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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설문

2019 목포시 시정 홍보 인지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에서는 시정홍보 전략 수립 및 강화를 위하여 홍보매체 인지도 설문조사
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분석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승인 공개 2019-12-02 09:00 ~ 2019-12-23 23:30 제한없음 설문 종료 후 공개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에서는 시정홍보 전략 수립 및 강화를 위하여 홍보매체 인지도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분석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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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모른다

필수 1. 목포시는‘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문화재 야행’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설문

목포 시정소식지 목포 시정뉴스(동영상)

TV (공중파, 유선방송 등) SNS (페이스북, 인스타 등)

신문, 잡지, 정보지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주변사람들

기타

2. 알고 계신다면, 다음 중 주로 어느 매체를 통하여 접해 보셨는지?

3번 설문 2-1. 2번 문항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이류

4번 설문

목포시정소식지 목포 시정뉴스 (동영상)

TV (공중파, 유선방송 등) SNS (페이스북, 인스타 등)

신문, 잡지, 정보지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필수 3. 귀하께서는 목포시 시정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019 목포시 시정 홍보 인지도 조사 설문지

글번호 74 작성일 2019.11.29 15:04 조회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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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잡지, 정보지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주변사람들

기타

5번 설문 3-1. 3번문항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이유

6번 설문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필수 4. 귀하께서는 목포시 시정홍보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7번 설문 5. 불만족 하신다면,〈4번문항에 ③  만족하지 않는다 의 응답자〉 그 이유는?

8번 설문

환경 건설 · 교통

경제 · 일자리 · 수산 문화 예술 · 교육 · 체육

복지 · 의료 관광

필수 6. 귀하께서 목포시 정책 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9번 설문 필수 7. 귀하께서는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중복 응답 가능)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유달산~고하도 총 3.23km)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개최

국제 슬로시티 목포 조성사업  맛의 도시, 브랜드화사업(맛의 도시 선포, 으뜸 맛집 100선 선정)

고하도 전망대 및 해안데크 조성  목포사랑운동(질서 · 청결 · 친절 · 나눔) 추진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1897 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유달동, 만호동 일대 공간단위 문화재 등록 추진) 국가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신재생에너지 사업)

2022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종합경기장 신설)  대양산단 및 세라믹 산단 기업 유치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목포사랑 상품권 발행

해경서부정비창 유치  기타 정책 및 사업

10번 설문 7-1. 7번 문항에서 기타 정책 및 사업 을 선택하신 이유

11번 설문 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목포시 시정홍보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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