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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1a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1: 수해, 가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1            2.1         2.1           

20점 1            2.1         2.1           

30점 1            2.1         2.1           

40점 1            2.1         2.1           

50점 5            10.6       10.6          

60점 2            4.3         4.3           

65점 1            2.1         2.1           

70점 6            12.8       12.8          

75점 14          29.8       29.8          

80점 3            6.4         6.4           

85점 2            4.3         4.3           

90점 4            8.5         8.5           

95점 3            6.4         6.4           

100점 3            6.4         6.4           

47          100.0     100.0        

nat01b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2: 지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4            8.5         8.5           

20점 8            17.0       17.0          

25점 13          27.7       27.7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재난위험
2) 지진
: ___________ 점

1



A1-2011-0200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1차) : 한국사회의 위험도 및 위험관리 실태와 정부의 역할

30점 2            4.3         4.3           

40점 5            10.6       10.6          

50점 8            17.0       17.0          

60점 1            2.1         2.1           

75점 5            10.6       10.6          

47          100.0     100.0        

nat01c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3: 화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20점 2            4.3         4.3           

25점 1            2.1         2.1           

30점 1            2.1         2.1           

40점 2            4.3         4.3           

50점 9            19.1       19.1          

60점 4            8.5         8.5           

70점 4            8.5         8.5           

75점 8            17.0       17.0          

80점 6            12.8       12.8          

85점 1            2.1         2.1           

90점 4            8.5         8.5           

95점 1            2.1         2.1           

100점 3            6.4         6.4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재난위험
3) 화재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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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1a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4: 교통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5점 1            2.1         2.1           

20점 1            2.1         2.1           

50점 6            12.8       12.8          

60점 5            10.6       10.6          

70점 3            6.4         6.4           

75점 6            12.8       12.8          

80점 3            6.4         6.4           

85점 2            4.3         4.3           

90점 10          21.3       21.3          

95점 1            2.1         2.1           

100점 8            17.0       17.0          

47          100.0     100.0        

life01b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5: 산업재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15점 1            2.1         2.1           

25점 1            2.1         2.1           

30점 1            2.1         2.1           

35점 1            2.1         2.1           

50점 10          21.3       21.3          

60점 6            12.8       12.8          

65점 1            2.1         2.1           

70점 2            4.3         4.3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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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7            14.9       14.9          

80점 9            19.1       19.1          

85점 3            6.4         6.4           

90점 2            4.3         4.3           

100점 2            4.3         4.3           

47          100.0     100.0        

hea01a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6: 성인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40점 1            2.1         2.1           

50점 4            8.5         8.5           

60점 6            12.8       12.8          

65점 1            2.1         2.1           

70점 6            12.8       12.8          

75점 16          34.0       34.0          

80점 2            4.3         4.3           

90점 5            10.6       10.6          

95점 2            4.3         4.3           

100점 3            6.4         6.4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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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1b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7: 신종전염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25점 1            2.1         2.1           

35점 3            6.4         6.4           

40점 2            4.3         4.3           

50점 17          36.2       36.2          

55점 1            2.1         2.1           

60점 4            8.5         8.5           

70점 5            10.6       10.6          

75점 5            10.6       10.6          

80점 3            6.4         6.4           

90점 4            8.5         8.5           

10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1c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8: 유해식품섭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25점 2            4.3         4.3           

30점 4            8.5         8.5           

40점 1            2.1         2.1           

50점 21          44.7       44.7          

60점 5            10.6       10.6          

65점 1            2.1         2.1           

70점 1            2.1         2.1           

75점 4            8.5         8.5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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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1            2.1         2.1           

85점 2            4.3         4.3           

87점 1            2.1         2.1           

90점 2            4.3         4.3           

10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1d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9: 광우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5            10.6       10.6          

5점 1            2.1         2.1           

10점 6            12.8       12.8          

20점 5            10.6       10.6          

25점 9            19.1       19.1          

30점 4            8.5         8.5           

40점 1            2.1         2.1           

45점 1            2.1         2.1           

50점 8            17.0       17.0          

60점 2            4.3         4.3           

65점 1            2.1         2.1           

70점 1            2.1         2.1           

75점 2            4.3         4.3           

90점 1            2.1         2.1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건강위험
9) 광우병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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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1a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10: 강력범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3점 1            2.1         2.1           

10점 1            2.1         2.1           

25점 5            10.6       10.6          

30점 2            4.3         4.3           

40점 1            2.1         2.1           

50점 10          21.3       21.3          

60점 6            12.8       12.8          

70점 5            10.6       10.6          

75점 9            19.1       19.1          

80점 2            4.3         4.3           

90점 1            2.1         2.1           

99점 1            2.1         2.1           

100점 2            4.3         4.3           

47          100.0     100.0        

cri01b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11: 성폭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1            2.1         2.1           

25점 3            6.4         6.4           

30점 2            4.3         4.3           

40점 2            4.3         4.3           

50점 11          23.4       23.4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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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2            4.3         4.3           

65점 1            2.1         2.1           

70점 6            12.8       12.8          

75점 9            19.1       19.1          

80점 5            10.6       10.6          

90점 2            4.3         4.3           

99점 1            2.1         2.1           

47          100.0     100.0        

cri01c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12: 사이버피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8점 1            2.1         2.1           

10점 1            2.1         2.1           

25점 1            2.1         2.1           

50점 5            10.6       10.6          

60점 2            4.3         4.3           

70점 5            10.6       10.6          

75점 10          21.3       21.3          

80점 4            8.5         8.5           

85점 1            2.1         2.1           

90점 10          21.3       21.3          

95점 2            4.3         4.3           

99점 1            2.1         2.1           

100점 4            8.5         8.5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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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1a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13: 기후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5점 1            2.1         2.1           

25점 1            2.1         2.1           

50점 9            19.1       19.1          

60점 6            12.8       12.8          

65점 2            4.3         4.3           

70점 3            6.4         6.4           

75점 8            17.0       17.0          

80점 6            12.8       12.8          

85점 2            4.3         4.3           

89점 1            2.1         2.1           

90점 3            6.4         6.4           

98점 1            2.1         2.1           

100점 3            6.4         6.4           

47          100.0     100.0        

env01b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14: 신기술위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1            2.1         2.1           

15점 1            2.1         2.1           

20점 2            4.3         4.3           

25점 5            10.6       10.6          

40점 2            4.3         4.3           

45점 1            2.1         2.1           

50점 16          34.0       34.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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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점 1            2.1         2.1           

60점 2            4.3         4.3           

65점 1            2.1         2.1           

70점 2            4.3         4.3           

75점 4            8.5         8.5           

80점 3            6.4         6.4           

85점 1            2.1         2.1           

90점 3            6.4         6.4           

95점 2            4.3         4.3           

47          100.0     100.0        

env01c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15: 원자력발전소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1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3            6.4         6.4           

20점 2            4.3         4.3           

25점 7            14.9       14.9          

30점 3            6.4         6.4           

35점 1            2.1         2.1           

40점 4            8.5         8.5           

50점 10          21.3       21.3          

60점 3            6.4         6.4           

70점 3            6.4         6.4           

75점 4            8.5         8.5           

80점 3            6.4         6.4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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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01_p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발생 가능성16: 테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3            6.4         6.4           

25점 7            14.9       14.9          

30점 1            2.1         2.1           

40점 5            10.6       10.6          

45점 1            2.1         2.1           

50점 11          23.4       23.4          

55점 1            2.1         2.1           

60점 4            8.5         8.5           

75점 3            6.4         6.4           

80점 5            10.6       10.6          

86점 1            2.1         2.1           

90점 2            4.3         4.3           

95점 1            2.1         2.1           

47          100.0     100.0        

nat01a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1: 수해, 가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점 1            2.1         2.1           

25점 4            8.5         8.5           

30점 1            2.1         2.1           

50점 17          36.2       36.2          

60점 6            12.8       12.8          

70점 7            14.9       14.9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위험발생 가능성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___________ 점

11



A1-2011-0200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1차) : 한국사회의 위험도 및 위험관리 실태와 정부의 역할

75점 8            17.0       17.0          

80점 2            4.3         4.3           

95점 1            2.1         2.1           

47          100.0     100.0        

nat01b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2: 지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5점 1            2.1         2.1           

10점 13          27.7       27.7          

20점 3            6.4         6.4           

25점 7            14.9       14.9          

30점 5            10.6       10.6          

40점 3            6.4         6.4           

50점 8            17.0       17.0          

70점 1            2.1         2.1           

75점 1            2.1         2.1           

80점 2            4.3         4.3           

47          100.0     100.0        

nat01c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3: 화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5점 2            4.3         4.3           

30점 2            4.3         4.3           

40점 1            2.1         2.1           

50점 15          31.9       31.9          

60점 10          21.3       21.3          

70점 4            8.5         8.5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재난위험
3) 화재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재난위험
2) 지진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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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점 1            2.1         2.1           

75점 6            12.8       12.8          

80점 5            10.6       10.6          

85점 1            2.1         2.1           

47          100.0     100.0        

life01a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4: 교통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5점 1            2.1         2.1           

