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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설문
목포시민 택시서비스 만족도 조사
본 설문서는 2019년 처음으로 운영 중인『목포 웃음택시』를 포함한 택시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 계획입니
다.



한설희 승인 공개 2019-10-21 07:00 ~ 2019-11-08 23:30 제한없음 설문 종료 후 공개

본 설문서는 2019년 처음으로 운영 중인『목포 웃음택시』를 포함한 택시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과 관광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 계획입니다.

응답자성향 1번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남성  여성

응답자성향 2번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하세요.

19세 미만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1번 설문

알고있다 탑승해 본적이 있다 ( ☞ 2번)

모르고 있다

필수 [웃음택시 운영에 대한 시민의견] 귀하께서는 목포시에서 2019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목포 웃음택시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탑승해 본적이 있습니까?

2번 설문

그렇다 ( ☞ 3번) 약간 그렇다 ( ☞ 3번)

그렇지 않다

[웃음택시 운영에 대한 시민의견] 1번문항에서 '탑승해 본적이 있다'로 답하신 경우 웃음택시가 일반 택시에 비해 서비스가 우수하
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3번 설문

운전자의 친절한 태도 차량 청결상태

안전 운행 및 교통신호 준수 목적지 확인, 운행경로 안내

기타

[웃음택시 운영에 대한 시민의견] 2번문항에서 '그렇다, 약간그렇다'로 답하신 경우 웃음택시의 어떤면이 우수하였다고 생각하십
니까?

4번 설문 3번문항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이유

5번 설문 필수 [목포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평소 목포시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택시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

목포시민 택시서비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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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설문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 ☞ 6번)

매우 불만족한다 ( ☞ 6번)

필수 [목포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평소 목포시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택시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

까?

6번 설문 [목포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번문항에서 '불만족'으로 답하신 경우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는지 있는 데로 골라
서 체크해 주세요.

불친절한 태도  목적지 확인, 운행경로 안내 부족

승차 거부  난폭 운전, 교통신호 미준수

부당요금  차량 청결상태 불량(담배냄새 등)

운전자 복장 불량  카드결제 거부

기타

7번 설문 6번문항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이유

8번 설문

운수종사자 자율개선 의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친절 인증택시(웃음택시) 선정 운영 행정처분 등 지도단속 강화

기타

필수 [목포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 목포택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중요하게 개선(시

행)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9번 설문 8번문항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이유

10번 설문 [목포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목포시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안해
주세요.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목록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mode=result&idx=72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online_surveys/ongoing_survey



	목차
	진행중 설문
	목포시민 택시서비스 만족도 조사
	본 설문서는 2019년 처음으로 운영 중인『목포 웃음택시』를 포함한 택시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