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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의 쇼핑행동특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을 읽으신 후 귀하의 의견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처리에 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 구 자 김정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박시사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다음은 귀하의 이번 제주도 여행이번 제주도 여행이번 제주도 여행이번 제주도 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이번 여행목적여행목적여행목적여행목적은 무엇입니까 휴양 관람 회의 및 업무 친구 친지방문

기타

귀하의 여행형태여행형태여행형태여행형태는 개별여행 단체여행

이번 제주도에서의 여행기간제주도에서의 여행기간제주도에서의 여행기간제주도에서의 여행기간은 박 일 박 일 박 일

박 일 이상

귀하의 총 여행경비총 여행경비총 여행경비총 여행경비는 얼마입니까 만원

귀하께서는 이번 여행에 누구와 함께누구와 함께누구와 함께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혼자 친구 가족 친지 회사동료 모임 기타

귀하께서는 이번 방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주도에 몇 번 방문제주도에 몇 번 방문제주도에 몇 번 방문제주도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처음 회 회 이상

▣ 다음은 귀하의 전통시장에서의 쇼핑전통시장에서의 쇼핑전통시장에서의 쇼핑전통시장에서의 쇼핑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한 목적전통시장을 방문한 목적전통시장을 방문한 목적전통시장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행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제주토산품 특산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주의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여행코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인의 추천으로 여행사 등의 추천으로

기타

귀하께서는 전통시장 쇼핑에 누구와 함께누구와 함께누구와 함께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혼자 방문함 친구 가족 친지 회사동료 모임 기타

귀하께서는 전통시장 방문을 위해 어떤 교퉁수단을 이용어떤 교퉁수단을 이용어떤 교퉁수단을 이용어떤 교퉁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렌트카 버스 택시 여행사 버스 도보 기타

귀하는 이번 전통시장 쇼핑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정보를 주로 어디서정보를 주로 어디서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가이드북 팜플릿 브로셔 기내잡지 여행사 소개 친구 및 친지의 소개

기타

귀하는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셨습니까

시간미만 시간 시간 시간 이상

귀하는 전통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어떤 상품을 구매어떤 상품을 구매어떤 상품을 구매하셨습니까 복수응답가능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의류 기타



다음은 귀하께서 방문한 전통시장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전혀중요하

지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상품품목의 다양성

상품가격의 적절성

상품의 품질

시장의 명성

전통시장의 위치

전통시장의 접근성

시장의 분위기

시장 내의 주차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휴게실 등

지불방식 신용카드 등 편의

인센티브정책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실시

할인 정책



▣ 다음은 귀하의 이번 전통시장 쇼핑의 서비스 가치이번 전통시장 쇼핑의 서비스 가치이번 전통시장 쇼핑의 서비스 가치이번 전통시장 쇼핑의 서비스 가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비교해 상품가격이 저렴하다

이 전통시장 쇼핑에 소요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다

이 전통시장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는 쉽고 믿을 만 하다

이 전통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다

▣ 다음은 귀하의 이번 전통시장 쇼핑의 전반적인 만족이번 전통시장 쇼핑의 전반적인 만족이번 전통시장 쇼핑의 전반적인 만족이번 전통시장 쇼핑의 전반적인 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전통시장 방문에 대해1. 잘한 일이라고 생각잘한 일이라고 생각잘한 일이라고 생각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② ③ ④ ⑤

귀하께서는 이번 전통시장 쇼핑에 대해2. 전반적으로 만족전반적으로 만족전반적으로 만족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귀하께서는 이 전통시장 쇼핑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께는 이 전통시장을 추천전통시장을 추천전통시장을 추천전통시장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일반적인 사항일반적인 사항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성별성별성별성별은 남 여

귀하의 연령연령연령연령은 대 대 대 대 이상

귀하의 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는 미혼 기혼 기타



귀하의 학력학력학력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귀하의 직업직업직업직업은

전문 관리직 사무직 회사원 판매 서비스직 자영업

농 임 어업 전업주부 대학생 기타

귀하의 월 평균 소득월 평균 소득월 평균 소득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이하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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