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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자는 구매 행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 대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일반적으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외적요인은 소비자가 처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그리고 상황적 특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문화적 특성
이라고 조민호(2007)는 말하였다. 여기서 문화적 특성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국가를 경계로 하는 것과 나이일 것이다.
Lee와 Ulgado(2008)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의 서비스
에 대한 기대 및 평가를 연구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고객의 국적에 따른 기대와 평가의 차이
를 보였다. Wallisch(2005)는 겜블링 성향에 있어 나이와 성별 그리고 인종 간 차이가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Wallisch(2005)의 연구에서처럼 국적, 나이 그리고 성별에 따
라 고객이 카지노 선택 시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으리라 여
겼으나 한국 카지노 고객의 절대 다수가 남성인 관계로 성별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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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국적 및 성별에 따라서 다른 카지노 상품 구매선택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 국적별, 연령별 고객의 성향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지노 마케팅의 국적별, 연령별 차별화를 실시한다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한국 카지노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방문하는 고객들 중 수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70% 이
상)이고 2위에 해당하는 국가가 중국20%) 이다. 나머지 약 10%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재
외한국인, 서구인 그리고 동남아인이다(이종주, 2004). 서울 소재 W 카지노가 이용객 및 매
출액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카지노인데 2004년 이 카지노의 주요 국가별 이용고객 분포
는 일본인(65%), 중국인(중국본토인, 대만인, 홍콩인을 포함, 15%), 재외한국인(10%), 서구
인(주로 미국인 및 유럽인, 5%), 동남아 고객(5%)으로 구성되었다(김성섭, 2003). 따라서 연
구의 대상은 현재 한국 카지노 고객 점유 1위인 일본과 카지노 고객 수에 있어 큰 격차를 보
이는 2위를 점하고 있으나 고객 증가율이 높으며 커다란 불확실성과 더불어 많은 성장잠재
력을 지닌 중국고객으로 제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일본과 중국에서 온 고객을 대상으로 국적에 따라 이들이 카지노
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차이, 선호하는 게임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의 확인을 통해 영업상 부진을 겪고 있는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주요 고객 배출국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두 국가에서 온 고객들의 연령별 카지노 선택 요인과 선호게임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차이의 유무를 확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함으로서 고
객 세분화 및 서비스 차별화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인천 그
리고 제주도에 위치한 4곳의 카지노 마케팅 담당자와의 대면 인터뷰와 아울러 중국과 일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여 논문을 전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카지노 고객 관련 선행 연구
시장의 특성 비교는 기업과 고객 그리고 다른 환경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리하여 기업
과의 거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세부시장으로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이다(Frank, Massy &
Wind, 1997, 정광석, 2002). 즉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의 개발을 위하여 전체시장을 상품에 대
한 욕구가 동질적인 부분시장으로 나누는 전략수립의 과정이다. 시장의 특성비교를 함으로
서 고객욕구를 더 정확히 충족시킬 수 있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
원을 최적의 세분시장에 적절히 투입함으로서 경쟁우위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

