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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표 2-1] 시민참여의 장단점

장점 단점

집행의 효율 증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해 집행 지체 우려

시민의 욕구 충족 및 주체성 회복 비전문가의 참여로 행정 및 사업집행 
상의 비효율 우려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소수의 적극적 참여자나 일부 특수 이익집단
을 과잉 대표할 우려

일반인 대상 자주성 및 공공의식 상승 효과를 
지닌 교육적 기능

군중심리에 의한 대중적 획일성 우려

시민과 행정의 거리감 줄이기 편향된 고정관념에 의한 잘못된 판단 우려

(출처: 조용현(2002), 재구성)



[표 2-2] 공원 관리의 종류

구분 정의 관리대상

유지관리
- 식재 및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면
서 공원 내 구성요소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

- 식재
- 시설물

운영관리
- 공원 관리 조직 인력 및 예산, 시설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원 서비스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예산
- 조직
- 공원 운영 시설

이용관리
- 공원 내 조경공간에 대한 공원 이용자들의 행태
와 선호를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이용 프로그램
을 제공하거나 이용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

- 행사 프로그램
- 홍보
- 안전관리

출처: 김효정(2010), 이덕용(2012), 재구성



[표 2-3] 공원 운영관리 방식별 장단점

방식 장점 단점

공공영역
직영관리

(시, 자치구
위임)

· 행정절차의 일원화료 효율향상
· 분명한 책임소재를 통한 관리실태 파악 
용이

·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용이
· 민원 발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 공무원 조직상의 비효율
· 인력과 조직확충시 운영비 부담 
가중

· 기본적인 공원유지관리 이외 이
용자 관리 등은 업무상 제외

준공공영역
간접관리

(공단 일괄 
위탁)

· 기존 전문인력의 활용 용이로 전문성 
및 효율성 상승

· 분명한 행정체계로 업무처리가 용이
·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용이
· 민원 발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 필요 이상의 인건비와 관리비
· 공단 조직상의 비효율
· 수익시설 위주의 공원관리로 인
한 공공성 저하 우려

민간영역
시민·민간위탁

(민간단체,
민간 기업)

· 민간단체의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

· 기업의 사회공헌 창구로서의 역할 우수
· 시민의 적극적 참여 용이

· 수익시설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
질시 공공성 저하

· 적은 사례로 인한 도입상 우려

혼합형
직영·민간위탁
(민·관 협력)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각기 보유한 장
점으로 운영효율 향상

· 분담이 분명한 행정체계로 업무처리가 
용이

· 책임소재나 권한의 범위가 불분
명

· 민간단체의 재원확보가 어려울시 
관리 불균형 문제 발생 우려

출처: 이승현(2016), 재구성













위치정보

텍스트 
(현 상태, 행동, 
개인의 감정 등)

공간 이미지

[그림 2-1] 사용자 생성 콘텐츠 예시(페이스북)



① 블로그 포스트(네이버) ② 소셜미디어 사진(인스타그램)

③ 소셜미디어 포스트(페이스북) ④제작동영상 (유투브)

[그림 2-3]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플랫폼별 형태

텍스트 
(제보내용, 
제보 시각 등)

위치정보 
(지도형태)

공간 이미지

[그림 2-2] 사용자 생성 콘텐츠 예시(서초맵 어플리케이션, 재구성)



[표 2-4]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특징

요소 내용

발행의 필요성
(Publication 

Requirement)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공개된 그룹이나 게시판, 혹은 가입이 요구되는 
그룹이나 게시판 등에 발행(Publication)되어 공공 혹은 특정 집단에 
가입된 타인들이 이를 보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이 아무에
게도 공유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한 게시글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인
정되지 않는다.

생산의 노력
(Creative Effort)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이어야 
한다. 타인의 작품이나 글을 그대로 도용해오는 것은 사용자 생산 콘
텐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명확한 출처를 밝히고 타인의 작품이나 
글을 인용하여 자기 고유의 생각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경우 사용자 
생산 콘텐츠로 인정될 수 있다.

