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 --> 매우
그렇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①―――②―――③―――④―――⑤―――⑥―――⑦

갓바위에 케이블카가 놓이면 불교성지가 파괴될 소지가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세수증대와 경제논리를 앞세워 자연이 훼손될 수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경사도 급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없어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편한 것만 추구하는 관광객은 이곳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침체된 상가주민의 상가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는 필요하다 ①―――②―――③―――④―――⑤―――⑥―――⑦

케이블카 설치공사중 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케이블카 설치 후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운영이 우려된다 ①―――②―――③―――④―――⑤―――⑥―――⑦

국내 기술로는 케이블카 설치가 어려워 외화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산이 높아 수려한 경관을 보지 못했던 관광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길 수 있게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높은산 케이블카로 레저공간이 부족한 도시민의 휴식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기상이 나쁠 때 겨울철 등 도 탐방기회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등산로의 이용감소로 등산로 및 식생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기존 등산로 탐방에서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관광매력을 줄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갓바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감상할 수 있게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볼거리가 없는 대구에 관광명소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시간이 없는 단기체류자에게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의 방문기회를 줄 수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케이블카 설치로 취객 등의 접근 편리성으로 문화재 보호가 어렵다 ①―――②―――③―――④―――⑤―――⑥―――⑦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 -->
매우

그렇다

나는 케이블카 조성에 대해 거부감이 높다 ①―――②―――③―――④―――⑤―――⑥―――⑦

항        목

전혀
중요하
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중요
하다

장애인이 갓바위 참배위해 케이블카 이용시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한다 ①―――② ―――③―――④―――⑤―――⑥―――⑦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② ―――③―――④―――⑤―――⑥―――⑦

갓바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유적지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신성한 사찰이자 대구지역의 
문화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에 케이블카 조성은 관광객 편의제공 참배객의 안전 노약자 장애인에게 탐방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에 자연훼손 및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갓바위를  방문해 
시끄럽고 혼잡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본 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갓바위의 케이블카 
조성에 대한 찬 반의견을 수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에 설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 박종구 교수 

갓바위의 케이블카 조성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귀하가 갓바위의 케이블카 조성에 관련된 아래 항목들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하여 주십시오



친환경적인 공법을 통해 산에 자연훼손을 없도록 노력한다 ①―――② ―――③―――④―――⑤―――⑥―――⑦

수익금의 일부를 자연환경 보호기금으로 활용한다 ①―――② ―――③―――④―――⑤―――⑥―――⑦

케이블카의 탐승인원을 제한하여 과도한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 ①―――② ―――③―――④―――⑤―――⑥―――⑦

식물 동물 문화재 분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①―――② ―――③―――④―――⑤―――⑥―――⑦

성별 남성 여성

연령 대 대 대 대 대 대 이상 

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거주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함  대구 경북 지역 외에 거주함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방문객 증

가 개 선택
방문객 증가가 필요하다 가급적 방문객 억제해야 한다  

팔공산의 관리주안점 개 선택 방문자 편의제공이 우선함  자연환경 보존이 우선함 

직업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자영 상공업 전문직 

관리직 학생 전업주부 직업 없음 기타

개인

월평균소득

소득 없음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