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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1_1 예방예산 활용 전 기대1: 충분한 예방예산 확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예산에 대한 '기대' 또는 '생각' 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 정부로 부터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
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9          10.4       10.4            

아니다 2 95          34.2       34.2            

보통이다 3 101        36.3       36.3            

그렇다 4 49          17.6       17.6            

매우 그렇다 5 4            1.4         1.4             

278        100.0     100.0          

q1_2 예방예산 활용 전 기대2: 재난피해 최소화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            2.2         2.2             

아니다 2 46          16.5       16.5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예산에 대한 '기대' 또는 '생각' 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예방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보통이다 3 74          26.6       26.6            

그렇다 4 123        44.2       44.2            

매우 그렇다 5 29          10.4       10.4            

278        100.0     100.0          

q1_3 예방예산 활용 전 기대3: 투자성과 있음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예산에 대한 '기대' 또는 '생각' 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우리 자치단체는 지역개발 등의 다른 사업 대신에 재난 예방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7            2.5         2.5             

아니다 2 46          16.5       16.5            

보통이다 3 89          32.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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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4 107        38.5       38.5            

2

매우 그렇다 5 29          10.4       10.4            

278        100.0     100.0          

q1_4 예방예산 활용 전 기대4: 높은 주민 만족도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7            2.5         2.5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예산에 대한 '기대' 또는 '생각' 에 관한 사항입니다.
4.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예방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니다 2 25          9.0         9.0             

보통이다 3 64          23.0       23.0            

그렇다 4 143        51.4       51.4            

매우 그렇다 5 39          14.0       14.0            

278        100.0     100.0          

q1_5 복구예산 활용 전 기대1: 충분한 복구예산 확보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예산에 대한 '기대' 또는 '생각' 에 관한 사항입니다.
5.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기대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1          4.0         4.0             

아니다 2 80          28.8       28.8            

보통이다 3 117        42.1       42.1            

한다

그렇다 4 55          19.8       19.8            

매우 그렇다 5 15          5.4         5.4             

27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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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1_6 복구예산 활용 전 기대2: 재해복구 달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예산에 대한 '기대' 또는 '생각' 에 관한 사항입니다.
6.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피해 복구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재해복구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기
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            1.4         1.4             

아니다 2 39          14.0       14.0            

보통이다 3 96          34.5       34.5            

그렇다 4 120        43.2       43.2            

매우 그렇다 5 19          6.8         6.8             

278        100.0     100.0          

q1_7 복구예산 활용 전 기대3: 높은 주민 만족도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            1.4         1.4             

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재난 예방예산과 복구
예산에 대한 '기대' 또는 '생각' 에 관한 사항입니다.
7.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피해 복구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으로 기대한다

아니다 2 31          11.2       11.2            

보통이다 3 86          30.9       30.9            

그렇다 4 130        46.8       46.8            

매우 그렇다 5 27          9.7         9.7             

278        100.0     100.0          

q2_1 예방예산 활용 후 성과1: 충분한 예방예산 확보

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과 관련하여 확보한 '성과' 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확보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21          7.6         7.6             

아니다 2 115        41.4       41.4            

보통이다 3 99          35.6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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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4 38          13.7       13.7            

4

매우 그렇다 5 5            1.8         1.8             

278        100.0     100.0          

q2_2 예방예산 활용 후 성과2: 재난피해 최소화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 예산과 관련하여 확 한 성과 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8            2.9         2.9             

아니다 2 51          18.3       18.3            

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과 관련하여 확보한 '성과' 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예방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시켰다

아니다

보통이다 3 120        43.2       43.2            

그렇다 4 93          33.5       33.5            

매우 그렇다 5 6            2.2         2.2             

278        100.0     100.0          

q2_3 예방예산 활용 후 성과3: 투자성과 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과 관련하여 확보한 '성과' 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우리 자치단체는 지역개발 등 다른 사업 대신에 재난 예방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것이 결과적
으로 더 바람직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            1.1         1.1             

