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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휴 화 자 의 인체유해 가능성에 한 험인식을 성별  연령에 따라 심리  요인이 어

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하 다. 험인식의 측정은 국 6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  이상 

남녀 1,001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험인식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휴 화 

자 에 한 험인식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50 의 험인식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연령  성별에서의 

험인식 차이는 심리  요인의 향에서 발견하 고 그 요성을 실증했다는데 이론  함의를 찾을 수 있었

다. 일반인은 험인식을 심리  요인과 같은 일상의 경험 등의 축 을 통해 험을 인식하기 때문에 험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해서는 일반인이 어떻게 험을 인식하는지에 한 올바른 이해에 기 한 

험커뮤니 이션을 제공해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휴 화 자 에 

한 험을 단하고, 의사소통해 나갈 것인지에 한 개입 략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 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d how the risk perception of cellular phone electromagnetic waves’ possibility to harm human bodies would be 

psychologically different by gender and age. The study measured the risk perception targeting a total of 1,001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more living in six major ci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for the risk perception by gender, the women would 

recognize the risk of cellular phone electromagnetic waves more than the men. Among the women, those in their fifties appeared to have 

the greatest risk perception. In particular, the risk perception difference by age and gender was observed to be affected by psychological 

factors and, the study should be regarded academically significant for having verified the importance. For general people, they would 

perceive the risk via those psychological factors as experiences in daily life. Therefore, in order to relieve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risk, basic risk communication based on proper understanding of how the general people would recognize the risk should be provided. 

Hence, the study is expected to be a chance for intervention strategy research on how our community would proceed with communication 

and how the community, again, apprehends the cellular phone electromagnetic waves as well.

키워드

Risk Communication, Risk Perception, Women, Cellular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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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미디어 기술은 유무

선망이 통합된 가운데 폭넓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용

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상시 휴 화에 노출되고 있다[1]. 이

듯  세계 인 휴 화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휴 화로부터 발생되는 자 가 과연 인체에 향

을 미치는가에 한 국제  심이 증 되고 있다. 휴

화 사용의 격한 증가와 최근 외국에서 보고된 

역학  연구의 결과들은 휴 화 사용과 건강 문제

에 한  심을 증가시키고 있다[2-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1997년부터 휴 화 

자  발생과 일부 암 연구와의 련성을 조사하기 

한 역학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이후 다 

국가 간 국제 공동연구(Interphone study)로 총 13개

국이 참가하여 이동 화 사용과 뇌종양에 한 환자

- 조군 연구를 시작 하 다[8]. 

2011년 IARC는 휴 화를 사용하는 사람을 상

으로 10년간 추 한 결과 통화량이 많을수록 신경교

종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에 의거하여 IARC 발암성 

분류 등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2B)로 발표하

다[9]. 2B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탈크(talc)를 원

료로 한 우더, 엔진 배기가스, 납, 클로로포롬, 커피

와 같은 등 에 속해 있는 것이다[10]. IARC의 발표

는 세계 으로 사용되고 있는 휴 화가 나 에라도 

암의 발생과 인과 계가 밝 질 경우에 공 보건학  

차원에서 상되는 심각한 결과에 비하여‘사  방

 차원의 규제 원칙’을 용하여 발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휴 화 자 와 암 유발 가능성에 한 논란은 

정확한 인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휴 화 자 에 한 발암성을 지지하는 연

구결과는, 보건학  에서 이동 화의 안테나를 통

해 낮은 워이지만 마이크로 가 달될 수 있고, 이

것이 뇌종양을 일으키거나 잠재  종양의 발진을 증

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3,11-13]. 

IARC(2011)에 2B가 되었지만 이 의 연구에 의하

면, 이동 화 사용과 신경교종에 한 부분의 역학 

연구들은 장기간 사용에 한 어떠한 험성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14-19]. 셀룰

러 장거리통신과 인터넷 회(Cellular Telecommunic

ations and Internet Association)는 IARC의 휴 폰과 

발암성의 상 결과는 여 히 제한된 증거이며 무선

화(휴 폰과 무선 화기 포함)은 발암성을 일으킨다

는 연구는 검증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20].

지속되는 휴 화 자 의 유해성에 한 논란에

도 불구하고 휴 폰 자 의 유해성에 비한 사

방 행동 즉, 이러한 유해성 정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 노력을 할 것인지는 개인의 

단과 결정에 맡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휴 화 자 는 기술의 친숙성으로 인해 심각한 

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심각한 갈

등과 재난을 래할 가능성도 있다[21]. 그 다면 일

반들의 휴 화 자 에 한 험인식은 어느 정

도인 것일까? 그리고 휴 화 자  험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남녀 차이에 따른 

험인식의 차이, 연령 별에 따른 험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 답을 찾기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

황이다.

