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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광시 발생되는 갈등유발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가족간의 갈등유발요인의 예
측은 물론 이를 통해 변화된 가족관광시 상이한 갈등유발요인확인은 관광행동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관광학 측면 즉, 관광객행동론 이해측면에서 가족관광시 가족생애주기별 의사결정
자와 각 구성원들간 상이한 갈등유발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째, 가족관광의사결정시 각 이해관계자들 간
의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셋째, 가족간의 갈등유발요인의 예측으로 가족간의 의사결정시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conflict-raising factors generable for or during a familial 
travel in our country, with an outlook that understanding of such conflict raisers in an analytic manner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research on travel behaviors. More specifically, key focus in this study was made 
on the aspect of tourism science, to wit, how sort of conflict inducers existent between a decision maker of a 
family and its constituents during outdoor travel of that family vary with familial life-cycle in terms of the 
tourist behavior theory. Such research attempts are likely, firstly, to offer some clues to invigorate 
inter-communicability among familial stakeholders in determining the travel intention. Secondly, such attempts 
also expectedly provide better trustability among family members affordable from converged opinions by familial 
stakeholders. Thirdly, the predictive recognition of factors inducing familial conflicts in a detailed manner is 
deemed to lead to reduced trial and error in determining decisions among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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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관광행동에서 가족을 이해한다는 것은 관광산업의 진
흥은 물론 관광학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Assael(1998)은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 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동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중심으로 
구매의사결정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
지며, 의사결정의 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8]. 이를 뒤받침 하듯이 첫째, 가족단위의 관
광이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국민여행실태조
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관광 중 가족 동반 
여행이 당일관광의 경우 전체 60.3%, 숙박관광은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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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어 가족동반 관광의 규모가 전체 국민관광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6]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관광행동
의 발달이나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가족생애주기 혹은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가 변
화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관광패턴이 달라지는 경향으
로 인한 역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7]. 
이에 반하여, 송재호(1996)는 관광현상을 둘러싼 상호작
용과정에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태도, 경험, 지식 등은 각
기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어떤 획일적
이고 통합된 견해나 형태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척 비현
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3]. 따라서 ‘오늘날 관광현상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은 보편적 현상이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주
장하였다. 이런 Buhalis(2000)는 갈등은 쉽게 일어나며, 
욕심 많은 특정 이해집단들이 단기목적으로 자원을 착취
할 때 쉽게 발생됨을 강조[11]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구
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광의사결정은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의사결정의 유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5], 가족구성원간의 역할관계, 
상대적 영향력의 강도에 의해 의사결정 단계별 갈등의 
차이[19]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Blod & Wolfe(1960)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자원이론(resource theory)과 사회적 권력
이론(social power theory)을 중심으로 가족 관광의사결정
시 하나의 관광상품을 구매하는데 각 구성원들간의 영향
력으로 인하여 상이한 역할을 수행[10]함으로 발생되는 
갈등유발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가족생애
주기에 따른 가족관광의사결정시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제안자(initiator), 정보수집자(information gatherer), 영향
력 행사자(influencer),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s), 사용
자(user)들간의 갈등유발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현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광시 발생되는 
갈등유발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가족간의 갈등유발요인의 
예측은 물론 이를 통해 변화된 가족관광시 상이한 갈등
유발요인확인은 관광행동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가족을 
소비단위의 하나로 생각할 때, 가족간 발생되는 갈등유발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많은 관광산
업의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가족관광 의사결정 및 갈등유발

