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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126
외식소비자의 구전성향에 관한 조사, 2007

a1 구전성향1: 레스토랑 웹사이트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6        15.8       15.8          

그렇지 않다 2 244        30.5       30.5          

보통이다 3 275        34.4       34.4          

그렇다 4 126        15.8       15.8          

매우 그렇다 5 28          3.5         3.5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a2 구전성향2: 레스토랑 웹사이트 후기 등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4        38.0       38.0          

그렇지 않다 2 302        37.8       37.8          

보통이다 3 135        16.9       16.9          

그렇다 4 49          6.1         6.1            

매우 그렇다 5 10          1.3         1.3            

800        100.0     100.0        

a3 구전성향3: 이용후기에 댓글 등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1        35.1       35.1          

그렇지 않다 2 280        35.0       35.0          

보통이다 3 158        19.8       19.8          

그렇다 4 65          8.1         8.1            

매우 그렇다 5 12          1.5         1.5            

무응답 9 4            0.5         0.5            

800        100.0     100.0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레스토랑 관련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 글을 읽는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레스토랑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 후기를 자주 올린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사람이 쓴 레스토랑 이용 후기에 댓글을 자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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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126
외식소비자의 구전성향에 관한 조사, 2007

a4 구전성향4: 홈피이용 후기 스크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2        25.3       25.3          

그렇지 않다 2 253        31.6       31.6          

보통이다 3 219        27.4       27.4          

그렇다 4 107        13.4       13.4          

매우 그렇다 5 18          2.3         2.3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a5 구전성향5: 홈피이용 후기 등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6        27.0       27.0          

그렇지 않다 2 275        34.4       34.4          

보통이다 3 191        23.9       23.9          

그렇다 4 93          11.6       11.6          

매우 그렇다 5 25          3.1         3.1            

800        100.0     100.0        

a6 구전성향6: 이용후기를 본 후 레스토랑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9          9.9         9.9            

그렇지 않다 2 66          8.3         8.3            

보통이다 3 228        28.5       28.5          

그렇다 4 356        44.5       44.5          

매우 그렇다 5 69          8.6         8.6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내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레스토랑 정보를 자주 스크랩 해 두는 편이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내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자주 올린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레스토랑 정보나 이용 후기를 본 후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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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126
외식소비자의 구전성향에 관한 조사, 2007

a7 구전성향7: 온라인모임 적극 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1        40.1       40.1          

그렇지 않다 2 276        34.5       34.5          

보통이다 3 130        16.3       16.3          

그렇다 4 57          7.1         7.1            

매우 그렇다 5 14          1.8         1.8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a8 구전성향8: 온라인모임 수동적 참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9        27.4       27.4          

그렇지 않다 2 161        20.1       20.1          

보통이다 3 196        24.5       24.5          

그렇다 4 191        23.9       23.9          

매우 그렇다 5 31          3.9         3.9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a9 구전성향9: 레스토랑 추천 권유받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0        15.0       15.0          

그렇지 않다 2 208        26.0       26.0          

보통이다 3 255        31.9       31.9          

그렇다 4 169        21.1       21.1          

매우 그렇다 5 47          5.9         5.9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레스토랑 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여 직접 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편이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레스토랑 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은 했으나 게시판의 글만 읽는 정도로 활동한
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레스토랑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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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126
외식소비자의 구전성향에 관한 조사, 2007

a10 구전성향10: 레스토랑 추천 권유부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4          6.8         6.8            

그렇지 않다 2 145        18.1       18.1          

보통이다 3 267        33.4       33.4          

그렇다 4 280        35.0       35.0          

매우 그렇다 5 53          6.6         6.6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a11 구전성향11: 레스토랑 불만요소 업소에 직접 표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8          3.5         3.5            

그렇지 않다 2 122        15.3       15.3          

보통이다 3 221        27.6       27.6          

그렇다 4 298        37.3       37.3          

매우 그렇다 5 130        16.3       16.3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a12 구전성향12: 레스토랑 불만요소 웹상에 표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8        14.8       14.8          

