향,자기확신,성실지향,내실추구,책임추구의 5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 다.방문객의 라이 스타일에 따라 방문객이 요하게 지각

하는 해양 지의 선택속성은 다르다는 결과를 밝혔다.

라이 스타일을 이용하여 리조트 선택속성에 련 문헌을 살펴보면,정동

화·이동 (2014)의 “해양리조트 고객들의 라이 스타일,선택속성,충성도,

간의 구조 계분석”연구에서 재 운 되고 있는 해양리조트 규모와

운 성결이 유사한 3곳을 선정하여 이곳들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상으

로 조사를 실시하 다.가족지향,여가문화지향,외 활동지향,개인주의지

향,쾌락지향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찬수·임기태(2009)의 “리조트 이용객의 라이 스타일이 선택속

성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가족 심,여가문화,외 활동,개인주의,보수

주의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라이 스타일에 따른 리조트 주시설을

이용하는데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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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측정 내용 평가유형 는 속성

채서일

(1992)

체계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 스타일

통 알뜰형,합리 생활만족형,

진보 유행추구형,보수 무 심형.

박성연

(1996)

성인 남녀를 상으로

라이 스타일 유형분석

진보 패션추구형,합리

생활추구형, 통 보수추구형

김

(2013)

통상권 소지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세분화시장별 특성

건강추구,경제지향,유행지향,

편의지향, 고신뢰지향,문화생활지향

기·홍 호

(2011)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성자동차 구매행동

사회추구형, 통추구형, 락추구형,

여가추구형,건강추구형

박종찬(2011)
라이 스타일유형에 따른

해양 지 선택행동

사교지향,자기확신,성실지향,

내실추구,책임추구

정동화·이동

(2014)

해양리조트 고객들의

라이 스타일,선택속성,

충성도,간의 구조

계분석

가족지향,여가문화지향,외 활동지향,

개인주의지향,쾌락지향

찬수·임기태

(2009)

리조트 이용객의

라이 스타일이 선택속성에

미치는 향

가족 심,여가문화,외 활동,

개인주의,보수주의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라이 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행

동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속성을 악하고 요한 교육,정책 련

정보가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의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을 비교하고 동기와 선택속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표 2-8>라이 스타일 련 선행 연구

출처: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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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과 국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비교 연구 고찰

박윤옥(2004)의 “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라이 스타일 비교분석”에서

한· 학생 라이 스타일을 비교한 결과 주생활변수에서 한국 학생의

평균은 2.9539, 국 학생은 3.3409로 나타났으며 한· 학생은 주생활에

서 유의 인 차이가 있다는 립가설이 채택되었다.그리고 소비패턴변수가

한국 학생의 평균은 2.9655, 국 학생은 3.1278로 나타났다.한· 학

생은 소비패턴에서 유의 인 차이가 있다는 립가설이 채택되었다. 한

문화생활변수를 비교한 결과가 한국 학생의 평균은 3.2896이고, 국 학

생은 3.5893으로 나타났다.한· 학생은 문화생활에서 유의 인 차이가

있다는 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노인층에 한 연구인 이 숙(2001)의 “한국노인과 국노인의 라이 스

타일비교”에서 한국노인의 라이 스타일을 밝히기 하여 라이 스타일을

유형화하여 국노인의 라이 스타일과 비교함으로써 한국노인의 반 인

경향 국노인 과의 차이를 밝혔다.노인의 라이 스타일은 보수안 형,

침체물기력형, 실 정형, 진보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보수

안정형은 가장 다수의 한국과 국노인이 취하는 라이 스타일이며 진

보형 라이 스타일을 취하는 노인은 가장 었다.한국 노인 에는 침체무

기력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고, 진보형,보수안 형순나타났으며,

은 차이이긴 하 지만 실 정형이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반면 국노

인 에는 보수안정형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실 정형,침체무기력형

순이었으며 진보형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한국노인과 한 차

이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정세(2008)의 “인터넷쇼핑에서 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만족도 거래지속성비교”연구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를 상으로 무작 선정하여 한국은 276개, 국은 281개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다.군집분석에 통해서 “합리군”,“보수군”,“진보군”으로 3가지 군집으

로 나 었다.한국소비자는 합리군에 속한 인수가 112명(44.98%)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진보군 96명(38.55%),보수군 41명(16.47%)순으로 나타났다.반

편에 국은 진보군이 122명(49.0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합리군 99명

(38.37%),보수군 37명(14.34%)순으로 나타났다.한국과 국은 군집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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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에 비해서 국의 진보군집이 10% 더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 강백니(2012)의 “한· 여 생들의 라이 스타일 유형 의복 여

도에 따른 구매행동 연구”에서 한· 여자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

하여.그 결 ,한· 여자 학생들의 라이 스타일 유형을 밝히기 하여

유형을 분석한 결과,유행추구, 외모추구,활동추구,즐거움추구,경제성추

구,소비성추구,사교추구,합리성 추구,알뜰구매추구,자유 문화추구,

극 여가활동추구,상표추구,정보추구 등 13개 유형이 추출되었다.한·

여자 학생들의 라이 스타일을 각 유형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학생은

외모추구,즐거움추구,경제성추구,소비성추구,사교추구, 극 여가활동추

구의 성향이 국학생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국은 활동추구,

합리성추구,상표추구의 성향이 한국학생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경(2014)의 “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자동차 선호 결정요

인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서울시와 국 동성(广东省)지역의 우시(广

州 )거주하고 재 운 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상으로 실증 으로 비

교 분석하 다.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총 18개의 문항은 5개의 요인으로 추

출 되었다.문항을 심으로 요인1은 ‘유행추구형’,요인2는 ‘보수추구형’,요

인3은 ‘성취추구형,요인4는 ‘개성추구형’,요인5는 ‘안 추구형’로 명명하 으

며 5 리커트척도의 경우 유행추구형은 국소비자는 3.394이고 한국소비

자는 2.81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보수추구형은 국소비자 3.360이

고 한국소비자는 2.338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개성추구형은

국소비자 3.646이고 한국소비자 3.318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비교 연구를

살펴보았으며,이에 련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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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측정 내용 평가유형 는 속성

박윤옥(2004)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라이 스타일 비교분석
주생활,소비패턴,문화생활

이 숙(2001)
한국노인과 국노인의 라이

스타일 비교

보수안 형,침체물기력형, 실 정형,

진보형

이정세(2008)

인터넷쇼핑에서 한· 소비

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만족도 거래지속성비교

합리군,보수군,진보군

강백니(2012)

한· 여 생들의 라이 스

타일 유형 의복 여도에

따른 구매행동 연구

유행추구,외모추구,활동추구,즐거움

추구,경제성추구,소비성추구,사교추

구,합리성 추구,알뜰구매추구,자유

문화추구, 극 여가활동추구,상

표추구,정보추구

경경(2014)

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

일에 따른 자동차 선호 결정

요인 비교

유행추구형,보수추구형요인,성취추구

형,개성추구형,안 추구형

<표 2-9>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비교 연구

출처: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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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동기에 한 고찰

1. 동기의 개념

동기(motivation)는 라틴어의 ‘movere’에서 유래되었는데 어의 ‘to

move’즉 ‘움직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김 태,1994). Loudon ＆

Bitta(1984)는 동기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내 요인이나 신체에 지를 활

력화 하여 외부환경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 상태라고 정의하 다.

Hawkins,Best＆ Steiner(1989)는 동기는 찰이 어려운 내부세력을 행동

으로 옮기도록 하는 유인체이라고 주장하 다.

국내학자 이장주(2003)는 동기는 잠재 객으로 하여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요구를 의사결정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내는 힘이다.

김 우(2005)는 동기란 자가 특정 지를 여행하게 된 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기를 분석하여 지와 자원의 가치, 자의

형태 그리고 지의 홍보 상태를 악 할 수 있다. 자는 다양한

목 과 동기를 가지고 에 참여하게 되며 일반 으로 동기는 사람들이

행동에 참여하거나,방문한려는 선천 인 사회·심리 힘으로 정의되고

행동을 이해하거나 지 선택 정에 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천우(2008)는 동기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며,발

생된 동기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속성을 선택하여 행

동하고,만족을 실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가 욕구를 유발하는 심리 동기,즉 최종

으로 소비자를 하게 되는 이유,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지

의 동기를 의미하며.한국과 국 소비자들의 동기를 정확히 악함으

로써 그들의 동기가 어떻게 선택속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기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동기의 개념에

련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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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국내외 연구자들의 동기의 개념

개 념 정 의

Loudon＆Bitta

(1984)

동기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내 요인이나 신체에 지를 활력화

하여 외부환경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 상태.

Hawkins,

best＆Steiner

(1989)

동기는 찰이 어려운 내부세력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유인체,

이장주

(2003)

잠재 객으로 하여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요구를 의

사결정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내는 힘이다.

김 우

(2005) 동기란 자가 특정 지를 여행하게 된 동기를 의미한다.

박천우

(2080)

동기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며,발생된

동기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속성을 선택하여 행동

하고,만족을 실 시킨다.

출처: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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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에 한 선행 연구 고찰

자의 여행동기를 최 로 분류한 학자는 독일의 Glucksmann인데,그

는 1935년에 펴낸 서에서 원인을 인간과 장소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

하고,인간측면에서 자극과 목 지의 입장에서 념 ,물리 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주 우,2004).

Mclntosh(1977;조진희,2006에서 재인용)는 동기를 신체 동기,문화

동기, 인 동기,명 와 지 동기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Crompton(1979)은 동기를 사회심리 동기와 문화 동기로 구분하

다.사회심리 (socio-psychological)동기는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

환경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일상탈출,탐험,자기평가,휴식,명 ,회귀,인

계 개선이 포함되고 문화 (cultural)동기는 지에서 제공하는 독

특한 상품과 서비스 는 문화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진기성과 교육

이 포함된다.

Iso-Ahola(1981)는 인간을 여행으로 이끄는 힘을 본질 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하 으면 두 가지의 동기 차원을 제시하 다.하나는 일상 인 환경

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이여, 하나는 심리 ·내재 보상을 추구하는

동기다.

Dann(1981)은 동기를 추진요인과 흡인요인으로 나 었다.추진요

인(pushfactor)은 객의 내부심리에서 욕구를 자극하여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흡인요인(pullfactor)은 객을 끌어들이기 한

지의 모든 것이다.사람들은 건강,호기심,일상탈출,새로움의 추구 등

내 인 힘이 추진되어 여행을 떠나거나 지의 흥미로운 시설,자연경 ,

이벤트 등에 흡인되어 여행을 떠난다.



- 27 -

3.한국과 국의 동기 련 선행연구의 고찰

최근 우리나라 동기에 한 구체 인 연구를 살펴보면 이 (2008)의

농 참여 동기에 따른 목 지 속성 지각 차이 연구에서 신채 재

충 ,긴장완화,환경변화,휴식, 주말농장방문,고유한 문화체험,가족과의

결속,생태체험,향수(고향의 성취)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농

참여 동기에 한 문항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립 (3.0)보다 높게 나타

났다.신체 재충 (3.76)이 가장 주요한 참여동기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긴장완화(3.68),환경변화의추구(3.66)휴식(3.63),주말농장(3.60),고유한 문

화의 체험(3.58),가족과의 결속(3.58),생태체험(3.55),향수(고향의 정취)(3.54)

로 나타났다.

장호 (2013)의 해양스포츠 자의 동기가 선택속성 만족

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는 기분 환,스포츠 활동,친목사교,건강추구,자

연미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해양스포츠 자의 동기가 만

족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나났다.

이진희(2013)의 제주도 지의 동기유형에 따른 만족에 한

연구에서는 일상탈출·재충 , ·체재,자연탐방,회의· 의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 다.

리조트 동기에 한 이주형·이철진(2008)의 리조트 유형에 따른

동기 연구에서는 해안리조트 3개소,골 리조트 3개소,온천리조트 3개소,

스키리조트 3개소,총 12개 리조트 시설의 이용 투숙을 목 으로 방문한

사람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480부가 회수되었다.그리고 이

용하는 리조트의 형태에 기 하여 구분하 고 이용하는 형태에 따른 동

기의 차이를 검증하 다. 동기가 일탈지향성,휴식지향성,신비지향성,

락지향성,사교·가족지향 ,건강지향 ,매력지향 등 7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 으며 리조트의 형태에 따라 자들이 고려하는 선택속성에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한편,유발된 동기가 리조트 선택속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유발된 동기에 따라 요하게 평가하는 선택속성이 존재한다

는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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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한 국소비자의 동기에 한 구체 인 연구를 살펴보면

국 객을 상으로 장서·유재원·서진욱(2012)의 한국을 방문한 국 객

의 특성이 동기와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국 객

의 동기가 문화 동기,휴식 동기,심리 동기,사회 동기 등 4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 으며 동기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문화 동기와 휴식 동기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한 우요우周游(2014)의 국 장년층 한국 동기에 따른 시장세

분화 에 한 연구 에서 편익 추구,문화 추구,일상탈출 추구,기분 환

추구와 같이 총 4개 군집으로 분류하 다. 국 장년층의 한국 계획

과 희망에 따른 군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연구하기 하여 일원배

치 분산분석결과는 5년 안에 한국 계획은 ‘기분 환추구’의 집단이 다른

군집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안에 한국 희망은 역시 ‘기분 환

추구’의 집단이 다른 군집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기분 환추구’군

집은 5년 안에 한국 계획과 희망은 다른 군집 보다 더 강력하게 나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 지 연구에서 추부동邱扶东(1996)의 동기의 향요인에 한

연구에서는 국 상하이시 거주자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소비자

의 동기를 건강증진,회고동기,문화동기,사교동기,심미동기의 다섯 가

지로 분류했다.연령,직업,월평균 가계 총소득이 동기에 상 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 陈春(2008)의 80년 이후 동기와 소비행동의 계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국의 80년 이후 소비자의 동기를 감정 교류동기,

문화 심미동기,실천동기,향락동기,일탈동기,과시동기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 다.분석결과에 다르면 80년 이후 소비자의 문화 심미동기가 가

장 높았으며,그 다음에 일탈동기,향락동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것이 과시동기로 나타났다.

나군罗群(2011)의 휴양 객의 동기 소비행 연구에서 자아실

동기,휴식동기,탐색 학습동기,사교동기,군 동기,향락동기,건강

동기의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그 결과,휴식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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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학습동기,건강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장연칭张 庆(2011)의 동기에 따른 만족도차이에 한 연구에서

산동성 창다오시에서 일반 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395부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총 20개 문항이 동기,건강동기,

일반 동기,명성동기,신기동기,가족화합동기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동기를 바탕으로 군집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객을 순수 객.

종합 객,휴양 객의 3가지 유형화하 다. 객의 유형에 따라 만족

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밝혔다.