25점 4            8.5         8.5           

30점 2            4.3         4.3           

35점 1            2.1         2.1           

40점 1            2.1         2.1           

50점 11          23.4       23.4          

60점 5            10.6       10.6          

65점 1            2.1         2.1           

70점 8            17.0       17.0          

75점 8            17.0       17.0          

80점 4            8.5         8.5           

90점 1            2.1         2.1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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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1b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5: 산업재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6            12.8       12.8          

30점 2            4.3         4.3           

40점 2            4.3         4.3           

45점 1            2.1         2.1           

50점 9            19.1       19.1          

60점 7            14.9       14.9          

65점 4            8.5         8.5           

70점 8            17.0       17.0          

75점 4            8.5         8.5           

80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1a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6: 성인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5점 2            4.3         4.3           

40점 1            2.1         2.1           

45점 1            2.1         2.1           

50점 16          34.0       34.0          

60점 4            8.5         8.5           

70점 10          21.3       21.3          

75점 7            14.9       14.9          

80점 3            6.4         6.4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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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3            6.4         6.4           

47          100.0     100.0        

hea01b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7: 신종전염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25점 8            17.0       17.0          

30점 2            4.3         4.3           

40점 2            4.3         4.3           

45점 2            4.3         4.3           

50점 15          31.9       31.9          

60점 3            6.4         6.4           

70점 7            14.9       14.9          

75점 2            4.3         4.3           

80점 1            2.1         2.1           

85점 1            2.1         2.1           

90점 2            4.3         4.3           

95점 1            2.1         2.1           

47          100.0     100.0        

hea01c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8: 유해식품섭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15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5            10.6       10.6          

30점 2            4.3         4.3           

40점 3            6.4         6.4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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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14          29.8       29.8          

60점 6            12.8       12.8          

70점 2            4.3         4.3           

75점 5            10.6       10.6          

80점 4            8.5         8.5           

90점 2            4.3         4.3           

95점 1            2.1         2.1           

47          100.0     100.0        

hea01d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9: 광우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2            4.3         4.3           

20점 3            6.4         6.4           

25점 8            17.0       17.0          

30점 3            6.4         6.4           

40점 2            4.3         4.3           

50점 10          21.3       21.3          

55점 1            2.1         2.1           

60점 2            4.3         4.3           

70점 4            8.5         8.5           

75점 6            12.8       12.8          

80점 3            6.4         6.4           

90점 1            2.1         2.1           

99점 1            2.1         2.1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건강위험
9) 광우병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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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1a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10: 강력범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점 3            6.4         6.4           

25점 3            6.4         6.4           

40점 4            8.5         8.5           

50점 15          31.9       31.9          

55점 1            2.1         2.1           

60점 4            8.5         8.5           

65점 1            2.1         2.1           

70점 5            10.6       10.6          

75점 6            12.8       12.8          

80점 2            4.3         4.3           

85점 1            2.1         2.1           

90점 2            4.3         4.3           

47          100.0     100.0        

cri01b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11: 성폭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3            6.4         6.4           

20점 2            4.3         4.3           

25점 3            6.4         6.4           

30점 1            2.1         2.1           

40점 3            6.4         6.4           

45점 1            2.1         2.1           

50점 17          36.2       36.2          

55점 1            2.1         2.1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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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7            14.9       14.9          

65점 1            2.1         2.1           

70점 1            2.1         2.1           

75점 3            6.4         6.4           

80점 1            2.1         2.1           

90점 2            4.3         4.3           

47          100.0     100.0        

cri01c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12: 사이버피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3            6.4         6.4           

20점 1            2.1         2.1           

25점 5            10.6       10.6          

30점 3            6.4         6.4           

40점 3            6.4         6.4           

50점 12          25.5       25.5          

55점 1            2.1         2.1           

60점 5            10.6       10.6          

65점 2            4.3         4.3           

70점 2            4.3         4.3           

75점 4            8.5         8.5           

80점 2            4.3         4.3           

90점 2            4.3         4.3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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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1a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13: 기후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6            12.8       12.8          

25점 9            19.1       19.1          

30점 6            12.8       12.8          

35점 1            2.1         2.1           

40점 3            6.4         6.4           

50점 10          21.3       21.3          

60점 6            12.8       12.8          

70점 1            2.1         2.1           

75점 1            2.1         2.1           

76점 1            2.1         2.1           

85점 1            2.1         2.1           

47          100.0     100.0        

env01b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14: 신기술위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10점 1            2.1         2.1           

15점 1            2.1         2.1           

20점 6            12.8       12.8          

25점 8            17.0       17.0          

30점 6            12.8       12.8          

40점 6            12.8       12.8          

50점 9            19.1       19.1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___________ 점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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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점 1            2.1         2.1           

60점 3            6.4         6.4           

70점 1            2.1         2.1           

80점 2            4.3         4.3           

무응답 1            2.1         2.1           

47          100.0     100.0        

env01c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15: 원자력발전소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3            6.4         6.4           

20점 3            6.4         6.4           

25점 5            10.6       10.6          

30점 3            6.4         6.4           

40점 7            14.9       14.9          

45점 1            2.1         2.1           

50점 14          29.8       29.8          

75점 5            10.6       10.6          

90점 2            4.3         4.3           

99점 1            2.1         2.1           

100점 1            2.1         2.1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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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01_l 한국사회에서 각 위험의 관리수준16: 테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2            4.3         4.3           

20점 2            4.3         4.3           

25점 4            8.5         8.5           

30점 5            10.6       10.6          

35점 1            2.1         2.1           

40점 1            2.1         2.1           

45점 1            2.1         2.1           

50점 12          25.5       25.5          

60점 3            6.4         6.4           

70점 3            6.4         6.4           

75점 4            8.5         8.5           

80점 5            10.6       10.6          

85점 1            2.1         2.1           

90점 1            2.1         2.1           

95점 1            2.1         2.1           

47          100.0     100.0        

nat02a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1: 수해, 가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10.6       10.6          

그렇지 않다 2 5            10.6       10.6          

보통이다 3 8            17.0       17.0          

그렇다 4 19          40.4       40.4          

매우 그렇다 5 10          21.3       21.3          

47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다음 각 위험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에 제시된 각 위험의 종류별로 위험발생 가능성(위험도)과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
시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위험 관리수준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___________ 점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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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2b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2: 지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            19.1       19.1          

그렇지 않다 2 16          34.0       34.0          

보통이다 3 10          21.3       21.3          

그렇다 4 8            17.0       17.0          

매우 그렇다 5 4            8.5         8.5           

47          100.0     100.0        

nat02c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3: 화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4.3         4.3           

그렇지 않다 2 7            14.9       14.9          

보통이다 3 9            19.1       19.1          

그렇다 4 22          46.8       46.8          

매우 그렇다 5 7            14.9       14.9          

47          100.0     100.0        

life02a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4: 교통사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            14.9       14.9          

그렇지 않다 2 7            14.9       14.9          

보통이다 3 17          36.2       36.2          

그렇다 4 15          31.9       31.9          

매우 그렇다 5 1            2.1         2.1           

47          100.0     100.0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재난위험
2) 지진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재난위험
3) 화재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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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2b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5: 산업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2.1         2.1           

그렇지 않다 2 1            2.1         2.1           

보통이다 3 3            6.4         6.4           

그렇다 4 26          55.3       55.3          

매우 그렇다 5 16          34.0       34.0          

47          100.0     100.0        

hea02a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6: 성인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다 2 5            10.6       10.6          

보통이다 3 6            12.8       12.8          

그렇다 4 27          57.4       57.4          

매우 그렇다 5 9            19.1       19.1          

47          100.0     100.0        

hea02b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7: 신종전염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            8.5         8.5           

그렇지 않다 2 8            17.0       17.0          

보통이다 3 16          34.0       34.0          

그렇다 4 17          36.2       36.2          

매우 그렇다 5 2            4.3         4.3           

47          100.0     100.0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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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2c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8: 유해식품섭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다 2 2            4.3         4.3           

보통이다 3 6            12.8       12.8          

그렇다 4 27          57.4       57.4          

매우 그렇다 5 12          25.5       25.5          

47          100.0     100.0        

hea02d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9: 광우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12.8       12.8          

그렇지 않다 2 12          25.5       25.5          

보통이다 3 13          27.7       27.7          

그렇다 4 14          29.8       29.8          

매우 그렇다 5 2            4.3         4.3           

47          100.0     100.0        

cri02a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10: 강력범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다 2 8            17.0       17.0          

보통이다 3 10          21.3       21.3          

그렇다 4 24          51.1       51.1          

매우 그렇다 5 5            10.6       10.6          

47          100.0     100.0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건강위험
9) 광우병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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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2b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11: 성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2.1         2.1           

그렇지 않다 2 7            14.9       14.9          

보통이다 3 8            17.0       17.0          

그렇다 4 28          59.6       59.6          

매우 그렇다 5 3            6.4         6.4           

47          100.0     100.0        

cri02c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12: 사이버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17.0       17.0          