Reiss(1965)는 가족을 그 구성원들이 사회화과정을 터
득하는 기구[20]로 보았고, Coser(1974)는 가족을 인류학
적인 관점에서 ‘가족은 결혼에 그 기원을 두며 남편과 부
인 그리고 그들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들로 이루어지며 
가족은 사랑, 매력, 연민, 존경심과 같은 감정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권리와 금지 등으로 맺어진다.’라고 주장[13]하
였다. 안종수(1995)는 가족의사결정은 가장 대표적인 사
회화의 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4]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화 학습으로  Davis & Rigaux(1974)는 남
편과 부인을 상대로 동시에 역할전문화(role specialization: 
who decides)를 조사하여 그들의 역할전문가 남편과 부
인이 각각 인지하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 작용하고 있음
[14]을 규명하였다. 이에 역할전문화에 따라 가족의 의사
결정은 대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부공동, 남
편의 주도적, 아내의 주도적,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구분
하였다. 관광분야에서는 안종수(1995)와 Davis& Rigaux(1974)
연구에서 공통점으로 여행, 휴가, 관광은 공동 결정영역
으로 포함한다[4, 14]고 주장하였다. 관광자의 의사결정
이란 관광목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 행동으
로서 관광의 욕구가 발생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대안을 탐색·평가하여 최종적인 관광결정을 내린 후，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되돌아와서는 관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8, 22]. 즉 여행의사결정은 
하나의 독립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대에 걸쳐 여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목적지，숙
박시설，동반자 등)들을 결정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필
요로 한다[15, 2]고 하였다. 

장호찬·라선아(2008)은 가족의사결정시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각 구성원들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다양하
며, 상이한 역할을 수행 한다고 주장[7]하였다. 이는 첫
째, Hawkins & Coney(2004)는 가족 의사결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제안자(initiator), 정보수집자(information 
gatherer), 영향력 행사자(influencer),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s), 사용자(user)의 6가지 상이한 역할이 가족의사결
정에 반영됨으로 상이한 역할을 수행[17]하고 있다. 

영향력
행사자
(아이)

의사결정자
(부모/아이)

정보
수집자
(부모)

제안자
(부모/아이)

구매자
(부모)

사용자
(가족전체)

[그림 1] 가족의사결정과정의 상이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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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족생애주기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구성
원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안종수
(1995)는 가족생애주기란 1. 결혼관계, 2. 가족구성원의 
연령, 3. 가족의 규모, 4. 가장의 취업 여부 등 여러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변수라고 주장
[4]하고 있다. Well & Gubar(1966)은 가족생애주기를 총 
9개로 구분하였는데, 결혼상태,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
이, 직업의 유무에 따라 구분[23]하였다. 예를 들어 
Cosenza & Davis(1981) 등은 가족의 휴가의사결정이 각 
가족생애주기 단계마다 의사결정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
을 규명[12]하였다. 

이처럼 가족관광 의사결정시 가족구성원마다 다양한 
사고와 상이한 역할로 인하여 가족구성원들간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갈등원인을 범주화한 
Robbins(2002)에 따르면 갈등은 의사소통, 구조, 개인적 
행동요인의 함수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의 부족은 어의상
의 차이, 은어(Jargon), 불충분한 정보의 교환, 채널상의 
잡음으로 구성되며, 구조적인 갈등원인은 조직규모, 전문
화 정도, 관할권의 명확성, 목표양립성, 리더십 스타일, 
보상체계, 상호 의존성이 포함되고, 개인행동 요인에 의
한 갈등원인은 개인 가치체계, 퍼스낼리티를 제시[21]하
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갈등의 원인은 목표의 불
일치, 의사소통의 장애, 역할 불일치, 희소자원에 대한 경
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의사결정에 주는 영향력을 연
구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론은 자원이론
(resource theory)과 사회적 권력이론(social power theory)
이다[9, 16]. 자원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
적 자원, 예를 들어 소득, 교육, 가용시간, 사회적 지위가 
가족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권력이론은 집단역학이론(group dynamic theory)
에 근간을 두고 있다[16]. 이 이론에 따르면 상대적인 영
향력의 원천은 사회적  힘으로 전문성에 의한 힘, 합법적
으로 인정되어 생기는 힘, 준거의 기준이 됨으로 인해 생
기는 힘, 금전적 또는 보상 제공권을 가짐으로 생기는 힘, 
강압적인 힘을[16] 들고 있다.  