완문가阮文佳(2014)의 청년 객과 노년 객의 동기의 비교연구

에서 동기가 호기 체험동기,감정교류동기,군 동기,자연탐방동기,

일탈동기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자연탐방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 다.청년소비자는 호기 체험동기,군 동

기가 노년소비자보다 높았으며 노년소비자가 청년소비자보다 일탈동기

감정교류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의 동기 련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으며,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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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
농 참여 동기에 따른

목 지 속성 지각 차이

연구

채 재충 ,긴장완화,환경변화,휴식,

주말농장방문,고유한 문화체험,가족

과의 결속,생태체험,향수(고향의 성

취)

장호 (2012)

해양스포츠 자의 동

기가 선택속성 만족

에 미치는 향

기분 화,스포츠활동,친목사교,건강

추구,자연미

이진희(2013)

제주도 지의 동기유

형에 따른 만족에 한

연구

일상탈출·재충 , ·체재,자연담방,

회의·

이주형·이철진

(2008)

리조트 유형에 따른 동

기 연구

일탈지향성,휴식지향성,신비지향성,

락지향성,사교·가족지향 ,건강지

향 ,매력지향

장서·유재원·

서진욱

(2012)

한국을 방문한 국 객의

특성이 동기와 만족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문화 기, 휴식 동기,심리 동기,

사회 동기

우요우周游

(2014)

국 장년층 한국 동

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에

한 연구

편익추구,문화 추구,일상탈출 추구,

기분 환 추구

추부동邱扶东

（1996）

동기의 향요인에 한

연구

건강증진,회고동기,문화동기,사교동

기,심미동기

진 陈春

（2008）

80후 동기과 소비행

동의 계연구

감정 교류동기,문화 심미동기,

실천동기,향락동기,일탈동기, 시동

기

나군罗群

（2011)

휴양 객의 동기

소비행 연구

자아실 동기,휴식동기,탐색 학습

동기,사교동기,군 동기,향락동기,건

강 동기

장연칭张 庆

(2011)

동기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 한연구

동기,건강동기,일반 동기,명

성동기,신기동기,가족화합동기

<표 2-11>한국과 국소비자의 동기의 선행연구

출처: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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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선택속성에 한 고찰

1.선택속성의 개념

속성(attribute)은 사 인 의미로 ‘상에 속하는 성질’이라고 정의되며,

소비자는 상품을 상품자체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의

덩어리(bundle)를 사는 것’이라는 Lancaster(1966)의 주장으로부터 그 용어

가 유래하 다(이재섭ㆍ권안용,2011)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Mayo &

Jarvis(1981)는 지 선택속성은 특정 지가 제공하는 상품속성에 해당

하는 매력요소와 객이 개별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주 으로 인지하고

선택행동에 이르게 하는 요소를 나타낸다고 하 으며,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통해 이루어진 태도(attitude)는 목 지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다(김 ,2014).

최근 연구에서 Brey,Klenosky,Lehto,& Morrison(2008)은 리조트 선택

속성은 고객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릴 수 있는 상으로 리조트가 지

니고 있는 유․무형의 실체를 통해 지각하는 서비스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고 하 다.그리고 국내 연구에서 선택속성은 이러한 제품에 한 고객의

선호와 구매 시 상품 속성에 한 태도가 어떻게 차별되게 형성되며,다른

속성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의미한다(조민호⋅김태 ,2007).송석린·박철

호·한수정(2014)은 속성이란 일반 으로 상품이 가지는 유형 무형의 특징

을 의미하며,상품은 이러한 속성들의 묶음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이 선택속성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과 정인 문제인식,정보탐

색, 안 평가,구매결정,구매 후 행동의 과정 정보탐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최종 인 상품이나 상표를 결정하는 기

이 되는 것이다(손재 ,2008).

이상과 같이 선택속성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선택속성의 개념 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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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개 념 정 의

Lancaster

(1966)

상에 속하는 성질’이라 정의되며,소비자는 상품을 상품자체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의 덩어리(bundle)를 사

는 것

Mayo&Jarvis

(1981)

특정 지가 제공하는 상품속성에 해당하는 매력요소와 객이

개별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주 으로 인지하고 선택행동에 이르게

하는 요소

Brey,Klenosky,

Lehto&

Morrison(2008)

고객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릴 수 있는 상으로 리조트가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실체를 통해 지각하는 서비스 특징

조민호⋅김태

(2007)

이러한 제품에 한 고객의 선호와 구매 시 상품 속성에 한 태도

가 어떻게 차별되게 형성되며,다른 속성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의미함

송석린·박철호·,

한수정

(2014)

일반 으로 상품이 가지는 유형 무형의 특징을 의미하며,상품

은 이러한 속성들의 묶음

손재

(2008)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과 정인 문제인식,정보탐색, 안 평가,

구매결정,구매 후 행동의 과정 정보탐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최종 인 상품이나 상표를 결정하는 기

<표 2-12>국내외 연구자들의 선택속성의 개념

출처: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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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과 국 소비자의 선택속성 련 연구의 고찰

그 동안 소비자의 선택속성이 문헌에 등장한 이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최웅·유호열·이규숙(2007)의 리조트호텔의 선택속성에 한

연구에서 총 373명 성인소비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선택

속성을 입지 건물외 ,이용의 편의성,서비스수 ,가격과 가치,이미지

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리조트호텔 선택속

성이 다르다는 결과를 밝혔다.

찬수·임기태(2009)의 리조트이용객의 라이 스타일이 선택속성에 미치

는 향연구는 48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으며,라이 스타일이

선택속성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그 결과,선택속성이 가족 심,여가

문화,외 활동,개인주의,보수주의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으며,특히

라이 스타일이 모든 다섯 가지의 선택속성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

다.

진 용·이덕원·최동희(2011)의 리조트이용객의 개인가치가 리조트 선택속

성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하여 리조트 이용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분석결과,개인가치는 자존감,성취감, 인 계,

자아추구 4개요인 으로,리조트 선택속성은 이미지,시설,다양성,편리함,편

의성,종사원 서비스,주변 경 ,내부 환경 8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개인

가치 요인 에서 성취감이 리조트 선택속성의 이미지에,인간 계와 자아

추구가 편의성에,성취감과 자아추구가 주변경 에,성취감이 내부 환경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섭· 안용(2011)의 리조트 선택속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에서 선택속성이 근성,편의성,경제성,심미성,다양성의 5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리조트 선택속성과 마 ,그리고 재방문의도

변인들의 상 계를 분석결과, 리조트 선택속성인 근성,편의성,경

제성,심미성,다양성요인은 객의 재방문의도와 모두 유의한 정(+) 상

성이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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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태·이상철(2013)의 리조트 선택속성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

는 향 연구에서 선택속성이 물 /인 서비스,편의성,부가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리조트의 3가지 선택속성인 물 ·인 서비스,편의성,

부가성 모두 고객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 ·인 서비스가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청결상

태 양호,편안한 느낌,종사원 용모 단정 친 성,주변경 의 좋음,회원

리 양호,재산 생명 도난으로부터 안 성,건물외 좋음이 고객만족을 이

루는 속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에서는 방량方靓(2005)의 호수 지 소비행 의 향요인

연구에서 국 강성(浙江省)하 우시(杭州 ）순안 (淳安县）경내에 있

는 천도호(千岛湖） 지에서 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 859부로 분석에 사용하 으나 선택속성에 련된 14개 문항들이 자

신조건,시설,환경, 상품,서비스의 다섯 가지 선택속성을 유형으로 분

류하 다.

서 소徐春晓(2008)의 화이화( 化)시민의 지 선호유형에 따른

지 선택속성의 차이 연구에서 화이화（ 化)시 거주자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454부를 유효설문지 분석에 사용하 다.선택속성이 안 ,

근성,경제성,이미지,주변사람의견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정연郑炎(2012)의 지 선호유형에 따른 지 선택속성의 차이 연구

에서 호난성(湖南省)에서 지 리조트에 있는 자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 278부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지 선택속성

으로 식·주·쇼핑, 시설 서비스,자연경 ·분 기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 다.이 자연경 ·분 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 서비

스,식·주·쇼핑 순으로 나타났다.종교 목 지 선호자는 모든 선택속성이 다

른 목 지 선호자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탕병唐兵(2010)의 목 지 선택에 향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국 충칭시(重庆)거주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588부 설문

지를 분석에 사용하 으나 지 선택속성이 자연경 ,숙박시설, 근성,

경제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자연경 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에 근성,경제성,숙박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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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측정 내용 평가유형 는 속성

최웅·유호열

·이규숙

(2007)

리조트호텔의 선택속성에

한 연구

입지 건물외 ,이용의 편의성,서

비스수 ,가격과 가치,이미지

찬수·임기태

(2009)

라이 스타일이 선택속성에

미치는 향

가족 심,여가문화,외 활동,개인주

의,보수주의

진 용·이덕원·

최동희(2011)

리조트이용객의 개인가치가

리조트 선택속성에 미치는

향

자존감,성취감, 인 계,자아추구

이재섭· 안용

(2011)

리조트 선택속성이 재방

문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근성,편의성,경제성,심미성,다양

성

조 태·이상철

(2013)

리조트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

물 /인 서비스,편의성,부가성

방량方靓(2005)
호수 지 소비행 의

향요인

자신조건,시설,환경, 상품,서비

스

서 소徐春晓

(2008)

화이화( 化）시민의 지

선호유형에 따른 지 선

택속성의 차이

안 , 근성,경제성,이미지,주변사

람의견

정연郑炎

(2012)

지 선호유형에 따른

지 선택속성의 차이

식·주·쇼핑, 시설 서비스,자연경

·분 기

탕병唐兵

(2010)

목 지선택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
자연경 ,숙박시설, 근성,경제성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의 소비자의 선택속성의 선행연

구를 살펴보았으며,이에 련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13>과 같

다.

<표 2-13> 한국과 국소비자의 선택속성의 선행 연구

출처: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분석 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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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 방법

제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소비자 라이 스타일 악,리조트 동기 선택

속성,그리고 이와 련된 소비자 성향을 심으로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이 리조트 동기 선택속성요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리조트선택요인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함

으로써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은 어떠한가?

1.1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의 유형은 어떠하여, 어떤

요인으로 분류되는가?

1.2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라 라이 스타일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한·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는 어떠한가?

2.1한·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가 어떤 요인으로 분류되는

가?

2.2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과 라이 스타일 변수에

따라 리조트 동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은 어떠한가?

3.1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요인은 어떤 요인으로 분류되는

가?

3.2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 라이 스타일, 동기

변수에 따라 리조트 선택속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한 련변수의 상

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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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방법

1.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리조트 동기와 선택속성을

악하기 하여 한국과 국의 리조트 이용경험이 있는 성인 소비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를 거쳐,본 조사는 2014년 10월 15

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되었으며,한국은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았

고 서울,경기,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성인소비자를 상으로 “인바이트

(www.esurver.kr)”라는 문조사기 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국은 리서치 회사인 “GRTMR(盖洛特）”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북경,

상해, 주,선 에서 거주하는 성인 소비자를 상으로 “51조사（51調査網

www.51diaocha.com)”라는 문조사기 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한국과 국 모두 24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이 부실기재

로 인한 설문지를 제외하고(한국 21부, 국 16부)나머지 총 44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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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설문지로서 조사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한 문항,라이 스타일에 한 문항,리조트

동기에 한 문항,선택속성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표 3-1>.

가.사회경제 특성

소비자 사회경제 특성에 련 변수는 성별,연령,학력,직업,결혼여부,

월평균가계 총 소득,거주지역,가족 수,최근 2년간 리조트 이용횟수,주로

구와 같이 리조트 에 가는지 등으로 총 10개 문항을 측정하 다.

나.라이 스타일 변수

라이 스타일을 알아보기 해 박성연(1996), 찬수·임기태 (2009),정동

화·이동 (2014)의 연구를 기 로 하여 각각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다. 동기 변수

동기를 알아보기 해 이 (2008),이주형·이철진(2008),장호 (2012)

의 연구를 기 로 하여 각각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라.선택속성 변수

리조트에 한 선택속성을 알아보기 해 이재섭·권안용(2011),최웅·유

호열·이규숙(2007)의 연구를 기 로 하여 각각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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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측정 문항 수

소비자

사회경제 특성

성별,연령,학력,직업,결혼여부,

월평균가계 총 소득,거주지역,가

족 수,최근 2년 간 리조트이용횟

수,주로 구와 같이 리조트 가다

명목척도

오 척도
10

라이 스타일

가족 심 (3문항)

사회 심 (3문항)

물질주의 (3문항)

계획소비 (2문항)

사회 습주의(2문항)

5 리커트

척도
13

동기

사교활동(4문항)

일상탈피(4문항)

건강증진(2문항)

가족화합(2문항)

오염회피(2문항)

자연탐방(2문항)

5 리커트

척도
16

선택속성

경제 (4문항)

심미 (4문항)

교통 (3문항)

시설구비 (3문항)

보안과 음식 (2문항

5 리커트

척도
16

합계 55문항

<표 3-1>척도구성

3.분석방법

분석은 SPS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요인분석,t-검증,

Oneway-ANOVA,사후검증으로 Duncan'sMultipleRangeTest,상 계

분석,그리고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 40 -

제 4장 연구결과

제 1 조사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

본 연구 조사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조사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은 성별,연령,월평균 가계 총소득,학력,직

업,결혼 여부,가족 수로 구성되었다,최근 2년 리조트이용횟수,최근 2년

주로 같이 리조트 이용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한국의 경우 남자는 52.1%,여자는 47.9%의 비율로 구성되었으

며,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경우에도 남자 57.6%,여자

42.4%의 비율로 구성되었으며,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 ,30 ,40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한국은 30 ,

20 ,40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각각 35.8%,35.6%,25.6%로 구성되었

다. 국의 경우는 20 ,30 ,40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각각 44.6%,

35.3%,20.1%를 차지하 다.그리고 한국과 국의 평균 연령을 살펴본 결

과 한국 33.63세, 국 31.79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월평균가계 총소득은 한국은 300만원-500만원 미만이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300만원-700만원은 22.8%,300만원 미만은 20.1%,700

만 원 이상은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은 13,000 안 이상이 35.3%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9,000-13,000 안 미만은 28.6%,5,000 안

∼9,000 안 미만은 25.9%,5,000 만 미만은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한국의 경우 학졸업/ 학원이상이 8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고졸 이하/ 문 학 졸업 14.6%로 나타났다. 국의 경우 학 졸업

/ 학원 이상이 7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졸 이하/ 문 졸은

21.9%의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은 한국의 경우 사무직 리직이 6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 으며,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이 18.3%,주부/학생/무직/기타가

20.5%의 비율로 구성되었고, 국의 경우 사무직 리직이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이 52.2%,주부/

학생/무직/기타 3.6%의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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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는 한국의 경우 기혼은 48.9%,미혼 51.1%의 비율로 구성되어

서 미혼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경우는 기혼 73.2%,미혼

26.8%의 비율을 차지해 상 으로 기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3인 미만,3인,4인,5인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성하 고,한국

은 4인이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3인이 30.6%,3인 미만

21.9%,5인 이상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은 3인이 44.2%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인이 21.4%, 5인 이상 20.5%,3인 미만13.8%의 순

으로 나타났다.한국과 국소비자의 평균가족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3.30명,

국은 3.50명으로 국소비자의 가족 수가 더 많다.