그렇지 않다 2 271        33.9       33.9          

보통이다 3 229        28.6       28.6          

그렇다 4 141        17.6       17.6          

매우 그렇다 5 41          5.1         5.1            

800        100.0     100.0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레스토랑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업소 주인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불만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내 블로그, 미
니홈피에 글을 올리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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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126
외식소비자의 구전성향에 관한 조사, 2007

a13 구전성향13: 레스토랑 불만요소 주변인 전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          2.9         2.9            

그렇지 않다 2 55          6.9         6.9            

보통이다 3 185        23.1       23.1          

그렇다 4 392        49.0       49.0          

매우 그렇다 5 145        18.1       18.1          

800        100.0     100.0        

a14 구전성향14: 레스토랑 만족요소 웹상에 표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5        13.1       13.1          

그렇지 않다 2 226        28.3       28.3          

보통이다 3 221        27.6       27.6          

그렇다 4 191        23.9       23.9          

매우 그렇다 5 57          7.1         7.1            

800        100.0     100.0        

a15 구전성향15: 레스토랑 만족요소 주변인 전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2          2.8         2.8            

그렇지 않다 2 44          5.5         5.5            

보통이다 3 154        19.3       19.3          

그렇다 4 402        50.3       50.3          

매우 그렇다 5 175        21.9       21.9          

무응답 9 3            0.4         0.4            

800        100.0     100.0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불만사항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만족한 경우 관련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내 블로그,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는 편이다.

1. 다음 문항은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 귀하의 평소 구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평소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만족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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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7-0126
외식소비자의 구전성향에 관한 조사, 2007

b1 이용후기 평가속성1: 유사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6          3.3         3.3            

그렇지 않다 2 101        12.6       12.6          

보통이다 3 449        56.1       56.1          

그렇다 4 212        26.5       26.5          

매우 그렇다 5 12          1.5         1.5            

800        100.0     100.0        

b2 이용후기 평가속성2: 조회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          4.4         4.4            

그렇지 않다 2 134        16.8       16.8          

보통이다 3 274        34.3       34.3          

그렇다 4 310        38.8       38.8          

매우 그렇다 5 46          5.8         5.8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b3 이용후기 평가속성3: 최신게시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          3.6         3.6            

그렇지 않다 2 92          11.5       11.5          

보통이다 3 220        27.5       27.5          

그렇다 4 389        48.6       48.6          

매우 그렇다 5 69          8.6         8.6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레스토랑 이용후기는 내 생각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레스토랑 이용 후기는 조회수가 높은 글이 좋다.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참고한 이용 후기는 비교적 최근에 게시된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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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이용후기 평가속성4: 상세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          2.6         2.6            

그렇지 않다 2 61          7.6         7.6            

보통이다 3 181        22.6       22.6          

그렇다 4 410        51.3       51.3          

매우 그렇다 5 125        15.6       15.6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b5 이용후기 평가속성5: 현출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          2.1         2.1            

그렇지 않다 2 44          5.5         5.5            

보통이다 3 168        21.0       21.0          

그렇다 4 430        53.8       53.8          

매우 그렇다 5 141        17.6       17.6          

800        100.0     100.0        

b6 이용후기 평가속성6: 내용의 독특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2.5         2.5            

그렇지 않다 2 80          10.0       10.0          

보통이다 3 244        30.5       30.5          

그렇다 4 359        44.9       44.9          

매우 그렇다 5 97          12.1       12.1          

800        100.0     100.0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레스토랑 이용 후기의 내용은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레스토랑의 이용 후기는 새롭고 특별한 레스토랑의 서비스나 메뉴의 내용이 언급되는 것이
좋다.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레스토랑에 대한 이용 후기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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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이용후기 평가속성7: 검색목적 \부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1.8         1.8            

그렇지 않다 2 52          6.5         6.5            

보통이다 3 179        22.4       22.4          

그렇다 4 441        55.1       55.1          

매우 그렇다 5 113        14.1       14.1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b8 이용후기 평가속성8: 정보의 충분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1.8         1.8            

그렇지 않다 2 74          9.3         9.3            

보통이다 3 253        31.6       31.6          

그렇다 4 351        43.9       43.9          

매우 그렇다 5 108        13.5       13.5          

800        100.0     100.0        

b9 이용후기 평가속성9: 실제 경험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2.0         2.0            

