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No.

만족도

설문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함

2. 생활과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함

3. 삶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갖기 위함

4. 기분전환과 반복되는 생활을 벗어남

5. 맡은 책임과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음

6. 일상의 업무를 벗어나 휴식을 위함

7. 새로운 장소를 보기 위함

8. 축제가 재미있고 흥미롭기 때문임

9. 축제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임

10.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음에 듬

11. 축제에 오는 것 자체를 좋아함

12. 프로그램과 공연을 즐기기 위함

13.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14.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함

15. 특별한 사람들과 시간을 갖음

16. 이성을 만나기 위함

17. 모든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함

18.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함

19. 지역의 문화에 관심이 있음

20. 지역의 유물ㆍ유적ㆍ문화재를 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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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설문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우리문화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2. 진기하다.

3. 체험거리가 많다.

4. 교양을 넓혀준다.

5.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6. 행사내용이 교육적이었다. 

7. 공간의 쾌적도는 높다.

8.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물이 많았다. 

9. 행사장은 즐길거리가 많았다. 

10. 행사장은 볼거리가 많았다. 

11. 행사장은 놀거리가 많았다. 

12. 관람객을 신명나게 한다. 

13. 편의시설은 충분하다(주차장, 화장실).

14. 행사장을 찾기가 쉬웠다. 

15. 낭만적 경험을 할 수 있다. 

16. 안내판이 잘 되어 있다. 

17. 행사의 현장정보가 충분하다. 

18. 행사내용을 잘 알 수 있었다. 

19. 시설과 행사내용의 적합성은 적절했다. 

20. 시설은 편리,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21. 축제장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22. 이용객의 입장을 잘 고려하였다. 

23. 행사 운영이나 진행은 잘 되고 있다. 

24. 행사 시간을 잘 지킨다.

25. 주차시설은 충분했다. 

설 문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지역축제 이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 지역축제 행사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3. 지역축제 행사진행에 대해 만족한다. 

4. 지역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     (            세 )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재학  ③ 4년제 졸/재학  ④ 대학원졸 이상/재학 

4.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5.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

① 100만원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만원 이상       ⑥ 기타

6.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주부          ③ 회사원          ④ 자영업

⑤ 노무직        ⑥ 전문직        ⑦ 기타

7. 정보의 원천은?

① TVㆍ라디오      ② 신문ㆍ전단지        ③ 주위사람           

④ 인터넷          ⑤ 여행사              ⑥ 기타

8. 동반 여부?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애인       ④ 단체

9. 귀하의 거주지는?             ① 금산-금산부근지역         ② 타지역

10. 귀하의 방문동기는?           ① 문화관광                  ② 기타

11. 귀하의 방문횟수는?           ① 첫방문                    ② 재방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