최근 2년 간 리조트 이용횟수를 보면 한국은 3-4회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회 27.4%,5회 이상 22.4%,1회 16.9%의 순으로 나타났

다. 국은 2회가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4회 26.7%,1회

20.8%,5회 이상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과 국소비자의 최근 2년

간 리조트 평균이용 회수를 살펴보면 각각 3.54회,2.90회로, 국소비자보

다 한국소비자 리조트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간 리조트에 주로 같이 가는 사람에 해서 질문한 결과를 살

펴보면 한국은 가족이 4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에 부부

/애인/연인 32.9%,친구 16%,동료/동호회/동창회/기타 8.2%의 순으로 나타

났다. 국은 부부/애인/연인이 3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

음에 동료/동호회/동창회/기타 26.8%,가족 26.3%,친구 13.4%의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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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한국

(N=219)

국

(N=224)
N % N %

성별
남자 114 52.1 129 57.6

여자 105 47.9 95 42.4

연령

20 78 35.6 100 44.6

30 85 38.8 79 35.3

40 이상 56 25.6 45 20.1
M(SD) 33.63세(7.213) 31.79세(6.516)

월평균

가계

총소득

　

300만원미만/(5000 안미만) 44 20.1 23 10.3

300만원∼500만원미만/
(5000 안-9000 안미만) 87 39.7 58 25.9

500만원-700만원미만/
(9000 안-13000 안미만) 50 22.8 64 28.6

700만원 이상((13000원 이상) 38 17.4 79 35.3

학력
고졸이하/ 문 졸 32 14.6 49 21.9

졸/ 학원졸 이상 187 85.4 175 78.1

직업

일반사무/ 리직 134 61.2 99 44.2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40 18.3 117 52.2

학(원)생/주부/무직/기타 45 20.5 8 3.6
결혼

여부

미혼 112 51.1 60 26.8

기혼 107 48.9 164 73.2

가

족

수

3인 미만 48 21.9 31 13.8

3인 67 30.6 99 44.2

4인 76 34.7 48 21.4

5인 이상 27 12.3 46 20.5

M(SD) 3.30(1.160) 3.50(1.059)
최근

2년

리조트

이용

횟수

1회 37 16.9 46 20.8

2회 60 27.4 72 32.6
3-4회 72 32.9 59 26.7
5회 이상 49 22.4 44 19.9

M(SD) 3.54(2.866) 2.90(1.751)

리조트

주로

같이

이용

하는

사람

부부/애인/연인 72 32.9 75 33.5

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 18 8.2 60 26.8

친구 35 16 30 13.4

가족 94 42.9 59 26.3

<표 4-1>조사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

1).1 안≈181원 (2014년 12월 06일 환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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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1.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유형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한 요인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총 10개의 문항은 5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다.문

항을 심으로 요인1은 ‘가족 심’으로 명명하 으며,고유 값이 2.398이고,

설명분산은 18.444%,신뢰도는 0.845로 나타났다.요인2는 ‘사회 심’으로 명

명하 으며,고유값이 2.269이고,설명 분산은 17.451%,신뢰도는 0.838로 나

타났다.요인3은 ‘물질주의’으로 명명하 으며,고유 값이 2.259이고,설명 분

산은 17.377%,신뢰도는 0.825로 나타났다.요인4는 ‘계획소비’로 명명하 으

며,고유값이 1.586이고,설명 분산은 12.202%,신뢰도는 0.735로 나타났다.

요인5는 ‘사회 습주의’로 명명하 으며,고유 값이 1.428이고,설명 분산은

10.983%,신뢰도는 0.6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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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유형

변수

성분

가족

심

사회

심

물질

주의

계획

소비

사회

습주의

여가활동 가족과 같이 하는 편이다. .845 .131 .063 .052 .148 .760

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보내고 싶다. .842 .042 .115 .053 .180 .759

가족과의 화시간이 많은 편이다. .841 .150 .047 .153 .118 .770

정치에 한 심이 많다. -.050 .868 .037 .122 .060 .775

경제,사회문제에 한 심이 많다. .197 .838 .132 .133 .111 .789

시사토론이나 뉴스 로그램을 즐겨본다. .213 .825 .174 .054 .056 .763

성공의 척도는 물질 으로 풍요한 정도이다. .104 .103 .872 .072 .061 .790

재산,자동차,주택 등이 성공의 표시라고 생

각한다.
-.030 .072 .864 .093 .098 .770

무엇보다도 월 이 많은 직장이나 수입이 잘

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 한다.
.154 .144 .785 .022 .172 .691

여행을 하기 에 산을 정한다. .009 .125 .093 .885 .063 .812

소비를 하기 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 .223 .135 .069 .841 .105 .790

내가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사회

습에 맞추어 사는 편이다.
.129 .062 .221 .123 .819 .755

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81 .128 .078 .050 .782 .716

고유값
2.398

2.269 2.259 1.586 1.428

　

설명 분산(%)
18.444

17.451 17.377 12.202 10.983

분산(%)
18.444

35.895 53.272 65.475 76.458

Cronbach'sα 0.845
0.838 0.825 0.735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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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차이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가족 심’요인측정문항 ‘여가활동 가족과 같이 하

는 편이다’,‘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보내고 싶다’,‘가족과의 화시간이 많은

편이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자가 가족

심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요인 측정문항 ‘시사토론이나 뉴스 로그램을 즐겨본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자가 사회 심을 더 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요인 측정문항 ‘무엇보다도 월 이 많은 직장이나 수입이

잘 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 한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한국 소비자

가 국 소비자보다 물질주의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회소비’요인 측정 문항 ‘여행을 하기 에 산을 정한다’에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계회소비 체 으로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한국

소비자가 국 소비자보다 산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습주의’요인 측정 문항 ‘내가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이

야기 사회 습에 맞추어 사는 편이다’,‘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국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보다 사회 습주의

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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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차이

　문항
국 　한국　

t값　
M(SD) M(SD)

가

족

심

여가활동 가족과 같이 하는 편

이다
3.92 .829 3.60 .973 3.633***

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보내고

싶다
4.16 .877 3.95 .913 5.916***

가족과의 화시간이 많은 편이

다
3.91 .901 3.50 .890 4.800***

체 3.99 .752 3.58 .805 5.510***

사

회

참

여

정치에 한 심이 많다
3.26 1.02 3.16 .934 1.014

경제,사회문제에 한 심이

많다.
3.64 .983 3.53 .874 1.333

시사토론이나 뉴스 로그램을

즐겨 본다.
3.51 1.03 3.24 .928 2.959**

체 3.47 .876 3.31 .798 2.044*

물

질

주

의

성공의 척도는 물질 으로 풍요

한 정 도이다
3.59 .961 3.49 .853 1.166

재산,자동차,주택 등이 성공의

표시라고 생각 한다.
3.57 .935 3.53 .905 .425

무엇보다도 월 이 많은 직장이

나 수입이 잘 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 한다

3.96 .897 3.58 .961 .248***

체 3.70 .809 3.54 .775 2.271*

계

회

소

비

여행을 하기 에 산을 정한

다.
3.76 .895 3.91 .643 -1.966*

소비를 하기 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
3.75 .900 3.85 .772 -1.304

체 3.75 .809 3.88 .615 -1.826

사

회

습

주

의

내가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에

게 이야 기 사회 습에 맞

추어 사는 편이다.

3.74 .881 3.37 .793 4.659***

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62 .959 3.20 1.103 4.225***

체 3.67 .781 3.28 .799 5.232***

a)*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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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라이 스타일 차이

한국과 국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라이 스타일 차이를 알

아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가족 심’에 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성별,연

령,결혼여부,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다, 국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월평균가계총소득,가족 수,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다.

한국소비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가족 심’이 더 높았으며 40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 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미혼보다 기

혼이 ‘가족 심’이 더 높았으며 최근 2년 리조트이용횟수 5회 이상의 집단

이 다른 집단 보다 ‘가족 심’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소비자는 가

족수 3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 심’이 더 높았으며,월평균가계총

소득5000 안-9000 안 미만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 심’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최근 2년간 리조트이용횟수 1회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가족 심’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에 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성별이었

고 국의 경우 성별,연령,직업,결혼여부,가족 수,최근 2년 리조트이용횟

수이었다.한국 소비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 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 소비자도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 심’이 더 높았으며 40 이

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 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일

반사무/ 리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 심’이 더 높았으며 미혼집단보

다 기혼집단이 ‘사회 심’이 더 높았으며 가족 수 3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

다 ‘사회 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근 2년 리조트이용횟수

3-4회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사회 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에 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월평균

가계총소득이었고 국의 경우 월평균가계총소득과 가족 수 다.한국소비

자는 월평균가계총소득 300만원-500만원 미만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물질

주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비자는 월평균가계총소득 5,000

안-9,000 안 미만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물질주의’가 더 높았으며 가족 수

3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물질주의’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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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소비’에 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없었고,

국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월평균가계총소득과 가족 수

다. 국 소비자는 월평균가계총소득 13,000 안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 보

다 ‘계획소비’가 더 높았으며 가족수 3인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계획소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습주의’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성별,

결혼여부,가족 수와 최근 2년 리조트이용횟수이었고, 국의 경우 월평균

가계총소득과 가족수 이었다.한국소비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사회 습주

의’가 더 높았으며 미혼보다 기혼집단이 ‘사회 습주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족 수 4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 습주의’가 더 높

았으며 최근 2년 리조트이용횟수3-4회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사회 습주

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경우 월평균가계총소득 5,000 안

-9,000 안 미만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 습주의’가 더 높았으며 가족

수 3인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사회 습주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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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집단

라이 스타일

가족 심 사회 심 물질주의 계획소비 사회 습
주의

M D M D M D M D M D

성

별　

국

남자 3.92 3.57 3.71 3.72 3.72

여자 4.09 3.33 3.71 3.79 3.62

t값　 -1.630 2.030* .026 -.659 .867

한
국

남자 3.72 3.43 3.52 3.94 3.41

여자 3.43 3.17 3.55 3.81 3.15

t값　 2.675** 2.417* -.304 1.493 2.475*

연

령　

국

20 3.97 3.37 a 3.79 3.81 3.74

30 3.93 3.43 a 3.57 3.68 3.61

40 이상 4.15 3.77 b 3.77 3.76 3.66

F값 1.286 3.476* 1.708 .537 .596

한
국

20 3.38 a 3.23 3.44 a 3.88 3.30 a

30 3.62 ab 3.38 3.49 ab 3.87 3.16 ab

40 이상 3.82 b 3.32 3.73 b 3.88 3.45 b

F비 5.081** .725 2.546 .013 2.256

월
평
균
가
계
총
소
득　

국

5000 안 미만 3.36 a 3.10 a 2.93 a 3.30 a 3.26 a

5000 안-9000 안
미만 4.12 b 3.40 ab 3.93 b 3.68 b 3.78 b

9000 안-13000
안미만 4.04 b 3.47 ab 3.77 b 3.73 b 3.62 b

13000 안 이상 4.04 b 3.64 b 3.72 b 3.96 b 3.77 b

　F비 6.605*** 2.497 9.745*** 4.492** 3.052*

한
국

300만원 미만 3.45 3.10 3.21 a 3.91 3.18

300만원∼500만원미
만

3.60 3.33 3.66 b 3.97 3.31

500만원-700만원미
만

3.69 3.37 3.59 b 3.82 3.25

700만 원 이상 3.5702 3.43 3.57 b 3.72 3.38

　F비 .711 1.462 3.451* 1.581 .501

학

력　　

국

고졸/ 문 졸이하 4.12 3.27 3.76 3.77 3.69

졸/ 학원졸이상 3.96 3.53 3.69 3.75 3.67

　t값 1.479 -1.813 .472 .096 .140

한
국

고졸/ 문 졸 3.48 3.53 3.43 3.94 3.27

학/ 학원졸 이상 3.60 3.27 3.55 3.87 3.29

　F비 -.800 1.712 -.857 .581 -.132

직
업

국

일반사무/ 리직 3.96 3.65 b 3.71 3.74 3.67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4.03 3.35 ab 3.72 3.79 3.70

학(원)생/주부/무
직/기타 3.75 3.04 a 3.04 3.38 3.38

F비 .669 4.386* .400 1.048 .672

한
국

일반사무/ 리직 3.60 3.31 3.57 3.85 3.32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3.68 3.36 3.62 3.90 3.23

학(원)생/주부/무
직/기타

3.44 3.27 3.35 3.94 3.24

F비 .975 .119 1.714 .417 .277

<표 4-4>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라이 스타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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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계속>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라이 스타일 차이

　
　
변
수　
　
　

집단

라이 스타일

가족 심 사회 심 물질주의 계회소비
사회 습
주의

M D M D M D M D M D

결
혼
여
부　

국

미혼 3.92 3.23 3.68 3.63 3.65

기혼 4.02 3.56 3.72 3.80 3.69

t값 -.936 -2.797** -.325 -1.263 -.330

한
국

미혼 3.25 3.30 3.46 3.83 3.18

기혼 3.93 3.31 3.62 3.93 3.40

t값 -6.815*** -.103 -1.512 -1.314 -2.048*

가
족
수　

국

3인 미만 3.73 a 3.10 a 3.60 ab 3.39 a 3.40 a

3인 4.10 b 3.61 b 3.88 b 3.92 b 3.82 b

4인 4.10 b 3.58 b 3.67 ab 3.74 b 3.67 ab

5인 이상 3.82 ab 3.31 ab 3.45 a 3.66 ab 3.58 ab

　F비 3.192*b 3.607* 3.285* 3.840* 2.658*

한
국

3인 미만 3.42 3.27 3.40 3.87 3.07 a

3인 3.64 3.19 3.50 3.83 3.16 a

4인 3.65 3.40 3.61 3.96 3.55 b

5인 이상 3.60 3.41 3.64 3.80 3.24 ab

　F비 .904 .996　 .894 .761 4.558**

최
근
2
년

리
조
트

이
용
횟
수

국

1회 4.29 b 2.94 a 3.51 a 3.60 a 3.54

2회 3.73 a 3.42 b 3.64 ab 3.73 ab 3.56

3-4회 4.20 b 3.81 c 3.82 ab 3.99 b 3.82

5회 이상 3.86 a 3.70 bc 3.87 b 3.68 ab 3.83

F비 7.913*** 10.923*** 2.171 2.485 2.306

한
국

1회 3.18 a 3.32 3.46 3.99 3.00 a

2회 3.47 ab 3.32 3.42 3.86 3.21 ab

3-4회 3.72 bc 3.27 3.69 3.92 3.51 b

5회 이상 3.82 c 3.35 3.52 3.77 3.28 ab

F비 6.057** .099 1.511 1.042 3.864*

리
조
트

주
로

같
이

이
용
하
는

사
람

국

부부/연인/애인 3.94 ab 3.58 3.66 3.89 3.77

동료/동창회/
동호회/기타 4.00 ab 3.42 3.90 3.62 3.68

친구 3.80 a 3.26 3.64 3.60 3.48

가족 4.15 b 3.50 3.59 3.81 3.65

F비 1.693 1.102 1.640 1.705 1.013

한
국

부부/연인/애인 3.44 3.25 3.57 3.78 3.31 a

동료/동창회/
동호회/기타 3.46 3.19 3.65 4.03 3.56 b

친구 3.57 3.43 3.41 4.06 3.04 ab

가족 3.72 3.34 3.53 3.86 3.31 ab

F비 1.871 .593 .477 2.031 1.820

a)Duncan'smultiplerangetest
b)1 안≈181원 (2014년 12월 06  환 기 )
c)*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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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한·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

1.한·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 유형

한국과 국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에 한 요인분석을 살펴본 결과

는 <표 4-5>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총 16개의 문항은 6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다.요

인1은 ‘사교활동’으로 명명하 으며, 고유 값이 3.170이고, 설명분산은

19.811%,신뢰도는 0.883로 나타났다.요인2는 ‘일상탈피’으로 명명하 으며,

고유값이 2.841이고,설명 분산은 17.757%,신뢰도는 0.839로 나타났다.요인

3은 ‘건강증진’으로 명명하 으며, 고유 값이 1.756이고, 설명 분산은

10.973%,신뢰도는 0.868로 나타났다.요인4는 ‘가족화합’으로 명명하 으며,

고유값이 1.726이고,설명 분산은 10.789%,신뢰도는 0.793로 나타났다.요인

5는 ‘오염회피’로 명명하 으며,고유 값이 1.642이고,설명 분산은 10.264%,

신뢰도는 0.785로 나타났다.요인6는 ‘자연탐방’로 명명하 으며,고유값이

1.631이고,설명 분산은 10.191%,신뢰도는 0.8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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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한·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 유형