그렇지 않다 2 40          5.0         5.0            

보통이다 3 85          10.6       10.6          

그렇다 4 314        39.3       39.3          

매우 그렇다 5 344        43.0       43.0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레스토랑 이용 후기는 레스토랑을 검색하는 목적에 적절해야 한다.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레스토랑 이용 후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레스토랑 이용 후기는 그 레스토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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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이용후기 평가속성10: 장단점서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1.5         1.5            

그렇지 않다 2 35          4.4         4.4            

보통이다 3 99          12.4       12.4          

그렇다 4 371        46.4       46.4          

매우 그렇다 5 283        35.4       35.4          

800        100.0     100.0        

b11 이용후기 평가속성11: 신뢰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1.5         1.5            

그렇지 않다 2 34          4.3         4.3            

보통이다 3 98          12.3       12.3          

그렇다 4 329        41.1       41.1          

매우 그렇다 5 327        40.9       40.9          

800        100.0     100.0        

b12 이용후기 평가속성12: 사진포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          1.3         1.3            

그렇지 않다 2 29          3.6         3.6            

보통이다 3 108        13.5       13.5          

그렇다 4 318        39.8       39.8          

매우 그렇다 5 335        41.9       41.9          

800        100.0     100.0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레스토랑의 이용 후기에는 구체적으로 장단점이 모두 서술되는 것이 좋다.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레스토랑 이용 후기의 내용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레스토랑 이용 후기에는 함께 제공되는 레스토랑의 사진(외관, 메뉴 등)이나 그림이 포함되
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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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 이용후기 평가속성13: 유용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          1.3         1.3            

그렇지 않다 2 28          3.5         3.5            

보통이다 3 108        13.5       13.5          

그렇다 4 378        47.3       47.3          

매우 그렇다 5 276        34.5       34.5          

800        100.0     100.0        

c1_1 이용후기: 나쁨/좋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나쁘게 말하고 있다 1 133        16.6       16.6          

나쁘게 말하고 있다 2 209        26.1       26.1          

보통이다 3 201        25.1       25.1          

좋게 말하고 있다 4 202        25.3       25.3          

매우 좋게 말하고 있다 5 55          6.9         6.9            

800        100.0     100.0        

2. 다음 문항들은 레스토랑 온라인 이용 후기의 평가 속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아래 항
목들을 보았을 때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번호에 O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레스토랑 이용 후기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

1. 다음은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에 대한 귀하의 판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에 가장 가
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제외한 이용 후기에 대해서만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매우 나쁘게 말하고 있다/매우 좋게 말하고 있다

귀하는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레스토랑 이용 후기를 보았습니다. 아래 이용 후기는
레스토랑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래의 이용 후기와 댓글을 잘 읽으신 후 이
어지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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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_2 이용후기: 비호의/호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비호의적이다 1 128        16.0       16.0          

비호의적이다 2 208        26.0       26.0          

보통이다 3 174        21.8       21.8          

호의적이다 4 228        28.5       28.5          

매우 호의적이다 5 62          7.8         7.8            

800        100.0     100.0        

c1_3 이용후기: 부정/긍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부정적이다 1 134        16.8       16.8          

부정적이다 2 210        26.3       26.3          

보통이다 3 167        20.9       20.9          

긍정적이다 4 236        29.5       29.5          

매우 긍정적이다 5 53          6.6         6.6            

800        100.0     100.0        

c2_1 댓글: 나쁨/좋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나쁘게 말하고 있다 1 98          12.3       12.3          

나쁘게 말하고 있다 2 223        27.9       27.9          

보통이다 3 169        21.1       21.1          

좋게 말하고 있다 4 256        32.0       32.0          

매우 좋게 말하고 있다 5 54          6.8         6.8            

800        100.0     100.0        

1. 다음은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에 대한 귀하의 판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에 가장 가
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제외한 이용 후기에 대해서만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2) 매우 비호의적이다/매우 호의적이다

1. 다음은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에 대한 귀하의 판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에 가장 가
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제외한 이용 후기에 대해서만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3) 매우 부정적이다/매우 긍정적이다