3.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인 가족관광시 의사결정자와 갈등유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관광 의사결정분야에서는 
Mathieson & Wall(1982), Van Raaij & Francken(1984), 

권용주(2001), 김복순 외(2005)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
다[18,22,1,2]. 이와 더불어 가족관광시 상이한 역할로 인
한 갈등유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Well & Gubar(1966), 
Cosenza & Davis(1981), 안종수(1995), Robbins(2002), 
Belch & Willis(2002), Hawkins & Coney(2004), Flurry & 
Burns(2005), 장호찬·라선아(2008)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이에 부합하는 4개의 연구가설을 설정[23,12,21,9,17,16,7]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항목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7문항, 제안자와 갈등 항목 13문항, 영향
력행사자와 갈등 15문항, 정보수집자와 갈등 12문항, 가
족관광시 발생할 갈등 13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척도는 
명목척도와 5점 리커트척도(①:매우 부정↔⑤:매우 긍정)
를 활용하였다.

가족구성원별
(총 5개 집단)

H2

H1

H3

가족관광 제안자
가족관광 영향력 행사자

가족관광 정보수집자

가족관광시 발생 갈등H4

[그림 2]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2 조사설계 및 자료처리

현 가족관광시 유발된 갈등변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임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가족관광의사결정시 갈등유발요인 가족관광시 유발되
는 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1차 조사로 현 우리나라 관광
학부에 재학중인 대학교수 50명을 중심으로 델파이 기법
(delphi technique), 전문가 표적조사(focus group 
interview)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2월
부터 2010년 2월까지 각 구성원별 유발 될 수 있는 갈등
유발요인 변수에 대하여 조사 및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
초변수를 중심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조작적 정의
를 거쳐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결혼을 한 상태로 가
정을 이루고 있는 대상만을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
구의 설문조사 지역 및 시기는 부산․경주․포항지역으
로 한정하였으며, 조사시기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
년 4월 30일까지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384
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부를 제외한 
33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입력을 거쳐, 사회과학조사분석 패키지인 
SPSS17.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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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족구성원에 따른 제안자와 갈등유발요인 차이검증
전체
평균

자녀가 
없음

취학전 
자녀

취학후 
자녀 성인 자녀 출가한 

자녀 f p

제
안
자
와 

갈
등
유
발
요
인

관광시기(기간/일정) 갈등 3.54 3.86 3.37 3.70 3.39 3.00 1.361 0.247

관광욕구 다양화로 인한 갈등
(관광목적지)

3.54 3.60 3.46 3.74 3.47 2.45 1.730 0.143

관광비용/지출 갈등 3.51 3.62 3.23 3.86 3.30 3.09 2.005 0.093

관광활동 갈등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3.42 3.54 L 3.53 L 3.71 H 3.09 L 3.27 L 2.469 0.045*

교육적 효과 추구로 인한 갈등 2.81 2.22 L 3.06 MH 3.35 H 2.52 LM 2.54 LM 6.771 0.000***

함께 참여할 동반자 선정 갈등 2.73 2.40 2.69 2.97 2.74 2.18 1.417 0.228

고급 관광상품 선호 갈등 2.63 2.34 2.58 2.66 2.77 2.45 0.662 0.619

해외 여행 희망 갈등 2.79 2.56 2.23 3.00 2.93 2.45 1.890 0.112

정보 신뢰성으로 인한 갈등 2.81 2.82 2.69 3.14 2.58 2.63 1.989 0.096

선물구매 등 쇼핑품목에 갈등 2.74 3.04 2.37 2.72 2.76 3.00 1.082 0.365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갈등 3.52 3.62 3.60 3.67 3.40 2.63 1.004 0.405

예약 및 정보수집자 선정에 대한 갈등 2.90 2.98 2.97 3.09 2.65 3.09 1.058 0.377

기타 1.31 1.06 1.25 1.41 1.38 1.00 1.568 0.182

주1) 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  주2) *P<0.05, **p<0.001, ***p<0.000에서 유의함
주3)L(low)<H(high)는 Duncan Grouping시 집단의 차이를 나타냄

4. 실증분석

4.1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응답
자의 성별은 남자 140명(42.4%), 여자가 190명(57.6%)이
였으며, 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 응답자 중 
110명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분류 명 % 구분 분류 명 %

