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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13-0078

자 료 명 일본 원전사고와 수산물수입에 대한 여론조사, 2013 

문1. 귀하께서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에 변
화가 있습니까?
1) 이전과 동일하다(☞ 문3으로)
2) 줄었다
3) 오히려 늘었다(☞ 문3으로)

문2, 수산물의 소비가 줄었다면 어느 지역의 수산물 소비가 줄으셨습니까? 해당 국가
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2012년 수산물 수입량 기준 Top7)
1) 중국
2) 러시아
3) 베트남
4) 일본
5) 미국
6) 태국
7) 노르웨이
8) 국산
9) 기타( )

문3. 귀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소비가 원전사고(2011년 3월 11일) 이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1) 오히려 늘었다(☞ 문6로)
2) 이전과 동일하다(☞ 문6로)
3) 이전보다 조금 줄었다
4)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5) 전혀 소비하지 않는다

문4. 일본산 수산물 소비가 줄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본의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2) 주변 반응에 의한 불안감 때문에
3) 구입 자체가 어려워서
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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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구체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구매가 망설여졌던 품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품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2013년 9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순)
1) 가리비
2) 명태(생태) 
3) 돔 
4) 고등어(냉동)
5) 낙지 
6) 복어 
7) 갈치(냉동)
8) 품목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 됨
9) 기타 ( )

문6. 귀댁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원전사고(2011년 3월 11일) 이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1) 오히려 늘었다(☞ 문9로)
2) 이전과 동일하다(☞ 문9로)
3) 이전보다 조금 줄었다
4)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5) 전혀 소비하지 않는다

문7.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줄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본의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2) 주변 반응에 의한 불안감 때문에
3) 원산지표시에 대한 불신으로
4) 기타( )

문8. 구체적으로 국내산 수산물 구매가 망설여졌던 품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품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가리비
2) 돔
3) 고등어
4) 낙지
5) 복어
6) 갈치
7) 품목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 됨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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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Bq/Kg (베크렐/킬로그램)
(민간) 독일 방사선방호협회 4(유아 기준)

8(성인 기준)  
한국 100
일본 100
미국 1,200

EU (유럽) 1,250
Codex (국제기준) 1,000

문9. 2013년 9월 6일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
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
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수입금지 지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 수입금지 지역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 수입금지 지역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4) 모르겠다

문10.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치로 세슘 100Bq/kg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국별 수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치>

1) 지금보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2) 현재가 적절한 수준이다
3) 지금보다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
4)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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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기준치 이하의 미량의 방사능 물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해롭지 않을 것이다
2) 대체로 해롭지 않을 것이다
3) 대체로 해로울 것이다
4) 매우 해로울 것이다
5) 잘 모르겠다

문12.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우리나라 수산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2)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3) 대체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 매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5) 잘 모르겠다

문13.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2) 안전에 대한 정보 부족
3)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사능의 특성 
4)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신 
5) 기타( )

문14.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감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정부
2) 일본정부
3) 도쿄전력
4) 대중매체
5) 인터넷 괴담
6) 기타( )

문15.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
1) 일본 수산물에 대한 엄격한 수입규제
2)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3) 투명한 정보의 공개 및 제공
4) 괴담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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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능에 관한 대중 교육
6)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