2. 다음은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 아래 올라온 댓글에 대해 귀하의 판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
래의 항목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나쁘게 말하고 있다/매우 좋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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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2 댓글: 비호의/호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나쁘게 말하고 있다 1 105        13.1       13.1          

나쁘게 말하고 있다 2 212        26.5       26.5          

보통이다 3 156        19.5       19.5          

좋게 말하고 있다 4 258        32.3       32.3          

매우 좋게 말하고 있다 5 68          8.5         8.5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c2_3 댓글: 부정/긍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나쁘게 말하고 있다 1 114        14.3       14.3          

나쁘게 말하고 있다 2 199        24.9       24.9          

보통이다 3 172        21.5       21.5          

좋게 말하고 있다 4 250        31.3       31.3          

매우 좋게 말하고 있다 5 65          8.1         8.1            

800        100.0     100.0        

c3_1 이용후기+댓글: 나쁨/좋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나쁘게 말하고 있다 1 81          10.1       10.1          

나쁘게 말하고 있다 2 243        30.4       30.4          

보통이다 3 270        33.8       33.8          

좋게 말하고 있다 4 186        23.3       23.3          

매우 좋게 말하고 있다 5 20          2.5         2.5            

800        100.0     100.0        

2. 다음은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 아래 올라온 댓글에 대해 귀하의 판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
래의 항목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매우 비호의적이다/매우 호의적이다

2. 다음은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 아래 올라온 댓글에 대해 귀하의 판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
래의 항목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우 부정적이다/매우 긍정적이다

3.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와 댓글을 모두 읽었을 때, 귀하는 위 게시물이 레스토랑에 대해 어떻
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에 들어갈 정도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하
여 주십시오.
1) 매우 나쁘게 말하고 있다/매우 좋게 말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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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2 이용후기+댓글: 비호의/호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비호의적이다 1 75          9.4         9.4            

비호의적이다 2 237        29.6       29.6          

보통이다 3 261        32.6       32.6          

호의적이다 4 198        24.8       24.8          

매우 호의적이다 5 29          3.6         3.6            

800        100.0     100.0        

c3_3 이용후기+댓글: 부정/긍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부정적이다 1 72          9.0         9.0            

부정적이다 2 242        30.3       30.3          

보통이다 3 265        33.1       33.1          

긍정적이다 4 191        23.9       23.9          

매우 긍정적이다 5 30          3.8         3.8            

800        100.0     100.0        

c4_1 이용후기평가1: 레스토랑의 분위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          2.9         2.9            

그렇지 않다 2 116        14.5       14.5          

보통이다 3 295        36.9       36.9          

그렇다 4 352        44.0       44.0          

매우 그렇다 5 14          1.8         1.8            

800        100.0     100.0        

3.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와 댓글을 모두 읽었을 때, 귀하는 위 게시물이 레스토랑에 대해 어떻
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에 들어갈 정도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하
여 주십시오.
2) 매우 비호의적이다/매우 호의적이다

3. 위의 레스토랑 이용 후기와 댓글을 모두 읽었을 때, 귀하는 위 게시물이 레스토랑에 대해 어떻
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에 들어갈 정도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하
여 주십시오.
3) 매우 부정적이다/매우 긍정적이다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레스토랑의 분위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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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2 이용후기평가2: 레스토랑의 맛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1          2.6         2.6            

그렇지 않다 2 128        16.0       16.0          

보통이다 3 308        38.5       38.5          

그렇다 4 327        40.9       40.9          

매우 그렇다 5 16          2.0         2.0            

800        100.0     100.0        

c4_3 이용후기평가3: 레스토랑의 서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0          5.0         5.0            

그렇지 않다 2 181        22.6       22.6          

보통이다 3 238        29.8       29.8          

그렇다 4 315        39.4       39.4          

매우 그렇다 5 24          3.0         3.0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c4_4 이용후기평가4: 내용의 구체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6          7.0         7.0            

그렇지 않다 2 229        28.6       28.6          

보통이다 3 328        41.0       41.0          

그렇다 4 177        22.1       22.1          

매우 그렇다 5 10          1.3         1.3            

800        100.0     100.0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레스토랑의 맛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레스토랑의 서비스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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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5 이용후기평가5: 내용의 독특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2        12.8       12.8          