앞서 진행된 연구들은 휴 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휴 화 련된 연구

들의 다수는 휴 화 사용의 만족도, 이동통신의 

자  특성, 휴 폰의 이용형태, 휴 화 기능별 독

 이용 계, 휴 폰 이용을 측하는 변인 연구  

기지국 거주자들의 험인식을 측정하는 연구들 이 

부분이었다[22-28]. 국의 험인식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 휴 폰, 유 자변형 식품 등의 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휴 화의 험인식을 가장 낮

게 보고하 으며[29], Whang은 22가지의 험요인  

휴 폰 자 의 험인식이 15번째로 나타나 다소 

험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30].

앞서 진행된 연구들은 휴 폰이 주는 기술혜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일반 인 험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은 불확실성과 불

안정성으로 인해 기술이 향 는 결과를  측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휴 화 자

에 한 논란도 여 히 과학  사실에 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휴 화 자 를 둘러싼 논쟁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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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 인 요인과 가치 의 차이로 인한 사회  갈

등으로 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휴 화 자 의 인체유해 가능

성에 한 험인식에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 다. 구체 으로는, 

개인  지식, 통제가능성 등의 심리  패러다임(psy-

chometric paradigm)요소와 분노(outrage), 정부의 책

임이라는 요소가 휴 화 자  험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성별  

연령에 따라 휴 폰 자 에 한 험인식에 차이

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휴 화 자 의 리

스크커뮤니 이션 방안에 한 개입 략의 근거자료

를 마련하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2.1. 조사 상자

휴 화 자  험인식 설문조사는 리서치 문

기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하여 실시하 다, 

설문 상의 모집단은 국 6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  이상 남녀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체 표본

의 크기는 1,001명이었다. 표본의 추출은 6  역시 

인구 황에 따라 조사 표본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배분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 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  변수들은 Fischhoff와 

Slovic의 개인  지식, 해의 알려진 정도, 통제가능

성 등의 심리  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요

소와 Sandman의 분노(outrage)변수를 선정하 다. 그

리고 휴 화 자 로 인한 사고와 방에 한 정

부의 책임정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각 심리  패러다임의 측정은 7  Likert-type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28-30]. 

각 변수들의 설명  개념은 다음과 같다. 

험인식 정도(risk) : 설문응답자에게 휴 화의 

자 가 어느 정도 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지식(knowledge) : 휴 화 자 로 발생

하는 험이 건강에 미치는 향 등에 해 설문 

응답자가 알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험의 알려진 정도(risks unknown) 설문응답자가 

느끼는 휴 화 자 의 해는 어느 정도 과학

으로 증명되어 알려져 있는가?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 휴 화 자 가 발

생하는 해를 설문 응답자가 개인 인 노력을 통

해 방  리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다음 세 에 한 향(seriousness of the risk to 

future generations): 휴 화 자 로 발생 가능

한 해가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칠 것

인가? 

분노감(outrage) : 휴 화 자 로 한 해사

고 발생 시 개인 으로 느끼는 감  분노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의 귀인(accountability): 휴 화 자 로 인

한 해사고 발생 시 정부의 책임정도는 어느 정도

인가?

2.3 통계분석

성별에 따른 연령  별 심리  변수에 따라 휴

화 자 의 험인식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해인지도 맵 작성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III.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  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의 조사 상자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1명이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성별, 연

령, 최종학력 등의 인구통계학  특성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조사 상자 1,001명의 성별구성은 남성이 

49.9%(499명), 여성이 50.1%(502명)로 분포하 다. 연

령 별 분포는 20  21.2%, 30  23.4%, 40  24.0%, 

50  19.9%, 60  이상 11.6%이었다. 월 평균 소득으

로는 400-500만원 미만이 20.7%(207명)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었다(Table 1).

3.2. 휴 화 험인식 수  조사 결과

휴 화 자  험인식은 여자가 평균 4.98로 

남자의 평균 4.59보다 높았으며(p<0.001), 연령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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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41). 20 , 30 , 40, , 60  이상 군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50 는 나머지 4개 군보다 

험인식이 높았다. 최종학력과 소득에 따른 험인식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연령  별 휴 화 자 의 험인식  심리  

요인을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여자는 50 의 험

인식이 20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에서는 연령 별로 험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개

인  지식의 경우 여자는 30 와 60  이상보다 50

가 유의하게 높았고, 남자는 연령 별 차이가 없었다. 