그렇지 않다 2 11          23.4       23.4          

보통이다 3 14          29.8       29.8          

그렇다 4 12          25.5       25.5          

매우 그렇다 5 2            4.3         4.3           

47          100.0     100.0        

env02a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13: 기후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29.8       29.8          

그렇지 않다 2 10          21.3       21.3          

보통이다 3 15          31.9       31.9          

그렇다 4 6            12.8       12.8          

매우 그렇다 5 2            4.3         4.3           

47          100.0     100.0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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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2b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14: 신기술위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17.0       17.0          

그렇지 않다 2 17          36.2       36.2          

보통이다 3 12          25.5       25.5          

그렇다 4 8            17.0       17.0          

매우 그렇다 5 2            4.3         4.3           

47          100.0     100.0        

env02c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15: 원자력발전소사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27.7       27.7          

그렇지 않다 2 12          25.5       25.5          

보통이다 3 11          23.4       23.4          

그렇다 4 7            14.9       14.9          

매우 그렇다 5 4            8.5         8.5           

47          100.0     100.0        

sec02 빈부격차가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16: 테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27.7       27.7          

그렇지 않다 2 17          36.2       36.2          

보통이다 3 6            12.8       12.8          

그렇다 4 9            19.1       19.1          

매우 그렇다 5 2            4.3         4.3           

47          100.0     100.0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문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 보십니까? 빈부격차가 각 개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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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3a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 수해, 가뭄-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3            6.4         6.4           

공중파 TV 3 43          91.5       91.5          

47          100.0     100.0        

nat03a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 수해, 가뭄-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21          44.7       44.7          

공중파 TV 3 4            8.5         8.5           

공중파 라디오 4 8            17.0       17.0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2          25.5       25.5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nat03a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 수해, 가뭄-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9            19.1       19.1          

주요 일간지 2 7            14.9       14.9          

공중파 라디오 4 7            14.9       14.9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6          34.0       34.0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2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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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7 5            10.6       10.6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nat03b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2: 지진-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2            4.3         4.3           

공중파 TV 3 41          87.2       87.2          

공중파 라디오 4 1            2.1         2.1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2            4.3         4.3           

47          100.0     100.0        

nat03b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2: 지진-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23          48.9       48.9          

공중파 TV 3 6            12.8       12.8          

공중파 라디오 4 8            17.0       17.0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8            17.0       17.0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2) 지진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2) 지진
: 2순위

28



A1-2011-0200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1차) : 한국사회의 위험도 및 위험관리 실태와 정부의 역할

nat03b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2: 지진-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1          23.4       23.4          

주요 일간지 2 6            12.8       12.8          

공중파 라디오 4 5            10.6       10.6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9          40.4       40.4          

SNS 7 3            6.4         6.4           

기업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8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nat03c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3: 화재-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2            4.3         4.3           

주요 일간지 2 2            4.3         4.3           

공중파 TV 3 43          91.5       91.5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3) 화재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2) 지진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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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3c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3: 화재-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24          51.1       51.1          

공중파 TV 3 4            8.5         8.5           

공중파 라디오 4 5            10.6       10.6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2          25.5       25.5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nat03c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3: 화재-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9            19.1       19.1          

주요 일간지 2 8            17.0       17.0          

공중파 TV 3 1            2.1         2.1           

공중파 라디오 4 7            14.9       14.9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6          34.0       34.0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4            8.5         8.5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3) 화재
: 2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3) 화재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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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3a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4: 교통사고-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2            4.3         4.3           

주요 일간지 2 4            8.5         8.5           

공중파 TV 3 36          76.6       76.6          

공중파 라디오 4 2            4.3         4.3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            2.1         2.1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1            2.1         2.1           

47          100.0     100.0        

life03a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4: 교통사고-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21          44.7       44.7          

공중파 TV 3 8            17.0       17.0          

공중파 라디오 4 5            10.6       10.6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7            14.9       14.9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2            4.3         4.3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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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3a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4: 교통사고-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4            8.5         8.5           

주요 일간지 2 7            14.9       14.9          

공중파 TV 3 2            4.3         4.3           

공중파 라디오 4 10          21.3       21.3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6          34.0       34.0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5            10.6       10.6          

SNS 7 2            4.3         4.3           

기업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8 1            2.1         2.1           

47          100.0     100.0        

life03b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5: 산업재해-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7            14.9       14.9          

공중파 TV 3 29          61.7       61.7          

공중파 라디오 4 1            2.1         2.1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3            6.4         6.4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4            8.5         8.5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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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3b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5: 산업재해-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20          42.6       42.6          

공중파 TV 3 9            19.1       19.1          

공중파 라디오 4 4            8.5         8.5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7            14.9       14.9          

SNS 7 2            4.3         4.3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4            8.5         8.5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life03b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5: 산업재해-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8            17.0       17.0          

주요 일간지 2 7            14.9       14.9          

공중파 TV 3 4            8.5         8.5           

공중파 라디오 4 3            6.4         6.4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4          29.8       29.8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4            8.5         8.5           

SNS 7 3            6.4         6.4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2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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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3a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6: 성인병-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5            10.6       10.6          

공중파 TV 3 31          66.0       66.0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6            12.8       12.8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3            6.4         6.4           

47          100.0     100.0        

hea03a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6: 성인병-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16          34.0       34.0          

공중파 TV 3 6            12.8       12.8          

공중파 라디오 4 2            4.3         4.3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5          31.9       31.9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4            8.5         8.5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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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3a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6: 성인병-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2            4.3         4.3           

주요 일간지 2 15          31.9       31.9          

공중파 TV 3 4            8.5         8.5           

공중파 라디오 4 3            6.4         6.4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7            14.9       14.9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3            6.4         6.4           

SNS 7 5            10.6       10.6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7            14.9       14.9          

47          100.0     100.0        

hea03b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7: 신종전염병-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2            4.3         4.3           

공중파 TV 3 40          85.1       85.1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3            6.4         6.4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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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3b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7: 신종전염병-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2            4.3         4.3           

주요 일간지 2 17          36.2       36.2          

공중파 TV 3 6            12.8       12.8          

공중파 라디오 4 6            12.8       12.8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1          23.4       23.4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2            4.3         4.3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hea03b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7: 신종전염병-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6            12.8       12.8          

주요 일간지 2 14          29.8       29.8          

공중파 라디오 4 4            8.5         8.5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4          29.8       29.8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3            6.4         6.4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3            6.4         6.4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2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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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3c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8: 유해식품섭취-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1            2.1         2.1           

공중파 TV 3 39          83.0       83.0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2            4.3         4.3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47          100.0     100.0        

hea03c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8: 유해식품섭취-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2            4.3         4.3           

주요 일간지 2 19          40.4       40.4          

공중파 TV 3 2            4.3         4.3           

공중파 라디오 4 4            8.5         8.5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5          31.9       31.9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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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3c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8: 유해식품섭취-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6            12.8       12.8          

주요 일간지 2 11          23.4       23.4          

공중파 TV 3 2            4.3         4.3           

공중파 라디오 4 6            12.8       12.8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0          21.3       21.3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3            6.4         6.4           

SNS 7 3            6.4         6.4           

기업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8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3            6.4         6.4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hea03d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9: 광우병-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3            6.4         6.4           

공중파 TV 3 29          61.7       61.7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7            14.9       14.9          

SNS 7 3            6.4         6.4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3            6.4         6.4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9) 광우병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3순위

38



A1-2011-0200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1차) : 한국사회의 위험도 및 위험관리 실태와 정부의 역할

hea03d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9: 광우병-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13          27.7       27.7          

공중파 TV 3 11          23.4       23.4          

공중파 라디오 4 4            8.5         8.5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1          23.4       23.4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2            4.3         4.3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hea03d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9: 광우병-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4            8.5         8.5           

주요 일간지 2 13          27.7       27.7          

공중파 TV 3 3            6.4         6.4           

공중파 라디오 4 3            6.4         6.4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1          23.4       23.4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6            12.8       12.8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학계의 연구물 10 4            8.5         8.5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9) 광우병
: 2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9) 광우병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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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3a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0: 강력범죄-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3            6.4         6.4           

공중파 TV 3 41          87.2       87.2          

공중파 라디오 4 1            2.1         2.1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            2.1         2.1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47          100.0     100.0        

cri03a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0: 강력범죄-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22          46.8       46.8          

공중파 TV 3 4            8.5         8.5           

공중파 라디오 4 3            6.4         6.4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5          31.9       31.9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1            2.1         2.1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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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3a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0: 강력범죄-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5            10.6       10.6          

주요 일간지 2 11          23.4       23.4          

공중파 TV 3 1            2.1         2.1           

공중파 라디오 4 6            12.8       12.8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7          36.2       36.2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6            12.8       12.8          

47          100.0     100.0        

cri03b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1: 성폭력-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3            6.4         6.4           

공중파 TV 3 40          85.1       85.1          

공중파 라디오 4 1            2.1         2.1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            2.1         2.1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1            2.1         2.1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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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3b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1: 성폭력-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19          40.4       40.4          

공중파 TV 3 6            12.8       12.8          

공중파 라디오 4 2            4.3         4.3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7          36.2       36.2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1            2.1         2.1           