그렇지 않다 2 306        38.3       38.3          

보통이다 3 306        38.3       38.3          

그렇다 4 73          9.1         9.1            

매우 그렇다 5 12          1.5         1.5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c4_6 이용후기평가6: 내용의흥미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5          10.6       10.6          

그렇지 않다 2 291        36.4       36.4          

보통이다 3 308        38.5       38.5          

그렇다 4 102        12.8       12.8          

매우 그렇다 5 13          1.6         1.6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c4_7 이용후기평가7: 검색목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7          10.9       10.9          

그렇지 않다 2 190        23.8       23.8          

보통이다 3 316        39.5       39.5          

그렇다 4 187        23.4       23.4          

매우 그렇다 5 18          2.3         2.3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의 내용은 매우 독특하다.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의 내용은 나의 레스토랑 검색 목적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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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8 이용후기평가8: 정보의 충분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1          10.1       10.1          

그렇지 않다 2 267        33.4       33.4          

보통이다 3 305        38.1       38.1          

그렇다 4 126        15.8       15.8          

매우 그렇다 5 20          2.5         2.5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c4_9 이용후기평가9: 내용에 동의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          4.0         4.0            

그렇지 않다 2 115        14.4       14.4          

보통이다 3 384        48.0       48.0          

그렇다 4 256        32.0       32.0          

매우 그렇다 5 12          1.5         1.5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c4_10 이용후기평가10: 실제 경험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3.0         3.0            

그렇지 않다 2 87          10.9       10.9          

보통이다 3 240        30.0       30.0          

그렇다 4 379        47.4       47.4          

매우 그렇다 5 68          8.5         8.5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의 내용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위 이용 후기나 댓글의 내용 중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은 그 레스토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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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11 이용후기평가11: 도움의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1          5.1         5.1            

그렇지 않다 2 113        14.1       14.1          

보통이다 3 278        34.8       34.8          

그렇다 4 329        41.1       41.1          

매우 그렇다 5 37          4.6         4.6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c4_12 이용후기평가12: 유용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5          5.6         5.6            

그렇지 않다 2 120        15.0       15.0          

보통이다 3 299        37.4       37.4          

그렇다 4 299        37.4       37.4          

매우 그렇다 5 36          4.5         4.5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c4_13 이용후기평가13: 신뢰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7          8.4         8.4            

그렇지 않다 2 155        19.4       19.4          

보통이다 3 345        43.1       43.1          

그렇다 4 206        25.8       25.8          

매우 그렇다 5 27          3.4         3.4            

800        100.0     100.0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은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데 있어 나에게 도움을 준다.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은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4.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은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데 있어 나에게 신뢰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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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1 태도1: 레스토랑에 대한 호감형성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9          7.4         7.4            

그렇지 않다 2 285        35.6       35.6          

보통이다 3 331        41.4       41.4          

그렇다 4 119        14.9       14.9          

매우 그렇다 5 6            0.8         0.8            

800        100.0     100.0        

c5_2 태도2: 레스토랑 방문의도 형성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6          10.8       10.8          

그렇지 않다 2 285        35.6       35.6          

보통이다 3 281        35.1       35.1          

그렇다 4 133        16.6       16.6          

매우 그렇다 5 15          1.9         1.9            

800        100.0     100.0        

c5_3 태도3: 이용후기 스크랩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32        29.0       29.0          

그렇지 않다 2 345        43.1       43.1          

보통이다 3 169        21.1       21.1          

그렇다 4 46          5.8         5.8            

매우 그렇다 5 8            1.0         1.0            

800        100.0     100.0        

5.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의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문항
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 후기와 댓글을 보니 그 레스토랑이 좋게 생각된다.

5.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의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문항
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용 후기와 댓글을 보니 그 레스토랑에 가 보고 싶다.

