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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야간관광 수요조사, 2008

a1 최근 5년내 제주도 방문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첫 번째 1 64          19.7       19.7          

두 번째 2 126        38.8       38.8          

세 번째 3 81          24.9       24.9          

네 번째 4 36          11.1       11.1          

다섯번째 이상 5 18          5.5         5.5            

325        100.0     100.0        

a2 금번 제주도 방문 목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휴가 및 순수여행 1 205        63.1       63.1          

개인 업무 및 사업관련 여행 2 54          16.6       16.6          

가족, 친구 및 친지방문 3 63          19.4       19.4          

기타 4 3            0.9         0.9            

325        100.0     100.0        

a4 금번 제주도 숙박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광호텔 1 64          19.7       19.7          

휴양콘도미니엄 2 37          11.4       11.4          

일반호텔 3 42          12.9       12.9          

휴양펜션 4 90          27.7       27.7          

민박 5 44          13.5       13.5          

여관/여인숙 6 0 0.0 0.0

친구 또는 친지집 7 40          12.3       12.3          

기타 8 8            2.5         2.5            

325        100.0     100.0        

1. 귀하께서는 이번 방문을 포함하여 최근 5-6년 이내 (2003년 1월부터 2008년 현재)에 제주
도를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2. 금번 제주도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4.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숙박하셨습니까?

Ⅰ. 금번 여행관련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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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금번 제주도 방분 동반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친구 1 126        38.8       38.8          

가족 2 133        40.9       40.9          

단체 3 37          11.4       11.4          

기타 5 29          8.9         8.9            

325        100.0     100.0        

a6 금번 제주도 여행기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당일 1 0 0.0 0.0

1박2일 2 62          19.1       19.1          

2박3일 3 149        45.8       45.8          

3박4일 4 77          23.7       23.7          

4박5일 5 32          9.8         9.8            

5박6일 6 5            1.5         1.5            

325        100.0     100.0        

a7_1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1: 자연명승/풍경관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68        51.7       51.7          

아니다 2 157        48.3       48.3          

325        100.0     100.0        

5. 누구와 함께 방문하셨습니까?

6. 금번 여행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연명승/풍경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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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_2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2: 문화/유적지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09        33.5       33.5          

아니다 2 216        66.5       66.5          

325        100.0     100.0        

a7_3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3: 유흥/오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9          15.1       15.1          

아니다 2 276        84.9       84.9          

325        100.0     100.0        

a7_4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4: 레저시설/놀이시설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04        32.0       32.0          

아니다 2 221        68.0       68.0          

325        100.0     100.0        

a7_5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5: 축제/이벤트 참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0          6.2         6.2            

아니다 2 305        93.8       93.8          

325        100.0     100.0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유적지 방문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흥/오락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레저시설/놀이시설 방문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축제/이벤트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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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_6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6: 한라산, 오름 등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8          14.8       14.8          

아니다 2 277        85.2       85.2          

325        100.0     100.0        

a7_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7: 캠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4          4.3         4.3            

아니다 2 311        95.7       95.7          

325        100.0     100.0        

a7_8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8: 골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6          8.0         8.0            

아니다 2 299        92.0       92.0          

325        100.0     100.0        

a7_9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9: 음식체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1          15.7       15.7          

아니다 2 274        84.3       84.3          

325        100.0     100.0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한라산, 오름 등산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캠핑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골프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음식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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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_10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10: 쇼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3          13.2       13.2          

아니다 2 282        86.8       86.8          

325        100.0     100.0        

a7_11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11: 공연관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6          14.2       14.2          

아니다 2 279        85.8       85.8          

325        100.0     100.0        

a7_12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12: 해수욕장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13        65.5       65.5          

아니다 2 112        34.5       34.5          

325        100.0     100.0        

a7_13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13: 교육/체험프로그램 참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2          3.7         3.7            

아니다 2 313        96.3       96.3          

325        100.0     100.0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쇼핑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연관람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수욕장 방문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교육/체험프로그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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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_14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14: 레포츠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3          19.4       19.4          

아니다 2 262        80.6       80.6          

325        100.0     100.0        

a7_15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1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9            2.8         2.8            

아니다 2 316        97.2       97.2          

325        100.0     100.0        

b1_1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 야간 경관감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2            0.6         0.6            