과학  사실의 경우 여자는 연령 별 차이가 없었으

며, 남자는 30 보다 20 와 50 가 유의하게 높았다. 

휴 화 자  사고발생 시 개인이 느끼는 사회  

분노감의 경우 여자는 50 가 20 와 30 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며, 남자는 20 보다 40 , 50 , 60 가 

유의하게 높았다. 휴 화 자 에 한 정부의 책

임의 경우 여자는 연령 별 차이가 없었고, 남자는 20

가 30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자는 남자와 달리 연령

별 험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여자의 연령

 별 험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검증하고

자 휴 화 험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여자의 험인식  20 는 소

득이 높아질수록, 개인  지식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휴 화 자 의 유해성이 다음 세 에 향이 있

다고 생각할수록, 휴 화 자 에 한 사고 방 

 결과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험인

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는 개인  지식, 

다음세  향, 분노정도에 향을 받고 있었으며, 40

는 개인  지식과 분노정도, 50 는 분노정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3.3. 휴 화 험인식 심리  패러다임 해인

지도 맵 분석결과

여성의 휴 화 자 의 험인식에 한 연령별 

간에 공통으로 작동하는 차원이 무엇인지를 단순한 

차원으로 요약하는 방법으로 6개의 심리  특성 변수

들을 2개의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해 요인분석을 시행하 다. 주성분방법과 베리믹스 

회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 고, 그 결과“다음세  

향”과 “분노정도”, “정부책임”이 1요인으로,“ 해의 

알려진 정도”과 “통제가능성”, “개인  지식”이 2요인

으로 묶일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1요인으로 추

출된 내용은“두려움(dread)"으로 명명할 수 있고, 2요

인으로 추출된 내용은 “지식(knowledge)”으로 명명하

다. 두려움(Dread)은 다음세 향과 정부책임이라

는 요소가 결합된 차원이라 할 수 있으며 지식

(knowledge)은 해의 알려진 정도와 개인  지식의 

차원이 주로 반 되었다(Table 6).

휴 화 자 의 두려움(dread)과 지식(kno-

wledge)에 한 각 연령 별 치를 나타내는 해인

지도 맵을 작성하기 하여, 연령 별 인자 수를 확

인하여 Y축을 지식(knowledge)으로 하고 X축을 두려

움(dread)으로 한 2차원 공간에 치를 표시하 다. 

해인지도 맵 분석 결과, 20 는 휴 화 자 에 

해 간정도의 지식과 높은 두려움에 분포되어 있

으며, 30 는 낮은 두려움과 간정도의 지식, 40 는 

높은 두려움과 간정도의 지식, 50 는 높은 두려움

과 높은 지식 구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60 는 낮은 

두려움과 높은 지식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1).

IV. 고 찰

본 연구는 들의 어떠한 심리  요인이 휴

화 자  험인식에 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험인식의 차이는 여

성이 남성보다 휴 화 자 에 해 험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Lee와 Kim은 여성이 남성보

다 휴 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두통  피곤함 등의 

건강상의 문제에 한 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 으며[28], 여자가 남자에 비해 험의 종류에 상

없이 험속성에 한 두려움이 높고 피해가능성을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34-35]. 

한, 자서비스(electronic services)의 험수용연

구에 있어 인지된 험이 클수록 유용성과 사용의도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36], 인지된 

험이 사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37]. 한, 성별은 휴 화 이용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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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선택의 주요한 변인은 조사된 바 있다[25,38]. 이

러한 결과들은 휴 화 자  유해성이 발생했을 

때, 여자는 남자보다 휴 화 사용을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남자의 경우는 사용량 감소 등의 

행동변화가 을 것으로 단된다. 휴 화 자 에 

한 유해성 정보 달 시 성별에 한 차별성 있는 

근 략이 필요한 것을 단할 수 있다.

앞서 발표된 험인식 연구는 부정 인 험인식은 

지식과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39-40], 높은 지식의 정도가 험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40-43].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집단 내 20 , 30 , 40  

 남자집단 내 30 와 60  이상에서 휴 화 자

에 해 지식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험인식이 유

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정부의 책

임귀인은 여자집단 내 20 에서 휴 화 자 로 

인한 사고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수록 험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보고된 연구들은 책임귀인은 귀인의 결과가 성

공이나 실패에 한 감정  반응과 더불어 미래에 

한 기 나 노력에도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44-45]. 본 연구에서 여성들의 험인식에 정부의 책

임귀인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요한 이유는 책임의 

귀인지각은 정부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책임의 귀인을 개인보다는 정부라고 생각 할수록 

휴 화 자 로 인한 유해성 사고 발생 시 정부에 

한 신뢰감소  부정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여자 집단 내 연령  별 휴 화 자 의 험인

식은 50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

와 50 의 험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두 연령 의 험인식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

수로는 해의 알려진 정도, 분노감, 정부의 책임정도

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연구들은 휴 화 자 에 심리  요소를 해인지

도 맵으로 나타낸 연구는 간정도의 두려움(medium 

dreadful)과 낮은 해의 알려진 정도(little-known 

hazard)로 발표한 바 있다[46-47]. 