아니다 2 46          16.5       16.5            

보통이다 3 123        44.2       44.2            

그렇다 4 91          32.7       32.7            

매우 그렇다 5 15          5.4         5.4             

278        100.0     100.0          

q2_4 예방예산 활용 후 성과4: 높은 주민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            2.2         2.2             

아니다 2 43          15.5       15.5            

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과 관련하여 확보한 '성과' 에 관한 사항입니다.
4.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예방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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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 120        43.2       43.2            

5

그렇다 4 99          35.6       35.6            

매우 그렇다 5 10          3.6         3.6             

278        100.0     100.0          

q2_5 복구예산 활용 후 성과1: 충분한 복구예산 확보q _ 복구예산 활용 후 성과 충분한 복구예산 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5          5.4         5.4             

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과 관련하여 확보한 '성과' 에 관한 사항입니다.
5.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확보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2 101        36.3       36.3            

보통이다 3 120        43.2       43.2            

그렇다 4 38          13.7       13.7            

매우 그렇다 5 4            1.4         1.4             

278 100 0 100 0278      100.0     100.0         

q2_6 복구예산 활용 후 성과2: 재해복구 달성

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과 관련하여 확보한 '성과' 에 관한 사항입니다.
6.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피해 복구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재해복구를 충분히 달성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8            2.9         2.9             

아니다 2 57          20.5       20.5            

보통이다 3 126        45.3       45.3            

그렇다 4 79          28.4       28.4            

매우 그렇다 5 8            2.9         2.9             

278        100.0     100.0          

5



A1-2010-0238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조사, 2010

q2 7 복구예산 활용 후 성과3: 높은 주민 만족도

6

q2_7 복구예산 활용 후 성과3: 높은 주민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5 1.8 1.8

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과 관련하여 확보한 '성과' 에 관한 사항입니다.
7.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피해 복구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전혀 아니다 1 5          1.8         1.8            

아니다 2 41          14.7       14.7            

보통이다 3 131        47.1       47.1            

그렇다 4 87          31.3       31.3            

매우 그렇다 5 14          5.0         5.0             

278        100.0     100.0          

q3_1 예산예산 기대불일치1: 기대 대비 예방예산 충분히 확보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 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우리 자치단체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재난 예방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확보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5          5.4         5.4             

아니다 2 111        39.9       39.9            

보통이다 3 112        40.3       40.3            

렇다 4 37 13 3 13 3그렇다 4 37          13.3       13.3            

매우 그렇다 5 3            1.1         1.1             

278        100.0     100.0          

q3_2 예산예산 기대불일치2: 기대 대비 재난피해 최소화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9            3.2         3.2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 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기대했던 것에 비해 재난피해를 최소
화시켰다

아니다 2 53          19.1       19.1            

보통이다 3 124        44.6       44.6            

그렇다 4 87          31.3       31.3            

매우 그렇다 5 5            1.8         1.8             

27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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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3 예산예산 기대불일치3: 기대 대비 투자성과 있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 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우리 자치단체는 지역개발 등 다른 사업 대신에 재난 예방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것이 기대했
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바람직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6            2.2         2.2             

아니다 2 41          14.7       14.7            

보통이다 3 136        48.9       48.9            

그렇다 4 88          31.7       31.7            

매우 그렇다 5 7            2.5         2.5             

278        100.0     100.0          

q3_4 예산예산 기대불일치4: 기대 대비 주민 만족도 높음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            1.4         1.4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 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4.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예방예산을 활용함으로써 기대했던 것보다 안전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가 높아졌다

아니다 2 50          18.0       18.0            

보통이다 3 124        44.6       44.6            

그렇다 4 93          33.5       33.5            

매우 그렇다 5 7            2.5         2.5             

278        100.0     100.0          

q3_5 복구예산 기대불일치1: 기대 대비 복구예산 충분히 확보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 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5. 우리 자치단체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재난피해 복구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확보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          4.3         4.3             

아니다 2 101        36.3       36.3            

보통이다 3 127        45.7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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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4 33          11.9       11.9            

8

매우 그렇다 5 5            1.8         1.8             

278        100.0     100.0          

q3_6 복구예산 기대불일치2: 기대 대비 재해복구 충분히 달성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8            2.9         2.9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 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6.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피해 복구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기대했던 것보다 재해복구를 충분히 달
성했다