47          100.0     100.0        

cri03b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1: 성폭력-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5            10.6       10.6          

주요 일간지 2 12          25.5       25.5          

공중파 TV 3 1            2.1         2.1           

공중파 라디오 4 7            14.9       14.9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5          31.9       31.9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6            12.8       12.8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2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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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3c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2: 사이버피해-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3            6.4         6.4           

공중파 TV 3 18          38.3       38.3          

공중파 라디오 4 2            4.3         4.3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5          31.9       31.9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6            12.8       12.8          

47          100.0     100.0        

cri03c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2: 사이버피해-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11          23.4       23.4          

공중파 TV 3 13          27.7       27.7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2          25.5       25.5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7            14.9       14.9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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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3c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2: 사이버피해-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2            4.3         4.3           

주요 일간지 2 10          21.3       21.3          

공중파 TV 3 8            17.0       17.0          

공중파 라디오 4 3            6.4         6.4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9            19.1       19.1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4            8.5         8.5           

SNS 7 9            19.1       19.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47          100.0     100.0        

env03a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3: 기후변화-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3            6.4         6.4           

주요 일간지 2 5            10.6       10.6          

공중파 TV 3 27          57.4       57.4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2            4.3         4.3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학계의 연구물 10 7            14.9       14.9          

무응답 99 1            2.1         2.1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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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3a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3: 기후변화-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18          38.3       38.3          

공중파 TV 3 10          21.3       21.3          

공중파 라디오 4 2            4.3         4.3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9            19.1       19.1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2            4.3         4.3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무응답 99 1            2.1         2.1           

47          100.0     100.0        

env03a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3: 기후변화-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3            6.4         6.4           

주요 일간지 2 9            19.1       19.1          

공중파 TV 3 4            8.5         8.5           

공중파 라디오 4 2            4.3         4.3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4          29.8       29.8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1            2.1         2.1           

기업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8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4            8.5         8.5           

학계의 연구물 10 6            12.8       12.8          

무응답 99 1            2.1         2.1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2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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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3b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4: 신기술위험-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2            4.3         4.3           

주요 일간지 2 7            14.9       14.9          

공중파 TV 3 27          57.4       57.4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            2.1         2.1           

SNS 7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4            8.5         8.5           

학계의 연구물 10 5            10.6       10.6          

47          100.0     100.0        

env03b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4: 신기술위험-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2            4.3         4.3           

주요 일간지 2 15          31.9       31.9          

공중파 TV 3 6            12.8       12.8          

공중파 라디오 4 3            6.4         6.4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4          29.8       29.8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5            10.6       10.6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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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3b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4: 신기술위험-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8            17.0       17.0          

공중파 TV 3 8            17.0       17.0          

공중파 라디오 4 6            12.8       12.8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3          27.7       27.7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2            4.3         4.3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7            14.9       14.9          

47          100.0     100.0        

env03c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5: 원자력발전소사고-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1            2.1         2.1           

공중파 TV 3 34          72.3       72.3          

공중파 라디오 4 1            2.1         2.1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            2.1         2.1           

SNS 7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5            10.6       10.6          

학계의 연구물 10 3            6.4         6.4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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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3c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5: 원자력발전소사고-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1            2.1         2.1           

주요 일간지 2 19          40.4       40.4          

공중파 TV 3 5            10.6       10.6          

공중파 라디오 4 2            4.3         4.3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3          27.7       27.7          

SNS 7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학계의 연구물 10 4            8.5         8.5           

47          100.0     100.0        

env03c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5: 원자력발전소사고-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3            6.4         6.4           

주요 일간지 2 12          25.5       25.5          

공중파 TV 3 6            12.8       12.8          

공중파 라디오 4 4            8.5         8.5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4          29.8       29.8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2            4.3         4.3           

SNS 7 2            4.3         4.3           

기업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8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2            4.3         4.3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2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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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03_1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6: 테러-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8            17.0       17.0          

주요 일간지 2 1            2.1         2.1           

공중파 TV 3 32          68.1       68.1          

공중파 라디오 4 1            2.1         2.1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2            4.3         4.3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47          100.0     100.0        

sec03_2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6: 테러-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요 일간지 2 20          42.6       42.6          

공중파 TV 3 9            19.1       19.1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5          31.9       31.9          

SNS 7 1            2.1         2.1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2            4.3         4.3           

47          100.0     100.0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1순위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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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03_3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매체16: 테러-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부기관의 공식매체 1 8            17.0       17.0          

주요 일간지 2 11          23.4       23.4          

공중파 TV 3 3            6.4         6.4           

공중파 라디오 4 8            17.0       17.0          

인터넷 포털 사이트 5 11          23.4       23.4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 6 1            2.1         2.1           

SNS 7 3            6.4         6.4           

시민단체의 홍보물이나 연구보고서 9 1            2.1         2.1           

학계의 연구물 10 1            2.1         2.1           

47          100.0     100.0        

nat04a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1: 수해, 가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25점 2            4.3         4.3           

30점 1            2.1         2.1           

40점 1            2.1         2.1           

50점 14          29.8       29.8          

55점 1            2.1         2.1           

60점 6            12.8       12.8          

70점 3            6.4         6.4           

75점 10          21.3       21.3          

80점 7            14.9       14.9          

95점 1            2.1         2.1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___________ 점

문3. 귀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떠한 매체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매체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
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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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4b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2: 지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5            10.6       10.6          

20점 1            2.1         2.1           

25점 11          23.4       23.4          

30점 7            14.9       14.9          

35점 1            2.1         2.1           

40점 3            6.4         6.4           

50점 11          23.4       23.4          

60점 5            10.6       10.6          

75점 1            2.1         2.1           

80점 1            2.1         2.1           

85점 1            2.1         2.1           

47          100.0     100.0        

nat04c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3: 화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25점 2            4.3         4.3           

30점 1            2.1         2.1           

50점 17          36.2       36.2          

60점 9            19.1       19.1          

70점 3            6.4         6.4           

75점 8            17.0       17.0          

80점 3            6.4         6.4           

85점 1            2.1         2.1           

90점 2            4.3         4.3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2) 지진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3) 화재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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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41a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4: 교통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25점 4            8.5         8.5           

45점 1            2.1         2.1           

50점 10          21.3       21.3          

60점 7            14.9       14.9          

65점 1            2.1         2.1           

70점 7            14.9       14.9          

75점 10          21.3       21.3          

80점 5            10.6       10.6          

90점 1            2.1         2.1           

47          100.0     100.0        

life41b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5: 산업재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3            6.4         6.4           

30점 1            2.1         2.1           

35점 1            2.1         2.1           

40점 1            2.1         2.1           

45점 1            2.1         2.1           

50점 10          21.3       21.3          

55점 1            2.1         2.1           

60점 8            17.0       17.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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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1            2.1         2.1           

70점 9            19.1       19.1          

75점 5            10.6       10.6          

80점 2            4.3         4.3           

9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4a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6: 성인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5점 4            8.5         8.5           

40점 4            8.5         8.5           

50점 12          25.5       25.5          

60점 5            10.6       10.6          

65점 1            2.1         2.1           

70점 8            17.0       17.0          

75점 7            14.9       14.9          

80점 4            8.5         8.5           

90점 2            4.3         4.3           

47          100.0     100.0        

hea04b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7: 신종전염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5점 4            8.5         8.5           

30점 1            2.1         2.1           

40점 3            6.4         6.4           

50점 16          34.0       34.0          

55점 2            4.3         4.3           

60점 3            6.4         6.4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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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1            2.1         2.1           

70점 8            17.0       17.0          

75점 5            10.6       10.6          

80점 2            4.3         4.3           

85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4c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8: 유해식품섭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15점 1            2.1         2.1           

25점 1            2.1         2.1           

30점 2            4.3         4.3           

50점 13          27.7       27.7          

55점 1            2.1         2.1           

60점 13          27.7       27.7          

65점 1            2.1         2.1           

70점 6            12.8       12.8          

75점 5            10.6       10.6          

80점 1            2.1         2.1           

85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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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4d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9: 광우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20점 2            4.3         4.3           

25점 4            8.5         8.5           

30점 4            8.5         8.5           

35점 1            2.1         2.1           

40점 2            4.3         4.3           

50점 13          27.7       27.7          

60점 5            10.6       10.6          

70점 5            10.6       10.6          

75점 6            12.8       12.8          

80점 1            2.1         2.1           

90점 1            2.1         2.1           

95점 1            2.1         2.1           

99점 1            2.1         2.1           

47          100.0     100.0        

cri04a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10: 강력범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3            6.4         6.4           

40점 4            8.5         8.5           

50점 14          29.8       29.8          

55점 2            4.3         4.3           

60점 3            6.4         6.4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9) 광우병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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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1            2.1         2.1           

70점 7            14.9       14.9          

75점 5            10.6       10.6          

80점 4            8.5         8.5           

90점 1            2.1         2.1           

97점 1            2.1         2.1           

47          100.0     100.0        

cri04b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11: 성폭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2            4.3         4.3           

