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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urvey of risk perception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in 2007 to evaluate relative riskiness of typic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risk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risk perception using psychometric analyses. The survey with a sample size 
of 1,194 reviews the perceived level of 25 risk items in the areas of transportation, chemicals, environment, industry,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newly-introduced risks. Six categories of risk identified by a factor analysis show that the level of perceived risk does not 
correspond to the statistical level. Psychometric analyses including voluntariness, severity, effect manifestation, exposure pattern, 
controllability, familiarity, benefit and necessity demonstrate that voluntary, familiar and immediate risks are perceived as less risky than 
involuntary, unfamiliar and delayed ones. Risk communication is critical in reducing the discrepance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level 
of risk. However, the amount of risk information does not always justify a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 A safety policy, risk 
communication strategy in particular, should take into account diverse dimensions of risk reviewed by psychometric analyses in the study. 
Social policy toward safety can be improved by integrating policy, human,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technological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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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험은 일상생활의 불가피한 일부분이다. 자연환경이 

인간 생존과 풍요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재난과 시련의 원

천이었듯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추구

하는 편리함과 이익은 예기치 않은 손실과 새로운 위해를 

동반한다. 현대인의 의사소통과 사회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이동통신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때 일반인의 기호품이며 권위와 여

유의 상징이었던 담배가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

해질수록 위험의 규모, 내용, 발생과정 뿐 아니라 위험 인

식과 사회적 수용성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새로운 기

술과 도구 출현과 함께 이전에 없었던 위험이 탄생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을 과학기술

의 도움으로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사

회 환경과 인식이 변하고 안전의 의미와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위험이 등장한다. 

이처럼 위험은 과학기술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하드웨어 영역과 함께 사회문화적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정책 연구에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통계적 위험 수준’
과 ‘주관적 이해에 따른 위험 인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

고, 이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오랜 기간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위

험 수준의 ‘계량적 괴리’에 머물지 않고 전문가와 일반인

의 시각 차이로 해석되었고 더 나아가 이성과 감정, 그리

고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분법적 논리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자는 정책결정자, 후자는 정책대상 일반인으로 연결되

어 위험과 관련된 정책 문제와 사회 갈등을 설명하는데 

핵심 주제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기술 위험의 객관적 위험성과 주관적 위험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대표적인 기술 위험항목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특성을 비교 평가한다. 특히 psychometric분석을 통해서 

위험의 내재적 특성에 따른 위험인식의 성향을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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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sychometric분석은 일반인이 위험을 판단할 때 사망

률이나 발생가능성 등과 같은 계량적인(quantitative) 정보

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위험에 대한 이해정도, 인식의 맥

락적 특성, 위험인식의 사회적 배경과 같은 정성적인

(qualitative) 속성에 의존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인지심리

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1). 

2. 연구 대상과 방법

연구 자료는 2007년 3월 1일부터 1개월간 전국을 대상

으로 조사요원의 직접 방문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

집되었다.2) 설문 대상은 유의할당추출방법(purposive quota 
sampling)에 의해서 1,200명을 선정하였고, 이 가운데 응

답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총 1,194명의 설문

지를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활당

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서 설문 대상은 위험

인식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다는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

역, 직업, 연령 구성비 등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반영

하여 선정하였다. Table 2는 사회인구통계학적 주요 변수

별 표본의 구성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위험에 대한 위험인식을 비교 평가하기 위

하여 6개 분야, 총 25개 위험항목을 선정하였다 (Table 1). 
설문응답자의 위험평가는 ‘자동차 여행’과 비교해서 느끼

는 개별 항목의 상대적 위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동차 여행’을 4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측정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7점: 매우 안전) 반대로 낮은 점수

는 위험에 대한 민감한 반응, 즉 위험하다는 것을 뜻 한다 

(1점: 매우 위험).

3. 위험인식의 일반적 특성

‘자동차 여행’ (4점 기준점으로 설정)을 제외한 총 24개 

위험 항목에 대한 인식수준은 개별 위험항목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항목간의 상대적인 

위험 순위를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 기차가 가장 안전

하며, 비행기와 여객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와 산업안전 

Table 1. Risk items included in survey

Risk Groups Risk Items

Transportation Railway, Airplane, Marine transportation, Automobile.