성별 남성 140 42.4 부모
공양

예 110 33.3

여성 190 57.6 아니오 220 66.7

연령
20대 67 20.3

지난
1년
관광
횟수

없음 86 26.1

30대 91 27.6 1회-2회 151 45.8

40대 99 30.0 3-4회 43 13.0

50대 이상 73 22.1 5-6회 30 9.1

가족
생애
주기

자녀가 없음 50 15.2 7-8회 10 3.0

취학전 자녀 43 13.0 9회 이상 10 3.0

취학후 자녀 105 31.8

주요
활동

휴양/보양 141 42.7

성인 자녀 121 36.7 오락/유흥 32 9.7
출가한 자녀 11 3.3 교육/학습 37 11.2

관광
시기

주중 11 3.3 문화/예술 34 10.3주말 115 34.8 스포츠 19 5.8휴가 112 33.9
모험/체험 35 10.6자녀의 방학 57 17.3

기타 32 9.7공휴일 35 10.6

합  계 330 100.0 합  계 330 100.0

연령대는 40대가 99명(30.0%), 30대가 91명(27.6%), 
50대 이상(22.1%) 순으로 비교적 고른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생애주기별로는 성인(대학생-결혼전)자녀(121명, 36.7%), 
취학(초등-고등)후 자녀(105명, 31.8%), 자녀가 없음(50
명, 15.2%)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가족관광횟수로는 1-2회(151명, 45.8%)
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족관광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응답자도 86명(26.1%)로 상대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관광시기로는 주말(115명, 34.8%)
과 휴가기간(112명, 33.9%)으로 파악되었으며, 주요활동
으로는 휴양 및 보양(141명, 42.7%)로 상대적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 및 학습(37명, 11.2%), 모험 
및 체험(35명, 10.6%)순으로 관광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4.2 가설 검증

가족관광시 의사결정자와 제안자와의 갈등유발요인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한 결과 관광시기(기간/일정) 갈등
(m=3.54)과 관광욕구 다양화로 인한 갈등(m=3.54)로 가
장 높은 갈등을 보이고 있었으며,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
설갈등(m=3.52), 관광비용/지출 갈등(m=3.51), 관광활동 
갈등(m=3.42)순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가설1은 의사결정자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제안자와 
갈등유발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 관광활동 갈등(p=0.045)과 교육적 효과 추구로 
인한 갈등(p=0.000)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설1은 귀
무가설이 채택되었다[표 2].  

관광활동에 대하여 취학 후 자녀(m=3.71)로 가장 높은 
갈등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육적 효과 추구로 인한 갈등
에서는 취학 후 자녀(m=3.35), 취학 전 자녀(m=3.06)에서 
높은 갈등을 보이고 있었으나, 타 집단에서는 상대적 낮
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관광시 
의사결정자와 영향력자와의 갈등유발요인에 대하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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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족구성원에 따른 영향력자와 갈등유발요인 차이검증
전체
평균

자녀가 
없음

취학전 
자녀

취학후 
자녀 성인 자녀 출가한 

자녀 f p

영
향
력
자
와 

갈
등
유
발
요
인

가사노동 분담 갈등 2.75 2.94 2.97 2.92 2.50 2.09 1.928 0.105

직장문제 갈등 3.11 3.70 H 2.97 MH 3.44 MH 2.75 M 1.81 L 5.373 0.000***

경제적 갈등(관광비용) 3.51 3.92 H 3.55 MH 3.99 H 3.00 LM 2.63 L 5.917 0.000***

공간적 이동거리 갈등 3.70 3.68 3.83 3.90 3.51 3.54 0.822 0.512

건강제약 갈등(신종플루/안전문제) 3.23 3.34 3.13 3.31 3.14 3.54 0.310 0.871

관광교통 수단 결정 갈등 2.84 3.12 H 2.72 LH 3.14 H 2.58 LH 2.00 L 2.538 0.040*

관광시기(일정/기간) 갈등 3.66 3.76 3.51 3.80 3.61 3.27 0.423 0.792

관광목적지 선택 갈등(주변환경 등) 3.67 4.04 3.44 3.73 3.60 3.09 1.275 0.280

관광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갈등 3.23 3.42 H 3.37 H 3.49 H 2.97 H 2.09 L 3.105 0.016*

