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은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쓰는 오늘의 일기

다양한 커뮤니티 맵핑 활용 사
례를 봐서 좋았어요

맵핑team에 관심있는 분들
의 idea를 대략적으로 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각 team에 관심있는 분들
이야기

맵핑 활동에 대해 모르던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례에 대한 소개가 좋았어요 조금 사만한 느낌이었어요

data를 모아서 어떤 pattern
을 인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
한거 같아요 그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변이의 추이를 파
악하는 게 필요한거 같아요 나름 좋았어요

자신이 잘 아는 장소를 사람들
에게 보여주는 구글지도!

저녁모임 없는거... 비와서
야외에서 실습 못한거 음메~ 모르겠어요

1시에 와서 너무 쳐졌는데
지도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진짜 실습(야외에서)
실습했으면!

사례가 많아서 좋았어요 사람
들과 같이 공유하는 맵핑 재미
있었어요! 강의도 진짜 최고

날씨 때문에 야외 실습 못
해서 아쉽다 PPT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강의가 전문적이지만 개인적
으로 유용하고 좋았어요 지
리학과라 그런지 관심이 많
이 가네요

옛 사람 & 옛 추억! 비가 오는 날씨 ㅠ.ㅠ 제습기 & 방향제
비오는 날에 즐거운 수업! 좋
아요!

커뮤니티 맵핑에 접해서 좋았
어요

휴대폰으로 하나씩 해서 다
할 수 있었음 좋았을텐데...
사용법 미숙 ㅠ.ㅠ

비와서 찝찝한데 오늘 빵빵
한 에어컨 가동~ 굿잡!

실제로 사용하게 될 어플과 사
이트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삭제하는 방법도 있나요?
수정하는 방법이나...^^

실제 제일 관심있어하는 분
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맵핑에 대해 알게 됨. 관심 급
증! 아직 2G라... 일찍 마쳤네...

자유로운 분위기! Google
map으로 맵핑!

재미있었어요 :) 유용하고 역
사자료로도 남길 수 있겠다
는 생각이!

실습. 이야기 하는거 어플 활
용

서로의 추억이 있는 곳을 들
어서 재밌음

강의도 좋았고 실습도 좋았어
융 없으융

질문받는 시간을 추가해줘
융 맵핑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

비도 오고 축축 처지지만 역
시 사람들의 온기를 받으며
기운 퐉!

(장애인, 어린이 등) 지역 주민
을 위한 커뮤니티 맵핑! 모이
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을 실감했어요 오늘 new face
가 많아서 ^^

밖에 나가서 직접 맵핑 실
습을 못해봐서 아쉬웠어요

피티 자료 공유(사전 공유
or print)

피곤한 일정 들이지만 나름
잘 해내고 있어서 뿌듯합니
다
맵핑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서
로가 좋아하는 장소를 공유
할 수 있어 재밌었다

어플과 구굴을 통해 직접 관심
지역을 등록해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기계치인 저에겐 어렵네요
ㅠ.ㅠ

몸살기운이 있어 쉴까 했으
나, 맵핑에 관심이 많아 참석
했는데 참석하길 잘했다 서
울의 명소를 알 수 있어서 좋
았다



너무 개인적인 소감인데 강사
님께서 맵핑 사례를 성북동으
로 해주셔서 좋았구요!(우리
동네!) 구굴을 통해 직접 개인
적인 장소를 서로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업을 위
해 무엇을 위해 아니라... 그저
그냥 재밌으려고 한 듯한 느낌
을 받아 삶의 부담감이 잠시나
마 덜어지는 느낌...

참여하는 사업 무지개다리의
일부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참
여하는 커뮤니티 장소나 편
의를 위해 맵핑을 해보고 싶
어요 수업시간에 석관월곡지
역 맵핑 한번 추진해 주시면
안되요? ^^ 어차피 성북 지
역이니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요

지속적으로 추가시켜나갈
맵 비 엄청 오는데 다들 고생

맵핑의 매력? 실습이 좀 아쉬움 사전 준비물? 현장답사? 원두'는 참 신기해요

앱 사용법 배워서 좋았고, 맵
핑 실습 재미났어요~ ^^ 없어융

강의 들을때는 맵핑에 관심
이 별로 없었는데 실습하니
까 재미있어요 원두 질려요
원두가 화내요

실습이 좋았어요! 강의 내용에
대해 -> 컨텐츠가 구체적이어
서 좋았어요

강사님이 일찍가서 의사소
통 못한게 아쉬워요 시간이
남았는데 좀 더 이야기 나
눴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강의가 더 역동적이 었으면
좋을것 같아요

새로운 어플을 알게 되서 즐
거웠다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이 재
밌었다 친구들의 나만의 장소
소개도 유용했다

지각해서 강의 못들은거 비
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는 길
이 힘들었다 강의내용 미리 공유

mappler 나 google maps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록

오짱 레츠 옷 개는법 재밌었어
요 처음으로 멋져 보였네요:)
장우연 연구원님 정리된 ppt
좋았어요 굳이 찾으려니 없어용

비오는 중에 빗소리들으면서
수업듣는 것도 좋네용 맵핑
재밌었어요!! 밖에 나가서 발
로 뛰며 맵핑 해보는 것 기대
되요

처음와서 뭐가 좋고 아쉬운 것
보다 느낀점을 적을게요 하하
아직은 정확하게 분위기를 모
르겠지만 일단 스스럼없이 다
가갈 수 있는 것 같아 좋아요

앗 이 칸이 있는지 몰랐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올께요 하하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좋았어요!!
이거 하고싶다! 딱히 없었음

공간 업사이클링 부분에 대
해 배워보고 싶어요

오늘은 친구도 만나고 맛난
것도 먹고 기분이 좋다 뭔가
기분이 맵핑으로 정해진 것
같다

서로 장소 맵핑하기? 어플활
용법

아는 장소들이 마구 쏟아져
요~ 독특한 주제가 필요할
듯?

비가 많이 오네요.. 습하고
덥고.. 서로 아는 장소들을
공유해서 재밌었어요!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등 실용
적인 툴등을 알려줘서 좋았어
요! 제가 조금 늦었어요 ㅠ.ㅠ 좋았습니다!

색다른 맵핑, 맵핑이 하나의
주제가 있었던건 아니었지만
신선한 맵핑을 해서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