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지 선택행동과 위험지각에 관한 조사, 

2010

CODE BOOK

  

자료번호 A1-2010-0242

연구책임자 최병길․박은경

연구수행기관

조사년도 2010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5년

코드북제작년도 2015년



이 자료를 연구 및 저작에 이용, 참고 및 인용할 경우에는 KOSSDA의 자
료인용표준서식에 준하여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최병길․박은경. 2010. 관광지 선택행동과 위험지각에 관한 조사, 2010 . 자료

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5년. 자료번호: 

A1-2010-0242.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5. 관광지 선택행동과 위험지각에 관한 조사, 2010 

CODE BOOK . pp. 1-10.

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
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A1-2010-0242
관광지 선택행동과 위험지각에 관한 조사, 2010

q1_1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1: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48          26.1       26.1          

아니다 2 61          33.2       33.2          

보통 3 45          24.5       24.5          

그렇다 4 25          13.6       13.6          

매우그렇다 5 5            2.7         2.7            

184        100.0     100.0        

q1_2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2:지금 바로 어디든 여행을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19          10.3       10.3          

아니다 2 37          20.1       20.1          

보통 3 65          35.3       35.3          

그렇다 4 51          27.7       27.7          

매우그렇다 5 12          6.5         6.5            

184        100.0     100.0        

q1_3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3:국내 여행도 국제 여행만큼 위험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26          14.1       14.1          

아니다 2 68          37.0       37.0          

보통 3 64          34.8       34.8          

그렇다 4 21          11.4       11.4          

매우그렇다 5 5            2.7         2.7            

184        100.0     100.0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1)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2) 지금 바로 어디든 여행을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3) 국내 여행도 국제 여행만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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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4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4:테러의 위험이 있는 관광지 방문은 피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1            0.5         0.5            

아니다 2 6            3.3         3.3            

보통 3 19          10.3       10.3          

그렇다 4 57          31.0       31.0          

매우그렇다 5 101        54.9       54.9          

184        100.0     100.0        

q1_5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5:휴가 여행지는 매우 안전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4            2.2         2.2            

아니다 2 33          17.9       17.9          

보통 3 91          49.5       49.5          

그렇다 4 49          26.6       26.6          

매우그렇다 5 7            3.8         3.8            

184        100.0     100.0        

q1_6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6: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는 것은 불안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37          20.1       20.1          

아니다 2 60          32.6       32.6          

보통 3 47          25.5       25.5          

그렇다 4 35          19.0       19.0          

매우그렇다 5 5            2.7         2.7            

184        100.0     100.0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4) 테러의 위험이 있는 관광지 방문은 피한다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5) 휴가 여행지는 매우 안전하다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6)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는 것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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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7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7:국립공원/휴양림과 같은 자연(지역)으로 가는 여행도 위험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12          6.5         6.5            

아니다 2 76          41.3       41.3          

보통 3 74          40.2       40.2          

그렇다 4 18          9.8         9.8            

매우그렇다 5 4            2.2         2.2            

184        100.0     100.0        

q1_8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8:박물관/전시관 방문도 안전하지 않은 관광활동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33          17.9       17.9          

아니다 2 90          48.9       48.9          

보통 3 53          28.8       28.8          

그렇다 4 7            3.8         3.8            

매우그렇다 5 1            0.5         0.5            

184        100.0     100.0        

q1_9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9:지금 바로 일반 공원이나 야영지를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32          17.4       17.4          

아니다 2 84          45.7       45.7          

보통 3 48          26.1       26.1          

그렇다 4 16          8.7         8.7            

매우그렇다 5 4            2.2         2.2            

184        100.0     100.0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7) 국립공원/휴양림과 같은 자연(지역)으로 가는 여행도 위험하다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8) 박물관/전시관 방문도 안전하지 않은 관광활동이다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9) 지금 바로 일반 공원이나 야영지를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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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0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10:안전은 관광지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5            2.7         2.7            

아니다 2 12          6.5         6.5            

보통 3 33          17.9       17.9          

그렇다 4 62          33.7       33.7          

매우그렇다 5 72          39.1       39.1          

184        100.0     100.0        

q1_11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11:관광지선택 시, 안전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8            4.3         4.3            

아니다 2 22          12.0       12.0          

보통 3 60          32.6       32.6          

그렇다 4 56          30.4       30.4          

매우그렇다 5 38          20.7       20.7          

184        100.0     100.0        

q1_12 관광에 대한 위험 지각12:지금 바로 좋은 자연경관을 보러가는 여행도 비교적 위험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10          5.4         5.4            

아니다 2 61          33.2       33.2          

보통 3 83          45.1       45.1          

그렇다 4 26          14.1       14.1          

매우그렇다 5 4            2.2         2.2            

184        100.0     100.0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10) 안전은 관광지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11) 관광지선택 시, 안전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다

1.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관광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시)
12) 지금 바로 좋은 자연경관을 보러가는 여행도 비교적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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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 위험에 대한 태도1: 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27          14.7       14.7          

아니다 2 58          31.5       31.5          

보통 3 56          30.4       30.4          

그렇다 4 38          20.7       20.7          

매우그렇다 5 5            2.7         2.7            

184        100.0     100.0        

q2_2 위험에 대한 태도2:나는 위험을 무릎 쓰고 산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36          19.6       19.6          