관광활동 갈등(체험/경험 프로그램 갈등) 3.24 3.48 3.48 3.31 3.09 2.36 1.749 0.139

교육적 효과 추구로 인한 갈등 2.89 2.38 LM 3.16 MH 3.40 H 2.63 LMH 2.00 L 6.449 0.000***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갈등 3.54 3.94 3.79 3.62 3.28 2.90 1.891 0.112

권한 갈등(각자 자기주장) 3.04 3.54 3.23 3.07 2.80 2.45 1.948 0.102

함께 참여할 동반자 선정 갈등 2.45 2.52 2.60 2.55 2.27 2.63 0.674 0.610

기타 1.25 1.16 1.23 1.21 1.33 1.27 0.435 0.783

주1) 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  주2) *P<0.05, **p<0.001, ***p<0.000에서 유의함 
주3)L(low)<H(high)는 Duncan Grouping시 집단의 차이를 나타냄

적 이동거리 갈등(m=3.70), 관광목적지 선택 갈등
(m=3.67), 관광시기 갈등(m=3.66), 숙박/식음료 등 편의
시설 갈등(m=3.54)순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함께 참여할 동반자 선정 갈등(m=2.45), 가사노동분담 갈
등(m=2.75)순으로 영향력자와 갈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가설2는 의사결정자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영향력자
와 갈등유발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정하였으
며, 분석결과 직장문제 갈등(p=0.000), 경제적 갈등
(p=0.000), 관광교통 수단 결정 갈등(p=0.040), 관광욕구
의 다양화로 인한 갈등(p=0.016), 교육적 효과 추구로 인
한 갈등(p=0.000)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설2는 귀무
가설이 채택되었다[표 3].  

직장문제 갈등에서는 자녀가 없는 가족(m=3.70)에서 
가장 큰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갈등, 
관광교통 수단 결정 갈등, 관광욕구의 다양화, 교육적 효
과 추구로 인한 갈등에서는 취학 후 자녀를 둔 가족에서 
영향력자와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보
편적으로 가족구성원별로 출가한 자녀를 둔 가족으로 갈
수록 영향력자와 갈등이 없는 반면, 취학 전․후 자녀를 
둔 가족에서는 상대적 높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적 효과 추구로 인한 갈등에
서는 취학 전 및 후 자녀를 둔 가족에서는 상대적 높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관광시 의사결정자와 정보수집자와의 갈등유발요
인에 대하여 숙박/편의시설 선호도 갈등(m=3.54), 관광욕
구다양화로 인한 갈등(m=3.43), 안전갈등(m=3.39), 관광
활동 갈등(m=3.36)등 순으로 갈등양상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한편 예약작 선정(m=2.59), 선물구매 등 쇼

핑정보의 갈등(m=2.76)순으로 정보수집자와 갈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3은 의사결정자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정보수집
자와 갈등유발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정하였
으며, 분석결과 가격지불의사 갈등(p=0.044), 교육적 효
과 추구로 인한 갈등(p=0.000)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
설3은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표 4].  

가격지불의사 갈등, 교육적 효과 추구로 인한 갈등에
서는 취학 전 및 후를 둔 가족에서 갈등양상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성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서는 정보
수집시 갈등유발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관광시 
의사결정자와 가족관광시 갈등유발요인에 대하여 관광시
기 변동 갈등(m=3.64), 편의시설 불만으로 인한 갈등
(m=3.42), 관광활동 변경으로 인한 갈등(m=3.41), 관광비
용 절감을 통한 갈등(m=3.37)순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선문구매에 대한 갈등(m=2.79), 여행 후유증으
로 인한 갈등(m=2.98), 자녀의주의 갈등(m=2.92)순으로 
가족관광시 갈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4는 의사결정자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가족관광
시 갈등유발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정하였으
며, 분석결과 관광비용 절감을 통한 갈등(p=0.003), 자녀
의주의 일정으로 인한 갈등(p=0.002)에서 차이를 보임으
로써 가설4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표 5]. 