IV. 결 론

본 연구에서 휴 화 자 의 험인식을 높이는 

심리  변수들로 일반인들이 개인  지식, 다음세  

향, 분노감, 정부의 책임귀인이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험을 일상의 경험 등의 축

을 통해 단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인의 

험인식이 문가와 다른 이유는 단지 이들이 과학

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문가들이 

간과하기 쉬운 나름의 사회  합리성에 근거해 험

을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 화 자 의 험인식의 해소를 해 일반인

에게 더 많은 과학  정보를 달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험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해서는 일반인이 어떻게 험을 인식하는지에 한 

올바른 이해에 기 한 험커뮤니 이션을 제공해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계속해서 휴 화 

자  문제에 해 소극 이고 방어 으로 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며 최소한 증하는 우려에 

한 리스크커뮤니 이션을 시작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휴 화 자  험인식 연구에 있어 

성별  연령 별에 따라 심리  요인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그 요성을 실증했다는데 이론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휴 화 자 에 한 사회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어

떻게 휴 화 자 에 한 험을 단하고, 의사

소통해 나갈 것인지에 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심리  요인이라는 변수에 

제한하여 휴 화 자 의 험인식을 측정한 것이

다. 험인식은 심리  요인과 더불어 사회경제  요

인, 문화  요인 등이 복합 으로 작용되어 향을 미

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휴 화 자  험인식에 

해 개인의 가치   과학  등의 다양한 향변수

를 선정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한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휴 화 자 에 한 험수용이 

높아지는 지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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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isk perception

N(%) Mean±SD T/F Ρ-value

Gender Men 499(49.9) 4.59±1.18 5.103* <0.001

Women 502(50.1) 4.98±1.22   

Age
(years)

 
 
 
 

20-29a 212(21.2) 4.64±1.33 2.508§ 0.041   

30-39a 234(23.4) 4.77±1.24   

40-49a 240(24.0) 4.80±1.20   

50-59b 199(19.9) 5.00±1.15   

≥60a 116(11.6) 4.69±1.02   

Income
(thousand 

won)

<3,000 309(30.9) 4.69±1.30 1.841
§

0.159

<6,000 517(51.6) 4.80±1.19   

≥6,000 175(17.5) 4.90±1.13   

Mean, mean value; SD, standard deviation. 
*
Statistical data in age variable is t-value for student`s 

t-test. 
§
Statistical data in age, education level and income 

variable is f-value for ANOVA analysis and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a,b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b)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he risk perception of the subjects aged in their 50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4 age groups.

Women

Variables
20s

(n=104)

30s

(n=117)

40s

(n=123)

50s

(n=102)

≥60s

(n=56)

Risk 

perception*
4.77(1.35)

a

4.86(1.29)

ab

5.10(1.26)

ab

5.24(1.05)

b

4.88(0.97)

ab

Personal 

knowledge*
4.82(1.36)

ab

4.68(1.17)

a

4.95(1.16)

ab

5.17(1.16)

b

4.66(1.27)

a

Known 4.83(1.36) 4.67(1.33) 5.04(1.22) 4.97(1.39) 4.82(1.29)

extent of the 

hazard
     

Controllability 3.64(1.56) 3.66(1.61) 3.76(1.63) 3.99(1.56) 3.84(1.51)

Seriousness 

of the risk to 

future 

generations

5.31(1.34)

 

 

5.35(1.17)

 

 

5.62(1.26)

 

 

5.57(1.25)

 

 

5.34(1.39)

 

 

Outrage** 4.50(1.37)

a

4.64(1.30)

ab

4.98(1.35)

bc

5.10(1.34)

c

4.86(1.38)

abc

Government 

accountability 
3.92(1.39)

 

4.41(1.25)

 

4.28(1.64)

 

4.39(1.46)

 

4.29(1.36)

 

*p<0.05, **p<0.01

Statistical data is expressed as means±SD. 
a, b, c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 b, c, and d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Men

Variables
20s

(n=108)

30s

(n=117)

40s

(n=117)

50s

(n=97)

≥60s

(n=60)