일본과 중국 고객의 카지노 선택 고려 요인 분석

으로 시장특성 비교는 인구 통계적 특성의 차이분석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행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지노 분야에 있어 특성비교는 다음과 같다. 방한중국관광객의 카지노시장 특성이란 주
제로 정광석 외 1인이 연구하였다.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인과 비방문자들의 여행행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사회경제적 사항, 일반적 여행행태에 의한
성향 판단정도(Morrison, Braulich, Cal & O`Leary, 1996: Deborach & Pamela, 1998: 김우
곤, 1998)에 따라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의 프로파일을 밝
히고자 하였다.
조문수와 정휘권(2002)은 카지노 고객의 유형과 국적에 따른 호텔선택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일본고객, 중국고객 그리고 재외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카
지노 방문객의 유형을 카지노 여행객, 개별여행객, 패키지 투어 및 교육 및 인센티브 여행으
로 분류하였다.
김성섭외 2인(2001)이 서울 W 카지노의 베테랑 딜러들을 대상으로 국적별 카지노 고객들
의 행태분석을 비교하였다. 카지노 이용객의 행동을 나타내는 28개 문항은 응답자가 각기
다른 5개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문항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표시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GLM(General Linear
Model) 분석을 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카지노 종사원이 관찰한 국적별 카지노 고객
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종주(2003)는 그의 카지노 CRM 전략연구란 주제의
학위논문에서 현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주 고객인 일본 및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한
CRM 방안을 마련하였다. 설문을 통해 국적에 따른 카지노선택 선호요인이 다름이 확인되었
으며 이에 의해 국적에 따라 다른 고객접근 및 마케팅 방안 마련이 요구됨을 분석하였다. 연
령의 차이에 따른 카지노시장에 대한 특성비교 연구로는 Thomson(1998)이 미국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령별 및 성별 겜블링 성향과 중독성에 대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겜블링 성향과 중독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Roel(1994)은 장년
층 고객들에 비하여 젊은 고객들은 감각적이며 변화에 민감한 성향을 지니며 이들은 복잡한
테이블 게임규칙을 모르므로 슬럿머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의 연구를 통해 밝혔다.
Turco와 Riley(1996)는 시카고 지역 선상 카지노 방문자의 카지노 선택 요인과 선상카지
노 게임외의 대안적인 선택활동 유형을 분석하고 방문빈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Richard와 Adrian(1996)은 Churchill(1979)의 속성 개발 연구, 카지노 게임 소비자, 카지노
종사원등을 통해 카지노 재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27개 속성을 도출하였
다. 이 도출된 속성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6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6개의
요인 중에서 게임, 위치와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정규협(1999)은 한국 카지노 산업 정상화를 위한 실증연구에서 11개의 한국 카지노 평가
속성을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야간활동 및 오락, 게임시설의 다양성, 호텔의 쇼와 여흥,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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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딜러의 친절성, 딜러의 전문성, 딜러의 회화능력, 카지노의 안전성, 카지노의 전반적
시설, 전반적인 호텔가격, 식음료 종사원의 질을 속성으로 보고 이를 4개의 요인으로 나누었
다. 4개의 요인은 여흥 및 게임시설, 딜러의 질, 안전성 및 전반적 시설 과 가격 및 식음료
종사원의 질이다. 본 논문은 위의 카지노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와 카지노에 근무하는 전문
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7개의 고려 요인을 선정하였다. 7개의 카지노 선택 고려 요인
은 승율, 직원의 친절, 카지노내의 식음료, 내부인테리어, 게임종류, 카지노 부대시설과 콤프
제공 등이다.

2. 국적별 고객특성
1) 중국고객의 특성
중국은 카지노 산업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마작과 경마와 같
은 게임산업은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오락문화로 정착되어 있다(中國國家旅遊局, 2000: 정광
석, 2002). 이러한 문화적 상황은 도박게임장인 카지노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으며 쉽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카지노업계에게 이런 중국인의 게임문화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저렴한 접근비용은 중국시장 개척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위
락을 목적으로 한 휴식관광(스키, 테마파크)과 부유층 자녀들의 한류·이벤트관광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한국관광공사, 2004) 하는데 이중 카지노를 방문하는 경우는 위락을 목적으로
한 휴식관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Gilbert와 Tsao(2000)는 환대산업에서 조직행동에 관한 문화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주요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호텔을 선택할 때
에 중국 고객들은 가격과 상표명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반면에 서구인은 객실크기, 안전,
쇼핑장소의 근접성이나 위치와 같은 상품의 특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중국고객들
은 상품을 선택할 때에 상품 질의 신뢰성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었다.
제주도에 위치한 G 카지노의 마케팅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월별로 약 900명 정도
의 고객이 방문하며 고객의 약 70%이상이 일본인이며 그 외 고객 중 중국인이 약 20%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인천, 부산과 제주도에 소재한 마케팅 담당자들의 말에 따르
면 VIP 고객은 주로 일본인 고객이며 고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게임시간과 게임에 소비
하는 돈의 액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수적으
로 열세이나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금으로 게임을 즐기며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게임을 한
다고 한다. 중국인 고객들은 혼자서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른 고객들의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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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기를 선호하며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블에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중국인 고객들은 무리지어 카지노 업장을 돌아다니는 경향을 심하게 보이며
베팅시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베팅 액수의 기복이 심하다. 중국인 고객들은 칩을 살 때 지급
되는 기념품에 관심이 높으며 게임에 승리하였을 때 딜러에게 제공하는 팁에 인색한 경향을
보인다. 중국인 고객들은 스스로 음료수를 가져다 마시는 성향을 보이며 탄산음료를 좋아한
다고 한다. 또한 중국인 고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며 게임하는 테이블 주위가 다른 고객들
에 비해 덜 정돈되었다고 말한다(김성섭, 2001).