　

성분

사교

동기

일상

탈피

건강

증진

가족

화합

오염

회피

자연

탐방
소속집단과의 사회 계를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866 .079 .142 .020 .129 .047 .795

친구들과의 우정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837 .105 .024 .176 -.014 .087 .750

각종 모임에 한 소속감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808 .136 .175 .207 .090 .109 .764

사교를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794 .023 .269 .006 .215 .066 .753

신체 , 정신 의 휴식을 해 리

조트를 이용 한다
.109 .809 -.025 .181 .075 .329 .813

일상생활의 긴장을 완화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046 .733 .179 .223 .243 .162 .707

자유를 즐기기 해 리조트를 이

용 한다
.184 .733 .052 .043 .153 .277 .675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038 .721 .334 .226 .239 -.149 .763

체력의 향상을 해 리조트를 이

용 한다
.311 .087 .831 .130 .102 .245 .882

신체 리,건강증진을 해 리조트

를 이용 한다
.301 .298 .745 .119 .195 .267 .857

가족의 친목과 화합을 해 리조

트를 이용 한다
.276 .148 .054 .835 .170 .167 .854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을 해 리조

트를 이용 한다
.067 .301 .163 .822 .132 .068 .820

도시의 오염을 피하기 해 리조

트를 이용 한다
.215 .321 .181 .121 .784 .139 .831

맑은 공기를 마시기 해 리조트

를 이용 한다
.140 .241 .098 .236 .768 .298 .821

리조트의 자연감상을 해 리조트

를 이용한다.
.068 .354 .259 .147 .207 .754 .831

리조트의 자연체험을 해 리조트

를 이용한다.
.223 .246 .318 .146 .289 .728 .847

고유값 3.170 2.841 1.756 1.726 1.642 1.631

　
설명 분산(%) 19.811 17.757 10.973 10.789 10.264 10.191

분산(%) 19.811 37.568 48.541 59.331 69.595 79.785

Cronbach'sα 0.883 0.839 0.868 0.793 0.78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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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 소비자의 동기 차이

한국과 국 소비자의 동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6>과 같

다.

모든 요인에서 한국과 국소비자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국소비자의

동기요인 자연탐방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상탈피,오염회

피,가족화합,건강증진,사교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는 동

기 요인 가족화합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상탈피,오염회피,자

연탐방,사교활동,건강증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사교활동’요인에 ‘소속집단과의 사회 계를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친구들과의 우정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각종 모

임에 한 소속감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사교를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자가 사교활동

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탈피’요인 측정문항 ‘신체 ,정신 의 휴식을 해 리조트를 이

용한다’,‘일상생활의 긴장을 완화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자유를 즐

기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

자가 일상탈피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요인 측정문항 ‘체력의 향상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신체 리,건강증진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자가 건강증진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화합’요인 측정문항 ‘가족의 친목과 화합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자가 가족화합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오염회피’요인 측정문항 ‘도시의 오염을 피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맑은 공기를 마시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자가 오염회피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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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국 　한국　

t값　
M(SD) M(SD)

사

교

활

동

소속집단과의 사회 계를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43 .986 2.99 1.016 4.694***

친구들과의 우정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59 .919 3.28 .948 3.503**

각종 모임에 한 소속감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54 1.054 3.00 .979 5.590***

사교를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29 .956 2.77 1.016 5.511***

체 3.46 .841 3.01 .842 5.662***

일

상

탈

피

신체 ,정신 의 휴식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4.31 .847 3.76 .761 7.251***

일상생활의 긴장을 완화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4.09 .837 3.54 .803 7.066***

자유를 즐기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4.08 .843 3.54 .831 6.809***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80 .882 3.51 .798 3.655***

체 4.07 .698 3.59 .631 7.667***

건

강

증

진

체력의 향상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34 1.056 2.54 1.059 8.011***

신체 리,건강증진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77 1.071 2.68 .989 11.058***

체 3.56 .959 2.61 .983 10.230***

가

족

화

합

가족의 친목과 화합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92 .948 3.65 .834 3.140**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97 .913 3.77 .876 2.424*

체 3.95 .833 3.71 .791 3.061**

오

염

회

피

도시의 오염을 피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3.90 .956 3.27 .947 6.943***

맑은 공기를 마시기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4.06 .959 3.55 .847 5.982***

체 3.98 .857 3.4110 .810 7.205***

자

연

탐

방

리조트의 자연감상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4.13 .959 3.37 .838 8.882***

리조트의 자연체험을 해 리조트를
이용 한다 4.08 .932 3.14 .898 10.792***

체 4.10 .886 3.25 .78016 10.712***

‘자연탐방’요인 척정문항 ‘리조트의 자연감상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

다’,‘리조트의 자연체험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

며,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자가 자연탐방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6>한·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 차이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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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라이 스타일별 동기 차이

한국과 국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리조트 동기의 차이

를 알아본 결과는 <표4-7>과 같다.

사교활동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연령,학

력,리조트 주로 같이 이용한 사람이었고, 국의 경우 가족 수,리조트 주

로 같이 이용한 사람이었다.한국에서는 20 가 다른 연령 보다 사교활동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학원졸 이상 보다 고졸/ 문 졸이

사교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 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교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는 가

족 수 3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교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교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상탈피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리조트 주

로 같이 이용한 사람밖에 없었고 국의 경우 성별,연령,월평균 가계 총

소득,직업,가족 수,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다.한국에서는 리조트 주

로 같이 이용한 사람이 부부/연인/애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일상탈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일상탈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면 40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일상탈피가 나타났다.그리고

월평균 가계 총소득이 9000-13000 안 미만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일상탈

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생/주부/무직/기타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

다 일상탈피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가족수 3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

다 일상탈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3-4회의 집단

이 일상탈피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증진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다. 국의 경우도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월평균 가

계 총소득이었다.한국에서는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가 5회 이상의 집단

의 건강증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횟수가 많은 집단이 은 집단 보다

건강증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에서는 월평균 가계 총소득이

9,000-13,000 안 미만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건강증진이 더 높게 나타났

으며,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3-4회의 집단의 건강증진이 더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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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가족화합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결혼여부,

가족 수,리조트 주로 같이 이용한 사람이었고 국의 경우 월평균 가계 총

소득,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다.한국에서는 미혼집단보다 기혼 집단이

가족화합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수 4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

화합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 리조트를 주로 같이 이용하는 사람은이 가

족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화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

는 월평균 가계 총소득이 9,000-13,000 안 미만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화합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3-4회의 집단이

가족화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오염회피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연령,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이었고 국의 경우도 연령,월평균 가계 총소득,가족

수이었다.한국에서는 40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오염회피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오염회피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최근 2년에 리조트 이용횟수 5회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오염회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국에서는 연령이 20 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오염회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계 총소득이

5,000-9,000 안 미만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오염회피가 더 높게 나타났

다.그리고 가족 수 4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오염회피가 더 높게 나타

났다.

자연탐방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이었고 국의 경우 성별,연령,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이었다.한국에서는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가 5회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자연탐방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

연탐방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20 가 다른 집단보다 자연탐방이 더 높게

나타났고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3-4회의 집단이 자연탐방이 더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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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리조트 동기 차이

　

　

변

수

집단

리조트 동기

사교활동 일상탈피 건강증진 가족화합 오염회피 자연탐방

M D M D M D M D M D M D

성

별　

국

남자 3.43 3.97 3.48 3.87 3.92 3.99

여자 3.51 4.21 3.65 4.05 4.06 4.25

t값　 -.682 -2.575* -1.339 -1.614 -1.263 -2.192***

한

국

남자 3.00 3.63 2.68 3.74 3.45 3.29

여자 3.03 3.55 2.53 3.68 3.37 3.21

t값　 -.269 .927 13.136 .606 .692 .710

연

령　

국

20 3.60 b 4.16 b 3.68 4.04 4.14 b 4.31 b

30 3.29 a 3.88 a 3.35 3.81 3.72 a 3.95 a

40 이상 3.48 ab 4.22 b 3.63 3.99 4.09 b 3.91 a

F값 2.999 4.873** 2.771 1.690 5.946** 5.155**

한

국

20 3.17 b 3.63 2.66 3.64 3.29 a 3.24

30 3.01 ab 3.54 2.53 3.68 3.34 a 3.23

40 이상 2.79 a 3.60 2.67 3.85 3.69 b 3.30

F비 3.329* .493 .488 1.206 4.620* .161

월

평

균

가

계

총

소

득　

국

5000 안미만 3.12 a 3.57 a 3.22 a 3.39 a 3.61 a 3.87

5000-9000 안미만 3.66 b 4.03 b 3.41 ab 3.94 b 4.19 b 4.11

9000-13000 안미만 3.49 b 4.21 b 3.81 b 4.07 b 3.97 ab 4.13

13000 안이상 3.40 ab 4.14 b 3.55 ab 4.01 b 3.95 ab 4.15

　F비 2.557 5.558** 2.986* 4.216** 2.691* .605

한

국

300만원 미만 2.94 3.45 a 2.45 3.58 3.25 3.10

300∼500만원미만 3.07 3.63 ab 2.66 3.75 3.47 3.30

500-700만원미만 2.91 3.50 ab 2.53 3.80 3.40 3.18

700만 원 이상 3.08 3.78 b 2.88 3.64 3.49 3.41

　F비 .597 2.352 .977 .784 .823 1.325

학

력　　

국

고졸/ 문 졸이하 3.55 4.07 3.52 3.87 4.08 4.05

졸/ 학원졸이상 3.44 4.07 3.57 3.97 3.95 4.13

　t값 .742 -.066 -.292 -.654 .909 -.734

한

국

고졸/ 문 졸 3.28 3.46 2.55 3.73 3.38 3.23

학/ 학원졸 이상 2.96 3.61 2.62 3.71 3.42 3.26

　F비 1.983* -.852 -.355 .188 -.212 -.112

직

업

국

일반사무/ 리직 3.44 ab 3.92 3.62 3.98 3.97 4.1162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3.51 b 4.19 3.53 3.95 4.00 4.09

학(원)생/주부/무직

/기타
2.97 a 4.25 3.13 3.50 3.88 4.06

F비 1.700 4.228* 1.081 1.230 .097 .025

한

국

일반사무/ 리직 3.03 3.59 2.65 3.66 3.46 3.2276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2.89 3.58 2.65 3.76 3.43 3.44

학(원)생/주부/무직

/기타
3.06 3.58 2.48 3.80 3.25 3.17

F비 .492 .010 .525 .602 1.233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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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계속>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리조트 동기 차이

　

　

변

수

집단

리조트 동기

사교활동 일상탈피 건강증진 가족화합 오염회피 자연탐방

M D M D M D M D M D M D

결

혼

여

부　

국

미혼 3.48 4.12 3.59 3.92 4.10 4.27

기혼 3.46 4.05 3.54 3.96 3.94 4.04

t값　 .226 .587 .338 -.323 1.365 1.682

한

국

미혼 3.10 3.54 2.54 3.51 3.30 3.18

기혼 2.92 3.63 2.69 3.92 3.52 3.33

t값　 1.550 -1.013 -1.108 -3.895*** -2.034 -1.464

가

족

수　

국

3인 미만 3.30 ab 3.94 ab 3.32 3.81 3.82 ab04.02

3인 3.62 b 4.20 b 3.67 4.03 4.12 b 4.20

4인 3.46 ab 4.09 ab 3.66 3.95 4.13 b 4.14

5인 이상 3.24 a 3.86 a 3.37 3.87 3.65 a 3.91

F값 2.6669* 2.944* 1.826 .715 4.038** 1.241

한

국

3인 미만 2.95 3.55 2.73 3.46 a 3.45 3.14

3인 2.89 3.63 2.43 3.70 ab 3.33 3.21

4인 3.11 3.59 2.74 3.88 b 3.44 3.34

5인 이상 3.19 3.57 2.54 3.74 ab 3.52 3.37

F비 1.245 .173 1.500 2.804* .455 .971

최

근

2

년

리

조

트

이

용

회

수　

국

1회 3.38 4.12 ab 3.46 ab 3.62 a 3.95 ab 3.97 a

2회 3.35 3.95 a 3.26 a 3.96 b 3.81 a 3.89 a

3-4회 3.50 4.31 b 3.95 c 4.19 b 4.22 b 4.58 b

5회 이상 3.69 3.99 a 3.66 bc 3.95 b 4.02 ab 4.00 a

　F비 1.715 3.664* 6.385*** 4.383** 2.601 8.794***

한

국

1회 2.92 3.48 2.28 a 3.42 a 3.03 a 3.00 a

2회 3.10 3.54 2.66 ab 3.71 ab 3.44 b 3.30 ab

3-4회 2.94 3.62 2.57 ab 3.81 b 3.47 b 3.13 a

5회 이상 3.10 3.71 2.88 b 3.83 b 3.61 b 3.56 b

　F비 .721 1.226 2.713* 2.458 4.120** 4.802**

리

조

트

주

로

같

이

이

용

하

는

사

람

국

부부/연인/애인 3.49 b 4.05 3.69 3.82 a 4.02 4.15

동료/동창회/

동호회/기타
3.73 b 4.04 3.63 3.85 ab 4.02 3.96

친구 3.72 b 4.20 3.37 4.00 ab 3.87 4.12

가족 3.03 a 4.06 3.42 4.18 b 3.96 4.18

F비 8.830*** .395 1.389 2.450 .276 .754

한

국

부부/연인/애인 2.84 3.72 2.62 3.51 3.44 3.29

동료/동창회/

동호회/기타
3.58 3.22 2.64 3.56 3.28 2.89

친구 3.30 3.70 2.66 3.56 3.40 3.33

가족 2.92 3.51 2.59 3.95 3.42 3.27

F비 5.820** 4.106** .053 5.239** .192 1.494

a)Duncan'smultiplerangetest
b)1 안≈181원 (2014년 12월 06  환 기 )
c)*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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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리조트 동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8>과 같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 ‘가족 심’라이 스타일의 경우 ‘일상탈피’,‘건강증

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이 높았다.즉,가족 심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라이 스타일의 경우,‘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

회피’ ‘자연탐방’이 높았다.즉 사회 심이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사

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오염회피’ ‘자연탐방’의 동기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라이 스타일의 경우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

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이 높았다.즉 물질주의 상인집단이 ·하 집

단보다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

방’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소비’라이 스타일의 경우 ‘가족화합’이 높아졌다.즉 계획소비 상인

집단이 ·하 집단보다 ‘가족화합’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습주의’라이 스타일의 경우 ‘사교활동’ ‘가족화합’이 높아졌다.