선호하지 않음 2 13          4.0         4.0            

보통 3 86          26.5       26.5          

선호함 4 178        54.8       54.8          

아주선호함 5 46          14.2       14.2          

325        100.0     100.0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레포츠활동 (수영, 낚시, 사냥, 사이클 등)

7. 금번 여행에서 참여했던 관광활동은 무엇들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야간 경관감상

Ⅱ. 야간관광에 대한 귀하의 선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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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2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 야간 관광지나 문화시설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3            0.9         0.9            

선호하지 않음 2 18          5.5         5.5            

보통 3 116        35.7       35.7          

선호함 4 155        47.7       47.7          

아주선호함 5 33          10.2       10.2          

325        100.0     100.0        

b1_3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3: 야간 쇼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8            2.5         2.5            

선호하지 않음 2 40          12.3       12.3          

보통 3 154        47.4       47.4          

선호함 4 98          30.2       30.2          

아주선호함 5 25          7.7         7.7            

325        100.0     100.0        

b1_4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4: 야간 유흥이나 오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4            1.2         1.2            

선호하지 않음 2 38          11.7       11.7          

보통 3 124        38.2       38.2          

선호함 4 131        40.3       40.3          

아주선호함 5 28          8.6         8.6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 야간 관광지나 문화시설 방문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야간 쇼핑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4) 야간 유흥이나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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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5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5: 야간 라이브공연관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4            1.2         1.2            

선호하지 않음 2 24          7.4         7.4            

보통 3 96          29.5       29.5          

선호함 4 135        41.5       41.5          

아주선호함 5 66          20.3       20.3          

325        100.0     100.0        

b1_6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6: 마사지 등 미용관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12          3.7         3.7            

선호하지 않음 2 38          11.7       11.7          

보통 3 134        41.2       41.2          

선호함 4 95          29.2       29.2          

아주선호함 5 46          14.2       14.2          

325        100.0     100.0        

b1_7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7: 카지노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21          6.5         6.5            

선호하지 않음 2 81          24.9       24.9          

보통 3 136        41.8       41.8          

선호함 4 67          20.6       20.6          

아주선호함 5 20          6.2         6.2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5) 야간 라이브공연관람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6) 마사지 등 미용관광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7) 카지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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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8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8: 밤낚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16          4.9         4.9            

선호하지 않음 2 73          22.5       22.5          

보통 3 119        36.6       36.6          

선호함 4 83          25.5       25.5          

아주선호함 5 34          10.5       10.5          

325        100.0     100.0        

b1_9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9: 야간 스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13          4.0         4.0            

선호하지 않음 2 71          21.8       21.8          

보통 3 124        38.2       38.2          

선호함 4 94          28.9       28.9          

아주선호함 5 23          7.1         7.1            

325        100.0     100.0        

b1_10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0: 야식체험/심야 식도락 투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7            2.2         2.2            

선호하지 않음 2 38          11.7       11.7          

보통 3 145        44.6       44.6          

선호함 4 116        35.7       35.7          

아주선호함 5 19          5.8         5.8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8) 밤낚시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9) 야간 스키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0) 야식체험/심야 식도락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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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11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1: 캠프화이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6            1.8         1.8            

선호하지 않음 2 54          16.6       16.6          

보통 3 153        47.1       47.1          

선호함 4 93          28.6       28.6          

아주선호함 5 19          5.8         5.8            

325        100.0     100.0        

b1_12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2: 불꽃놀이/레이저쇼 감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4            1.2         1.2            

선호하지 않음 2 23          7.1         7.1            

보통 3 86          26.5       26.5          

선호함 4 159        48.9       48.9          

아주선호함 5 53          16.3       16.3          

325        100.0     100.0        

b1_13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3: 야간 시티투어(버스이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6            1.8         1.8            

선호하지 않음 2 38          11.7       11.7          

보통 3 157        48.3       48.3          

선호함 4 108        33.2       33.2          

아주선호함 5 16          4.9         4.9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1) 캠프화이어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2) 불꽃놀이/레이저쇼 감상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3) 야간 시티투어(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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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14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4: 야간 유람선투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3            0.9         0.9            