2) 일본고객의 특성
중·장년층의 남성들이 카지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구구조에 있어 노년층 인구가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이종주, 2003). 일본인 고객들은 딜러의 지시를 가장 잘 따르는 경
향을 보이며 혼자서 게임하는 것을 비교적 선호하며 조용한 고객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본인 고객들은 종사원들에게 팁을 주는데 관대하며 알코올 음료를 선호하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일본고객이 가장 오랫동안 한 테이블에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인들은 음료서비스를 제공한 웨이츠리스에게 팁을 주는 경향을 보인다. 일
본인 고객들은 칩을 교환할 때 교환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높으며 한번
에 많은 금액의 액수를 교환한다(김성섭, 2001).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잃거나 땄을 경우 게
임을 정리하는 성향을 보인다.
서울, 부산, 인천과 제주도에 위치한 카지노의 마케팅 담당자들에 따르면 VIP 고객들 중
에는 여전히 일본인 고객들이 많다고 한다. 현재는 일본인 고객은 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
으나 게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베팅 액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3. 연령에 따른 특성 차이
요즘 20대와 30대 초반에 속하는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감각적 성향을 지녔으며, 변화를
선호하며, 어렵고 복잡한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젊은층들이 가지는 이런 특성
이 복잡한 카드게임 기피와 단순하고 감각적인 요소가 적당히 가미된 슬럿머신을 선호하게
한다. 따라서 미국 카지노는 이런 젊은이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카드게임의 룰을 단순화시키
고 좀더 다양한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슬럿머신에 관심을 두고 있
다(Roel, 2002).
한국관광공사의 외래 관광객에 관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방문객들은
연령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 한국에서의 관광활동 및 소비액수에 있어 차이를 보인
다(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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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2002)은 일반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노출경험이 언제였느냐에 따라 카지노에 대
한 선호와 친밀감에 대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Wallisch(2003)는 겜블링 성향에 있어 나
이와 성별 그리고 인종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린나이에 게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이후에 있어 카지노에 대한 중독 성향이 높다는 것도 연구되었다(Arcuri, Lester &
Smith, 1985: Jacobs, 1989).

III. 실증분석
카지노 마케팅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던 서울, 부산, 제주 그리고 인천에 위치한 카
지노 4곳에 모두 설문지의 배포를 시도하였으나 카지노 내부 방침 상 3곳에서는 설문지를
배포할 수 없었다. 설문을 받을 수 있었던 카지노는 인천 소재 O카지노였다. 총 배포 설문지
의 수는 300부였으며 설문기간은 2009년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였다.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231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성의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을 위해 이
용한 설문지의 수는 222부였다. 설문분석을 위해 이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0.0이며 사
용한 통계분석은 빈도분석과 다중응답교차분석이다.