즉 사회 습주의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사교활동’,‘가족화합’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소비자의 경우 ‘가족 심’요인에 따른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

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이 높아졌다.상인집단이 ·하 집

단보다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

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요인에 따른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

염회피’ ‘자연탐방’이 높아졌다.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사교활동’,‘일

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의 동기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요인에 따른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

염회피’ ‘자연탐방’이 높아졌다.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사교활동’,‘일

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의 동기가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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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소비’요인에 따른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

염회피’ ‘자연탐방’이 높아졌다.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사교활동’,‘일

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의 동기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습주의’요인에 따른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

‘오염회피’ ‘자연탐방’이 높아졌다.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사교활동’,

‘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의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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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변수별 리조트 동기 차이

　
　
변수

집단

리조트 동기

사교활동 일상탈피 건강증진 가족화합 오염회피 자연탐방

M D M D M D M D M D M D

가
족

심　

국

상 3.80 c 4.40 c 3.96 c 4.31 c 4.45 c 4.48 c

3.39 b 4.04 b 3.50 b 3.89 b 3.92 b 4.09 b

하 2.80 a 3.08 a 2.50 a 3.07 a 2.70 a 2.63 a

F비 10.780*** 26.929*** 16.868*** 16.665*** 34.090*** 34.040***

한
국

상 3.16 b 3.78 b 2.77 c 4.38 c 3.90 c 3.56 b

3.03 b 3.61 b 2.71 b 3.79 b 3.42 b 3.31 b

하 2.81 a 3.33 a 2.06 a 2.90 a 3.06 a 2.82 a

F비　 1.498 4.326* 7.343** 67.520*** 8.293*** 8.325***

사
회
참
여　

국

상 4.03 c 4.29 b 3.96 c 4.44 c 4.44 c 4.43 b

3.42 b 4.11 b 3.58 b 3.95 b 3.99 b 4.14 b

하 2.79 a 3.54 a 2.81 a 3.17 a 3.24 a 3.38 a

F값 23.726*** 11.720*** 14.231*** 24.961*** 20.387*** 14.521***

한
국

상 3.74 c 3.99 b 3.50 c 3.81 3.75 b 3.67 b

3.00 b 3.53 a 2.58 b 3.75 3.40 ab 3.25 b

하 2.52 a 3.56 a 2.11 a 3.45 3.20 a 2.97 a

F비 16.399*** 5.761** 16.011*** 2.073 3.231* 5.740**

물
질
주
의　

국

상 3.89 c 4.34 b 3.74 b 4.21 b 4.37 c 4.37 b

3.50 b 4.12 b 3.57 ab 3.99 a 4.00 b 4.12 b

하 2.67 a 3.44 a 3.24 a 3.33 a 3.35 a 3.63 a

　F비 19.662*** 16.013*** 2.156 10.108*** 12.036*** 5.734**

한
국

상 3.46 b 3.88 b 3.31 b 3.92 3.81 b 3.56 b

3.02 a 3.60 ab 2.63 a 3.70 3.43 ab 3.29 ab

하 2.77 a 3.41 a 2.23 a 3.67 3.14 a 2.96 a

　F비 4.280* 3.503* 7.907*** .691 4.497* 4.391*

계
획
소
비　　

국

상 3.97 b 4.43 b 4.38 b 4.31 b 4.54 b 4.60 b

3.44 a 4.10 a 3.54 a 4.03 b 3.96 a 4.13 a

하 3.32 a 3.86 a 3.26 a 3.60 a 3.84 a 3.83 a

　F비 5.489** 6.068** 12.751*** 8.594*** 6.343** 7.062**

한
국

상 3.18 3.79 3.03 b 4.00 b 3.50 3.47

3.02 3.56 2.61 ab 3.74 ab 3.40 3.21

하 2.84 3.60 2.38 a 3.39 a 3.41 3.35

　F비 1.096 1.122 2.658 4.146* .126 1.269

사
회

습
주
의

국

상 4.00 c 4.51 c 4.22 c 4.51 c 4.55 c 4.57 c

3.45 b 4.01 b 3.44 b 3.88 b 3.89 b 4.06 b

하 2.45 a 3.51 a 2.88 a 3.16 a 3.32 a 3.38 a

F비 38.022*** 22.856*** 23.984*** 29.448*** 23.494*** 18.002***

한
국

상 3.73 b 3.69 3.04 b 4.08 c 3.52 3.50

2.93 a 3.59 2.58 a 3.74 b 3.44 3.24

하 2.87 a 3.52 2.49 a 3.40 a 3.27 3.16

F비 11.387*** .568 2.866 6.639** 1.013 1.629

a)Duncan'smultiplerangetest
b)상:M+SD이상; :M-SD∼M+SD;하:M-SD이하
c)*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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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

1.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유형

한국과 국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한 요인분석을 살펴본 결과

는 <표 4-9>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총 16개의 문항은 5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으며.

요인1은 ‘경제 ’으로 명명하 으며, 고유 값이 2.730이고, 설명분산은

17.063%,신뢰도는 0.829로 나타났다.요인2는 ‘심미 ’으로 명명하 으며,고

유값이 2.571이고,설명 분산은 16.067%,신뢰도는 0.851로 나타났다.요인3

은 ‘교통 ’으로 명명하 으며,고유 값이 2.353이고,설명 분산은 14.707%,

신뢰도는 0.825로 나타났다.요인4는 ‘시설구비’로 명명하 으며,고유값이

2.032이고,설명 분산은 12.700%,신뢰도는 0.800로 나타났다.요인5는 ‘보안

과 음식’로 명명하 으며,고유 값이 1.833이고,설명 분산은 11.455%,신뢰

도는 0.7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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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속성 항목　
리조트 선택속성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 보안과음식

숙박시설 이용요
.793

.119 .337 .005
.048

.760

반 이용비용
.740

.104 .171 .076 .287 .676

부 시설 이용요
.739

.170 .065 .252 .150 .665

주요시설 이용요
.702

.149 .384 .112 .073 .680

리조트 자연조건과 기후 .142 .785 .172 .220 .047 .717

리조트 건물 디자인 .023 .754 .032 .306 .147 .685

반 인 분 기 .293 .677 .101 .126 .307 .665

아름다운 자연경 .162 .643 .132 .129 .437 .666

근성 우수 .184 .135 .837 .153 .084 .784

이동시간 .267 .082 .801 .130 .126 .753

교통 편리 .297 .135 .700 .104 .305 .700

스포츠시설 구비 .069 .230 .133 .871 .086 .842

시설 구비 .164 .305 .155 .788 .134 .782

휴식/ 휴양시설 구비 .281 .191 .171 .532 .456 .635

음식의 맛과 질 .166 .229 .173 .245 .795 .803

보안 안정성 .224 .399 .258 .035 .655 .706

고유값 2.730 2.571 2.353 2.032 1.833

　

설명 분산(%)
17.063

16.067 14.707 12.700 11.455

분산(%)
17.063

33.129 47.836 60.535 71.990

Cronbach'sα
0.829

0.815 0.825 0.800
0.739

<표 4-9>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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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 차이

한국과 국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경제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숙박시설 이용요 ’,‘반 이

용비용 ’,‘부 시설 이용요 ’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반 으

로 국 소비자보다 한국 소비자가 경제 인 속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심미 ’요인을 척정하는 문항 ‘리조트 자연조건과 기후’,‘리조트 건

물 디자인’,‘아름다운 자연경 ’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반 인 분

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한국 소비자보다

국 소비자가 심미 인 속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요인을 척정하는 문항 ‘이동시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근성 우수’,‘교통 편리’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교

통 ’요인을 반 으로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구비’요인을 척정하는 문항 ‘스포츠시설 구비’,‘ 시설 구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휴식/휴양시설 구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한국소비자보다 국소비자가 시설구비 속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과 음식’요인을 척정하는 문항 ‘음식의 맛과 질’,‘보안 안정

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한국 소비자가보다 국소비자 보안과 음식

속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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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 차이

　문항
국 　한국　

t값　
M(SD) M(SD)

경

제

숙박시설 이용요 3.99 .831 4.36 .685 -5.051***

반 이용비용 4.11 .861 4.32 .675 -2.832**

부 시설 이용요 3.66 .944 3.95 .799 -3.480**

주요시설 이용요 3.94 .807 4.08 .756 -1.949

체 3.92 .717 4.17 .567 -4.102***

심

미

리조트 자연조건과 기후 4.18 .872 3.80 .787 4.861***

리조트 건물 디자인 3.86 .887 3.41 .886 5.297***

반 인 분 기 4.09 .850 4.04 .630 .742

아름다운 자연경 4.29 0.830 3.99 .697 4.051***

체 4.10 .696 3.81 .591 4.800***

교

통

근성 우수 3.80 .868 3.89 .693 -1.287

이동시간 3.89 .856 4.05 .651 -2.181*

교통 편리 4.05 .851 4.00 .754 .702

체 3.92 .740 3.98 .602 -1.039

시

설

구

비

스포츠시설 구비 3.59 .924 3.29 .916 3.451**

시설 구비 3.85 .905 3.59 .906 3.011**

휴식/휴양시설 구비 3.91 .863 3.90 .722 .148

체 3.78 .761 3.59 .718 2.710**

보

안

과

음

식

음식의 맛과 질 4.15 .875 3.89 .797 3.230**

보안 안정성 4.31 .908 4.07 .784 2.975**

체 4.23 .810 3.98 .680 3.49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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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 소비자의 사회경제 ,라이 스타일 동기에 따른 리조

트 선택속성의 차이

한국과 국 소비자의 사회경제 변수에 따른 리조트 선택속성의 차이

를 알아본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경제 ’요인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없었

고 국의 경우 ‘가족 수’다.즉, 국에서는 가족수 ‘4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경제 ’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심미 ’요인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리조

트를 주로 같이 이용하는 사람은’이었고 국의 경우 ‘연령’,‘월평균가계총소

득’,‘직업’,‘가족 수’,‘최근 2년리조트 이용횟수’다.한국에서는 리조트를

주로 같이 이용하는 사람은 ‘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심미 ’속성을 덜 요구하 고 나머지 집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에서는 연령 ‘40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심미 ’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

으며 월평균 가계 총 소득 ‘13000 안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심미

’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한 직업 ‘업/생산/서비스/ 문직/

자 업’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심미 ’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가족

수 ‘3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심미 ’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

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3-4회’의 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심미 ’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요인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연령’,

‘학력’,‘가족 수’고 국의 경우 ‘월평균가계총소득’,‘가족수’다.한국에서

는 연령 ‘20 ’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교통 ’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고졸/ 문 졸’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교통 ’속성이 더 높게 나타

났다. 한 가족 수 ‘5인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통 ’속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에서는 월평균 가계 총 소득 ‘13,000 안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심미 ’속성이 더 높았으며 가족수 ‘3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경제 ’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시설구비’요인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연

령’,‘가족 수’,‘최근 2년리조트 이용횟수’고 국의 경우 ‘월평균가계총소

득’,‘가족 수’,‘최근 2년간 리조트 이용횟수’다.한국에서는 연령 ‘2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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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시설구비’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수 ‘5인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시설구비’속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리조트 주로 같이 이용하는 사람 ‘가족’의 집단 다른 집단 보다 ‘시설

구비’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는 월평균 가계 총 소득

‘13,000 안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시설구비’속성이 더 높았으며 가

족 수‘3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시설구비’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3-4회’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시

설구비’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보안과 음식’요인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한국의 경우

‘성별’,‘학력’,‘가족 수’고 국의 경우 ‘최근 2년 리조트를 이용횟수’다.

한국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음식과 보안’속성이 더 높았으며 ‘고졸/ 문

졸’집단이 ‘학/ 학원졸 이상’의 집단보다 ‘음식과 보안’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족 수 ‘5인 이상’이 다른 집단보다 ‘음식과 보안’

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는 최근 2년 리조트를 이용횟수

‘1회’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음식과 보안’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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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집단

선택속성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
보안과

음식

M D M D M D M D M D

성

별　

국

남자 3.85 4.04 3.85 3.71 4.15

여자 4.03 4.19 4.01 3.88 4.34

t값　 -1.923 -1.565 -1.753 -1.652 -1.787

한

국

남자 4.13 3.81 3.92 3.57 3.89

여자 4.22 3.81 4.05 3.61 4.08

t값　 -1.232 -.023 -1.570 -.407 -1.977*

연

령　

국

20 3.99 4.12 ab 3.98 3.81 4.25

30 3.79 3.97 a 3.81 3.71 4.16

40 이상 4.01 4.32 b 3.96 3.84 4.32

F값 2.201 3.703* 1.341 .599 .616

한

국

20 4.23 3.82 4.13 b 3.74 b 4.12 b

30 4.09 3.74 3.91 a 3.46 a 3.87 a

40 이상 4.21 3.90 3.89 a 3.60 ab 3.96 ab

F비 1.524 1.209 3.698* 3.066* 2.877

월

평

균

가

계

총

소

득　

국

5000 안미만 3.54 a 3.62 a 3.35 a 3.21 a 3.85 a

5000-9000 안미만 3.93 b 4.11 b 3.93 b 3.72 b 4.24 b

9000-13000 안미만 4.02 b 4.07 b 3.97 b 3.80 b 4.22 b

13000 안이상 3.95 b 4.26 b 4.03 b 3.97 b 4.34 b

　F비 2.638 5.411** 5.566** 6.477*** 2.252

한

국

300만원 미만 4.11 3.71 3.95 ab 3.46 3.98

300∼500만원미만 4.23 3.79 4.04 b 3.56 3.97

500-700만원미만 4.23 3.85 4.07 b 3.68 3.91

700만 원 이상 4.06 3.93 3.77 a 3.71 4.12

　F비 1.074 1.009 2.248 1.152 .711

학

력　　

국

고졸/ 문 졸이하 3.81 4.05 3.88 3.64 4.20

졸/ 학원졸이상 3.96 4.12 3.93 3.82 4.24

　t값 -1.293 -.741 -.402 -1.464 -.252

한

국

고졸/ 문 졸 4.32 3.92 4.22 3.69 4.31

학/ 학원졸 이상 4.15 3.79 3.94 3.58 3.93

　F비 1.515 1.154 2.437* .795 3.031**

직

업

국

일반사무/ 리직 3.91 4.06 b 3.90 3.84 4.20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3.95 4.18 b 3.95 3.76 4.29

학(원)생/주부/무직

/기타
3.69 3.56 a 3.67 3.50 3.81

F비 .558 3.304* .572 .893 1.432

한

국

일반사무/ 리직 4.13 3.77 3.96 3.55 3.91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4.22 3.93 3.98 3.68 4.05

학(원)생/주부/무직

/기타
4.26 3.82 4.07 3.64 4.14

F비 1.015 1.004 .578 .617 2.331

<표 4-11>한· 소비자 사회경제 변수별 리조트 선택속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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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계속>한· 소비자 사회경제 변수별 리조트 선택속성의 차이