아니다 2 67          36.4       36.4          

보통 3 54          29.3       29.3          

그렇다 4 21          11.4       11.4          

매우그렇다 5 6            3.3         3.3            

184        100.0     100.0        

q2_3 위험에 대한 태도3:나는 위험의 가능성 여부에 신경 쓰지 않는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43          23.4       23.4          

아니다 2 76          41.3       41.3          

보통 3 44          23.9       23.9          

그렇다 4 16          8.7         8.7            

매우그렇다 5 5            2.7         2.7            

184        100.0     100.0        

2.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관광지 위험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1) 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관광지 위험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2) 나는 위험을 무릎 쓰고 산다

2.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관광지 위험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3) 나는 위험의 가능성 여부에 신경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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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4 위험에 대한 태도4:나는 모든 일이 도박과 같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43          23.4       23.4          

아니다 2 73          39.7       39.7          

보통 3 41          22.3       22.3          

그렇다 4 21          11.4       11.4          

매우그렇다 5 6            3.3         3.3            

184        100.0     100.0        

q3_1 관광지에 대한 정보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양한 관광지를 더 잘 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17          9.2         9.2            

아니다 2 66          35.9       35.9          

보통 3 80          43.5       43.5          

그렇다 4 16          8.7         8.7            

매우그렇다 5 5            2.7         2.7            

184        100.0     100.0        

q3_2 관광지에 대한 정보2:나는 친구들보다 다양한 관광지를 더 잘 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18          9.8         9.8            

아니다 2 57          31.0       31.0          

보통 3 71          38.6       38.6          

그렇다 4 33          17.9       17.9          

매우그렇다 5 5            2.7         2.7            

184        100.0     100.0        

2.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관광지 위험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4) 나는 모든 일이 도박과 같다고 생각한다

3.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관광지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
시)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양한 관광지를 더 잘 안다

3.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관광지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
시)
2) 나는 친구들보다 다양한 관광지를 더 잘 안다

6



A1-2010-0242
관광지 선택행동과 위험지각에 관한 조사, 2010

q3_3 관광지에 대한 정보3:나는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다양한 관광지를 더 잘 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40          21.7       21.7          

아니다 2 99          53.8       53.8          

보통 3 36          19.6       19.6          

그렇다 4 8            4.3         4.3            

매우그렇다 5 1            0.5         0.5            

184        100.0     100.0        

q4_1 관광지 선택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1: 관광지 선택 시, 나는 관광지 결정하는 것을 피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38          20.7       20.7          

아니다 2 90          48.9       48.9          

보통 3 45          24.5       24.5          

그렇다 4 11          6.0         6.0            

184        100.0     100.0        

q4_2 관광지 선택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2:관광지 선택 시, 나는 관광지 결정하는 것을 미룬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37          20.1       20.1          

아니다 2 95          51.6       51.6          

보통 3 39          21.2       21.2          

그렇다 4 13          7.1         7.1            

184        100.0     100.0        

3.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관광지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표
시)
3) 나는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다양한 관광지를 더 잘 안다

4.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1) 관광지 선택 시, 나는 관광지 결정하는 것을 피한다

4.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2) 관광지 선택 시, 나는 관광지 결정하는 것을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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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3 관광지 선택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3:나는 관광지 결정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52          28.3       28.3          

아니다 2 72          39.1       39.1          

보통 3 35          19.0       19.0          

그렇다 4 22          12.0       12.0          

매우그렇다 5 3            1.6         1.6            

184        100.0     100.0        

q4_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52          28.3       28.3          

아니다 2 70          38.0       38.0          

보통 3 41          22.3       22.3          

그렇다 4 18          9.8         9.8            

매우그렇다 5 3            1.6         1.6            

184        100.0     100.0        

q4_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12          6.5         6.5            

아니다 2 16          8.7         8.7            

보통 3 58          31.5       31.5          

그렇다 4 71          38.6       38.6          

매우그렇다 5 27          14.7       14.7          

184        100.0     100.0        

4.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3) 나는 관광지 결정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4.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4) 나는 관광지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4.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5) 내가 관광지 선택을 해야 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관광지 선택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4:나는 관광지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좋아
한다

관광지 선택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5:내가 관광지 선택을 해야 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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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6 관광지 선택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6:나는 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책임지고 싶지 않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아니다 1 35          19.0       19.0          

아니다 2 85          46.2       46.2          

보통 3 47          25.5       25.5          

그렇다 4 11          6.0         6.0            

매우그렇다 5 6            3.3         3.3            

184        100.0     100.0        

d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71          38.6       38.6          

여자 2 113        61.4       61.4          

184        100.0     100.0        

d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1 184        100.0     100.0        

184        100.0     100.0        

dq3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졸이하 1 5            2.7         2.7            

대재/대졸 2 176        95.7       95.7          

대학원이상 3 3            1.6         1.6            

184        100.0     100.0        

dq4 월평균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원이하 1 144        78.3       78.3          

101-200 2 27          14.7       14.7          

201-300 3 10          5.4         5.4            

301-400 4 3            1.6         1.6            

184        100.0     100.0        

4. 다음은 귀하가 관광지 선택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표시)
6) 나는 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책임지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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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5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리/사무직 1 12          6.5         6.5            

전문직 2 17          9.2         9.2            

판매/서비스직 3 4            2.2         2.2            

개인사업/프리랜서 4 1            0.5         0.5            

학생 5 149        81.0       81.0          

주부 6 1            0.5         0.5            

18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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