1. 인구 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22명의 응답자 중 여성은 33명으로 14.9%, 남성은 189명으로 85.1%이다.
222명 중 결측된 1인을 제외한 221명의 응답자 중 일본인이 158명으로 약 72.4%, 중국인이
63명으로 약 27.6%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9명으로 31.1%를 차지하고 다음이 30대가 65명
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다. 50대가 11.3%로 25명이다. 61세 이상도 15명으로 6.7%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세미만도 1명으로 0.4%였다. 원칙적으로는 20세 이하의 카지노 방문이 불가
능하다.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응답자중 고졸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36%, 고졸이
하가 6.3%이며 대학원 이상도 5.4%가 되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32.9%로 가장 많
으며 자영업 및 기업인이 22.1%, 다음이 농림수산업으로 9.0%이다. 그 다음이 전문직으로
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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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 통계적 특성

<

성 별
국 가
연 령
학 력

직 업

구

분

여성
남성
일본
중국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
대학원이상
회사원
기업인
농림수산업
전문직
공무원
기술직
학생
기타

빈 도(명)

33
189
158
63
1
47
65
69
25
15
14
91
81
25
11
73
49
20
17
16
4
2
42

비 율(%)

14.9
85.1
71.5
28.5
0.4
21.2
29.3
31.1
11.3
6.7
6.3
41
36
11.3
5.4
32.9
22.1
9.0
7.7
7.2
1.8
0.9
18.5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중 다른 나라 카지노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1명으로 전체
의 약 68%였으며 모든 설문 응답자들이 이전에 한국 카지노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20회 이상을 방문한 고객도 6명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다수의 사람들이 비교적 카지노와
게임에 대해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관계없이 카지노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승률이 99명으로 44.6%,
직원의 친절이 79명으로 35.6%, 내부인테리어 17명으로 7.7%, 카지노내의 식음료도 17명으
로 7.7%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중 방문 시 평균게임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은 60명으로
27%, 5-6시간이 두 번째 많은 59명으로 26.6%, 세 번째가 7-8시간으로 54명 순이다. 10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는 사람은 14명으로 4.5%이다. 5,000달러 이하의 게임비용을 소비하는 경
우가 182명으로 85.6%에 달하였다. 이중에서 20달러 미만을 게임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4명으로 5.9%이었다. 1회 카지노를 방문 하였을 때에 사용하는 게임비용을 보면 848,400 달
러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도 2명이 있었다. 설문응답자 중 내기게임을 보통이상으로 즐긴다는
응답이 약 72.9%로 162명이었다. 테이블게임을 보통이상으로 즐긴다는 응답이 약 92.34%로
205명중 슬럿머신을 보통이상으로 즐긴다는 응답이 약 89.6%로 1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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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별 분류
1) 카지노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

다음으로 국적에 따른 카지노 이용 시 중요한 고려사항의 차이를 살펴 보았고 이의 확인
을 위해 다중응답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적에 따라 고려사항의 중요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일본인들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선택한 사항은 카지노내의 식음료
였으며 다음이 승률, 세 번째가 내부 인테리어였다. 중국의 경우는 직원의 친절이 가장 빈번
히 중요하다고 고려한 사항이었으며 다음이 승률, 세 번째가 내부 인테리어임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상외로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식음료가 중요한 카지노 선택시의 고려 요인으
로 양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2> 국적별 카지노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복수응답)

<

구 분

일 본

승률
직원의 친절
카지노내의 식음료
내부 인테리어
게임 종류
카지노 부대 시설
콤프 제공

67
62
76
63
55
27
23

중 국

31
41
21
30
24
8
16

합계 : 명(%)

98(18.0)
103(18.9)
97(17.8)
93(17.1)
79(14.5)
34(6.4)
39(7.2)