　
　
변
수　
　
　

집단

리조트 선택속성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 보안과 음식

M D M D M D M D M D

결
혼
여
부　

국

미혼 3.89 4.05 3.98 3.71 4.25

기혼 3.93 4.13 3.89 3.81 4.22

t값 -.355 -.734 .725 -.887 .208

한
국

미혼 4.17 3.82 4.05 3.63 4.03

기혼 4.18 3.80 3.91 3.56 3.93

t값 -.134 .223 1.657 .695 1.002

가
족
수　

국

3인 미만 3.88 ab 3.99 ab 3.76 a 3.65 ab 4.32 b

3인 3.98 b 4.26 b 4.26 b 3.96 b 4.32 b

4인 4.08 b 4.18 b 4.18 ab 3.70 ab 4.26 ab

5인 이상 3.67 a 3.78 a 3.78 a 3.59 a 3.95 a

　F비 3.042* 5.743** 4.214** 3.352* 2.485

한
국

3인 미만 4.02 a 3.79 3.78 a 3.51 a 3.86 a

3인 4.14 ab 3.83 4.04 ab 3.45 a 3.88 a

4인 4.25 ab 3.76 4.01 ab 3.66 ab 4.04 a

5인 이상 4.35 b 3.97 4.12 b 3.89 b 4.31 b

　F비 2.652 .915 2.662* 2.838* 3.432*

최
근
2
년

리
조
트

이
용
횟
수

국

1회 3.90 ab 4.04 b 3.86 a 3.60 a 4.25 bc

2회 3.91 ab 4.02 b 3.87 ab 3.60 a 4.17 ab

3-4회 4.11 b 4.39 b 4.12 b 4.01 b 4.50 c

5회 이상 3.77 a 3.89 a 3.78 ab 3.98 b 3.92 a

F비 2.200 5.495** 2.267 5.160** 4.677**

한
국

1회 4.14 3.73 a 4.14 b 3.49 3.93

2회 4.24 3.81 ab 4.09 ab 3.69 4.04

3-4회 4.17 3.74 ab 3.91 ab 3.56 4.02

5회 이상 4.16 3.99 b 3.86 a 3.62 3.92

F비 .300 2.241 2.490 .710 .439

리
조
트

주
로

같
이

이
용
하
는

사
람

국

부부/연인/애인 3.92 4.08 3.81 3.84 4.12

동료/동창회/
동호회/기타 4.02 4.17 3.90 3.78 4.22

친구 3.79 4.15 3.99 3.73 4.43

가족 3.89 4.10 4.03 3.74 4.28

F비 .706 .338 1.082 .244 1.172

한
국

부부/연인/애인 4.08 3.85 b 3.92 3.39 a 3.90

동료/동창회/
동호회/기타 4.17 3.43 a 4.15 3.50 ab 4.00

친구 4.28 3.87 b 4.08 3.65 ab 4.06

가족 4.21 3.83 b 3.96 3.74 b 4.02

F비 1.122 2.812* 4.025 3.631* .606

a)Duncan's multiple range test
b)1 안≈181원 (2014년 12월 06  환 기 )
c)*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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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동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 ‘가족 심’요인에 따른 ‘경제 ’,‘심미 ’속성이 높

았다.즉,가족 심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경제 ’,‘심미 ’,‘교통 ’

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요인에 따른 ‘심미 ’,‘시설구비’속성이 높았다.즉 사회 심이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심미 ’,‘시설구비’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요인에 따른 ‘경제 ’,‘시설구비’속성이 높았다.즉,물질주의

가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경제 ’,‘시설구비’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계획소비’요인에 따른 ‘교통 ’속성이 높았다.즉 계획소비가 상인집단

이 ·하 집단보다 ‘교통 ’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습주의’요인에 따른 ‘시설구비’속성이 높았다.즉,사회 습주의

가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시설구비’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소비자의 경우 ‘가족 심’,‘사회 심’,‘물질주의’,‘계획소비’,‘사회

습주의’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보안

과 음식’의 모든 선택속성이 높았다.즉,‘가족 심’,‘사회 심’,‘물질주의’,

‘계획소비’,‘사회 습주의’의 상인 집단이 ·하 집단보다 ‘경제 ’,‘심미 ’

‘교통 ’,‘시설구비’,‘보안과 음식’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1 -

　

　

변수

집단

리조트 선택속성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
보안과

음식

M D M D M D M D M D

가

족

심　

국

상 4.14 a 4.42 c 4.27 c 4.24 c 4.68 c

3.94 b 4.06 b 3.90 b 3.71 b 4.16 b

하 3.92 b 3.27 a 2.62 a 2.62 a 3.13 a

F비 20.683*** 20.590*** 40.737*** 38.488*** 29.966***

한

국

상 4.50 b 4.04 b 4.31 b 3.75 b 4.08

4.16 a 3.84 b 3.93 a 3.62 ab 3.99

하 4.04 a 3.53 a 3.99 a 3.35 a 3.88

F비　 5.222** 6.201** 4.160* 2.783 .722

사

회

참

여　

국

상 4.28 c 4.48 c 4.11 b 4.24 c 4.56 b

3.93 b 4.10 b 3.97 a 3.76 b 4.24 b

하 3.35 a 3.56 a 3.33 a 3.20 a 3.66 a

F값 16.961*** 17.867*** 12.000*** 19.486*** 12.034***

한

국

상 4.29 4.21 b 4.18 b 4.14 4.17

4.18 3.78 a 3.96 a 3.57 3.96

하 4.08 3.67 a 3.97 a 3.29 3.94

F비 .975 6.891** 1.483 10.703*** 1.015

물

질

주

의　

국

상 4.26 c 4.46 c 4.32 c 4.12 c 4.71 c

3.96 b 4.18 b 3.93 b 3.85 b 4.28 b

하 3.25 a 3.20 a 3.27 a 2.93 a 3.31 a

　F비 18.447*** 37.053*** 17.948*** 26.074*** 29.916***

한

국

상 4.46 b 4.03 b 4.17 b 3.96 b 4.25 b

4.18 a 3.81 ab 3.99 ab 3.61 a 3.98 ab

하 4.03 a 3.71 a 3.85 a 3.33 a 3.88 a

　F비 3.691* 1.773 1.751 5.193** 1.817

계

획

소

비　　

국

상 4.46 c 4.48 c 4.39 b 4.39 b 4.58 b

3.97 b 4.15 b 3.92 a 3.76 a 4.23 a

하 3.59 a 3.84 a 3.70 a 3.58 a 4.07 a

　F비 14.883*** 8.467*** 7.855** 10.538*** 3.550*

한

국

상 4.43 b 4.01 4.51 b 3.70 4.18

4.16 a 3.77 3.97 a 3.57 3.94

하 4.08 a 3.89 3.72 a 3.66 4.08

　F비 2.485 1.744 11.485*** .455 1.475

사

회

습

주

의

국

상 4.30 c 4.42 c 4.23 c 4.37 c 4.46 b

3.91 b 4.08 b 3.95 b 3.68 b 4.28 b

하 3.21 a 3.61 a 3.08 a 3.15 a 3.46 a

F비 23.421*** 13.154*** 25.262*** 32.232*** 15.452***

한

국

상 4.30 3.81 4.09 3.83 4.18

4.16 3.77 3.98 3.51 3.94

하 4.17 3.95 3.93 3.73 4.00

F비 .693 1.638 .576 3.092* 1.323

<표 4-12>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변수별 리조트 선택속성의 차이

a)Duncan's multiple range test

b)상:M+SD이상; :M-SD∼M+SD;하:M-SD이하
c)*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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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 소비자의 동기 변수별 리조트 선택속성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표 4-13>와 같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 ‘사교활동’요인에 따른 ‘심미 ’,‘교통 ’,‘시설구비’,

‘보안과 음식’속성이 높았다.즉 사교활동이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심

미 ’,‘교통 ’,‘시설구비’,‘보안과 음식’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일상탈피’요인에 따른 ‘경제 ’,‘심미 ’,‘시설구비’,‘보안과 음식’속성

이 높았다.즉 일상탈피가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경제 ’,‘심미 ’,‘시

설구비’,‘보안과 음식’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요인에 따른 ‘심미 ’,‘시설구비’속성이 높았다.즉 건강 진이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심미 ’,‘시설구비’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화합’요인에 따른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속성이 높

았다.즉 가족화합이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경제 ’,‘심미 ’,‘교통 ’,

‘시설구비’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회피’요인에 따른 ‘경제 ’,‘심미 ’,‘시설구비’,‘보안과 음식’속성

이 높았다.즉 오염회피가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 ‘경제 ’,‘심미 ’,‘시

설구비’,‘보안과 음식’의 선택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탐방’요인에 따른‘심미 ’,‘보안과 음식’속성이 높았다.즉 자연탐

방이 상인집단이 ·하 집단보다‘심미 ’,‘보안과 음식’의 선택속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소비자의 경우 동기의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

화합’,‘오염회피’,‘자연탐방’의 모든 요인에 따른 ‘경제 ’,‘심미 ’‘교통 ’,

‘시설구비’,‘보안과 음식’의 모든 선택속성이 높았다.즉, 동기 ‘사교활

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자연탐방’의 상인 집단이

·하 집단보다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보안과 음식’의 선택

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3 -

<표 4-13>한· 소비자의 동기 변수별 리조트 선택속성의 차이

　

　

변수

집단

리조트 선택속성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
보안과

음식

M D M D M D M D M D

사

교

활

동

　

국

상 4.24 c 4.44 c 4.22 c 4.31 c 4.60 c

3.90 b 4.09 b 3.88 b 3.73 b 4.21 b

하 3.46 a 3.58 a 3.57 a 3.13 a 3.68 a

F비 11.764*** 15.341*** 7.711** 27.939*** 12.942***

한

국

상 4.31 4.12 b 4.29 b 4.25 c 4.26 b

4.18 3.81 a 4.02 ab 3.65 b 4.05 a

하 4.12 3.70 a 3.77 a 3.21 a 3.70 a

F비　 .699 3.238* 6.023** 17.738*** 7.222**

일

상

탈

피　

국

상 4.39 c 4.52 c 4.32 c 4.32 c 4.70 c

3.92 b 4.09 b 3.93 b 3.73 b 4.20 b

하 2.58 a 3.00 a 2.56 a 2.73 a 3.10 a

F값 52.534*** 34.907*** 44.455*** 33.218*** 27.532***

한

국

상 4.46 c 4.32 b 4.00 4.57 b 4.71 b

4.23 ab 3.85 b 4.00 3.60 a 3.98 a

하 3.95 a 3.60 a 3.91 3.43 a 3.86 a

F비 5.414** 6.378** .367 8.298*** 4.964**

건

강

증

진

　

국

상 4.32 c 4.47 c 4.22 c 4.36 4.53 b

3.91 b 4.06 b 3.88 b 3.70 4.24 b

하 3.13 a 3.57 a 3.43 a 2.99 3.54 a

　F비 29.789*** 17.683*** 11.338*** 41.007*** 14.292***

한

국

상 4.39 4.45 b 4.30 b 4.45 b 4.23

4.10 3.87 a 4.01 ab 3.69 a 4.04

하 4.24 3.66 a 3.90 a 3.35 a 3.87

　F비 2.421 10.936*** 2.511 15.981*** 2.397

가

족

화

합

　　

국

상 4.34 c 4.54 c 4.36 c 4.45 c 4.69 c

3.99 b 4.13 b 3.89 b 3.73 b 4.27 b

하 3.19 a 3.51 a 3.49 a 3.24 a 3.57 a

　F비 36.490*** 28.025*** 16.131*** 37.714*** 23.780***

한

국

상 4.59 b 4.03 b 4.33 b 3.93 b 4.18

4.18 a 3.85 ab 3.98 a 3.63 ab 4.00

하 4.02 a 3.65 a 3.88 a 3.39 a 3.88

　F비 7.914*** .920* 4.426* 4.961** 1.587

오

염

회

피

국

상 4.31 cc 4.51 c 4.27 c 4.35 c 4.65 a

3.91 b 4.06 b 3.90 b 3.7110 b 4.18 b

하 2.83 a 3.25 a 2.96 a 2.71 a 3.44 c

F비 33.221*** 25.682*** 22.726*** 41.964*** 16.787***

한

국

상 4.52 b 4.54 b 4.15 4.33 b 4.46 c

4.20 a 3.84 b 3.99 3.56 a 4.05 b

하 3.93 a 3.43 a 3.86 3.46 a 3.50 a

F비 6.480** 20.767*** 1.267 8.190*** 1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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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계속>한· 소비자의 동기 변수별 리조트 선택속성의 차이

　

　

변수

집단

리조트 선택속성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
보안과 음

식

M D M D M D M D M D

자

연

탐

방　

국

상 4.25 c 4.46 c 4.26 c 4.17 c 4.67 c

3.88 b 4.04 b 3.84 b 3.70 b 4.12 b

하 2.75 a 3.02 a 2.94 a 2.71 a 3.13 a

F비 39.119*** 40.226*** 27.858*** 33.877*** 35.279***

한

국

상 4.50 4.33 4.44 4.11 5.00

4.20 3.89 4.01 3.63 4.02

하 4.08 3.48 3.87 3.42 3.79

F비　 1.266 11.186*** 1.918 2.439 5.757**
a)Duncan'smultiplerangetest
b)상:M+SD이상; :M-SD∼M+SD;하:M-SD이하
c)*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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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한 련변수의 상 향력

한국과 국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미치는 련변수의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먼 상 계를 분석하 다.한국과 국 소비자의 체

변수간의 다 공선성을 고려하여 변수들 간에 0.5수 이상으로 련이 높

은 라이 스타일 변수 가족 심, 동기 일상탈피,건강증진,오염

회피를 제외하 다 그리고 성별,결혼여부,학력,직업,월평균 가계 총 소득,

주로 리조트 같이 가는 사람변수를 가변수(DummyVariable)화 한 후,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는 <표 4-14>와 같다.

경제 속성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라이 스타일 ‘계획소

비’(β=.210), 동기 ‘가족화합’(β=.150)이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한국 소비자의 ‘계획소비’라이 스타일이 높을수록 경제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화합’ 동기가 높을수록 경제 속성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의 소비자 경우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β

=-.453),주로 리조트 같이 이용하는 사람 친구(β=-.132),주로 리조트 같이

이용하는 사람 가족(β=-.159),라이 스타일 물질주의(β=.152),라이 스타일

‘계획소비’(β=.156), 동기 ‘가족화합’(β=.311), 동기 ‘자연탐방’(β

=.218)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국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

요인 경제 요인은 리조트 이용횟수 많을수록 경제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리조트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

기 으로 볼 때 주로 리조트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친구와 주로 리조트

같이 이용하는 사람 가족 소비자 집단의 경제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물질주의’라이 스타일과 ‘계획소비’라이 스타일이 높을수록 경

제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 ‘가족화합’과 동기 ‘자연

탐방이 높을수록 경제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 속성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라이 스타일 ‘사회 습

주의’(β=-.197), 동기 ‘가족화합’(β=.143) ‘자연탐방’(β=.327)이 향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한국 소비자의 ‘사회 습주의’라이 스타일

성향이 높을수록 심미 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화합’과 ‘자

연탐방’ 동기가 높을수록 심미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소

비자의 경우,성별(β=.184),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β=-.197),라이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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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물질주의(β=.250), 동기 ‘가족화합’(β=.230), 동기 ‘자연탐방’(β

=.369)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국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요

인 경제 요인은 남자기 으로 볼 때 여자 소비자 집단의 심미 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조트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심미 은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물질주의’라이 스타일성향이 높을수록 심미 속

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 ‘가족화합’과 동기 ‘자연탐방이

높을수록 심미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요인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라이 스타일 ‘계획소비’

(β=.276)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한국 소비자의 ‘계획소비’

라이 스타일성향이 높을수록 교통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소비자 경우,월평균 가계 총 소득 9,000-13,000 안 미만(β=-.209)과

13,000 안 이상(β=.155),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β=-.135),라이 스타일

물질주의(β=.250)와 ‘사회 습주의’(β=.260), 동기 ‘자연탐방’(β=.252)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국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요인 경

제 요인은 월평균 가계 총 소득 5,000 안 미만을 기 으로 볼 때 월평균

가계 총 소득 9,000-13,000 안 미만집단과 13,000 안 이상의 집단이 교통

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교통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물질주의’와 ‘사회 습주의’라이

