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LO! 한 번 뿐인 인생, 당신은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세영(경기대학교 응용정보통계학과) 김효정(경희대학교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Ⅰ. 주제 선정 배경

Ⅱ. 수행 방법
1.기본 계획 구성
•
Yolo족 관련 기사
•
아이디어 도출 후 추진
2.여가활동 데이터 수집
•
20-30대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
•
문화체육관광부
3.진행 일정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향후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6%로 나타났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한 번 사는 인생을 즐기며 살자는 의미를 가지는
신조어이다. 최근 20-30대 사이에 YOLO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여가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7/9
사전 정보
수집

따라서 우리는 YOLO족이라는 Life Trend를
인식하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지 분석해보았다.

Ⅲ.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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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계획
수립

응답자의 여가시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까?

1. 기본통계량

7/23-7/30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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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5. 다중 회귀분석 / 잔차분석
응답자의 성별,연령,소득,여가시간이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까?

설문지 응답자 분석

STEP 1

설문지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무작위로 선별한 20-30대 표본
168명 중 남자 28%, 여자 72%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하
는 활동으로는 콘서트나 음악회와 같은 문화생활 37.3% ,여
행 25.5%로 이 두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 외에
게임 11.8%, 운동 9.8%, 독서 2.0%, 기타 13.7%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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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제작

STEP 2

분산분석 결과 F값이 12.3이고, 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 H0 를 기각한다. 따라서 응답자의
여가시간에 따라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2표본 T검정

기술 통계량 : 응답자의 소득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까?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STEP1에서 여가시간을 제외한 모
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인 성별,소득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STEP2에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며 회귀모형도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STEP1보다 STEP2에서 R-제곱의 값, 즉 결정계수의 값
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STEP2에서 VIF의 값이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회귀모형의 방정식은
만족도 = 1.982+0.336*연령1+0.2629*여가시간이다.

전체 응답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약 51만원으로 나
타났다.
기술 통계량 : 응답자의 여가시간

전체 응답자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3.4시간
으로 나타났다.

2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0.44이고 P-값이 0.663으로 유의수
준 α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H0 를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관분석 / 단순 선형회귀분석
2. 분산분석

응답자의 연령과 만족도가 관련이 있을까?

응답자의 소득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까?

분산분석 결과 F값이 2.62이고P-값이 0.037 로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 H0를 기각한다. 따라서 응답자의
소득에 따라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P-값이 0.004로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며
Pearson상관계수의 값이
0.221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답
자의 연령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P-값이 0.004로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 H0를 기각한다. 즉, 회
귀모형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잔차분석 결과 잔차 그림
을 통하여 잔차의 기본가
정인 정규성, 등분산성, 독
립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최종회귀모형은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6. 기타분석

응답자중 본인이 YOLO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다수인 56%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의 응답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와 ‘YOLO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가 각각
16%를 차지했다.

Ⅳ. 결론 및 제언
● 분산분석결과 응답자의 소득과 여가시간에 따라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2-표본 T검정의 결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연령과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2.841+0.355*연령의
회귀방정식을 통해 연령이 1 증가할 때 만족도는 0.35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 만족도=1.982+0.336*연령+0.2629*여가시간의
회귀방정식을 통해서 연령이 1증가할 때 만족도는 0.336만큼 여가시간이 1 증가할 때
0.2629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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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YOLO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때에는 남녀에는 구별 없이 소득이 높고
여가시간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기타분석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YOLO에
제약을 가장 크게 준다는 결과를 얻었으므
로 저가 마케팅이 경쟁력이 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