선호하지 않음 2 27          8.3         8.3            

보통 3 101        31.1       31.1          

선호함 4 153        47.1       47.1          

아주선호함 5 41          12.6       12.6          

325        100.0     100.0        

b1_15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5: 야간 드라이브여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3            0.9         0.9            

선호하지 않음 2 31          9.5         9.5            

보통 3 86          26.5       26.5          

선호함 4 132        40.6       40.6          

아주선호함 5 73          22.5       22.5          

325        100.0     100.0        

b1_16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6: 야간 도보여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14          4.3         4.3            

선호하지 않음 2 45          13.8       13.8          

보통 3 143        44.0       44.0          

선호함 4 95          29.2       29.2          

아주선호함 5 28          8.6         8.6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4) 야간 유람선투어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5) 야간 드라이브여행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6) 야간 도보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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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17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7: 현대적 야간 쇼핑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2            0.6         0.6            

선호하지 않음 2 19          5.8         5.8            

보통 3 153        47.1       47.1          

선호함 4 121        37.2       37.2          

아주선호함 5 30          9.2         9.2            

325        100.0     100.0        

b1_18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8: 야시장(재래시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1            0.3         0.3            

선호하지 않음 2 26          8.0         8.0            

보통 3 153        47.1       47.1          

선호함 4 120        36.9       36.9          

아주선호함 5 25          7.7         7.7            

325        100.0     100.0        

b1_19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19: 야간 공연장이나 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2            0.6         0.6            

선호하지 않음 2 21          6.5         6.5            

보통 3 97          29.8       29.8          

선호함 4 165        50.8       50.8          

아주선호함 5 40          12.3       12.3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7) 현대적 야간 쇼핑시설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8) 야시장(재래시장)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9) 야간 공연장이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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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20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0: 야간 공연관람이 가능한 레스토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2            0.6         0.6            

선호하지 않음 2 20          6.2         6.2            

보통 3 97          29.8       29.8          

선호함 4 146        44.9       44.9          

아주선호함 5 60          18.5       18.5          

325        100.0     100.0        

b1_21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1: 야간 전망타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2            0.6         0.6            

선호하지 않음 2 21          6.5         6.5            

보통 3 62          19.1       19.1          

선호함 4 159        48.9       48.9          

아주선호함 5 81          24.9       24.9          

325        100.0     100.0        

b1_22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2: 야간 조명건축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1            0.3         0.3            

선호하지 않음 2 20          6.2         6.2            

보통 3 132        40.6       40.6          

선호함 4 115        35.4       35.4          

아주선호함 5 57          17.5       17.5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0) 야간 공연관람이 가능한 레스토랑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1) 야간 전망타워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2) 야간 조명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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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23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3: 야간 축제와 이벤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2            0.6         0.6            

선호하지 않음 2 16          4.9         4.9            

보통 3 112        34.5       34.5          

선호함 4 134        41.2       41.2          

아주선호함 5 61          18.8       18.8          

325        100.0     100.0        

b1_24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4: 야간 테마거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4            1.2         1.2            

선호하지 않음 2 16          4.9         4.9            

보통 3 128        39.4       39.4          

선호함 4 132        40.6       40.6          

아주선호함 5 45          13.8       13.8          

325        100.0     100.0        

b1_25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5: 스토리가 있는 야경투어코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2            0.6         0.6            

선호하지 않음 2 19          5.8         5.8            

보통 3 112        34.5       34.5          

선호함 4 156        48.0       48.0          

아주선호함 5 36          11.1       11.1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3) 야간 축제와 이벤트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4) 야간 테마거리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5) 스토리가 있는 야경투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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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26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6: 야간 유흥시설(나이트클럽, 주점,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13          4.0         4.0            

선호하지 않음 2 52          16.0       16.0          

보통 3 141        43.4       43.4          

선호함 4 100        30.8       30.8          

아주선호함 5 19          5.8         5.8            

325        100.0     100.0        

b1_27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7: 야간 정원이나 식물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5            1.5         1.5            

선호하지 않음 2 36          11.1       11.1          

보통 3 136        41.8       41.8          

선호함 4 122        37.5       37.5          

아주선호함 5 26          8.0         8.0            

325        100.0     100.0        

b1_28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8: 심야놀이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4            1.2         1.2            