2) 선호게임

국적에 따라 즐기는 게임 종류의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응답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의 결과 국적별로 선호하는 게임의 종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은 룰렛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이며 다음이 블랙잭이며 그 다음이 바카라 순이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바카라
를 즐기는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룰렛과 블랙잭의 순이다. 일반적으로 테이블
게임의 꽃이라 불리는 바카라에 대한 확실하게 국적별 선호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 국적별 선호게임 종류(복수응답)

<

게임 종류

블랙잭
바카라
룰렛
슬럿 머신
다이사이
빅휠
포커

일 본

60
57
101
20
35
4
6

중 국

8
54
3
2
0
0
0

합계:명(%)

68(19.4)
111(31.7)
104(29.7)
22(6.3)
35(11.9)
4(1.1)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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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분류
1) 카지노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

연령에 따라 카지노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의 분석을 위해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도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30세의 연령
층은 카지노 종사원의 친절과 게임승률에 많은 관심을 두며, 31-40세의 연령층에 속하는 고
객들은 종사원의 친절과 내부인테리어, 41-50세에 속하는 고객들은 내부인테리어와 종사원
의 친절, 51-60세에 속하는 고객들은 내부인테리어와 게임 종류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
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61세 이상은 게임종류와 카지노 내부 식음료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연령별 카지노 선택 시 중요 고려 사항(복수응답)

<

구분

승률
종사원 친절
카지노식음료
인테리어
게임 종류
부대시설
콤프 제공

2) 선호게임

20세이하

1
0
1
0
1
0
0

21-30

23
22
18
18
18
13
9

31-40

28
32
29
31
21
12
11

41-50

32
28
35
24
21
4
15

51-60

9
17
6
24
21
4
15

61세이상

6
5
8
5
9
4
0

합계
:명(%)

99(18.1)
104(19.0)
97(17.7)
93(17.0)
79(14.4)
35(6.4)
40(17.3)

연령별로 선호하는 게임에 있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응답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라 선호게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 연령층에서 도박의 꽃이라 불리는 바카라를
고루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호하는 게임의 순위는 21-30세와 31-40세에선 바카
라, 룰렛, 블랙잭의 순으로 선호순위는 1, 2, 3위가 동일하다. 그러나 41-50세에 해당하는 고
객들은 룰렛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이 바카라, 다이사이이다. 51-60세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바카라, 룰렛 그리고 블랙잭의 순이며, 61세 이상은 룰렛, 블랙잭과 바카라의 선호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전 연령층에서 균일하게 슬럿머신, 빅휠과 포커를 즐기는 사람의 수가 다
른 게임에 비해 상당히 적음을 아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국 카지노의 경우 슬럿머신
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는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 부산, 인
천 그리고 제주도에 위치한 카지노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슬럿머신 매출액은 전체 카지노매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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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령별 선호게임 종류(복수응답)

<

블랙잭
바카라
룰렛
슬럿머신
다이사이
빅휠
포커

20세이하

0
0
1
0
0
0
0

21-30

11
24
19
2
6
0
1

31-40

26
31
30
6
4
0
2

41-50

18
33
35
7
19
1
1

51-60

7
16
8
2
4
2
2

61세 이상

7
7
11
5
2
1
0

합계:명(%)

69(19.1)
111(31.6)
104(29.6)
2(6.3)
35(10.0)
4(1.1)
6(1.7)