관광비용 절감을 통한 갈등에서는 취학 후 자녀를 둔 
가족(m=3.89), 출가한 자녀를 둔 가족(m=3.45), 자녀가 
없는 가족(3.30)순으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자녀의주의 일정으로 인한 갈등에서는 취학 전 및 후 자
녀를 둔 가족에서는 상대적 높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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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족구성원에 따른 정보수집자와 갈등유발요인 차이검증
전체
평균

자녀가 
없음

취학전 
자녀

취학후 
자녀 성인 자녀 출가한 

자녀 f p

정
보
수
집
자
와 

갈
등
유
발
요
인

가격지불 의사 갈등(관광비용) 3.07 3.26 L 3.34 H 3.31 H 2.73  L 2.63 L 2.476 0.044*

관광욕구 다양화로 인한 갈등
(관광목적지)

3.43 3.48 3.44 3.55 3.33 3.09 0.372 0.829

교육적 효과 추구로 인한 갈등 2.87 2.34 L 3.25 H 3.31 H 2.61 LH 2.54 LH 5.478 0.000***

관광활동 갈등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3.36 3.30 3.62 3.49 3.23 2.63 1.307 0.267

구전에 대한 맹목적 선호로 인한 갈등 3.08 2.78 3.25 3.27 3.06 2.09 1.988 0.096

불확실한 여행정보 갈등(모호성 등) 3.17 3.06 3.39 3.44 2.99 2.36 1.856 0.118

숙박/편의시설 선호도 갈등 3.54 3.80 3.62 3.58 3.48 2.45 1.445 0.219

안전갈등(신종플루 및 안전사고 등) 3.39 3.32 3.62 3.45 3.33 2.81 0.519 0.722

세대차이로 인한 정보수집 갈등 3.05 2.80 2.81 3.22 3.14 2.45 1.322 0.262

선물구매 등 쇼핑정보에 갈등 2.76 2.98 2.65 2.79 2.70 2.54 0.420 0.794

예약자 선정에 대한 갈등 2.59 2.82 2.62 2.80 2.35 2.00 2.035 0.089

기타 1.23 1.00 1.30 1.29 1.26 1.00 1.517 0.197

주1) 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  주2) *P<0.05, **p<0.001, ***p<0.000에서 유의함
주3)L(low)<H(high)는 Duncan Grouping시 집단의 차이를 나타냄

[표 5] 가족구성원에 따른 가족관광시 갈등유발요인 차이검증
전체
평균

자녀가 
없음

취학전 
자녀

취학후 
자녀 성인 자녀 출가한 

자녀 f p

가
족
관
광
시

갈
등
유
발
요
인

관광비용 절감을 통한 갈등 3.37 3.30 L 3.20 L 3.89 H 3.00 L 3.45 L 4.033 0.003*

관광시기 변경 갈등(기간/일정등) 3.64 3.72 3.25 3.90 3.58 3.00 1.661 0.159

관광활동 변경 갈등 3.41 3.38 3.30 3.58 3.34 3.09 0.530 0.714

편의시설 불만으로 인한 갈등 3.42 3.50 3.67 3.56 3.23 2.81 1.147 0.335

관광후 불만족으로 인한 갈등 3.24 3.18 3.37 3.48 3.08 2.54 1.275 0.280

질병(안전)발생으로 인한 갈등 3.07 3.36 3.23 3.06 2.99 2.27 1.132 0.341

선물구매에 대한 갈등 2.79 2.78 2.62 3.00 2.69 2.72 0.717 0.581

동반자 심리적 갈등 3.20 3.32 3.02 3.37 3.14 2.45 1.019 0.398

미묘한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3.20 3.30 2.67 3.36 3.28 2.54 1.685 0.153

정보부족으로 인한 갈등 3.21 2.98 3.37 3.57 2.98 2.90 2.321 0.057

자녀 의주 일정으로 인한 갈등 2.92 2.24 L 3.23 H 3.27 H 2.85 LH 2.18 L 4.297 0.002*

여행 후유증으로 인한 갈등 2.98 2.74 3.39 3.19 2.80 2.36 1.970 0.099

기타 1.25 1.12 1.32 1.27 1.28 1.00 0.654 0.624

주1) 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  주2) *P<0.05, **p<0.001, ***p<0.000에서 유의함
주3)L(low)<H(high)는 Duncan Grouping시 집단의 차이를 나타냄