선호하지 않음 2 42          12.9       12.9          

보통 3 133        40.9       40.9          

선호함 4 115        35.4       35.4          

아주선호함 5 31          9.5         9.5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6) 야간 유흥시설(나이트클럽, 주점, 등)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7) 야간 정원이나 식물원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8) 심야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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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_29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29: 심야영화관(실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3            0.9         0.9            

선호하지 않음 2 38          11.7       11.7          

보통 3 157        48.3       48.3          

선호함 4 98          30.2       30.2          

아주선호함 5 29          8.9         8.9            

325        100.0     100.0        

b1_30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30: 심야영화관(실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6            1.8         1.8            

선호하지 않음 2 44          13.5       13.5          

보통 3 150        46.2       46.2          

선호함 4 101        31.1       31.1          

아주선호함 5 24          7.4         7.4            

325        100.0     100.0        

b1_31 선호하는 야간 관광활동이나 관광시설31: 야간 유람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선호하지 않음 1 5            1.5         1.5            

선호하지 않음 2 28          8.6         8.6            

보통 3 109        33.5       33.5          

선호함 4 136        41.8       41.8          

아주선호함 5 47          14.5       14.5          

325        100.0     100.0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9) 심야영화관(실내)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30) 심야영화관(실외)

1. 다음의 항목들은 야간 관광활동이나 야간 관광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평소 귀하가 국
내․외 지역을 여행 하실때 선호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31) 야간 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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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가장 선호하는 주/야간 여행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간 개별/야간 개별 1 180        55.4       55.4          

주간 개별/야간 패키지 2 47          14.5       14.5          

주간 패키지/야간 개별 3 54          16.6       16.6          

주간 패키지/야간 패키지 4 43          13.2       13.2          

무응답 9 1            0.3         0.3            

325        100.0     100.0        

b3 가장 선호하는 야간관광 시간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저녁 9시까지 1 97          29.8       29.8          

저녁 10시까지 2 118        36.3       36.3          

저녁 11시까지 3 31          9.5         9.5            

자정까지 4 67          20.6       20.6          

자정이후 5 12          3.7         3.7            

325        100.0     100.0        

b4 가장 선호하는 야간관광 이동거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보 가능거리 1 56          17.2       17.2          

차량 30분 2 156        48.0       48.0          

차량 1시간 3 49          15.1       15.1          

차량 1시간 이상 4 13          4.0         4.0            

(차량시간에 따른)이동거리에 관계없다 5 50          15.4       15.4          

무응답 9 1            0.3         0.3            

325        100.0     100.0        

2. 귀하께서 여행하실 때 가장 선호하는 주․야간 여행형태는 무엇입니까?

3. 귀하께서 여행하실 때 가장 선호하는 야간관광 시간대는 무엇입니까?

4. 귀하께서 여행하실 때 가장 선호하는 야간관광 이동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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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가장 선호하는 야간 교통수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보 1 85          26.2       26.2          

택시 2 95          29.2       29.2          

일반 공공버스 3 14          4.3         4.3            

야간관광 투어버스 4 64          19.7       19.7          

기타 5 67          20.6       20.6          

325        100.0     100.0        

c1 금번 제주도 방문 중 야간관광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험하였다 1 135        41.5       41.5          

경험하지 않았다 2 190        58.5       58.5          

325        100.0     100.0        

c1_1_1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유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7          17.5       30.0          

아니다 2 133        40.9       70.0          

비해당 0 135        41.5       

325        100.0     100.0        

5. 귀하께서 여행하실 때 가장 선호하는 야간 교통수단은?

1. 금번 제주도 방문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셨습니까?

1. 금번 제주도 방문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셨습니까?
1-1. 금번 여행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하여 주십시오.)
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Ⅲ. 제주도 여행중 야간관광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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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_1_2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유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1          3.4         5.8            

아니다 2 179        55.1       94.2          

비해당 0 135        41.5       

325        100.0     100.0        

c1_1_3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유3: 정보부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7          17.5       30.0          

아니다 2 133        40.9       70.0          

비해당 0 135        41.5       

325        100.0     100.0        

c1_1_4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유4: 위험하므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6            1.8         3.2            