Environment Water contamination, Ozone layer depletion, Waste 
landfill, Acid rain.

Nuclear N-power generation, Radioactivity leakage,
Radioactive waste landfill.

Industry Elevator, Subway construction field, 
Coal mining, Press operation, LPG transport.

Chemicals Agricultural chemicals, LNG leakage, Benzene, 
Asbestos.

Others Genetically modified foods, Smoking, Alcohol drinking, 
Electromagnetic waves, Antibiotics.

Table 2. The overall description of the samp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bjects (%) Missing
Cases

 Gender
      Male
      Female

 Age
      < 30
      30 ~ 39
      40 ~ 49
      50 ~ 59
      > 60

 Region
      Metropolitan area
      Large cities
      Small and mid size cities
      Rural area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Education (program graduated)
     Middle school
     High school
     Two year college
     Four year college
     Graduate 

 Family income
        < 2 million won
     2 ~ 4 million won
     4 ~ 6 million won
     6 ~ 8 million won
        > 8 million won

 Occupation
     Professional
     Technician
     Service
     Clerks & Administration
     Sales
     Public service
     Student
     Homemaker
     Agriculture & Fishery
     Other

  583  (49.4%)
  598  (50.6%)

  348  (29.6%)
  279  (23.8%)
  332  (28.3%)
  190  (16.2%)

    25    (2.1%)

  537  (45.0%)
  302  (25.3%)
  235  (19.7%)
  120  (10.0%)

  396  (33.8%)
  777  (66.2%)

    73    (6.2%)
  324  (27.7%)
  157  (13.4%)
  514  (43.9%)
  102    (8.7%)

 
  386  (33.5%)
  492  (42.7%)
  192  (16.7%)

    48    (4.2%)
    34    (2.9%) 

  124  (10.5%)
  153  (13.0%)
  133  (11.3%)
  175  (14.8%)

    71    (6.0%)
  141  (11.9%)

    91    (7.7%)
  158  (13.4%)

    95    (8.1%)
    39    (3.3%)

13

20

  0

21

24

42

14

Sample size = 1,194

분야의 승강기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은 자동차 보다 위험하다고 인식되었다. 방
사능 유출은 본 연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핵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

해서 원자력발전은 자동차와 여객선보다는 위험하지만 대

부분의 기술 위험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위험인 식수오염과 오존층 파괴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가스유출도 매우 위

험하다고 평가되었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위험이식이 

석면과 탄광 작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일반폐

기물매립에 대해서 절단기 작업이나 산성비와 비슷하게 

비교적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포함한 사고 및 사망 확률에 따르면 본 

연구에 포함된 위험 가운데 자동차 사고가 가장 위험하

고, 농약, 가스중독, 그리고 광업이 비교적 위험하다. 한
편, 비행기여행은 매우 안전하고 철도와 여객선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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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nk order of perceived risk

Rank Order Risk Items Risk Leve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Radioactivity leakage
Water contamination

Radioactive waste landfill
LNG leakage  

Ozone layer depletion
Genetically modified foods

Asbestos
Coal mining

Smoking
Agricultural chemicals

Benzene
Waste landfill

Press operation
Acid rain

LPG transportation
Electromagnetic waves

Subway construction field
Antibiotics

Nuclear power generation
Alcohol drinking

Automobile
Marine transportation

Elevator 
Airplane 
Railway

1.68
1.89
1.92
2.00
2.05
2.42
2.43
2.44
2.52
2.55
2.63
2.66
2.68
2.70
2.74
2.99
3.11
3.14
3.20
3.26
4.00
4.00
4.23
4.44
5.73

Sample size = 1,194

안전하고 평가된다.3) 이러한 객관적 위험 평가는 본 연구

에서 정리된 주관적 위험인식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확률적으로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자동차 여행을 

사람들은 상당히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한편 방사능 유출, 
핵폐기물 매립, 식수오염에 따른 위험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위험하다는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에서 나타난 주관적 위험인식은 객관적 위험 평가와는 상

당한 괴리가 있다.
‘자동차 여행’을 제외한 24개 위험에 대한 인식특성을 

알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3)에 따르면, 위험을 여섯 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집단화는 개별 위험 항목에 대한 위험 수