25점 4            8.5         8.5           

30점 1            2.1         2.1           

40점 5            10.6       10.6          

45점 1            2.1         2.1           

50점 14          29.8       29.8          

55점 3            6.4         6.4           

60점 6            12.8       12.8          

70점 2            4.3         4.3           

75점 4            8.5         8.5           

80점 2            4.3         4.3           

85점 2            4.3         4.3           

90점 1            2.1         2.1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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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4c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12: 사이버피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10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2            4.3         4.3           

40점 3            6.4         6.4           

45점 1            2.1         2.1           

50점 18          38.3       38.3          

60점 6            12.8       12.8          

65점 1            2.1         2.1           

70점 3            6.4         6.4           

75점 5            10.6       10.6          

80점 3            6.4         6.4           

90점 1            2.1         2.1           

47          100.0     100.0        

env04a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13: 기후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5            10.6       10.6          

30점 3            6.4         6.4           

35점 1            2.1         2.1           

40점 7            14.9       14.9          

50점 19          40.4       40.4          

55점 1            2.1         2.1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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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4            8.5         8.5           

70점 4            8.5         8.5           

85점 1            2.1         2.1           

47          100.0     100.0        

env04b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14: 신기술위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2            4.3         4.3           

20점 1            2.1         2.1           

25점 5            10.6       10.6          

30점 5            10.6       10.6          

40점 8            17.0       17.0          

50점 13          27.7       27.7          

55점 1            2.1         2.1           

60점 5            10.6       10.6          

70점 2            4.3         4.3           

80점 3            6.4         6.4           

무응답 1            2.1         2.1           

47          100.0     100.0        

env04c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15: 원자력발전소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5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4            8.5         8.5           

30점 6            12.8       12.8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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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3            6.4         6.4           

50점 16          34.0       34.0          

60점 4            8.5         8.5           

70점 2            4.3         4.3           

75점 5            10.6       10.6          

80점 1            2.1         2.1           

90점 1            2.1         2.1           

99점 1            2.1         2.1           

100점 1            2.1         2.1           

47          100.0     100.0        

sec04_ce 각 위험에 대한 중앙정부 위험관리 능력16: 테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1            2.1         2.1           

30점 4            8.5         8.5           

35점 1            2.1         2.1           

40점 2            4.3         4.3           

50점 10          21.3       21.3          

60점 6            12.8       12.8          

65점 1            2.1         2.1           

70점 1            2.1         2.1           

75점 9            19.1       19.1          

80점 6            12.8       12.8          

90점 3            6.4         6.4           

95점 1            2.1         2.1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중앙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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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4a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1: 수해, 가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2            4.3         4.3           

25점 7            14.9       14.9          

30점 2            4.3         4.3           

35점 1            2.1         2.1           

40점 5            10.6       10.6          

50점 16          34.0       34.0          

60점 6            12.8       12.8          

65점 1            2.1         2.1           

70점 5            10.6       10.6          

80점 2            4.3         4.3           

47          100.0     100.0        

nat04b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2: 지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4            8.5         8.5           

5점 1            2.1         2.1           

10점 3            6.4         6.4           

20점 6            12.8       12.8          

25점 15          31.9       31.9          

30점 2            4.3         4.3           

35점 1            2.1         2.1           

40점 6            12.8       12.8          

50점 8            17.0       17.0          

70점 1            2.1         2.1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2) 지진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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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4c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3: 화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점 2            4.3         4.3           

25점 5            10.6       10.6          

30점 1            2.1         2.1           

40점 6            12.8       12.8          

50점 15          31.9       31.9          

60점 5            10.6       10.6          

70점 5            10.6       10.6          

75점 5            10.6       10.6          

80점 1            2.1         2.1           

85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life41a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4: 교통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15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4            8.5         8.5           

30점 1            2.1         2.1           

35점 1            2.1         2.1           

40점 2            4.3         4.3           

50점 18          38.3       38.3          

60점 6            12.8       12.8          

70점 7            14.9       14.9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3) 화재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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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4            8.5         8.5           

90점 1            2.1         2.1           

47          100.0     100.0        

life41b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5: 산업재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10점 4            8.5         8.5           

20점 2            4.3         4.3           

25점 2            4.3         4.3           

30점 2            4.3         4.3           

35점 1            2.1         2.1           

40점 4            8.5         8.5           

45점 1            2.1         2.1           

50점 17          36.2       36.2          

60점 5            10.6       10.6          

65점 1            2.1         2.1           

70점 2            4.3         4.3           

75점 4            8.5         8.5           

47          100.0     100.0        

hea04a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6: 성인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5점 1            2.1         2.1           

25점 8            17.0       17.0          

30점 6            12.8       12.8          

35점 1            2.1         2.1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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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6            12.8       12.8          

45점 1            2.1         2.1           

50점 10          21.3       21.3          

60점 7            14.9       14.9          

70점 4            8.5         8.5           

75점 1            2.1         2.1           

8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4b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7: 신종전염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5점 1            2.1         2.1           

15점 1            2.1         2.1           

20점 2            4.3         4.3           

25점 8            17.0       17.0          

30점 3            6.4         6.4           

35점 1            2.1         2.1           

40점 6            12.8       12.8          

45점 1            2.1         2.1           

50점 12          25.5       25.5          

60점 6            12.8       12.8          

70점 3            6.4         6.4           

75점 1            2.1         2.1           

80점 1            2.1         2.1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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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4c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8: 유해식품섭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5            10.6       10.6          

30점 7            14.9       14.9          

40점 3            6.4         6.4           

50점 18          38.3       38.3          

60점 7            14.9       14.9          

70점 2            4.3         4.3           

75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4d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9: 광우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5점 1            2.1         2.1           

10점 2            4.3         4.3           

20점 2            4.3         4.3           

25점 7            14.9       14.9          

30점 6            12.8       12.8          

40점 5            10.6       10.6          

50점 10          21.3       21.3          

55점 1            2.1         2.1           

60점 4            8.5         8.5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9) 광우병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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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2            4.3         4.3           

70점 1            2.1         2.1           

75점 2            4.3         4.3           

95점 1            2.1         2.1           

47          100.0     100.0        

cri04a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10: 강력범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점 1            2.1         2.1           

25점 3            6.4         6.4           

30점 4            8.5         8.5           

35점 2            4.3         4.3           

40점 5            10.6       10.6          

50점 15          31.9       31.9          

55점 2            4.3         4.3           

60점 4            8.5         8.5           

65점 1            2.1         2.1           

70점 2            4.3         4.3           

75점 4            8.5         8.5           

80점 3            6.4         6.4           

92점 1            2.1         2.1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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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4b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11: 성폭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6            12.8       12.8          

30점 6            12.8       12.8          

35점 1            2.1         2.1           

40점 4            8.5         8.5           

45점 1            2.1         2.1           

50점 11          23.4       23.4          

55점 2            4.3         4.3           

60점 4            8.5         8.5           

70점 2            4.3         4.3           

75점 2            4.3         4.3           

80점 5            10.6       10.6          

47          100.0     100.0        

cri04c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12: 사이버피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5            10.6       10.6          

10점 5            10.6       10.6          

20점 2            4.3         4.3           

25점 8            17.0       17.0          

30점 3            6.4         6.4           

40점 6            12.8       12.8          

50점 14          29.8       29.8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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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3            6.4         6.4           

65점 1            2.1         2.1           

47          100.0     100.0        

env04a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13: 기후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3점 1            2.1         2.1           

10점 5            10.6       10.6          

20점 6            12.8       12.8          

25점 6            12.8       12.8          

30점 9            19.1       19.1          

40점 8            17.0       17.0          

45점 1            2.1         2.1           

50점 5            10.6       10.6          

60점 2            4.3         4.3           

70점 1            2.1         2.1           

47          100.0     100.0        

env04b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14: 신기술위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4            8.5         8.5           

5점 2            4.3         4.3           

10점 9            19.1       19.1          

15점 1            2.1         2.1           

20점 7            14.9       14.9          

25점 6            12.8       12.8          

30점 5            10.6       10.6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___________ 점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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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2            4.3         4.3           

50점 6            12.8       12.8          

60점 3            6.4         6.4           

70점 1            2.1         2.1           

무응답 1            2.1         2.1           

47          100.0     100.0        

env04c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15: 원자력발전소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4            8.5         8.5           

3점 1            2.1         2.1           

5점 3            6.4         6.4           

10점 5            10.6       10.6          

15점 1            2.1         2.1           

20점 8            17.0       17.0          

25점 8            17.0       17.0          

30점 4            8.5         8.5           

40점 1            2.1         2.1           

50점 6            12.8       12.8          

60점 2            4.3         4.3           

70점 2            4.3         4.3           

75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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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04_lo 각 위험에 대한 지방정부 위험관리 능력16: 테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5점 1            2.1         2.1           

10점 9            19.1       19.1          

20점 6            12.8       12.8          

25점 5            10.6       10.6          

30점 3            6.4         6.4           

40점 3            6.4         6.4           

50점 7            14.9       14.9          

55점 1            2.1         2.1           

60점 4            8.5         8.5           

70점 2            4.3         4.3           

75점 1            2.1         2.1           

80점 1            2.1         2.1           

90점 2            4.3         4.3           

47          100.0     100.0        

nat05a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1: 수해, 가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2            4.3         4.3           