아니다 2 55          19.8       19.8            

보통이다 3 126        45.3       45.3            

그렇다 4 80          28.8       28.8            

매우 그렇다 5 9            3.2         3.2             

278        100.0     100.0          

q3_7 복구예산 기대불일치3: 기대 대비 주민 만족도 높음

III. 다음은 자치단체가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을 활용한 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 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7.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피해 복구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기대했던 것보다 안전에 대한 주민의 만
족도가 높아졌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            1.4         1.4             

아니다 2 52          18.7       18.7            

보통이다 3 129        46.4       46.4            

족도가 높아졌다

그렇다 4 84          30.2       30.2            

매우 그렇다 5 9            3.2         3.2             

27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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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 예산만족도1: 중앙정부의 예방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IV. 다음은 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에 대한 '만족도' 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을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예방예산 지원에 대해 만
족한다

전혀 아니다 1 17          6.1         6.1             

아니다 2 109        39.2       39.2            

보통이다 3 126        45.3       45.3            

그렇다 4 24          8.6         8.6             

매우 그렇다 5 2            0.7         0.7             매우 렇다

278        100.0     100.0          

q4_2 예산만족도2: 재난예방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IV. 다음은 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에 대한 '만족도' 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자치단체는 예방 예산 활용을 통한 재난 예방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2          4.3         4.3             

아니다 2 77          27.7       27.7            

보통이다 3 122        43.9       43.9            

2. 우리 자치단체는 예방 예산 활용을 통한 재난 예방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그렇다 4 62          22.3       22.3            

매우 그렇다 5 5            1.8         1.8             

278        100.0     100.0          

q4 3 예산만족도3: 중앙정부의 복구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q4_3 예산만족도3: 중앙정부의 복구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8          6.5         6.5             

IV. 다음은 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에 대한 '만족도' 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복구예산 지원에 대해 만족한다

아니다 2 115        41.4       41.4            

보통이다 3 107        38.5       38.5            

그렇다 4 34          12.2       12.2            

매우 그렇다 5 4            1.4         1.4             

27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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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4 예산만족도4: 재해복구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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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4 예산만족도4: 재해복구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6          5.8         5.8             

IV. 다음은 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예산 및 복구예산에 대한 '만족도' 에 관한 사항입니다.
4. 우리 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복구예산 활용을 통한 복구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아니다 2 67          24.1       24.1            

보통이다 3 128        46.0       46.0            

그렇다 4 61          21.9       21.9            

매우 그렇다 5 6            2.2         2.2             

278        100.0     100.0          278      100.0     100.0         

q5_1 예산확보 위한 지대추구행태1: 공식적 절차 및 방법만 사용

V. 다음은 각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 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
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난 예방 및 복구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기 위해 공식적 절차와
방법만을 사용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4            1.4         1.4             

아니다 2 75          27.0       27.0            

보통이다 3 114        41.0       41.0            

렇다 4 78 28 1 28 1

방법 을 사용 다

그렇다 4 78          28.1       28.1            

매우 그렇다 5 7            2.5         2.5             

278        100.0     100.0          

q5_2 예산확보 위한 지대추구행태2: 타 자치단체와 협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8            2.9         2.9             

V. 다음은 각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 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
기 위한 질문입니다.
2.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난 예방 및 복구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대해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아니다 2 59          21.2       21.2            

보통이다 3 124        44.6       44.6            

그렇다 4 79          28.4       28.4            

매우 그렇다 5 8            2.9         2.9             

27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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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3 예산확보 위한 지대추구행태3: 다양한 비공식적 노력 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V. 다음은 각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 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
기 위한 질문입니다.
3.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난 예방 및 복구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기 위해 다양한 비공식적
노력을 함께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3          4.7         4.7             

아니다 2 58          20.9       20.9            

보통이다 3 116        41.7       41.7            

그렇다 4 82          29.5       29.5            

매우 그렇다 5 9            3.2         3.2             

278        100.0     100.0          

q5_4 예산확보 위한 지대추구행태4: 확보한 정보들을 가공하여 이용

V. 다음은 각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 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            1.1         1.1             