Risk perception 4.52(1.31) 4.68(1.20) 4.48(1.06) 4.75(1.22) 4.52(1.03)

Personal 

knowledge
4.79(1.22) 4.74(1.17) 4.91(1.27) 4.95(1.15) 4.77(1.33)

Known 

extent of 

the hazard*

4.87(1.41)

b

4.38(1.33)

a

4.65(1.29)

ab

4.80(1.11)

b

4.60(1.32)a

b

Controllability 4.00 

(1.61)

3.60 

(1.52)

3.73 

(1.63)

3.89 

(1.71)

3.83 (1.61)

Seriousness of 

the risk to 

future 

generations

5.00 

(1.46)

5.04 

(1.29)

4.97 

(1.24)

5.10 

(1.25)

4.97 (1.34)

Outrage* 4.27(1.38)

a

4.53(1.19)

ab

4.77(1.23)

b

4.79(1.21)

b

4.67(1.56)b

Government 

accountability**
3.98(1.50)

a

4.60(1.33)

c

4.50(1.26)

bc

4.43(1.31)

bc

4.15(1.62)a

b

*p<0.05, **p<0.01

Statistical data is expressed as means±SD. 
a, b, c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 b, c, and d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표 1. 휴 화 자 의 험인식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분석 결과

Table 1. Risk perception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001)

표 2. 여성의 연령 별 험인식, 심리  요인과의 
분산분석 결과

Table 2. Univariate analysis of risk perception and 
psychometric paradigms by age group of women

Unit=Mean(SD)

표 3. 남성의 연령 별 험인식, 심리  요인과의 
분산분석 결과

Table 3. Univariate analysis of risk perception and 
psychometric paradigms by age group of men

Unit=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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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Variables 
20s

(n=104)
30s

(n=117)
40s

(n=123)
50s

(n=102)
≥60s
(n=56)

Academic   
background

0.133 0.058 0.048 0.029 -0.019

Income level 0.113* 0.009 0.045 -0.066 0.031

Personal 
knowledge

0.255* 0.245* 0.558* 0.019 0.061

Known extent 
of the hazard

0.035 0.152 -0.015 0.123 0.072

Controllability 0.020 0.025 -0.011 -0.082 0.093

Seriousness of  
 the risk to 

future 
generations

0.320* 0.293* 0.061 0.086 0.024

Outrage -0.012 0.232* 0.262* 0.368* 0.281

Government  
accountability 

0.252* 0.061 0.001 -0.003 0.049

Statistical data in age group and gender variables 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 
Numbers in bold type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significant at 0.05)

Men

Variables 
20s

(n=108)
30s

(n=117)
40s

(n=117)
50s

(n=97)
≥60s
(n=60)

Academic   
background

0.133 0.141 -0.055 0.041 0.166

Income level -0.015 -0.010 0.035 0.050 0.036

Personal 
knowledge

0.044 0.203* 0.033 0.270 0.195*

Known extent 
of the hazard

0.033 -0.503 0.027 0.192 0.207

Controllability 0.047 0.098 -0.029 0.031 -0.138

Seriousness of 
the risk to 

future 
generations

0.278* 0.497* 0.236* 0.105 -0.345

Outrage 0.242* 0.155 0.121 0.223 0.380*

Government   
accountability 

-0.057 0.004 0.082 0.010 0.096

Statistical data in age group and gender variables 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
 Numbers in bold type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significant at 0.05)

 Factor loadings for variables§

Variables*
Factor 1
‘Dread’

Factor 2
‘Knowledge’

Variance  
(%)

Seriousness of the risk to 
future generations

0.915 0.330 57.821

Outrage 0.882 0.221

Government accountability 0.848 -0.518

Known extent of the 
hazard

0.147 0.956 33.00

Controllability 0.077 0.899

Personal knowledge 0.685 0.685

§ 
We consider variables exceeding the threshold 0.40 

value of factor loadings as the same factor. Items in 

bold type exceed the 0.40 value
* 
Dependant variable: 1= negative score, to 7 = positive 

score

표 4. 여성의 연령 별 험인식과 심리  요인과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cellular 
phone risk perception and relevant factors by age 

group of women
Unit=regression coefficient(β)

표 5. 남성의 연령 별 험인식과 심리  요인과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cellular 
phone risk perception and relevant factors by age 

group of men
Unit=regression coefficient(β)

표 6. 여자의 심리  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 
Table 6. Factor analysis of women with respect to 

psychometric paradigms
§

그림 1. 여자의 연령 별 해인지도 맵 분석결과*
Fig. 1 Risk cognitive map of women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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