특정한 목적성의 배제 
(Creation outside of 

professional 
routines and 

practices)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제작되
어야 한다.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 고용된 전문가가 홍보나 이윤추구 
등 특정 목적을 바탕으로 제작해 공유하는 것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OECD(2007), 재구성





[표 2-5]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생성 동기

요소 내용

직접적 동기
(Explicit 

Incentives)

직접적 동기는 정보 생성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따를 때 자극을 주는 
요인으로, 보통 인터넷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같
은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용자는 물질적, 금전적인 보상을 얻기 위
해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 생산을 유도한 측에서 그에 맞는 보상을 지
급하면서 유지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생산하도록 유
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노리고 생성된 
무성의한(혹은 거짓) 정보의 생성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간접적 동기
(Implicit 

Incentives)

물질적인 보상 대신 개개인의 성취감 혹은 만족감을 유발하여 자극을 
주는 요인으로, 커뮤니티 모임 내에서 주어지는 계급이나 특권, 트위
터에서 이루어지는 리트윗(Retweet, 공유) 횟수, 페이스북의 좋아요
(Like) 횟수 등 가상에서의 수치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만족감을 고
취시키면서 양질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한 보상에 개의치 않는 이용자들에겐 매력요인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출처: F.Smadja(2009), 재구성



[그림 2-4] Bugwood사의 생태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제보 과정



[그림 2-5] 영국 FixMyStreet 서비스 이용 현황 스크린샷



[그림 2-6] 생활불편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



[그림 2-7] 오픈스트리트맵 웹지도와 어플리케이션(maps.me)













[그림 2-8] 산림훼손신고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

[그림 2-9]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사진은 임의화면으로 편집함)







[그림 2-10] 국립공원 관리공단 페이스북 스크린샷 및 제보 UGC



[그림 2-11] 국립공원 산행정보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







[그림 2-12] 서초맵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













[표 3-1] 설문조사 항목 선정

분류 조사 내용 고려된 UGC 특징 

공원 이용 전
- 공원 방문 동기
- 공원에 대한 정보 습득 출처
-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이용했을 경우 그 정보의 형태

정보로서의 가치

공원 이용 중 - 기본 공원 이용 행태
- 참여형 공원관리에 있어서의 기여의사 및 그 이유

자발적 정보의 생성

공원 이용 후 - 공원 관련 정보의 재생산 여부 타인과의 공유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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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공원 방문 동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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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포털사이트 소셜 미디어 오프라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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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공원 정보 습득 경로 

1.2%
10.1%7.2%

81.4%

인터넷 검색 주변지인 직접 방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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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UGC 참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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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셜미디어 공식 홈페이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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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공원 관련 주 관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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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원 이용 중 이동경로 참고 요소

2.1%

27.8%

16.0%

3.8%

19.4%

30.8%

표지판 지도어플 소셜미디어 공식안내도 참고 안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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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주 공원 이용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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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16.0%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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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휴식 프로그램 참여 경관촬영 운동 산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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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문제 혹은 불편사항 발생시 대응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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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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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관리사무소 전화 공원홈페이지 제보 공식어플 제보 관리인 신고
본인이 해결 온라인 공유 무대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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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5%

52.5%

70%

[그림 3-10] 상황 대응 저해 요인(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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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공원 홈페이지 공식어플 공원관리인 귀찮아서 없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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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공원 이용 후 후기 작성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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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소셜 미디어 블로그, 카페 공식홈페이지 디지털도구(공유X)
개인 일기장 작성 안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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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후기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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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경치나 볼거리 이용 경험 공원에 대한 평가 안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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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UGC 참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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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블로그 소셜미디어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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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청계산 공원 방문 동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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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소셜 미디어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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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청계산 공원 정보 습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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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주변지인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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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공원 관련 주 관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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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별 난이도 멋진 경관(포토스팟) 중간휴식장 위치
교통수단 등산 전후를 위한 맛집이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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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공원 이용 중 이동경로 참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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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주변 행인·동료 공식 안내도 지도어플 블로그 참고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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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사진 촬영 후 공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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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공유 블로그에 공유 지인들에게 각자 공유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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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문제 혹은 불편사항 발생시 대응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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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전화 관리인에게 신고 홈페이지에 제보 서초맵 이용
직접해결 온라인 공유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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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상황 대응 저해 요인