5. 결론

본 연구는 현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광시 발생되는 갈등
유발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가족간의 갈등유발요인의 예
측은 물론 이를 통해 변화된 가족관광시 상이한 갈등유
발요인확인은 관광행동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가족관광시 가족생애주기중 가족구성
원별 상이한 갈등이 유발됨을 규명할 수 있었다. 첫째, 제
안자와 갈등유발요인으로는 전반적으로 관광시기, 관광
요구의 다양화, 관광비용/지출문제, 관광활동 등에 갈등
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출가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예
약 및 정보수집자 선정 및 쇼핑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영향력자와 발생된 갈등으로는 
공간적 이동거리, 관광목적지 선택, 관광시기, 편의시설 

등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었으며, 출가한 자녀를 둔 가
정에서는 건강제약 등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정보수집자와는 편의시설, 관광욕구의 
다양화, 안전갈등, 관광활동 등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
었으며, 마지막으로 가족관광시 발생되는 갈등으로는 관
광시기 변경, 편의시설 불만, 관광활동 변경, 관광비용 절
감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관광학 측면 즉, 관광객
행동론 이해측면에서 가족관광시 가족생애주기별 의사결
정자와 각 구성원들간 상이한 갈등유발요인을 규명하였
다. 이는 많은 영역에서 가족 민주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가족관광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이런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 실제적 다른 학문의 영역과 접목
하여 부분적이고 전문적인 이해를 돕는 교차 학문적 차
원에서 관광현상을 올바르게 관찰, 분석, 개념정립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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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족구성원에 따른 갈등유발요인 분석 결과
갈 등 유 발 요 인

제안자 갈등유발요인 영향력자 갈등유발요인 정보수집자 갈등유발요인 가족관광시 갈등유발요인

가
족
구
성
원
별

전체
집단

-관광시기(기간/일정)

-관광욕구 다양화
-관광비용/지출
-관광활동

-공간적 이동거리
-관광목적지 선택
-관광시기(일정/기간)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숙박/편의시설 선호도
-관광욕구 다양화
-안전갈등
-관광활동

-관광시기 변경
-편의시설 불만
-관광활동 변경
-관광비용 절감

자녀가 
없는 가족

-관광시기(기간/일정)

-관광비용/지출
-관광욕구 다양화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관광목적지 선택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경제적(관광비용)

-직장문제

-숙박/편의시설 선호도
-관광욕구 다양화
-교육적 효과 추구
-안전갈등

-관광시기 변경
-편의시설 불만
-관광활동 변경
-질병(안전)발생

취학 전 
자녀의 가족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관광활동
-관광욕구 다양화
-관광시기(기간/일정)

-공간적 이동거리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경제적(관광비용)

-관광시기(일정/기간)

-숙박/편의시설 선호도
-안전갈등
-관광활동
-관광욕구 다양화

-편의시설 불만
-여행 후유증
-관광후 불만족
-정보부족

취학 자녀를 
둔 가족
(초등 - 고등)

-관광비용/지출
-관광욕구 다양화
-관광활동
-관광시기(기간/일정)

-경제적(관광비용)

-공간적 이동거리
-관광시기(일정/기간)

-관광목적지 선택

-숙박/편의시설 선호도
-관광욕구 다양화
-관광활동
-안전갈등

-관광비용 절감
-관광시기 변경
-관광활동 변경
-정보부족

성인자녀를 
둔 가족
(대학생/결혼전)

-관광욕구 다양화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관광시기(기간/일정)

-관광비용/지출

-관광시기(일정/기간)

-관광목적지 선택
-공간적 이동거리
-숙박/식음료 등 편의시설

-숙박/편의시설 선호도
-관광욕구 다양화
-관광활동
-안전갈등

-관광시기 변경
-관광비용 절감
-관광활동 변경
-미묘한 세대차이

출가한 자녀를 
둔 가족

-관광활동
-관광비용/지출
-예약 및 정보수집자 선정
-선물구매 등 쇼핑품목

-공간적 이동거리
-건강제약
-관광시기(일정/기간)