스타일성향이 높을수록 교통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

‘자연탐방이 높을수록 교통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구비 요인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주로 리조트 같이 이

용하는 사람 가족(β=.289), 동기 ‘사교활동’(β=.364)과 ‘가족화합(β

=.156)’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한국 소비자는 리조트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를 기 으로 볼 때 주로 리조트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가족’집단의 시설구비 요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동기 ‘사교활동’과 ‘가족화합’이 높을수록 시설구비 속성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국의 소비자의 경우 라이 스타일 물질주의(β=.187)와 ‘사회

습주의’(β=.183), 동기 ‘사교활동’(β=.235),‘가족화합’(β=.235),‘자연탐

방’(β=.235)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국 소비자의 리조트 선

택요인 시설구비 요인은 ‘물질주의’와 ‘사회 습주의’라이 스타일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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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시설구비 요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 ‘사교활동’,‘가

족화합’ ‘자연탐방’이 높을수록 시설구비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과 음식 요인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학력 졸/ 학원

졸 (β=-199), 동기 ‘자연탐방’(β=.223)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한국 소비자의 학력이 고졸/ 문 졸을 기 으로 볼 때 학력 졸/

학원졸 소비자 집단의 보안과 음식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 ‘자연탐방’이 높을수록 보안과 음식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소비자의 경우 성별 여자(β=.143),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β=-.234),

라이 스타일 물질주의(β=.304), 동기 ‘가족화합’(β=.190),‘자연탐방’(β

=.368)가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국 소비자 성별 남자기 으

로 볼 때 여자가 보안과 음식 요인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3년

리조트 이용횟수 많을수록 보안과 음식요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리조트 선택요인 보안과 음식 요인은 ‘물질주의’라이 스타일성향이 높을

수록 보안과 음식 요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가족화합’

‘자연탐방’이 높을수록 보안과 음식 속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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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한 련변수의 상 향력

　변수
집단

경제 속성
심미 속성

한국 국 한국 국

B(β) B(β) B(β) B(β)

연령 .002(.007) .003(.023) .010(.128) .020(.184)**
성별 여자

.106(.084) .122(.085) -.017(-.014) .082(.058)

결혼여부 미혼 .100(.090) -0.123(-0.077) .179(.152) -.099(-.063)
학력 졸/ 학원졸

-.170(-.106) .126(.073) -.230(-.137) .054(.031)

직업

일반사무직 .076(.066) .047(.033) -.010(-.008) .218(.155)
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136(.093) .105(.074) .011(.007) .338(.242)

가족 수 .066(.037) -.032(-.047) -.002(-.003) -.053(-.079)

월평균

가계

총 소득

300-500만원미만/

5000-9000 안미만
.028(.024) -.063(-.039) -.032(-.026) .017(.011)

500-700만원미만/

9000-13000 안미만 .064(.048) .013(.008) .084(.059) -.099(-.064)

700만 원 이상/

13000 안이상
-.169(-.115) -.068(-.046) .109(.070) .125(.085)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004(.022) -.062(-.453)** .012(.058) -.049(-.122)*

주로

리조트

같이 이용

하는 사람

부부/연인/애인 -.071(-.060) -.156(-.104) .395(.316) -.117(-.079)
친구

0.31(.020) -.273(-.132)* .283(.177) -.038(-.019)

가족 -.057(-.050) -.256(-.159)* .322(.281) -.190(-.120)

라이

스타일

사회 심 -.020(-.029) .067(.082) -.002(-.003) .027(.033)
물질주의

.057(.079) .134(.152)* .045(.059) .217(.250)***
계획소비

.191(.210)** .137(.156)* .052(.054) .077(.049)

사회 습주의 -.014(-.020) .067(.074)
-.145(-.197)*

*
.032(.036)

동기

사교활동
-.032(-.048) -.043(-.052) .067(.096) -.026(-.031)

가족화합
.108(.150)* .267(.311)*** .108(.143)** .195(.230)***

자연탐방
.100(.139) .176(.218)** .248(.327)*** .295(.369)***

수정된 R2 .096 .455 .201 .560

상수 2.444*** 1.020* 1.926*** .357

F 2.096** 9.755*** 3.584*** 14.340***

*p<.05 **p<.01 ***p<.001
기 :성별(남자);결혼여부(기혼);학력(고졸/ 문 졸);직업( 학(원)생/주부/무직/기타);월평균 가계 총 소득(300만원
미만/(5000 안미만);리조트를 주로 같이 이용하는 사람은(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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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집단

교통 속성 시설구비 속성
한국

국
한국

국

B(β) B(β) B(β) B(β)

연령 -.007(-.089) .006(.051) -.001(-.011) .007(.057)
성별 여자

.119(.099) .092(.061) -.028(-.019) .159(.103)
결혼여부 미혼

.155(.129) .047(.028) .153(.107) -.058(-.034)
학력 졸/ 학원졸

-.248(-.145) -.002(-.001) .088(.043) .074(.039)

직업

일반사무직
.172(.140) .107(.072) -.143(-.097) -.069(-.045)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211(.135) .183(.123) -.005(-.003) -.099(-.065)

가족 수
.060(.115) -.062(-.088) .002(.003) -.055(-.075)

월평균

가계 총

소득

300-500만원미만/50

00-9000 안미만 .085(.069) .192(.113) -.074(-.051) -.009(-.005)

500-700만원미만/

9000-13000 안미만 .157(.110) .344(.209)* .071(.041) .083(.049)

700만 원 이상/

13000 안이상 -.198(-.126) .370(.155)* .073(.038) .217(.136)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004(-.019) -.057(-.135)* .004(.018) .036(.083)주로리조트

같이가는사

람

부부/연인/애인
-.044(-.034) -.088(-.056_ .134(.088) .057(.035)

친구
-.096(-.059) .097(.045) .135(.069) -.019(-.008)

가족
-.095(-.078) .177(.105) .419(.289)* .023(.013)

라이 스타

일

사회 심
-.057(-.076) .059(.069) .068(.076) .058(.066)

물질주의
.053(.068) .139(.151)* .121(.131) .178(.187)**

계획소비
.269(.276)*** .027(.029) .013(.011) -.002(-.002)

사회 습주의
-.057(-.076) .247(.260)*** -.114(-.127) .179(.183)**

동기

사교활동
.074(.104) -.001(-.002) .312(.364)*** .132(.145)*

가족화합
.077(.101) .043(.047) .143(.156)* .129(.139)*

자연탐방
.092(.119) .214(.252***) .064(.069) .206(.235)***

수정된 R2
.180 .388 .235 .535

상수
2.235*** .846 1.300* .186

F
3.261*** 7.651*** 4.157*** 13.038***

〈표 4-14계속>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한 련변수의 상

향력

*p<.05 **p<.01 ***p<.001
기 :성별(남자);결혼여부(기혼);학력(고졸/ 문 졸);직업( 학(원)생/주부/무직/기타);월평균 가계 총 소득(300만원
미만/(5000 안미만);리조트를 주로 같이 이용하는 사람은(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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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계속>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한 련변수의 상

향력

　변수
집단

보안과 음식 속성
한국

국

B(β) B(β)

연령 -.002(-.019) .018(.143)*
성별 여자

.025(.019) .053(.092)
결혼여부 미혼

.074(.055) -.057(-.031)
학력 졸/ 학원졸

-.382(-.199)* .071(.036)

직업

일반사무직
-.007(-.005) .172(.106)업/생산/서비스/

문직/자 업 .076(.043) .275(.169)

가족 수
.052(.089) -.053(-.069)

월평균

가계 총

소득

300-500만원미만/50

00-9000 안미만 -.074(-.054) -.152(-.082)

500-700만원미만/

9000-13000 안미만 -.074(-.046) -.146(.081)

700만 원 이상/

13000 안이상 .148(.084) .044(.026)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
-.031(-.132)

-.109(-.234)**

*주로리조트

같이가는사

람

부부/연인/애인
-.038(-.027) -.045(-.026)

친구
-.099(-.054) .177(.075)

가족
.008(.006) .084(.045)

라이 스타

일

사회 심
-.081(-.097) .026(.028)

물질주의
.103(.119) .306(.304)***

계획소비
.026(.024) -.046(-.045)

사회 습주의
-.088(-.105) .043(.042)

동기

사교활동
.100(.125) .045(.047)

가족화합
.093(.109) .187(.190)**

자연탐방
.193(.223)* .341(.368)***

수정된 R2
.138 .493

상수
3.121*** .407

F
2.641*** 11.168***

*p<.05 **p<.01 ***p<.001
기 :성별(남자);결혼여부(기혼);학력(고졸/ 문 졸);직업( 학(원)생/주부/무직/기타);월평균 가계 총 소득(300만원
미만/(5000 안미만);리조트를 주로 같이 이용하는 사람은(동료/동창회/동호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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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언

제1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국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이 리조트 동기 선

택속성 결정요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고,각 집단의 리조트선택

에 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하 다.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 국가의 소비자 라이 스타일 악,리조트 동기 선택속성,

그리고 이와 련된 소비자 성향을 심으로 련 소비자 교육 정책 등

을 모색하는데 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라이 스타일에 한 총 13개의 문항은 5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

다.문항을 심으로 가족 심,사회 심,물질주의,계획소비,사회 습주의

로 명명하 다.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성향을 살펴본 결과,한국소비

자의 경우 계획소비의 성향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가족 심,물질주

의,사회 심,사회 습주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소비자의 경우 가족

심의 성향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계획소비,물질주의,사회 습주의,

사회 심의 순으로 나타났다.계획소비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은 유의

미한 차이를 보 다.특히 가족 심과 사회 습주의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뿐만 아니라 큰 차이가 아니지만 라이 스타일의 물질주의와 사회

심도 한국과 국소비자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사회경제

변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많이 발견하 지만,그 에 유의해야 한

것이 소득수 에 따라서 물질주의의 성향이 달라진다.한국과 국소비자가

통일하게 소득의 경우 물질주의가 낮은 반면에 하소득층의 물질주의가

모든 소득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소득층이 하소득층에 비해서 물

질주의가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둘째,리조트 동기에 한 총 16개의 문항은 6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

었다.문항을 심으로 사교활동,일상탈피,건강증진,가족화합,오염회피,

자연탐방으로 명명하 다.한· 소비자의 리조트 동기를 살펴본 결과,

한국소비자의 경우 가족화합의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일상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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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염회피,자연탐방,사교활동,건강증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의 경

우 자연탐방의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일상탈피,오염회피,가

족화합,건강증진,사교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소비자가 가장 요한

동기가 자연탐방의 동기이고 한국소비자는 가족화합의 동기이다.즉 한

국소비자에 비해서 국소비자의 동기가 단순 의 속성이 더 높고 한

국소비자가 보다 가족화합의 동기와 휴식의 속성이 더 높다.국제 례

에 따르면 목 을 3단계로 나 어,1단계는 시장 성장기, 2단계는

일반 에서 으로 진화하는 시기,3단계는 본격 인 ,휴

양 시 로 진입한다고 분석하 다.이 개념을 기 로 해석하면 국이

아직 2단계에 속하고 있는 소비자가 부분이다.즉,지 까지 국소비자가

일반 에서 으로 진화하는 시기이라고 생각한다.한국은 3단계에

속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고 본다. 는 국소비자가 한국소비자보다 모든

동기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그리고 사회경제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많이 발견하 는데,그 에 유의하야 하는 것이 국소비자가 소득

집단에 따라 동기가 많이 차이가 보 으며,최근 2년에 리조트 방문한

횟수에 따라 동기도 차이가 나타났다. 한 한국이나 국은 다름없이

라이 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동기가 많이 달라진다.

셋째,선택속성에 한 총 16개의 문항은 5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다.

문항을 심으로 경제 ,심미 ,교통 ,시설구비,보안과 음식으로 명명하

다.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을 살펴본 결과,한국소비자의 경우

경제성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교통 ,보안과 음식,심미 ,시설구

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소비자의 경우 보안과 음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심미 ,경제 ,교통 ,시설구비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

가 경제 실용의 동시에 보안이나 음식이나 심미 인 속성에 해서 신경

을 쓴다. 국소비자가 먼 고려하는 것이 보안과 음식,경권,환경 등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경제성 교통성이다.이는 체 리조트 산업의

발 황과 어떤 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의 리조트 산업이 상

으로 미성숙한 단계이니까 리조트의 품질도 천차만별의 상황에서 소비자

가 미리 알고 있는 경제성이나 교통 요인에 비해서 미리 알 수 없는 이러

한 부분에 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쓴다. 한 사회경제 변수에 따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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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차이가 많이 발견하 다,그 에 유의하야 하는 것이 한국이나

국 모든 소비자의 가족 수 집단에 따라 선택속성이 달라진다는 이다.

넷째,한· 소비자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한 련변수의 상

향력을 살펴본 결과,경제 요인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라

이 스타일의 계획소비의 성향, 동기의 가족화합이었으며, 국의 소비

자 경우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주로 리조트 같이 이용하는 사람,라이

스타일의 물질주의성향 계획소비성향, 동기의 가족화합동기 자

연탐방동기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 요인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라이 스타일의 사회

습주의성향, 동기의 가족화합동기 자연탐방동기이었으며, 국소비자

의 경우 성별,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라이 스타일의 물질주의성향,

동기의 가족화합동기 자연탐방동기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요인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라이 스타일의 계획소

비이었으며, 국의 소비자 경우 월평균 가계 총 소득,최근 2년 리조트 이

용횟수,라이 스타일의 물질주의성향과 사회 습주의성향, 동기의 자연

탐방동기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구비 요인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주로 리조트 같이 이

용하는 사람, 동기의 사교활동동기 가족화합동기이었으며, 국의 소

비자의 경우 라이 스타일의 물질주의성향 사회 습주의성향, 동기

의 사교활동동기,가족화합동기,자연탐방동기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안과 음식 요인에 향을 미친 변수는 한국의 경우 학력 , 동기의

자연탐방동기이었으며, 국 소비자의 경우 성별,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

수,라이 스타일의 물질주의성향, 동기의 가족화합동기 자연탐방동

기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의 선택속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기의 가

족화합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화합동기가 선택속성의 경제 ,심미 ,시설구

비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며 동기의 자연탐방동기와 라이 스타일

의 계획소비도성향도 각각 2가지의 선택속성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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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비자의 선택속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라이 스타일의

물질주의성향과 동기의 자연탐방동기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성향과 자

연탐방동기가 5가지의 선택요인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며, 동기의

가족화합동기도 선택속성 에 교통 만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선택속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반면에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가 시설구비요인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선택속성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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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언

첫째,한국과 국은 경제 ,사회 ,문화 배경과 상태가 다르지만,산

업 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국의 롤 모델이 되고 있어,리조트 련 상황

도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한국의 리조트 선택속성에 가족 인 측면

이 요한 변수로 나타나, 국도 이에 한 비 비가 요구된다.

둘째, 여가는 노동을 한 필수 인 항목이 되고 있으므로,한국

의 노동시간,노동환경 등을 고려하여 여가와 련된 리조트 이용

라이 스타일과 동기가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이에 국 소비자

의 라이 스타일 분석과 동기의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국 소비

자의 노동 련 여가 의 방향을 측하는 가이드라인 등이 요구된

다.