19.6%

37%

24.0%

4.3%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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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공원 홈페이지 공식어플 공원관리인 귀찮아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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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서초맵 인지 여부

84.8%

13.0%
2.2%

들어본적 있고 사용중 들어본적 있지만 사용안함 들어본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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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서초맵 활용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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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 문제 낮은 신뢰도 어플활용능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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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공원 이용 후 후기 작성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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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블로그, 카페 디지털도구(공유X) 개인 일기장
작성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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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후기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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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나 볼거리 이용 경험 공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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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시민의 숲 방문 동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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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소셜 미디어 공식홈페이지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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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시민의 숲 정보 습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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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주변지인 직접 방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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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UGC 참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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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셜미디어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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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공원 관련 주 관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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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참여 프로그램 휴식공간 포토스팟 운동 교통수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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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공원 이용 중 이동경로 참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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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주변 행인·동료 공식 안내도 지도어플 블로그 참고안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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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주 공원 이용 행태

17.3%
11.5%

21.2%

1.9%

61.5%

휴식 프로그램 참여 경관촬영 운동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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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문제 혹은 불편사항 발생시 대응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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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전화 공원홈페이지 제보 관리인 신고 본인이 해결
온라인 공유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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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상황 대응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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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공원 홈페이지 공식어플 공원관리인 귀찮아서 없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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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서초맵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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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적 있고 사용중 들어본적 있지만 사용안함 들어본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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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서초맵 활용 저해 요인

54.5%

18.2%
27.3%

기능상 문제 낮은 신뢰도 어플활용능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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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공원 이용 후 후기 작성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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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블로그, 카페 공식홈페이지 디지털도구(공유X)
개인 일기장 작성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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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후기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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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경치나 볼거리 이용 경험 공원에 대한 평가











[표 3-2] 공원 관리주체와 공원 이용자간 UGC 활용 현황











[그림 4-1] 방안 구상





[표 4-1] 제외 키워드 적용 전후 콘텐츠 갯수 비교



[표 4-2] 양재 시민의 숲 UGC 키워드 분석 결과 (계속)



[표 4-2] 양재 시민의 숲 UGC 키워드 분석 결과 (계속)

[표 4-3] 빈도수 10회 이상 키워드와 10회 미만 키워드



바닥분수,신분당선,맨발공원,주말,교통
2%

봄,경치,코스모스
2%

꽃
3%

나들이,야외결혼식,청설모
3%

벚꽃,카메라
3%

가족,나무
4%

사진
4%

바베큐장, 매헌기념관
5%

소풍,아이
5%

양재천,놀이터
5%

숲
6%

꽃밭
7%

출사
7%

낙엽
8%

단풍
10%

산책
13%

가을
13%

[그림 4-2] 10회 이상 언급된 키워드 비율 분석



2011년도 키워드 2012년도 키워드

2013년도 키워드

2015년도 키워드

2014년도 키워드

[그림 4-3] 각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그림 4-4] 종합 결과 워드 클라우드



[표 4-4] 이용관리의 세부사항

출처: 한국조경학회(2009), 재구성



[표 4-5] 분석결과의 이용관리 항목별 적용



[표 4-6] 이용지도 관련 콘텐츠

양재시민의숲, 서초문화예술공원 - 늦
가을의 만보(漫步)
http://blog.naver.com/hyouncho/50125697387

[양재] 시민의 숲 - 산책길
http://blog.naver.com/kesun_/110147925391

[양재시민의숲 바베큐장] 갔다왔어요
~!~! 예약방법 및 사진! 
http://tpdud0918.blog.me/220016427281

[표 4-7] 행사개최 관련 콘텐츠

[양재시민의숲] 서울출사지 양재
시민의 숲
http://zboycsi.blog.me/70124055354

서울출사지로 많은 곳이 있습니다. 다녀온 양재시민의 숲
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며, 건강함이 넘치는 곳이
기도 하며, 연인 또는 사진동호회에서 모델촬영도하고, 사
진도 찍는 곳이기도 합니다…

