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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생태관광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사오니, 귀하
의 고견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들은 익명으
로 처리되어 오로지 학술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응답자 개인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발
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에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2008. 11.

                                             연구기관 : 동의대학교 교수 여호근
                                             관련문의 : 016-845-7680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도(시)             군(구)

 2. 귀하께서 최근 3년간 생태관광지를 방문하였던 계절은? - - -( )

 3. 귀하께서 이곳에서 머무를 시간은?

 4. 귀하께서 이곳에서 머무를 시간은?

 5. 귀하께서 이곳 생태관광지를 방문하여서 1인 기준으로 지출비용의 규모는?

 6. 귀하께서 이곳 생태관광지를 방문할 때 함께 오신 동반자는?

 7. 귀하의 이번 방문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

 8. 만약 이곳을 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개발되기를 희망합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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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귀하께서 앞으로 참가하고 싶은 활동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10. 귀하께서 앞으로 참가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 내용은?

11. 귀하께서 이곳을 방문을 통하여 느끼고 있는 개선할 점은?

    나는 이곳의 개선점을                             라고 생각한다.

※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생태관광에 관한 느낌을 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 이곳 생태관광지에 어떠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까?- - -( )

13. 이곳에 생태관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4. 이곳이 생태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수응답 가능)

※ 다음은 생태관광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귀하의 느낌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지에 필요한 정도 생태관광지에 필요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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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이곳에서 체험하기를 바라는(좋아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체험 유형 주요 체험 유형

※ 다음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2. 연령은?
3. 학력은
4. 월평균 
   소득은?
5. 직업은?

귀하의 소중한 응답에 감사를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