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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다음은 익산서동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 또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ᄂ. 선생님께서 축제 참관을 목적으로 지출하신(예상비용) 1인당 평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변수없음]

22. 선생님께서는 이번 축제를 어떤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까? (        )

1) TV               2) 신문             3) 라디오         4) 인터넷          5) 플랜카드

6) 친구 친척(구전)   7) 초청장           8) 팜플렛         9) 학교추천       10) 기타 (          )

23. 선생님께서 축제를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

   1) 축제 즐기기 위해   2) 지역 행사이므로  3) 서동관련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4) 다양한 체험 참여   5) 자녀교육

6)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위해     7) 농특산물 구입     8) 우연한 방문      9) 기타(                )

24. 선생님께서 축제장에 입장한 시간은 언제 입니까? (오전 / 오후) (                )시 경

25. 선생님께서 축제장에서 총 체류하실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시간 정도

26. 선생님께서는 익산서동축제를 작년에 방문하셨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27. 선생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원광대)에 방문하셨습니까? 또는 방문하실 예정입니까? 1)예(  ) 2)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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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명 : 익산서동축제 방문객 조사, 2006



ᄃ. 다음은 익산서동축제 프로그램들 입니다. 아래 물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십시오.[변수없음]

1)서동열전(서동탄생, 청년서동, 무왕) 2)서동선화혼례식 3)서동선화 행차 퍼포먼스 4)서동선화사랑관 

5)퓨전극 ‘사랑 사랑 내사랑아’   6)서동인형극  7)판소리‘서동가’  8)서동사랑!익산사랑! 러브콘서트

9)가을밤 러브시네마    10)시립무용단공연    11)국악실내악   12)리듬질주  13)굿패‘미마지’

14)기세배놀이    15)얼씨구! 익산가락(향제줄풍류 등)    16)꿈꾸어라 1318  17)일본초청공연

18)무왕제례      19)어린이 서동동요제                 20)익산참살이(윌빙)장터

21)태학사과학체험(대장간체험 등)  22)백제생활체험(목간,농경체험 등)   23)서동요체험 

24)서동선화캐릭터 사진찍기      25)서동캐릭터 페이스페인팅         26)가족신문체험  

27)서동선화 디지털 동영상 촬영대회        28)커플이벤트            28)익산투어관광

31)서동풍물경연대회        32)서동백일장       33)서동사생대회     34)궁도대회

35)서동선화 고교장학퀴즈   36)익산음식문화품평회 및 경연대회       37)서동선발대회

35. 선생님께서 익산서동축제를 방문하여 작년대비 가장 만족하신 부문은 무엇입니까? (         )

1) 서동열전(주제공연)   2) 체험부스 및 시대소품   3) 서동선화사랑관   4) 축제공간변화(무대 및 부스위치)   

5)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6) 축제특화음식(마국수 등) 7) 안내시설 및 서비스  8) 기타(              )

ᄅ.축제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 또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ᄆ.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46. 선생님의 성별은?    1) 남(           )   2) 여(           )

47. 선생님의 연령은?    만(           )세

48. 선생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축제에 오셨습니까? (       )

1) 가족과 함께 (본인포함)(        )명    2) 친구와 함께 (본인포함)(        )명           3) 연인과 함께

4) 혼자서                  5)단체 (           )명              6) 기타 (           )

49. 선생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

1)익산 (        )읍/면/동  2)전북 (        )시(군)  3)전남 (        )시(군)   4) 충청 (        )시(군)    

5)경상 (        )시(군)    6)서울 (        )(구)    7)경기 (        )시(군)   8) 기타 (        )시(군)

 설문에 대한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