절정에 다다른 가을 절경-양재
시민의 숲[호미숙 자전거여행]
http://homibike.blog.me/
150179298378

[가을여행지] 수도권출사- 양재
시민의숲,단풍출사
http://blog.naver.com/soblock/
220161549020



[표 4-8] 홍보·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관련 콘텐츠

비오는날 양재시민의숲 바베큐
장에서 바베큐 모임(4)
http://annzly.blog.me/20140671997

예전에 바베큐장 관리해주시던분은 참 친절하시고 자상하
셨는데 요번에 계신분은 넘 불친절해서 기분이 확 상해버
림. 우리한테 대놓고 뭐라 한건 없었지만 바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쓰레기 분류하는게 맘에 안들었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심. 집에서라면 그따위로 하시겠냐고;;;

바베큐 in the city - 양재 시민
의 숲 바베큐장 thㅏ thㅏ치 알
아보기 있기! 없기!
http://blog.naver.com/
boktae53/40157252105

결혼식후보지 양재시민의숲 야
외예식장 답사
http://toblivion.blog.me/
220454631723

[표 4-9] 안전관리 관련 콘텐츠

■ 양재 시민의숲 +{ 시민의숲 물
놀이장, 아기와 갈만한 곳 }+
http://whereur.blog.me/
150141738028

대부분 놀이터가 있는 공원을 많이 가요. 쌩글이가 에너지
가 폭발적인 아기라 계속 달리고 뛰고 매달리고 할만한 장
소로 다니는 편이거든요.…사실 남편은 이런 바닥분수의 
수질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되도록이면 쌩글이 이런 물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라고 해요.

[양재/ 시민의숲 ] 어린이 놀이터
에서 신나는 물놀이~!
http://gonckey.blog.me/
220078975218







[그림 4-5]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5단계 전략적 운영안







[표 4-10] 모바일 앱 성과측정 지표 (행정자치부, 2015)

측정지표 (배점) 설명 및 산식

1. 기반ㆍ인프라
 확보 여부 (10점)

정의 □ 안정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점수구간
5개 4개 3개 2개 1개

10점 8점 6점 4점 2점

측정산식

□ 하단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산으로 계산  (1개에 2점씩)
①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침 · 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
② 운영 · 유지보수, 고도화 등 예산확보 여부
③ 운영 서비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여부 (일 1회 이상)
④ 운영 · 유지보수 전담인력 지정·운영 여부
⑤ 운영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운영·보안교육 실시 여부 (월 1회 이상) 

2. 보안대책 마련 여부 
(30점)

정의 □ 구축 · 운영단계에서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및 취약점 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 

점수구간
5개 4개 3개 2개 1개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측정산식

□ 하단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산으로 계산 (1개에 10점씩)
① 단계별 중요 정보 식별, 위협분석 등 보안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②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③ 취약점 점검을 수행했는지 여부
④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⑤ 보안설계서, 보안약점 및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여부

3. 이용률 현황
 (40점)

정의 □ 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을 다운로드한 건수를 파악하여 대국민 활용도 측정 

점수구간
50,000~ 25,000~49,999 24,999~10,000 5,000~9,999 1,000~4,999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측정산식
□ 민간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에서 다운로드한 건수의 
합산으로 계산 

4. 이용자 만족도 현황 
(10점)

정의 □ 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공공앱을 다운로드한 후, 등록한 평가점수 측정 

점수구간
4점 이상 3.5~4점 미만 3~3.5점 미만 2.5~3점 미만 2~2.5점 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측정산식
□ 민간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에서 이용자가 등록한 평
가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단, 평가건수가 10건 미만인 앱스토어의 경우 제외

5. 업데이트 최신성 여
부 (10점)