10점 2            4.3         4.3           

20점 1            2.1         2.1           

25점 6            12.8       12.8          

30점 6            12.8       12.8          

35점 1            2.1         2.1           

40점 6            12.8       12.8          

문4.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척도
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지방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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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12          25.5       25.5          

60점 4            8.5         8.5           

65점 1            2.1         2.1           

70점 3            6.4         6.4           

75점 3            6.4         6.4           

47          100.0     100.0        

nat05b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2: 지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5            10.6       10.6          

5점 3            6.4         6.4           

10점 4            8.5         8.5           

20점 6            12.8       12.8          

25점 10          21.3       21.3          

30점 7            14.9       14.9          

40점 7            14.9       14.9          

50점 4            8.5         8.5           

55점 1            2.1         2.1           

47          100.0     100.0        

nat05c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3: 화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5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8            17.0       17.0          

30점 3            6.4         6.4           

35점 1            2.1         2.1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2) 지진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3) 화재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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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4            8.5         8.5           

50점 15          31.9       31.9          

55점 1            2.1         2.1           

60점 4            8.5         8.5           

70점 3            6.4         6.4           

75점 2            4.3         4.3           

80점 2            4.3         4.3           

92점 1            2.1         2.1           

47          100.0     100.0        

life51a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4: 교통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10점 2            4.3         4.3           

20점 1            2.1         2.1           

25점 6            12.8       12.8          

35점 1            2.1         2.1           

40점 3            6.4         6.4           

45점 2            4.3         4.3           

50점 14          29.8       29.8          

55점 1            2.1         2.1           

60점 6            12.8       12.8          

65점 1            2.1         2.1           

70점 4            8.5         8.5           

75점 3            6.4         6.4           

80점 2            4.3         4.3           

47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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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51b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5: 산업재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5점 2            4.3         4.3           

10점 1            2.1         2.1           

20점 2            4.3         4.3           

25점 5            10.6       10.6          

30점 4            8.5         8.5           

40점 5            10.6       10.6          

50점 13          27.7       27.7          

60점 4            8.5         8.5           

70점 2            4.3         4.3           

75점 5            10.6       10.6          

80점 2            4.3         4.3           

47          100.0     100.0        

hea05a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6: 성인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5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5            10.6       10.6          

30점 6            12.8       12.8          

40점 6            12.8       12.8          

45점 1            2.1         2.1           

50점 7            14.9       14.9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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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7            14.9       14.9          

70점 2            4.3         4.3           

75점 4            8.5         8.5           

80점 2            4.3         4.3           

9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5b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7: 신종전염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5점 1            2.1         2.1           

10점 3            6.4         6.4           

20점 2            4.3         4.3           

25점 2            4.3         4.3           

30점 7            14.9       14.9          

40점 5            10.6       10.6          

45점 1            2.1         2.1           

50점 11          23.4       23.4          

60점 6            12.8       12.8          

70점 1            2.1         2.1           

75점 4            8.5         8.5           

90점 1            2.1         2.1           

47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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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5c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8: 유해식품섭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10점 3            6.4         6.4           

25점 6            12.8       12.8          

30점 5            10.6       10.6          

40점 6            12.8       12.8          

50점 11          23.4       23.4          

55점 1            2.1         2.1           

60점 5            10.6       10.6          

70점 2            4.3         4.3           

75점 5            10.6       10.6          

80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5d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9: 광우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5점 2            4.3         4.3           

10점 3            6.4         6.4           

20점 5            10.6       10.6          

25점 3            6.4         6.4           

30점 10          21.3       21.3          

40점 4            8.5         8.5           

50점 7            14.9       14.9          

60점 2            4.3         4.3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9) 광우병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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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3            6.4         6.4           

75점 4            8.5         8.5           

85점 1            2.1         2.1           

47          100.0     100.0        

cri05a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10: 강력범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2            4.3         4.3           

25점 5            10.6       10.6          

30점 6            12.8       12.8          

40점 4            8.5         8.5           

50점 11          23.4       23.4          

55점 1            2.1         2.1           

60점 10          21.3       21.3          

75점 3            6.4         6.4           

80점 2            4.3         4.3           

47          100.0     100.0        

cri05b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11: 성폭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5점 1            2.1         2.1           

8점 1            2.1         2.1           

20점 2            4.3         4.3           

25점 5            10.6       10.6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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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6            12.8       12.8          

35점 1            2.1         2.1           

40점 2            4.3         4.3           

45점 1            2.1         2.1           

50점 19          40.4       40.4          

60점 4            8.5         8.5           

70점 1            2.1         2.1           

75점 1            2.1         2.1           

80점 2            4.3         4.3           

47          100.0     100.0        

cri05c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12: 사이버피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5점 1            2.1         2.1           

7점 1            2.1         2.1           

10점 5            10.6       10.6          

15점 1            2.1         2.1           

20점 3            6.4         6.4           

25점 8            17.0       17.0          

30점 3            6.4         6.4           

40점 4            8.5         8.5           

50점 12          25.5       25.5          

60점 3            6.4         6.4           

70점 1            2.1         2.1           

75점 3            6.4         6.4           

47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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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5a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13: 기후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4            8.5         8.5           

5점 1            2.1         2.1           

10점 2            4.3         4.3           

20점 10          21.3       21.3          

25점 7            14.9       14.9          

30점 3            6.4         6.4           

40점 6            12.8       12.8          

50점 9            19.1       19.1          

55점 1            2.1         2.1           

60점 2            4.3         4.3           

75점 1            2.1         2.1           

80점 1            2.1         2.1           

47          100.0     100.0        

env05b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14: 신기술위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6            12.8       12.8          

5점 3            6.4         6.4           

10점 5            10.6       10.6          

20점 8            17.0       17.0          

25점 7            14.9       14.9          

30점 4            8.5         8.5           

40점 4            8.5         8.5           

50점 8            17.0       17.0          

60점 1            2.1         2.1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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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1            2.1         2.1           

47          100.0     100.0        

env05c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15: 원자력발전소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6            12.8       12.8          

1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6            12.8       12.8          

20점 5            10.6       10.6          

25점 10          21.3       21.3          

30점 2            4.3         4.3           

40점 5            10.6       10.6          

50점 7            14.9       14.9          

60점 4            8.5         8.5           

47          100.0     100.0        

sec05_gr 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위험관리 능력16: 테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5            10.6       10.6          

5점 2            4.3         4.3           

10점 6            12.8       12.8          

20점 5            10.6       10.6          

25점 6            12.8       12.8          

30점 7            14.9       14.9          

50점 7            14.9       14.9          

60점 7            14.9       14.9          

70점 1            2.1         2.1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1] 공동체(지역사회, 자조조직 등)의 위험관리 능력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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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1            2.1         2.1           

47          100.0     100.0        

nat05a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1: 수해, 가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1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4            8.5         8.5           

20점 4            8.5         8.5           

25점 7            14.9       14.9          

30점 4            8.5         8.5           

40점 7            14.9       14.9          

50점 10          21.3       21.3          

55점 1            2.1         2.1           

60점 2            4.3         4.3           

70점 1            2.1         2.1           

75점 3            6.4         6.4           

47          100.0     100.0        

nat05b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2: 지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8            17.0       17.0          

1점 1            2.1         2.1           

5점 2            4.3         4.3           

10점 9            19.1       19.1          

20점 8            17.0       17.0          

25점 6            12.8       12.8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2) 지진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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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4            8.5         8.5           

40점 2            4.3         4.3           

50점 6            12.8       12.8          

70점 1            2.1         2.1           

47          100.0     100.0        

nat05c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3: 화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2            4.3         4.3           

15점 1            2.1         2.1           

20점 1            2.1         2.1           

25점 5            10.6       10.6          

30점 4            8.5         8.5           

40점 7            14.9       14.9          

50점 13          27.7       27.7          

55점 1            2.1         2.1           

60점 6            12.8       12.8          

70점 1            2.1         2.1           

75점 2            4.3         4.3           

80점 1            2.1         2.1           

98점 1            2.1         2.1           

47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재난위험
3) 화재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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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51a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4: 교통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점 3            6.4         6.4           

25점 4            8.5         8.5           

30점 3            6.4         6.4           

40점 2            4.3         4.3           

50점 20          42.6       42.6          

60점 5            10.6       10.6          

70점 3            6.4         6.4           

75점 5            10.6       10.6          

80점 2            4.3         4.3           

47          100.0     100.0        

life51b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5: 산업재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5점 1            2.1         2.1           

10점 3            6.4         6.4           

20점 3            6.4         6.4           

25점 5            10.6       10.6          

30점 3            6.4         6.4           

40점 5            10.6       10.6          

50점 15          31.9       31.9          

55점 1            2.1         2.1           

60점 5            10.6       10.6          

70점 1            2.1         2.1           

75점 1            2.1         2.1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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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2            4.3         4.3           

47          100.0     100.0        

hea05a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6: 성인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25점 2            4.3         4.3           