-관광목적지 선택

-안전갈등
-관광활동
-관광욕구 다양화
-선물구매 등 쇼핑정보

-관광비용 절감
-관광시기 변경
-관광활동 변경
-정보부족

주) 가족구성원별 가족관광시 갈등유발요인 평균을 중심으로 4위까지 기술

일반화를 통해서 체계화가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가족관광의사결정시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둘째,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셋째, 
가족간의 갈등유발요인의 예측으로 가족간의 의사결정시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가족
을 소비단위의 하나로 생각할 때, 가족간 발생되는 갈등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많은 관
광산업의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예를 들
면, 가족구성원에 따라 상이한 역할관계는 관광상품구매
시 일반적으로 고관여상품 구매와 같이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고 개입되는 중요변수가 많다. 그러므로 가족관광
에 대한 관광마케팅전략은 시장 세분화와 표적시장선정
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요변수 중 하나인 가족구조에 따라 시장을 세
분화 한 후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여행상품 구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유효한 전략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권용주, "가족여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주부의 영
향력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7, 2001.

[2] 김복순․장호찬․이소연. "가족관광의사결정에 있어서 자
녀의 영향력", 관광학연구 19(2), 2005. 

[3] 송재호. “지방정부의 관광정책 이해집단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6. 

[4] 안종수, “도시가족의 여가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관
광학연구 18(2), 1995.

[5] 정종수. “가족관광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6] 한국관광공사.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서울: 한국
관광공사, 2009.

[7] 장호찬․라선아. “관광객행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

[8] Assael, H. “Acquir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In 
H. Assael (Ed.),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5th ed.) (161–.193). New York: PWS-KENT 
Publishing, 1998.

[9] Belch, M., & Willis, L. “Family Decision at the 
Century: Has the changing structure of household the 
family decision-makingproces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2(2), 2002.

[10] Blood, R. D. & D. M. Wolfe, “Husbands and 



가족관광시 의사결정자와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유발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2443

Wiv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0.
[11] Buhalis, D. “Marketing the Competitive Destination 

of the Future”, Tourism Management vol. 21, 2000.
[12] Cosenza R. M. & Davis, “Family Vacation Decision 

Making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Decision 
and Influence Structure Analysi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0. 1981.

[13] Coser. R. Laub. "The Family: Its Structures & 
Func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4,

[14] Davis. H. L., & Rigaux, B. P.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1974.

[15] Dellaert, B. G. C., Ettema, D. F., & Lindh, C. 
"Multi-Faceted tourist travel decisions: A 
constraint-based conceptual framework to describe 
tourists' sequential choices of travel components" 
Tourism Management 19(4), 1998.

[16] Flurry, L. & Burns, A. "Children's Influence in 
Purchase Decision: A Social Power Theory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5), 2005. 

[17] Hawkings, D. I., Best, R. J., & Coney, K. A.  
"Consumer Behavior: Building Marketing Strategy", 
New York: McGraw-Hill/Irwin(9th ed.),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2004.

[18] Mathieson, A., & Wall, G.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London & New York: 
Longman, 1982.

[19] Qualls W. J., "Changing Sex Roles: The Impact 
upon Family Decision Mak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2, 1987.

[20] Reiss. I, L., "The Universality of the Family: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1965.

[21] Robbins, S., "Organizational Behavior.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2002.

[22] Van Raaiji. W F., & Francken. D. A. "Vacation 
Decision, Activities and Satisfac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 1984.

[23] Wells, W. D., & Gubar, G. "The life cycle 
concep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 1966.

채 예 병(Chae, Ye-Byeong)               [정회원]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
영학과 졸업(석사)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
영학과 (관광학 박사)

• 1975년 1월 ~ 2000년 4월 : 한
국관광공사 인사부장, 조사편찬
실장, 감사실장 등 역임

• 2005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
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관광마케팅, 관광자원 및 관광정책 등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