정의 □ 앱스토어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지 여부 측정

점수구간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10점 6점 3점

측정산식
□ 민간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최초 등록일자를 기준으
로 업데이트 일자와의 기간의 평균 을 계산하여 측정 

(출처: 행정자치부,2015)























· 청계산 공원 대상 설문지







· 양재 시민의 숲 대상 설문지







· 인터넷 이용자 대상 설문지

- 사용자 생산 콘텐츠가 공원의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공원의 이용 및 관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입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란 간단히 말해 거의 모든 종류의 온라인 콘텐츠를 의미하는 말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설문에 답하는데엔 전혀 지장없습
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방문 및 이용에 관한 설문

1. 평소 공원을 방문할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정보의 출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정보 (가족, 친구 등)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등)
③ TV의 방송 프로그램
④ 서적, 신문 등
⑤ 주변을 지나다 우연히

     1.1 인터넷을 선택하셨다면,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포털 블로그 (네이버, 다음, 구글 등)
     ② 포털 소식지 (뉴스, 칼럼 등)
     ③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④ 기타 (               )

     1.2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을때, 어떻게 정보를 얻게되었습니까?

     ①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내에서 직접 검색
     ② 인터넷 이용중에 눈에 띄어서
     ③ 주변 지인의 공유
     ④ 기타 (               )

2. 방문을 결정한 뒤 활동계획을 세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입니까?

① 방문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의 추천
② 블로그, SNS를 통한 정보를 토대로
③ 공원 공식 웹사이트 방문
④ 공원 안내 팜플렛, 서적 등으로부터
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⑥ 안세웠다

3. 공원을 방문한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경치를 즐기며 산책
② 특색있는 즐길거리 (공원 프로그램 등)
③ 특정 스포츠 (자전거 등)
④ 휴식
⑤ 기타 (                              )



4. 공원에 체류한 시간 (혹은 체류 예정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4시간 이상

5. 공원 내에서 이동경로는 평균적으로 어느것에 많이 의지하셨습니까?

① 공원 표지판, 이정표
② 주변 사람들(행인, 상점 근무자등)에게 물어서
③ 안내소 등에서 입수한 지도
④ 인터넷 도구 (지도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및 SNS의 정보)
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⑥ 기타 (                          )

    5.1 인터넷 도구를 이용하셨다면, 어떤 형태의 도구를 이용하셨습니까?

     ① 지도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다음, 구글 등)
     ② 공원 공식 어플리케이션
     ③ 블로그, SNS를 통한 정보
     ④ 기타 (                       )

공원 이용중 관리 의식에 관한 설문

1. 공원의 문제점을 발견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신적 있습니까?
(기물 파손, 쓰레기 방치, 주변의 소란 등)

① 있다 (3번으로)
② 없다 (4번으로)

2.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해결을 위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측에 제보하여 해결
     ② 직접 가서 해결
     ③ 특정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무시함
     ④ 기타 (                  )
    

     2.1 ‘제보’를 하신다면, 하실때 어떤 수단을 사용하십니까?

     ① 공원 관리사무소에 전화
     ② 공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보
     ③ 공원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보
     ④ 주변 관리인을 만나 직접 신고

     2.2 제보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선을 위해 확실히 도움이 된다
     ② 일시적이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별 도움되진 않을 것이다



   2.3 경험해봤던 제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3.1 느끼셨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셨습니까?

        ① 전화로 누군가와 말하기 조금 껄끄럽다
        ②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③ 웹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가 너무 느리다
        ④ 웹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까지 찾아가기 귀찮다 (혹은 복잡하다)
        ⑤ 답변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⑥ 기타 (                          )

3. ‘없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전화로 누군가와 말하기가 조금 껄그럽다
   ② 웹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귀찮다
   ③ 웹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
   ④ 별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0-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0-2. 나이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0-3. 현재 거주중인 곳을 시,구,동 순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0-4. 공원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하루에 한번 이상          ② 일주일에 한번 이상          ③ 한달에 한번 이상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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