I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카지노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중요 요소가 국적과 연령에 따라 다름을 개별적인 마케팅
담당자의 면담과 설문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일본인들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선택한 사항은 카지노내의 식음료였으며 다음이 승률, 세 번째가 내부 인테리어였
다. 중국의 경우는 직원의 친절이 가장 빈번한 고려사항이었으며 다음이 승률, 세 번째가 카
지노내의 식음료임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상외로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식음료가 중요
한 카지노 선택시의 고려요인으로 양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의 확인을 통해 고객
마케팅을 실시할 때 국적별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마케팅과 고객서비스가 요구된다.
국적별 선호게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본인은 룰렛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이며 다음이 블
랙잭이며 그 다음이 바카라 순이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바카라를 즐기는 응답자의 수가 가
장 많으며 그 다음이 룰렛과 블랙잭의 순이다. 또한 카지노 마케팅 담당자에 따르면 일반적
으로 일본인들은 중국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테이블배
치에 있어 다른 게임의 선호와 국적을 고려해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카지노 마케팅 담당자들에 따르면 중국고객과 일본고객의 게임방식과 게임에 대한 사고
방식도 다르다. 일본인들은 게임시간, 게임비용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건전한 여가문
화의 하나로 정착하였고 일정 액수의 돈을 따거나 잃게 되면 게임을 중단한다. 반면에 중국
고객의 경우는 게임시간, 게임비용이 일본고객에 비해 길고 많은 편이며 단순한 재미보다는
돈을 따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가지고 온 돈을 모두 게임에 소비하는
고객이 많다고 한다. 국적별 게임태도 및 게임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
로 이런 차이를 고려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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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고객과 중국고객 차이분석

<

국적별 고객 차이

일반적
게임
일본 특성
카지노
선택요인

일반적
게임
중국 특성

카지노
선택요인

· 카지노에서 예의바르며 매너를
잘 지킨다.
· 다양한 여가생활의 하나로 카지
노 문화가 정착되었다.
· 방문고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불황의 여파로 게임시간 및
게임에 소비하는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 중국인과 동석하여 게임을 즐기
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 카지노내의 식음료, 승률, 내부인
테리어 순으로 중요성을 보인다.
· 많은 고객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다양
한 부문에서 종사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 방문객수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중국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성
향을 보인다.
· 카지노가 불법화되어 있으나 마작
등의 게임 문화는 일반화 되어 있다.
·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카지
노 게임을 인식한다.
· 모든 분야에서 한국 카지노에 대
한 만족도가 높다.
· 직원의 친절도, 승률, 내부인테리
어의 순이다.

라 차별화된 마케팅
· 일본고객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카지
노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이 이
유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 좀더 세심하며 고급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식음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므로 그들의 취향을 살핀 음식 및 메
뉴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급격한 노령화의 진행으로 향후 노
인층의 카지노 방문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한 마케팅
정책이 요구된다.
국적에 따

· 전반적인 한국 카지노에 대한 만족
도가 높으므로 아직은 중국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서
비스가 유효하다.
· 아직 여러 가지 해외여행에 관련된
일에 경험이 부족하여 종사원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하므로 이런 서비
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
· 중국내부사정상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
고객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연령에 따라서도 카지노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과 카지노에서 선호
하는 게임의 종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연령층에 속하는 고객들에게 마케
팅을 전개하거나 서비스를 할 때 이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과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일본의 경우 급속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을 방문
하는 카지노고객들의 연령대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도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의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를 하
였으나 설문을 받는데 성공한 곳은 인천에 위치한 O 카지노 한 곳이었다. 이로서 설문의 결
과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 카지노 마케팅 담당자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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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를 검토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7개의 카지노 선택 요인을 임의로 선정하였으
나, 다수의 카지노 속성을 도출하고 이 도출된 속성을 요인 분석하여 카지노 선택 요인을 축
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이 미약하였다. 추후의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이 부분의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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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Japan and China Customer`s Casino Choice Consideration Factors
Yoon, Ye-Song

There are 16casinos in Korea and there are many casino customers from various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and East-South Asia. But the main countries that produce most of
customers in Korea casino are Japan and China.
So, the study objects of this paper are limited within customers from Japan and China.
There are two main purposes that I want to confirm through this paper. The first thing is
to make sure if customer`s consideration factors when customer chooses a casino and if
customer`s preference game differ, according to nationality. And the second thing is to make
sure if customer`s consideration factors when customer chooses a casino and if customer`s
preference game differ, according to age. I hope that it can supply a theoretical basis required
so that a casino carries out different and various marketings to customers from nation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to customers of various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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