5.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의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문항
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이용 후기를 스크랩해서 나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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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4 태도4: 다른 이용후기 검색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          3.8         3.8            

그렇지 않다 2 67          8.4         8.4            

보통이다 3 190        23.8       23.8          

그렇다 4 391        48.9       48.9          

매우 그렇다 5 122        15.3       15.3          

800        100.0     100.0        

c5_5 태도5: 다른 댓글달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6          9.5         9.5            

그렇지 않다 2 186        23.3       23.3          

보통이다 3 226        28.3       28.3          

그렇다 4 243        30.4       30.4          

매우 그렇다 5 68          8.5         8.5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c5_6 태도6: 주변인 전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5          8.1         8.1            

그렇지 않다 2 207        25.9       25.9          

보통이다 3 292        36.5       36.5          

그렇다 4 197        24.6       24.6          

매우 그렇다 5 39          4.9         4.9            

800        100.0     100.0        

5.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의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문항
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이용 후기와 댓글은 참고만 하고 다른 글도 검색해 본다.

5.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의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문항
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내 생각과 다르다면 위 이용 후기와 다른 내용의 댓글을 달 것이다.

5. 다음은 위와 같은 이용 후기와 댓글을 읽었을 때의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문항
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회가 있다면 위 후기의 내용을 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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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응답자 인터넷 숙련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낮다 1 9            1.1         1.1            

낮다 2 18          2.3         2.3            

보통 3 183        22.9       22.9          

높다 4 317        39.6       39.6          

매우 높다 5 271        33.9       33.9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d2 응답자 인터넷 이용목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보검색 1 548        68.5       68.5          

취미활동(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2 166        20.8       20.8          

E-mail 3 56          7.0         7.0            

채팅 4 5            0.6         0.6            

기타 5 25          3.1         3.1            

800        100.0     100.0        

d3 응답자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시간 미만 1 82          10.3       10.3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2 391        48.9       48.9          

3시간 이상-7시간 미만 3 231        28.9       28.9          

7시간 이상-10시간 미만 4 93          11.6       11.6          

무응답 9 3            0.4         0.4            

800        100.0     100.0        

1. 귀하의 인터넷 숙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2. 귀하가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3. 인터넷에 한 번 접속했을 때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 시간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은 인터넷 활용과 레스토랑 온라인 정보에 대한 설문사항입니다.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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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응답자 인터넷 사용경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년 미만 1 9            1.1         1.1            

1년 이상-3년 미만 2 12          1.5         1.5            

3년 이상-5년 미만 3 61          7.6         7.6            

5년 이상- 4 715        89.4       89.4          

무응답 9 3            0.4         0.4            

800        100.0     100.0        

d5_1 레스토랑 정보경로1: 검색사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18        27.3       27.3          

그렇다 1 582        72.8       72.8          

800        100.0     100.0        

d5_2 레스토랑 정보경로2: 외식관련동호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76        84.5       84.5          

그렇다 1 124        15.5       15.5          

800        100.0     100.0        

d5_3 레스토랑 정보경로3: 외식업체자체제작사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18        77.3       77.3          

그렇다 1 182        22.8       22.8          

800        100.0     100.0        

4. 인터넷 사용 경력은?

5. 귀하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레스토랑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합니
다.)
1) 검색사이트를 통한 자료검색

5. 귀하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레스토랑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합니
다.)
2) 외식관련 동호회

5. 귀하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레스토랑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합니
다.)
3) 외식업체 자체제작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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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_4 레스토랑 정보경로4: 레스토랑정보제공사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28        78.5       78.5          

그렇다 1 172        21.5       21.5          

800        100.0     100.0        

d5_5 레스토랑 정보경로5: 이메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73        96.6       96.6          

그렇다 1 27          3.4         3.4            

800        100.0     100.0        

d5_6 레스토랑 정보경로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72        96.5       96.5          

그렇다 1 28          3.5         3.5            

800        100.0     100.0        

d6 레스토랑 정보 웹사이트 방문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640        80.0       80.0          

없다 2 158        19.8       19.8          

무응답 9 2            0.3         0.3            

800        100.0     100.0        

5. 귀하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레스토랑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합니
다.)
4) 레스토랑 정보 제공 웹사이트(메뉴판닷컴 등)

5. 귀하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레스토랑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합니
다.)
5) E-mail

5. 귀하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레스토랑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합니
다.)
6) 기타

6. 귀하는 레스토랑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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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레스토랑 정보 웹사이트 방문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업장의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서 1 195        24.4       30.4          