아니다 2 184        56.6       96.8          

비해당 0 135        41.5       

325        100.0     100.0        

1. 금번 제주도 방문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셨습니까?
1-1. 금번 여행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하여 주십시오.)
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 금번 제주도 방문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셨습니까?
1-1. 금번 여행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하여 주십시오.)
3) 정보부족

1. 금번 제주도 방문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셨습니까?
1-1. 금번 여행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하여 주십시오.)
4) 위험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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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_1_5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유5: 매력거리가 없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9          12.0       20.5          

아니다 2 151        46.5       79.5          

비해당 0 135        41.5       

325        100.0     100.0        

c1_1_6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유6: 이동이 불편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4          7.4         12.6          

아니다 2 166        51.1       87.4          

비해당 0 135        41.5       

325        100.0     100.0        

c1_1_7 (경험하지 않은 경우) 이유7: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8            2.5         4.2            

아니다 2 182        56.0       95.8          

비해당 0 135        41.5       

325        100.0     100.0        

1. 금번 제주도 방문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셨습니까?
1-1. 금번 여행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하여 주십시오.)
5) 매력거리가 없어서

1. 금번 제주도 방문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셨습니까?
1-1. 금번 여행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하여 주십시오.)
6) 이동이 불편해서

1. 금번 제주도 방문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셨습니까?
1-1. 금번 여행중 야간관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하여 주십시오.)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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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1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1: 쇼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2          6.8         16.3          

아니다 2 113        34.8       83.7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2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2: 식도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8          5.5         13.3          

아니다 2 117        36.0       86.7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3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3: 길거리 구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5          16.9       40.7          

아니다 2 80          24.6       59.3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4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4: 술마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3          13.2       31.9          

아니다 2 92          28.3       68.1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쇼핑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2) 식도락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3) 길거리 구경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4) 술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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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5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5: 야간 관광지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5          16.9       40.7          

아니다 2 80          24.6       59.3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6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6: 공연관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6          4.9         11.9          

아니다 2 119        36.6       88.1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7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7: 미용관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            1.2         3.0            

아니다 2 131        40.3       97.0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8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8: 노래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5          10.8       25.9          

아니다 2 100        30.8       74.1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5) 야간 관광지 방문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6) 공연관람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7) 미용관광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8)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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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9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9: 나이트클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5          7.7         18.5          

아니다 2 110        33.8       81.5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10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10: 유흥주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0          6.2         14.8          

아니다 2 115        35.4       85.2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11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11: 재래시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            1.2         3.0            

아니다 2 131        40.3       97.0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2_12 (경험한 경우) 관광활동이나 장소12: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5            1.5         3.7            

아니다 2 130        40.0       96.3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9) 나이트클럽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0) 유흥주점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1) 재래시장

2. 귀하가 야간에 즐긴 관광활동이나 방문한 장소는?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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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1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1: 언어소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            0.6         1.5            

아니다 2 133        40.9       98.5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4_2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2: 교통불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5          10.8       25.9          

아니다 2 100        30.8       74.1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4_3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3: 야간관광정보 부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45          13.8       33.3          

아니다 2 90          27.7       66.7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4_4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4: 야간관광 패키지 상품 부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6          11.1       26.7          

아니다 2 99          30.5       73.3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언어소통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2) 교통불편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3) 야간관광정보 부재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4) 야간관광 패키지 상품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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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5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5: 안전하지 못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4          4.3         10.4          

아니다 2 121        37.2       89.6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4_6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6: 부당요금 징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10          3.1         7.4            

아니다 2 125        38.5       92.6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4_7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7: 야간 관광안내소 부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38          11.7       28.1          

아니다 2 97          29.8       71.9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4_8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8: 야간관광을 즐길 장소가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28          8.6         20.7          

아니다 2 107        32.9       79.3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5) 안전하지 못함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6) 부당요금 징수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7) 야간 관광안내소 부재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8) 야간관광을 즐길 장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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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9 야간관광시 불편했던 점9: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다 1 7            2.2         5.2            

아니다 2 128        39.4       94.8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5 야간관광에 대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우수하지 못함 1 2            0.6         1.5            

우수 하지 못함 2 28          8.6         20.7          

보통임 3 78          24.0       57.8          

우수함 4 26          8.0         19.3          

매우 우수함 5 1            0.3         0.7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c6 야간관광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1            0.3         0.7            