셋째,라이 스타일의 가족 심성향과 사회 습주의성향이 한국소비자와

국소비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기혼의 경우에는 한국과 국소비자가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에 미혼의 경우가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의 미혼

집단이 한국의 미혼집단보다 가족 심성향과 사회 습주의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국의 미혼 소비자가 한국의 미혼 소비자보다 가족과 사회 습

에 한 생각이 더 통 성향이 많다고 본다.비록 같은 동아시아문화권

에 있어서 유교사상의 향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의 경제발 이 국보다

더 일 시작하 으니 세계화의 정도가 국보다 더 높다는 것이 사실이다.

는 한국의 교육수 이 국보다 높았으니,교육수 에 따라서 고유한

념도 많이 다를 것이다.라이 스타일은 소비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데.특

히 사회 습주의와 가족 심 인 은 층이 앞으로의 소비생활에 여러 가지

면에 향을 미치므로 이와 련된 소비자의 차이성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국제 례에 의하면 1인당 GDP3000달러 시 로 일반 에서

으로 진화하는 시기로 보았으며,1인당 GDP5000달러 시 로 본격

인 ,휴양 시 로 진입한다고 분석하 지만 조사의 결과에 따

르면 소비자가 리조트 선택속성이 아직까지도 일반 의 속성이 더 많다.

실제 국의 ,휴양 시 에 들어가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서 느리며,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의 하나이다.넓은 국토,지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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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도 차이성이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시장, 국소비자에

해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국의 독특한 상황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한국의 리조트 에 비해서 국의 리조트 산업이 아직 미성

숙 단계이기 때문에 국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을 이해하고,정부

의 비제도 인 측면에서 필요한 규칙과 소비자교육이 요구된다.따라서 정

부는 보다 객 인 가이드라인,즉 좋은 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이러

한 것은 산업 발 에도 필요하고 소비자의 주권 보호 권리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설문조사의 표본지역을 한국의 서

울,경기,수도권 지역과 국의 베이징,상하이, 우,선진으로 한정하

으므로 표본의 수와 범 에 있어 한계 을 지니고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국 각각의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고 한 지역에 편 되어 있지 않으

면서 모집단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둘째,본 연구의 연령 구성이 국의 20 가 한국 20 보다 약 9%정

도 더 많고 한국의 40 가 국의 40 보다 약 5%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보다 국의 기혼소비자 더 많은 비 을 차지고 있으며,한국소

비자보다 국소비자가 높은 소득집단에 속하는 비 이 더 많다.이에 표본

의 구성이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연구에 표본이 더 세

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설문조사기간이 10월에 집 에서 실시했다는 이다.소비자는

목 지 요인을 매우 시하는데 목 지의 기후 요인도 요한 측정변수

하나이다.계 과 기후에 따라서 상품의 내용과 소비자의 동기

선택속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 특정계 에 집 하지 않

고 모든 계 을 망라하는 조사기간과 조사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 소비자 같은 경우 최근 2년 리조트 이용횟수가 시설구비요인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선택속성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회의이나 비즈니스의 사유로 리조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가

선택속성에 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쓴다고 상되었지만 이번연구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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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으로 이 결과를 해설하기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차후 연구에서

이에 한 요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들을 토 로 소비자 집단의 세분화,4계

조사로 계 편 성 극복할 수 있고,다양한 근방법과 연구방법이 동원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고,표본수가 확 로 보다 정 한 결과를 밝히는 연구

가 이루어질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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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란 일정규모의 지역에 숙박은 물론 크 이션,스포츠,상업,문화 시설 등이 복합 으로

갖추어진 여가활동이 가능한 휴양 장소를 말합니다.

시)한화리조트, 명리조트,하이원리조트,곤지암리조트,용평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부록-1]한국어설문지

설 문 지

SQ1)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만 세

☞ 19세 미만,면 단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남성

2)여성

SQ3)귀하께서 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서울 2)인천 3)경기 4)부산

5) 구 6) 7) 주 8)기타 지역

☞ 1번,2번,3번 이외 면 단

SQ5)귀하는 최근 2년 동안 리조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이용한 경험이 있다

2)이용한 경험이 없다 ☞ 면접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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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스타일 ① ② ③ ④ ⑤

A1.성공의 척도는 물질 으로 풍요한 정도이다.

A2.무엇보다도 월 이 많은 직장이나 수입이 잘 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 한다.

A3.재산,자동차,주택 등이 성공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A4.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5.내가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사회

습에

맞추어 사는 편이다.

A6.소비를 하기 에 미리 계획을 세운다

A7.여행을 하기 에 산을 정한다

A8.정치에 한 심이 많다.

A9.시사토론이나 뉴스 로그램을 즐겨본다.

A10.경제,사회문제에 한 심이 많다.

A11.여가활동 가족과 같이 하는 편이다.

A12.가족과의 화시간이 많은 편이다.

A13.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보내고 싶다.

❒ 귀하의 의견이나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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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동기 ① ② ③ ④ ⑤

B1.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2.일상생활의 긴장을 완화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

다

B3.자유를 즐기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4.신체 ,정신 의 휴식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5.리조트의 자연감상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6.리조트의 자연체험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7.도시의 오염을 피하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8.맑은 공기를 마시기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9.사교를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10.소속집단과의 사회 계를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11.친구들과의 우정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12.각종 모임에 한 소속감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

다

B13.가족의 친목과 화합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14.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15.체력의 향상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B16.신체 리,건강증진을 해 리조트를 이용한다

❒ 다음은 리조트 이용 동기와 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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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속성 ① ② ③ ④ ⑤

C1. 근성 우수

C2.이동시간

C3.교통 편리

C4.주요시설 이용요

C5.숙박시설 이용요

C6.부 시설 이용요

C7. 반 이용비용

C8.아름다운 자연경

C9. 반 인 분 기

C10.리조트 건물 디자인

C11.리조트 자연조건과 기후

C12. 시설 구비

C13.스포츠시설 구비

C14.휴식/휴양시설 구비

C15.음식의 맛과 질

C16.보안 안정성

❒ 다음은 리조트 장소를 선택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에 한

평가입니다.각 항목별 요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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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구통계 자료 수집을 한 질문입니다.

DQ1)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일반사무/ 리직 2) 업직

3)생산/노무직 4)서비스직

5) 문직 6)자 업

7)고등학생 8) 학(원)생

9)주부 10)무직/기타

DQ2)귀하와 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수는 몇 명인가요?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명

DQ3)귀하께서는 미혼입니까,아니면 기혼이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DQ4)귀하의 학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고졸 이하 ② 학( 문 포함)재학

③ 학( 문 포함)졸업 ④ 학원 재학 이상

DQ5)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인가요?xx̀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DQ6)지난 2년 동안 리조트를 몇 번이나 이용하셨나요? ( )번

DQ7)지난 2년 간 리조트는 주로 구와 함께 이용했습니까?

① 부부,애인,연인 ② 직장 동료 상사 ③ 친구 ④ 동창,동호회

⑤ 자녀와 같이 ⑥ 부모와 자식 온 가족( 가족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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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次 查是用于“消费 生活方式和度假村观光动机与选择属性的关系”课题研

究，问卷的内容是为了研究此课题而任意拟成的。 

问卷为无记名统计，答案没有对错之分。希望您仔细的阅读问卷并诚实回答。您

提供的宝贵意见 仅用于我们的学术研究，不会用于其他目的 也绝不会透露

给任何第三方。恳请诸位能给予宝贵的意见。感谢您在百忙之中参与我们的

查！

度假村：度假村在国内的用法和国外稍有混淆，度假村并不包含农家乐等形 的 型

观光休闲场所。其区别在于规模和服务设施的等级。 度假村是指 相对规模较大的 设

施相对齐全的。可提供住宿、娱乐、休闲、运动、 商业、文化设施等 多方面的 复合

型的可进行休闲活动的休养场所。

[부록-2] 국어설문지

问卷 查

❒ 关于对象 选定的题目

SQ1)您的年龄是?满 岁 ☞19岁未满,中断填写

☞ 19岁以上 请继续第二题

SQ2)您的性别?

1)男

2)女

SQ3)您长期居住的城 ?

1)北京 2）上海 3）广州 4）深圳 ☞ SQ4

5)上述城 以外 ☞ 中断填写

SQ4) 近两年您是否有去度假村的经验?

1)有

2)没有 ☞ 中断填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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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 ③ ........... ④ ........ ⑤

非常不符合 不符合 一般   符合 非常符合

生活方式 ① ② ③ ④ ⑤

1.您认为 物质的富足程度 是衡量成功的标准。

2.您认为 比起其他条件 您更喜欢收入高，赚的多的工作

3.您认为 财产，车，房子 是衡量成功的标志

4.您认为 男大当婚，女大当嫁是非常有必要的。

5.您希望 自己的 行举止 在别人看来是遵循社会规则的。

6.您在消费前 一般会事先做好消费计划

7.您在旅行出发前会定好预算。

8.您关心政治

9.您喜欢和别人讨论时事 并喜欢看一些新闻节目

10.您关心 国家经济和一些社会问题。

11.业余活动您通常喜欢和家人一起参与

12.可以说 您算是经常和家人对话沟通。

13.休息日时 您希望可以更多的和家人在一起

❒下面是关于您生活 度的问题。无对错之分 请根据符合情况 来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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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 ④ ......... ⑤

完全不符合 不符合 一般 符合 非常符合

度假村观光动机 ① ② ③ ④ ⑤

1.为了 脱离日常生活的单

2.为了 舒缓日常生活的紧张

3.为了 享受自由

4.为了 得到身心的放松

5.为了 感受大自然

6.为了 体验大自然

7.为了 暂时躲避城 的污染

8.为了 可以呼吸一些新鲜的空气

9.为了 社交

10.为了 维护所属圈子的社会关系

11.为了 为了朋友间的友情

12.为了 各种聚会得到的归属感

13.为了 家庭和睦融洽

14.为了 让家人有充足的相处时间

15.为了 增加体力

16.为了管理健康， 增强体质。

❒ 下面是 关于您观光动机的提问 （您为什么到度假村？）自左向右为 完全不符

合 到 完全符合。请根据符合情况 来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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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 ③ ....... ④ ..........⑤

非常不重要 不重要 一般 重要  非常重要

选择属性 ① ② ③ ④ ⑤

1.度假村是否容易到达？

2.交通所 时间的长短？

3.交通是否便利？

4.主要设施的使用价格？

5.住宿设施的使用价格？

6.附属设施的使用价格？

7.度假村整体的使用价格？

8.度假村是否有美丽的自然景观？

9.度假村的整体氛围是否合口味？

10.度假村的建筑设计是否合口味?

11.度假村的自然条件，以及气候条件?

12.休闲设施是否完备?

13.运动设施是否完备?

14.休息，休养设施是否完备?

15.食品的品质以及味道如何?

16.保安和安全性如何?

❒*下面是关于度假村选择属性的相关问题，在对比和挑选度假村时 下列哪些项目

对您而 更加重要？ 自左向右 分别为 很不重要 到 很重要 请选择符合您情况的

选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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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面是关于一些您简单的个人事项.

1.您的职业岗位?

1)一般文职/管理职

2)营业岗位

3)生产职/劳务职

4)服务岗位

5)专业性岗位

6)自营业主

7)高中学生

8)大学生（硕博在读生）

9)主妇

10）无业/其他职业

2.您现在一起居住的家庭成员有几名？ (包含您自己)( )名

3.您是否结婚了呢？ ① 未婚 ()② 已婚 ()

4.您的 高学历为?（全日制学历）

① 高中及以下（含同等学历） ② 大学在校生（含 高职，大专）

③ 本科学历(含高职，大专)④ 研究生以上（包含在校生）。

5.您家庭的月收入 （仅限于一起居住的家人全员）

①3000元以下 ②3000-4999元 ③5000-6999 ④7000-8999

⑤9000-10999 ⑥11000-12999 ⑦13000-14999 ⑧15000以上

6.过去两年 您去过几次度假村 ()次

7.过去2年 您主要是和 一起去度假村?

① 夫妇,爱人,恋人 ② 同事，上司，员工 ③ 朋友 ④ 同学，车友，旅友，同好会

⑤ 和子女一起 ⑥父母， 孩子 其他家人 (大家庭)



ABSTRACT

A ComparativeStudyonTourMotivesand

SelectionAttributionsofresorttour

accordingtoconsumers'lifestylesbetween

KoreaandChineseconsumers

Jia,CunLe

DepartmentofConsumerInformationScience

GraduateSchoolofKonkukUniversity

Intoday'sworld,duetovariousinformationmediaandgradually

developedransportation,thecompetitionbetweencountriesisbecoming

increasinglyfierce.Inordertobuildfirst-classcountry in the21st

century,allareasneedtoaccelerateglobalization,alsoneedtofurther

improve the economic and nationalcompetitiveness,and intensive

cultivation sunrise industry needs.One ofthem is resorttourism

industry.StanfordintheUnitedStates,Japan'sNomura,mitsubishand

someotherfamouseconomicresearchinstitutehavealreadymadethe

resorttourasasunriseindustryofthe21stcentury.

Chinahas30yearsofreform andopening-up,GDPreached$8.9393

trillionin2013, leadtothesecondplaceintheworld,Itscitizensfor

theideaofleisureconsumptionbegantochange,resorttouralsobegin

torise.

ForSouthKorea,theChinesemarketisbecomingmoreandmore

important.TheChinesemarkethasbecomethelargestvariableof

South Korea's tourism industry development.So it's particularly

importantfortheKorearesorttomakeafullyprepared.Comparewith

theKoreanresorttourism industry,China'sholidaytourism industryis

stillin an immature stage,butwith a population of1.3 billion,

vacationtourism industryisahugepotential,moreandmorepeople

begintopaycloseattentiontoChina'sholidaytourism industry.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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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panies

alsohavechancestothishugeChinamarket,it'snecessaryforthe

Koreancompaniestofullyunderstanding andanalysisthe Chinese

consumersbeforegettingintoit.

Basedonthebackgroundabove,thearticleisaboutA Comparative

Study on TourMotives and Selection Attributions ofresorttour

accordingtoconsumers'lifestylesbetweenKoreaand

Chineseconsumers.Findouttheinfluencereasonsfortheconsumer

chooseresortsistheresearchemphasisofthepaper.Andwiththe

incresingly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grasp and

understandthelifestylesofbothcountry.

Theresultsofthisstudysummarizedbelow.

1.Theconsumerlifestylesinvestigationandanalysisresults.Inall

lifestyles,theplanpropensitytoconsumeisthemostwayofKorean

consumers'life,thentheorderfrom themosttolessisthefamily

propensitytoconsume,materialism tendency,socialconcernedtendency

andkeeponthereils.TotheChineseconsumer'sorderfamilyisthe

first,thenistheplanpropensity toconsume,materialism tendency,

keeponthereilsandsocialconcernedtendency.

2.Theconsumertourmotivestoresortinvestigationandanalysis

results.Inalltourmotives,familyharmonymotivationistheprimary

motivetotheKoreanconsumers,thentheorderfrom themainto

secondary ispollution escape,avoid things,Closeto nature,social

activitiesand improvehealth.TotheChineseconsumer'sorderget

closetonatureisthepeimary one,then ispollution escape,avoid

things,familyharmonymotivation,improvehealthandsocialactivities.

3.SelectionattributionsofresorttourbetweenKoreaandChinese

consumers.ForKorean consumerseconomy isthemostimportant,

followedbytraffic,afterthesafetyandeating,aesthetic,thenfacilities.

ForChineseconsumerstheorderfrom themosttotheleastissafety

anddiet,aestheticAnd,economy,traffic,andfacilities.

Keyword:Chineseconsumer,lifestyles,resorttour,tourmotives,Select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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