30점 6            12.8       12.8          

40점 3            6.4         6.4           

50점 14          29.8       29.8          

55점 1            2.1         2.1           

60점 5            10.6       10.6          

70점 3            6.4         6.4           

75점 7            14.9       14.9          

80점 3            6.4         6.4           

85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5b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7: 신종전염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5점 1            2.1         2.1           

10점 3            6.4         6.4           

20점 2            4.3         4.3           

25점 5            10.6       10.6          

30점 9            19.1       19.1          

40점 2            4.3         4.3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___________ 점

82



A1-2011-0200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1차) : 한국사회의 위험도 및 위험관리 실태와 정부의 역할

50점 10          21.3       21.3          

60점 7            14.9       14.9          

70점 2            4.3         4.3           

75점 3            6.4         6.4           

80점 1            2.1         2.1           

47          100.0     100.0        

hea05c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8: 유해식품섭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4            8.5         8.5           

25점 4            8.5         8.5           

30점 7            14.9       14.9          

35점 1            2.1         2.1           

40점 2            4.3         4.3           

50점 10          21.3       21.3          

60점 8            17.0       17.0          

65점 1            2.1         2.1           

70점 3            6.4         6.4           

75점 3            6.4         6.4           

80점 1            2.1         2.1           

90점 1            2.1         2.1           

47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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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5d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9: 광우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5점 1            2.1         2.1           

10점 4            8.5         8.5           

15점 1            2.1         2.1           

20점 6            12.8       12.8          

25점 2            4.3         4.3           

30점 7            14.9       14.9          

40점 2            4.3         4.3           

45점 1            2.1         2.1           

50점 7            14.9       14.9          

60점 2            4.3         4.3           

65점 1            2.1         2.1           

70점 3            6.4         6.4           

75점 4            8.5         8.5           

80점 2            4.3         4.3           

90점 1            2.1         2.1           

47          100.0     100.0        

cri05a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10: 강력범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5점 1            2.1         2.1           

10점 1            2.1         2.1           

20점 6            12.8       12.8          

30점 2            4.3         4.3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건강위험
9) 광우병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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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1            2.1         2.1           

40점 5            10.6       10.6          

45점 1            2.1         2.1           

50점 16          34.0       34.0          

60점 5            10.6       10.6          

70점 3            6.4         6.4           

75점 2            4.3         4.3           

80점 1            2.1         2.1           

47          100.0     100.0        

cri05b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11: 성폭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4.3         4.3           

5점 1            2.1         2.1           

10점 1            2.1         2.1           

15점 1            2.1         2.1           

20점 5            10.6       10.6          

25점 2            4.3         4.3           

30점 3            6.4         6.4           

40점 5            10.6       10.6          

50점 14          29.8       29.8          

55점 1            2.1         2.1           

60점 4            8.5         8.5           

70점 1            2.1         2.1           

75점 3            6.4         6.4           

80점 3            6.4         6.4           

85점 1            2.1         2.1           

47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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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5c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12: 사이버피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6.4         6.4           

2점 1            2.1         2.1           

5점 1            2.1         2.1           

10점 3            6.4         6.4           

15점 1            2.1         2.1           

20점 4            8.5         8.5           

25점 7            14.9       14.9          

30점 6            12.8       12.8          

40점 3            6.4         6.4           

45점 1            2.1         2.1           

50점 12          25.5       25.5          

60점 1            2.1         2.1           

70점 2            4.3         4.3           

75점 2            4.3         4.3           

47          100.0     100.0        

env05a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13: 기후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5            10.6       10.6          

5점 2            4.3         4.3           

10점 6            12.8       12.8          

20점 10          21.3       21.3          

25점 8            17.0       17.0          

30점 8            17.0       17.0          

40점 2            4.3         4.3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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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1            2.1         2.1           

50점 5            10.6       10.6          

47          100.0     100.0        

env05b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14: 신기술위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6            12.8       12.8          

5점 4            8.5         8.5           

10점 8            17.0       17.0          

20점 8            17.0       17.0          

25점 10          21.3       21.3          

30점 6            12.8       12.8          

40점 2            4.3         4.3           

50점 2            4.3         4.3           

무응답 1            2.1         2.1           

47          100.0     100.0        

env05c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15: 원자력발전소사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2          25.5       25.5          

5점 3            6.4         6.4           

10점 10          21.3       21.3          

20점 6            12.8       12.8          

25점 7            14.9       14.9          

30점 2            4.3         4.3           

40점 3            6.4         6.4           

50점 3            6.4         6.4           

60점 1            2.1         2.1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___________ 점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___________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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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00.0     100.0        

sec05_ind 각 위험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16: 테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8            17.0       17.0          

5점 3            6.4         6.4           

10점 7            14.9       14.9          

20점 6            12.8       12.8          

25점 9            19.1       19.1          

30점 2            4.3         4.3           

40점 3            6.4         6.4           

50점 5            10.6       10.6          

60점 3            6.4         6.4           

90점 1            2.1         2.1           

47          100.0     100.0        

nat06a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1: 수해, 가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다 2 10          21.3       21.3          

보통이다 3 19          40.4       40.4          

그렇다 4 17          36.2       36.2          

매우 그렇다 5 1            2.1         2.1           

47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다음 각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주십시
오. (척도는 다음을 참고하시되 100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2] 각 개인들의 위험관리 능력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___________ 점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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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6b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2: 지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            14.9       14.9          

그렇지 않다 2 21          44.7       44.7          

보통이다 3 14          29.8       29.8          

그렇다 4 5            10.6       10.6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nat06c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3: 화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다 2 3            6.4         6.4           

보통이다 3 15          31.9       31.9          

그렇다 4 26          55.3       55.3          

매우 그렇다 5 3            6.4         6.4           

47          100.0     100.0        

life06a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4: 교통사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다 2 5            10.6       10.6          

보통이다 3 23          48.9       48.9          

그렇다 4 17          36.2       36.2          

매우 그렇다 5 2            4.3         4.3           

47          100.0     100.0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재난위험
3) 화재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재난위험
2)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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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6b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5: 산업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6.4         6.4           

그렇지 않다 2 12          25.5       25.5          

보통이다 3 17          36.2       36.2          

그렇다 4 15          31.9       31.9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hea06a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6: 성인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4.3         4.3           

그렇지 않다 2 6            12.8       12.8          

보통이다 3 23          48.9       48.9          

그렇다 4 16          34.0       34.0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hea06b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7: 신종전염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4.3         4.3           

그렇지 않다 2 9            19.1       19.1          

보통이다 3 22          46.8       46.8          

그렇다 4 14          29.8       29.8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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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6c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8: 유해식품섭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4.3         4.3           

그렇지 않다 2 12          25.5       25.5          

보통이다 3 24          51.1       51.1          

그렇다 4 9            19.1       19.1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hea06d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9: 광우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10.6       10.6          

그렇지 않다 2 20          42.6       42.6          

보통이다 3 17          36.2       36.2          

그렇다 4 4            8.5         8.5           

매우 그렇다 5 1            2.1         2.1           

47          100.0     100.0        

cri06a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10: 강력범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다 2 11          23.4       23.4          

보통이다 3 18          38.3       38.3          

그렇다 4 18          38.3       38.3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건강위험
9) 광우병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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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6b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11: 성폭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4.3         4.3           

그렇지 않다 2 16          34.0       34.0          

보통이다 3 18          38.3       38.3          

그렇다 4 11          23.4       23.4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cri06c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12: 사이버피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            2.1         2.1           

그렇지 않다 2 20          42.6       42.6          

보통이다 3 20          42.6       42.6          

그렇다 4 5            10.6       10.6          

매우 그렇다 5 1            2.1         2.1           

47          100.0     100.0        

env06a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13: 기후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            4.3         4.3           

그렇지 않다 2 18          38.3       38.3          

보통이다 3 18          38.3       38.3          

그렇다 4 9            19.1       19.1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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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6b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14: 신기술위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            8.5         8.5           

그렇지 않다 2 22          46.8       46.8          

보통이다 3 17          36.2       36.2          

그렇다 4 4            8.5         8.5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env06c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15: 원자력발전소사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10.6       10.6          

그렇지 않다 2 24          51.1       51.1          

보통이다 3 11          23.4       23.4          

그렇다 4 7            14.9       14.9          

매우 그렇다 5 0 0.0 0.0

47          100.0     100.0        

sec06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신뢰16: 테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그렇지 않다 2 17          36.2       36.2          

