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대해 알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는 전담기관으로
여성과 가족에 관련된 사안을 조사연구함으로써
․
강원도 여성 ․ 가족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1. 귀하는 녹색성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1-1. 귀하는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
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본 연구원에서는 강원도 도민이 다 함께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강원도 G-Korea 녹색생활실천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강원도민의 녹색생활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고 녹색생활 참
여 실태와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
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자료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귀하의 응답
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2010년 11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자

이갑숙(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 부장)
김 은(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 연구원)

연락처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1-6(외솔길 25)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Tel: 033-260-3826 Fax: 033-260-3829, euni45@korea.kr

문2. 귀하는 녹색생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2-1. 귀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문2-2. 녹색생활실천에 대해 다음 중 어느 곳에서 가
장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응답자/조사원 정보
응답자
연락처

조사원
성명

조사
일시
조사
지역
조사
기관
※ 응답자 정보는 조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문3. 귀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생활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지구환경을 고
려하는 삶을 사는 생활습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를 위해 자전거를 타거나 물을
절약하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문 4. 다음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생활실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4-1. 왼쪽의 각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4-2. 각각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구 분
정확하게
안다
1

알고는
있다

들어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실천함

실천안함

Ⅱ. 녹색생활실천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아래는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각각의 제시된 실천방법에 대해 어
느정도 중요한지(문1), 실천하고 있으신지(문2),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문1.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탄소마일리지

구
분
2

탄소캐시백

3

그린스타트 운동

4

G-Korea 한가정 탄소 1톤 줄이기

5

위그린(We-Green)

1
2
3
4
5
6
7

6

그린리더(녹색전문가) 양성

8
9
10

7

녹색가계부(CO2 가계부)

8

유휴지 텃밭 가꾸기

9

녹색실천건강걷기대회

11
12
13
14
15
16
17

10

녹색도시/녹색마을

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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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문5. 귀하는 이러한 녹색생활실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22
23
24

문2. 현재,
실천하고 계십니까?

문3. 귀하가 위의 내용들을 실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4. 귀하가 위의 내용들을 실천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8-1.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문9. 귀하의 가족 중 가장 녹색생활을 잘 실천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Ⅲ. 녹색생활실천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5. 귀하가 녹색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1. 귀하는 아래 중 누가 녹색생활실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문6. 문5의 내용 중 참여하고 있지 않는 실천방법(1-6번) 중 가장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적어 주세요.

문2. 귀하는 아래 중 누가 녹색생활실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문7. 귀하는 환경 단체 혹은 여성 단체의 회원(자원봉사 포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
십니까?

문3. 녹색생활실천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8. 귀하가 향후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활동을 한다면, 다음 중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4. 귀하는 많은 사람들이 녹색생활실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Ⅳ. 녹색생활실천과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향후 녹색생활실천 관련 교육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2.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하
여 주십시오.

문5. 귀하는 많은 사람들이 녹색생활실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3. 녹색가계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문6. 귀하는 많은 사람들이 녹색생활실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기관(학교, 센
터 등)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녹색가계부란, 매월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량을 기록하여 전년, 전월과 비교하고 우
리집이 사용한 에너지량을 파악하는데 쓰이는 가계부를 말합니다.

문4. 탄소포인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문7. 귀하는 많은 사람들이 녹색생활실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민단체(여성단체, 환
경단체 등)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탄소포인트란(에코마일리지, 탄소마일리지, 탄소캐시백 포함),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를 줄일 수 있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감축분에 대해서 인센티브(혜
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5. 귀하는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 방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인적사항

문6. 우리 지역이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문7. 우리 지역의 녹색생활실천과 가장 어울리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1가지만 골라주십시오
귀하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문8. 녹색생활실천과 관련되어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
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