V. 다음은 각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  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
기 위한 질문입니다.
4.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난 예방 및 복구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기 위해 우리 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들을 가공하여 이용한다

아니다 2 61          21.9       21.9            

보통이다 3 128        46.0       46.0            

그렇다 4 79          28.4       28.4            

매우 그렇다 5 7            2.5         2.5             

278        100.0     100.0          

q5_5 예산확보 위한 지대추구행태5: 지역여론 및 언론매체를 이용

V. 다음은 각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 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
기 위한 질문입니다.
5.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난 예방 및 복구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지역 여론(공청회
등)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0          3.6         3.6             

아니다 2 48          17.3       17.3            

보통이다 3 142        51.1       51.1            

등)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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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4 74          26.6       26.6            

12

매우 그렇다 5 4            1.4         1.4             

278        100.0     100.0          

q6_1 예방예산 결정 시 정부지원예산 포함 여부

VI. 다음은 자치단체가 '예방예산과 복구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포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            0.4         0.4             

VI. 다음은 자치단체가 예방예산과 복구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포함
하여 결정하는지' 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우리 자치단체는 예방예산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을 포함하여 결정한
다.

아니다 2 29          10.4       10.4            

보통이다 3 109        39.2       39.2            

그렇다 4 128        46.0       46.0            

매우 그렇다 5 11          4.0         4.0             

278        100.0     100.0          

q6_2 복구예산 결정 시 정부지원예산 포함 여부

VI. 다음은 자치단체가 '예방예산과 복구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포함
하여 결정하는지' 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자치단체는 복구예산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을 포함하여 결정한
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3            1.1         1.1             

아니다 2 26          9.4         9.4             

보통이다 3 97          34.9       34.9            

다.

그렇다 4 141        50.7       50.7            

매우 그렇다 5 11          4.0         4.0             

27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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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234      84.2       84.2           

VII. 자료의 통계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관한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남자 1 234      84.2       84.2           

여자 2 44          15.8       15.8            

278        100.0     100.0          

q7_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30세 1 23          8.3         8.3             

31-40세 2 98          35.3       35.3            

VII. 자료의 통계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관한 사항
2. 귀하의 연령은?

세

41-50세 3 129        46.4       46.4            

51세 이상 4 26          9.4         9.4             

무응답 9 2            0.7         0.7             

278        100.0     100.0          

q7_3 근무년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VII. 자료의 통계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관한 사항
3. 귀하의 근무년수?

5년 미만 1 41          14.7       14.7            

5-10년 2 46          16.5       16.5            

11-15년 3 49          17.6       17.6            

16-20년 4 83          29.9       29.9            

21년 이상 5 53 19 1 19 121년 이상 5 53        19.1       19.1           

무응답 9 6            2.2         2.2             

27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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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4 근무부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재난관리 분야 1 82          29.5       29.5            

VII. 자료의 통계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관한 사항
4. 귀하의 근무부서는?

소방관련 분야 2 119        42.8       42.8            

예산감사회계 3 29          10.4       10.4            

기타 (도로, 교통, 환경) 4 28          10.1       10.1            

무응답 9 20          7.2         7.2             

278      100.0     100.0         278      100.0     100.0         

q7_5 직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VII. 자료의 통계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관한 사항
5. 귀하의 직급은 ?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급 이상 1 7            2.5         2.5             

7급 이상 - 5급 미만 2 132        47.5       47.5            

9급 이상 - 7급 미만 3 103        37.1       37.1            

기타 (기능직 등) 4 9            3.2         3.2             

무응답 9 27          9.7         9.7             

278        100.0     100.0          

q7_6 거주지역

VII. 자료의 통계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관한 사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경상도 1 52          18.7       18.7            

전라도 2 59          21.2       21.2            

강원도 3 46 16.5 16.5

자 의 통계 석에 필 구사회학적 수에 사항
6. 귀하의 지역은?

강원도 3 46        16.5       16.5           

충청도 4 104        37.4       37.4            

서울/경기도 5 10          3.6         3.6             

무응답 9 7            2.5         2.5             

27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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