불만족 2 17          5.2         12.6          

보통임 3 77          23.7       57.0          

만족 4 36          11.1       26.7          

매우 만족 5 4            1.2         3.0            

비해당 0 190        58.5       

325        100.0     100.0        

4. 야간관광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9) 기타

5. 제주도의 야간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귀하의 평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6. 제주도에서 야간관광 경험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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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 야간 경관감상 루트(코스)의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0 0.0 0.0

지지하지 않음 2 15          4.6         4.6            

보통 3 74          22.8       22.8          

지지함 4 186        57.2       57.2          

매우 지지함 5 50          15.4       15.4          

325        100.0     100.0        

d2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2: 야시장(재래시장)의 적극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1            0.3         0.3            

지지하지 않음 2 13          4.0         4.0            

보통 3 107        32.9       32.9          

지지함 4 171        52.6       52.6          

매우 지지함 5 33          10.2       10.2          

325        100.0     100.0        

d3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3: 현대적 야간 쇼핑시설의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1            0.3         0.3            

지지하지 않음 2 13          4.0         4.0            

보통 3 128        39.4       39.4          

지지함 4 144        44.3       44.3          

매우 지지함 5 39          12.0       12.0          

325        100.0     100.0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야간 경관감상 루트(코스)의 개발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 야시장(재래시장)의 적극 개발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3) 현대적 야간 쇼핑시설의 개발

Ⅳ. 향후 제주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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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4: 야간 대형 공연장의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2            0.6         0.6            

지지하지 않음 2 10          3.1         3.1            

보통 3 83          25.5       25.5          

지지함 4 162        49.8       49.8          

매우 지지함 5 68          20.9       20.9          

325        100.0     100.0        

d5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3            0.9         0.9            

지지하지 않음 2 17          5.2         5.2            

보통 3 79          24.3       24.3          

지지함 4 151        46.5       46.5          

매우 지지함 5 75          23.1       23.1          

325        100.0     100.0        

d6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6: 야간경관 타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1            0.3         0.3            

지지하지 않음 2 14          4.3         4.3            

보통 3 68          20.9       20.9          

지지함 4 142        43.7       43.7          

매우 지지함 5 100        30.8       30.8          

325        100.0     100.0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4) 야간 대형 공연장의 개발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5) 공연관람을 하면서 저녁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6) 야간경관 타워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5: 공연관람을 하면서 저녁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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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2            0.6         0.6            

지지하지 않음 2 17          5.2         5.2            

보통 3 92          28.3       28.3          

지지함 4 154        47.4       47.4          

매우 지지함 5 60          18.5       18.5          

325        100.0     100.0        

d8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8: 테마거리 조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1            0.3         0.3            

지지하지 않음 2 12          3.7         3.7            

보통 3 106        32.6       32.6          

지지함 4 159        48.9       48.9          

매우 지지함 5 47          14.5       14.5          

325        100.0     100.0        

d9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9: 야간관광지 투어버스 운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1            0.3         0.3            

지지하지 않음 2 25          7.7         7.7            

보통 3 115        35.4       35.4          

지지함 4 161        49.5       49.5          

매우 지지함 5 23          7.1         7.1            

325        100.0     100.0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7) 역사적/유명 건출물에 대한 야간조명의 설치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8) 테마거리 조성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9) 야간관광지 투어버스 운영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7: 역사적/유명 건출물에 대한 야간조명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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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0: 다양한 야간 유흥 및 오락시설의 조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4            1.2         1.2            

지지하지 않음 2 27          8.3         8.3            

보통 3 130        40.0       40.0          

지지함 4 135        41.5       41.5          

매우 지지함 5 29          8.9         8.9            

325        100.0     100.0        

d1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1            0.3         0.3            

지지하지 않음 2 22          6.8         6.8            

보통 3 87          26.8       26.8          

지지함 4 171        52.6       52.6          

매우 지지함 5 44          13.5       13.5          

325        100.0     100.0        

d1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1            0.3         0.3            