메뉴에 관한 정보 2 243        30.4       37.9          

쿠폰 다운로드를 위해서 3 112        14.0       17.4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4 26          3.3         4.0            

업장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 5 10          1.3         1.6            

원래 외식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6 47          5.9         7.3            

기타 7 2            0.3         0.3            

무응답 9 7            0.9         1.1            

비해당 0 158        19.8       

800        100.0     100.0        

b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330        41.3       41.3          

여성 2 470        58.8       58.8          

800        100.0     100.0        

b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세 이하 1 52          6.5         6.5            

21세-25세 2 210        26.3       26.3          

26세-30세 3 275        34.4       34.4          

31세-35세 4 174        21.8       21.8          

36세-40세 5 50          6.3         6.3            

41세 이상 6 38          4.8         4.8            

무응답 9 1            0.1         0.1            

800        100.0     100.0        

7. 귀하가 레스토랑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해 주
세요.)

1. 귀하의 성별은?

2. 귀하의 연령은?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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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3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생 1 322        40.3       40.3          

직장인 2 403        50.4       50.4          

자영업 3 18          2.3         2.3            

주부 4 31          3.9         3.9            

기타 5 26          3.3         3.3            

800        100.0     100.0        

bq4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등학교 졸업 1 60          7.5         7.5            

대학교 재학중 2 264        33.0       33.0          

대학교 졸업 3 337        42.1       42.1          

대학원 재학중 4 79          9.9         9.9            

대학원 졸업 5 54          6.8         6.8            

기타 6 6            0.8         0.8            

800        100.0     100.0        

bq5 응답자 외식빈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달 1-2회 이하 1 188        23.5       23.5          

2주에 한번 2 120        15.0       15.0          

일주일에 한번 3 202        25.3       25.3          

3-4일에 한번 4 195        24.4       24.4          

거의 매일 5 95          11.9       11.9          

800        100.0     100.0        

5. 귀하의 외식 빈도는? (학생식당, 기숙사 식당, 구내식당은 제외)

3. 귀하의 직업은?

4. 귀하의 최종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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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6 한달 평균 외식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00 원 3000 1            0.1         0.1            

15000 원 15000 1            0.1         0.1            

20000 원 20000 12          1.5         1.5            

30000 원 30000 20          2.5         2.5            

35000 원 35000 2            0.3         0.3            

40000 원 40000 6            0.8         0.8            

45000 원 45000 1            0.1         0.1            

50000 원 50000 76          9.5         9.5            

55000 원 55000 7            0.9         0.9            

60000 원 60000 15          1.9         1.9            

65000 원 65000 2            0.3         0.3            

70000 원 70000 9            1.1         1.1            

75000 원 75000 7            0.9         0.9            

80000 원 80000 13          1.6         1.6            

90000 원 90000 3            0.4         0.4            

100000 원 100000 186        23.3       23.3          

120000 원 120000 4            0.5         0.5            

130000 원 130000 3            0.4         0.4            

140000 원 140000 1            0.1         0.1            

150000 원 150000 76          9.5         9.5            

160000 원 160000 1            0.1         0.1            

175000 원 175000 2            0.3         0.3            

180000 원 180000 2            0.3         0.3            

200000 원 200000 176        22.0       22.0          

250000 원 250000 13          1.6         1.6            

280000 원 280000 1            0.1         0.1            

300000 원 300000 76          9.5         9.5            

340000 원 340000 1            0.1         0.1            

350000 원 350000 11          1.4         1.4            

375000 원 375000 1            0.1         0.1            

400000 원 400000 21          2.6         2.6            

450000 원 450000 2            0.3         0.3            

6. 귀하의 한 달 평균 외식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약 ____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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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원 500000 14          1.8         1.8            

600000 원 600000 1            0.1         0.1            

700000 원 700000 2            0.3         0.3            

800000 원 800000 2            0.3         0.3            

900000 원 900000 2            0.3         0.3            

1000000 원 1000000 7            0.9         0.9            

1300000 원 1300000 1            0.1         0.1            

1500000 원 1500000 2            0.3         0.3            

1750000 원 1750000 1            0.1         0.1            

2000000 원 2000000 1            0.1         0.1            

무응답 9999999 15          1.9         1.9            

8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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