보통이다 3 13          27.7       27.7          

그렇다 4 15          31.9       31.9          

매우 그렇다 5 2            4.3         4.3           

47          100.0     100.0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안보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문6.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괄함)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
가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를 위험
의 종류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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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7a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 수해, 가뭄-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4            8.5         8.5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7          36.2       36.2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3            6.4         6.4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4            8.5         8.5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6            12.8       12.8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nat07a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 수해, 가뭄-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3            6.4         6.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14          29.8       29.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3            6.4         6.4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6            12.8       12.8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8            17.0       17.0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1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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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7a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 수해, 가뭄-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5            10.6       10.6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2            4.3         4.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8            17.0       17.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10          21.3       21.3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6            12.8       12.8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9            19.1       19.1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nat07b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2: 지진-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13          27.7       27.7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6          34.0       34.0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2            4.3         4.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3            6.4         6.4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6            12.8       12.8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3            6.4         6.4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1) 수해(홍수,태풍), 가뭄
: 3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2) 지진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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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7b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2: 지진-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3            6.4         6.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0          21.3       21.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10          21.3       21.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4            8.5         8.5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4            8.5         8.5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nat07b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2: 지진-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2            4.3         4.3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8            17.0       17.0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12          25.5       25.5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6            12.8       12.8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7            14.9       14.9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2) 지진
: 2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2) 지진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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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7c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3: 화재-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2            4.3         4.3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0          21.3       21.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10          21.3       21.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15          31.9       31.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2            4.3         4.3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3            6.4         6.4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4            8.5         8.5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nat07c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3: 화재-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9            19.1       19.1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2            4.3         4.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3            6.4         6.4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8            17.0       17.0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11          23.4       23.4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3) 화재
: 1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3) 화재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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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07c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3: 화재-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3            6.4         6.4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2            4.3         4.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9            19.1       19.1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8            17.0       17.0          

무응답 9 4            8.5         8.5           

47          100.0     100.0        

life07a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4: 교통사고-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5            10.6       10.6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14          29.8       29.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2            4.3         4.3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5            10.6       10.6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10          21.3       21.3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재난위험
3) 화재
: 3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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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7a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4: 교통사고-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10          21.3       21.3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2            4.3         4.3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life07a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4: 교통사고-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6            12.8       13.3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4            8.5         8.9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1.1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9            19.1       20.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1.1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8            17.0       17.8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5            10.6       11.1          

무응답 9 3            6.4         6.7           

시스템 결측값 2            4.3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2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4) 교통사고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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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7b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5: 산업재해-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13          27.7       27.7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8            17.0       17.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4            8.5         8.5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5            10.6       10.6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4            8.5         8.5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life07b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5: 산업재해-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10          21.3       21.3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7            14.9       14.9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8            17.0       17.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10          21.3       21.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0.6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4            8.5         8.5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1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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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07b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5: 산업재해-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4            8.5         8.5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1            2.1         2.1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5            10.6       10.6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12          25.5       25.5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hea07a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6: 성인병-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3            6.4         6.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9            19.1       19.1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2            4.3         4.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6            12.8       12.8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11          23.4       23.4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8            17.0       17.0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생활위험
5) 산업재해(직업병 포함)
: 3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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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7a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6: 성인병-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5            10.6       10.6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4            8.5         8.5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11          23.4       23.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2            4.3         4.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7            14.9       14.9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9            19.1       19.1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6            12.8       12.8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hea07a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6: 성인병-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8            17.0       17.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0.6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7            14.9       14.9          

무응답 9 4            8.5         8.5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2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6)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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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7b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7: 신종전염병-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6            12.8       12.8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1          23.4       23.4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2            4.3         4.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10          21.3       21.3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3            6.4         6.4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hea07b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7: 신종전염병-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5            10.6       10.6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9            19.1       19.1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8            17.0       17.0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7            14.9       14.9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1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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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7b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7: 신종전염병-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2            4.3         4.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11          23.4       23.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4            8.5         8.5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7            14.9       14.9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hea07c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8: 유해식품섭취-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0          21.3       21.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6            12.8       12.8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10          21.3       21.3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4            8.5         8.5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7) 신종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등)
: 3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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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7c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8: 유해식품섭취-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10          21.3       21.3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2            4.3         4.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8            17.0       17.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6            12.8       12.8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4            8.5         8.5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hea07c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8: 유해식품섭취-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6            12.8       12.8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8            17.0       17.0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8            17.0       17.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0.6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5            10.6       10.6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2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8) 유해식품 섭취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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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07d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9: 광우병-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6            12.8       12.8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2          25.5       25.5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0.6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5            10.6       10.6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hea07d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9: 광우병-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4            8.5         8.5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5            10.6       10.6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9            19.1       19.1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7            14.9       14.9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9) 광우병
: 1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9) 광우병
: 2순위

106



A1-2011-0200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1차) : 한국사회의 위험도 및 위험관리 실태와 정부의 역할

hea07d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9: 광우병-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6            12.8       12.8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2            4.3         4.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9            19.1       19.1          

무응답 9 4            8.5         8.5           

47          100.0     100.0        

cri07a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0: 강력범죄-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12          25.5       25.5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7            14.9       14.9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10          21.3       21.3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5            10.6       10.6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6            12.8       12.8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건강위험
9) 광우병
: 3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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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7a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0: 강력범죄-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3            6.4         6.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5            10.6       10.6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2            4.3         4.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8            17.0       17.0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13          27.7       27.7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cri07a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0: 강력범죄-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6            12.8       12.8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2            4.3         4.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7            14.9       14.9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0.6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8            17.0       17.0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10          21.3       21.3          

무응답 9 4            8.5         8.5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2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0)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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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7b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1: 성폭력-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15          31.9       31.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8            17.0       17.0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5            10.6       10.6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5            10.6       10.6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cri07b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1: 성폭력-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4            8.5         8.5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4            8.5         8.5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2            4.3         4.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6            12.8       12.8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9            19.1       19.1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12          25.5       25.5          

무응답 9 4            8.5         8.5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1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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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7b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1: 성폭력-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3            6.4         6.4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8            17.0       17.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0.6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8            17.0       17.0          

무응답 9 4            8.5         8.5           

47          100.0     100.0        

cri07c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2: 사이버피해-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24          51.1       51.1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4            8.5         8.5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1            2.1         2.1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7            14.9       14.9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4            8.5         8.5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2            4.3         4.3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1) 성폭력(강간, 추행 등)
: 3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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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07c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2: 사이버피해-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3            6.4         6.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8            17.0       17.0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9            19.1       19.1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0.6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8            17.0       17.0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7            14.9       14.9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cri07c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2: 사이버피해-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4            8.5         8.5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9            19.1       19.1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9            19.1       19.1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2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범죄위험
12) 사이버피해(악성댓글, 해킹, 사이버피싱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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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7a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3: 기후변화-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11          23.4       23.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8            17.0       17.0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9            19.1       19.1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3            6.4         6.4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7            14.9       14.9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env07a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3: 기후변화-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3            6.4         6.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7            14.9       14.9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10          21.3       21.3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11          23.4       23.4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2            4.3         4.3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1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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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7a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3: 기후변화-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8            17.0       17.0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0          21.3       21.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8            17.0       17.0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4            8.5         8.5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6            12.8       12.8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env07b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4: 신기술위험-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13          27.7       27.7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9            19.1       19.1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6            12.8       12.8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4            8.5         8.5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3) 기후변화(지구 온난화)
: 3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1순위

113



A1-2011-0200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1차) : 한국사회의 위험도 및 위험관리 실태와 정부의 역할

env07b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4: 신기술위험-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5            10.6       10.6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6            12.8       12.8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13          27.7       27.7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11          23.4       23.4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1            2.1         2.1           

무응답 9 1            2.1         2.1           

47          100.0     100.0        

env07b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4: 신기술위험-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0          21.3       21.3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4            8.5         8.5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5            10.6       10.6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4            8.5         8.5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9            19.1       19.1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2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4) 신기술위험(나노, 바이오 기술 등)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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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07c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5: 원자력발전소사고-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7            14.9       14.9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3          27.7       27.7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6            12.8       12.8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2            4.3         4.3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6            12.8       12.8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env07c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5: 원자력발전소사고-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4            8.5         8.5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4            8.5         8.5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9            19.1       19.1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9            19.1       19.1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6            12.8       12.8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1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2순위

115



A1-2011-0200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1차) : 한국사회의 위험도 및 위험관리 실태와 정부의 역할

env07c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5: 원자력발전소사고-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3            6.4         6.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5            10.6       10.6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6            12.8       12.8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13          27.7       27.7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7            14.9       14.9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7            14.9       14.9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sec07_1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6: 테러-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3            6.4         6.4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21          44.7       44.7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8            17.0       17.0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3            6.4         6.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1            2.1         2.1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3            6.4         6.4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6            12.8       12.8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5) 원자력발전소 사고
: 3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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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07_2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6: 테러-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관련 법령의 취약성 1 4            8.5         8.5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5            10.6       10.6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11          23.4       23.4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6            12.8       12.8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9            19.1       19.1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5            10.6       10.6          

무응답 9 2            4.3         4.3           

47          100.0     100.0        

sec07_3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체계 개선사항16: 테러-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평상시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상설 조직의
부재

2 1            2.1         2.1           

관련 조직의 분산 및 실질적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부재

3 5            10.6       10.6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안전의식 부족 4 9            19.1       19.1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부족 5 4            8.5         8.5           

정보 시스템의 전문성 부족 6 9            19.1       19.1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7 16          34.0       34.0          

무응답 9 3            6.4         6.4           

47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2순위

문7. 귀하께서는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의 항목들 중 어떠한 점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부터 3가지를 위험의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 환경위험
16) 테러(전쟁 포함)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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