지지하지 않음 2 21          6.5         6.5            

보통 3 99          30.5       30.5          

지지함 4 167        51.4       51.4          

매우 지지함 5 37          11.4       11.4          

325        100.0     100.0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0) 다양한 야간 유흥 및 오락시설의 조성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1) 야간에 식사․공연관람이 가능한 유람선 운영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2) 일부 관광지나 문화시설을 야간시간에도 개장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1: 야간에 식사․공연관람이 가능한 유람
선 운영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2: 일부 관광지나 문화시설을 야간시간에
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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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3: 마사지 등 미용관광의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5            1.5         1.5            

지지하지 않음 2 35          10.8       10.8          

보통 3 146        44.9       44.9          

지지함 4 110        33.8       33.8          

매우 지지함 5 29          8.9         8.9            

325        100.0     100.0        

d14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4: 다양한 야간 축제와 이벤트의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1            0.3         0.3            

지지하지 않음 2 16          4.9         4.9            

보통 3 67          20.6       20.6          

지지함 4 191        58.8       58.8          

매우 지지함 5 50          15.4       15.4          

325        100.0     100.0        

d15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5: 야간 관광안내소 운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2            0.6         0.6            

지지하지 않음 2 23          7.1         7.1            

보통 3 65          20.0       20.0          

지지함 4 182        56.0       56.0          

매우 지지함 5 53          16.3       16.3          

325        100.0     100.0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3) 마사지 등 미용관광의 개발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4) 다양한 야간 축제와 이벤트의 개발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5) 야간 관광안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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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6: 스토리가 있는 야경투어코스 개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2            0.6         0.6            

지지하지 않음 2 20          6.2         6.2            

보통 3 107        32.9       32.9          

지지함 4 146        44.9       44.9          

매우 지지함 5 50          15.4       15.4          

325        100.0     100.0        

d17 향후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지정도17: 카지노 시설을 내국인에게도 개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지지하지 않음 1 9            2.8         2.8            

지지하지 않음 2 65          20.0       20.0          

보통 3 133        40.9       40.9          

지지함 4 89          27.4       27.4          

매우 지지함 5 29          8.9         8.9            

325        100.0     100.0        

b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172        52.9       52.9          

여자 2 151        46.5       46.5          

무응답 9 2            0.6         0.6            

325        100.0     100.0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6) 스토리가 있는 야경투어코스 개발

1. 제주지역에 향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형의 관광시설 도입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7) 카지노 시설을 내국인에게도 개방

1. 응답하신 분의 성별은?

□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귀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한 곳
에만 ‘V’ 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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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29세 1 112        34.5       34.5          

30~39세 2 105        32.3       32.3          

40~49세 3 67          20.6       20.6          

50~59세 4 36          11.1       11.1          

60세 이상 5 5            1.5         1.5            

325        100.0     100.0        

bq3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무원 1 27          8.3         8.3            

사무직 2 75          23.1       23.1          

전문기술직 3 34          10.5       10.5          

판매서비스직 4 35          10.8       10.8          

자영업 5 48          14.8       14.8          

주부 6 48          14.8       14.8          

학생 7 52          16.0       16.0          

기타 8 6            1.8         1.8            

325        100.0     100.0        

bq4 응답자 최종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1            0.3         0.3            

고졸 2 125        38.5       38.5          

대졸 3 177        54.5       54.5          

대학원졸 4 18          5.5         5.5            

기타 5 4            1.2         1.2            

325        100.0     100.0        

2. 귀하의 연령은?

3. 귀하의 직업․직종은?

4. 귀하의 최종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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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5 월평균 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0만이하 1 29          8.9         11.2          

101만원~150만원 2 25          7.7         9.7            

151만원~200만원 3 70          21.5       27.0          

201만원~250만원 4 38          11.7       14.7          

251만원~300만원 5 41          12.6       15.8          

301만원 이상 6 56          17.2       21.6          

비해당 0 66          20.3       

325        100.0     100.0        

bq6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74          22.8       22.8          

부산 2 49          15.1       15.1          

대구 3 33          10.2       10.2          

인천 4 25          7.7         7.7            

광주 5 13          4.0         4.0            

대전 6 20          6.2         6.2            

울산 7 19          5.8         5.8            

경기도 8 36          11.1       11.1          

강원도 9 9            2.8         2.8            

충청도 10 20          6.2         6.2            

경상도 11 15          4.6         4.6            

전라도 12 12          3.7         3.7            

325        100.0     100.0        

5.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6.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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