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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대학 종합박물관 방문자 설문조사 

 

 

 

 

 

 

 

<기입시 부탁사항> 

아래 설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선택지에 ○를 치시고  

(          )에는 글로 답해 주십시오. 
 

 

 

설문 1 방문시간 

１．10：00~12：00  ２．12：00~17：00 ３．17：00~22：00 

 

 

 

설문 2 성별 

１．남자    ２．여자 

 

설문 3 연령대 

１．10 대 이하   ２．20 대   ３．30 대 

４．40 대          ５．50 대   ６．60 대 

７．70 대           ８．80 대 이상 

 

설문 4 직업 

１．초등학생   ２．중학생       ３．고등학생(        학년) 

４．대학생・대학원생  ５．회사원            ６．기타（        ） 

 

설문 4-1 홋카이도대학 관계자만 답해 주십시오. 

１．학생           ２．졸업생  

３．학생 또는 졸업생의 가족  ４．교직원  

５．교직원의 가족 

 

설문조사 5 거주지 

１．삿포로    ２．홋카이도 내(삿포로 제외) ３．일본 국내(홋카이도 제외) 

４．중국    ５．대만     ６．대한민국   ７．홍콩     

지금 기입하고 계시는 당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오늘도 홋카이도대학 종합박물관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홋카이도대학에서는 보다 알찬 시설이 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분들께 방문 

후 느낀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답해 주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해 드리오니 기입하신 설문조사표를 

저희 박물관 정면 출구 밖에 있는 조사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홋카이도대학 종합박물관에 몇 시쯤 입장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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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태국    ９．말레이시아  10．싱가포르  11.기타（        ） 

 

 

설문조사 5-1 홋카이도 및 삿포로 방문의 주된 목적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１．관광           ２．상용 

３．기타（                           ） 

 

설문조사 5-2 여행 형태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１．단체투어        ２．개인여행 

３．기타（                           ） 

 

 

설문 6 홋카이도대학에 오신 주된 목적은 저희 박물관 방문입니까? 

１．그렇다    ２．아니다 

 

설문 7 저희 박물관 방문은 몇 번째입니까? 

１．첫 번째   ２．두 번째      ３．세 번째 이상 

 

설문 8 저희 박물관 방문이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１．전시물 견학       ２．박물관 행사에 참여 

３．카페 이용         ４．뮤지엄샵 이용 

５．화장실 이용      ６．휴게, 휴식 

７．기타（                               ） 

 

설문 9 저희 박물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１．저희 박물관 홈페이지 ２．저희 박물관이 아닌 다른 박물관 홈페이지 

３．트위터   ４．페이스북        ５．기타 SNS 

６．텔레비전・라디오  ７．여행잡지・가이드북 

８．포스터・전단지  ９．여행사        10．관광안내소 

11．관광가이드, 투어 인솔자 12．숙박처      13．가족・친구・지인 

14．우연히 지나가다가  15．기타（                ） 

 

설문 10 저희 박물관 뮤지엄샵에 어떤 상품이 판매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１．홋카이도 다운 상품    ２．홋카이도대학 다운 상품 

３．박물관 다운 상품       ４．기타（             ） 

  

홋카이도대학 종합박물관 및 홋카이도대학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삿포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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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1 저희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구매하신 물건은  

      무엇 때문에 구매하셨습니까? 또는 구매하실 겁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１．가족에게 선물 ２．친구에게 선물 ３．자기를 위한 여행기념품 

４．구매 안함  ５．기타（                        ） 

 

설문 12 저희 박물관 카페(포라스)에서 드신(드실) 음식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１．식사   ２．커피, 음료수 ３．주류 

４．디저트류  ５．이용 안함  ６．기타（              ） 

 

설문 13 오늘 홋카이도대학 안에서 종합박물관 외 어디에 가셨습니까? 또는 어디에 

가실 겁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각 시설 위치는 설문조사표 설치 장소에 있는 지도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１．인포메이션 센터 (엘름의 숲) 

２．학술교류회관   ３．백년기념회관    ４．호쿠다이 마르쉐 

５．부속도서관   ６．사쿠슈코토니강  ７．중앙 잔디밭 

８．후루카와강당   ９．클라크박사 동상  10．클라크회관 

11．대학문서관   12．농학원/농학연구원/농학부 

13. 매장문화재조사센터  14．중앙식당   15．오노연못 

16．포플러 가로수길  17．제 1농장   18．은행나무 가로수길 

19．홋카이도대학병원  20．엔유가쿠샤 

21．삿포로농학교 제 2농장 22．강의실・연구실 등 23. 식물원 

24．상기 선택지 이외의 식당 25. 캠퍼스 전체  26．역사적인 건물 

27．박물관만 방문 

28．기타（                               ） 

 

설문 14 저희 박물관을 방문해서 홋카이도대학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１．아주 좋아졌다   ２．좋아졌다    ３．변함이 없다 

４．나빠졌다      ５．아주 나빠졌다 
 

 

설문조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박물관 정면 출구 밖에 있는 조사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