준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위험 수준은 

다를지라도 일반인들의 응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성

이 집단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집단①은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비추어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받는 항목으로 대체로 원자력 관련 위험

과 일반폐기물 매립을 포함한다. 집단②는 집단① 보다는 

덜 위험하면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위험인식 순위

가 변한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위험 항목을 포함한다. 집
단③은 집단①과 ② 보다는 안전하지만 위험인식도가 비

교적 높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위험 순위가 변한

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험 항목을 포함한다. 집단④는 

집단⑤와 ⑥ 보다 위험하다고 평가되고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가 크다. 대체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 항목을 

포함한다. 집단⑤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새로운 위험항

목이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에 따라 위험인식 순위가 변한다. 집단⑥은 가장 안전하

다는 평가를 받는 대상으로 교통관련 위험을 포함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비추어서도 가장 안정된 평가를 

Table 3. Risk categories by factor analysis

Risk 
Category Risk Items

①
Radioactivity leakage, Nuclear power generation, Radioactive 
waste landfill, Waste landfill

② Acid rain, Ozone layer depletion

③
Water contamination, Coal mining, 
Press operation, Subway construction field

④
LNG leakage, LPG transport, Benzene, Asbestos,
Agricultural chemicals 

⑤
Genetically modified foods, Alcohol drinking, Smoking, 
Antibiotics, Electromagnetic waves

⑥ Marine transportation, Airplane, Railway, Elevator

KMO = .867    Significance = .000

나타낸다.
이처럼 요인분석에 근거해서 위험항목을 분류하면, 어

느 정도 예외적인 항목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위험, 즉 

위험분야에 따라 위험항목들의 집단화가 이루어진다. 이
러한 결과는 일반인의 위험인식이 개별 항목의 위험수준 

뿐 아니라 위험항목 간의 연계성 내지는 동류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위험특성과 위험인식

통계에 근거한 객관적 위험평가와 주관적 위험인식 사

이의 불일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개
인의 사회문화적 배경, 위험에 대한 태도, 과학기술과 관

련된 지식 그리고 위험관리자,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위

험인식에 변인으로 작용한다4). 개인적 요인으로 인간의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심리학에

서 연구된 바와 같이 인간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magic number 5±2) 위험 평

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위험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 기준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험인식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는 확률적 사

고 (probabilistic thinking), 과신(over-confidence)에 의한 인

식, 확실성에 대한 열망(desire for certainty), 휴리스틱

(heuristics)에 의해서 사람들의 위험인식과 평가가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다5). 집단 차원에서는 조직의 운영목표, 
상벌체계,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와 같은 요인이 위험인

식에 영향을 갖는다. 사회문화적 요인6)으로는 지역적 특

수성, 전통, 문화, 가치체계가 지적되고 있다7).
객관적 위험성과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를 개인, 집단과 

조직, 사회문화적 요인 뿐 아니라 위험에 내재하는 특성

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8). 예를 들면, 자동차와 관련된 

위험은 다른 기술위험과 비교하면 발생 빈도와 확률이 상

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갖는 

필요성과 친숙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주관적 위험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위험을 단순하

게 평면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차원에서 사람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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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cved 
Risk Voluntr Severty Effect Exposr Cntroll Familia Benfit Necess

Perceived 
Risk 1.00   

Voluntari-
ness 0.60# 1.00  

Severity 0.02 -0.17 1.00 

Effect
Manifest -0.61# -0.53# -0.26 1.00 

Exposure -0.34 -0.09 -0.56# 0.21 1.00 

Controll-
ability 0.04 0.34 0.05 -0.25 -0.27 1.00 

Familiarity 0.41# 0.58# -0.14 0.66# 0.12 0.14 1.00 

Benefit 0.20 -0.29 0.37* -0.34 -0.29 -0.05 -0.04 1.00 

Necessity 0.30 -0.17 0.39* -0.36 -0.36 0.16 -0.09 0.85# 1.00 

 Significance:  *< .05:  #<.01   

객관적 위험성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불일치를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의 인지심리학적인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차

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위험인식의 특징을 보다 체계적으

로 규명하는데 기반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8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다9).

• 위험 노출의 자발성(Voluntariness): 위험한 상황에 노

출과 위험한 행동의 선택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위험(voluntary risk)과 비

자발적 위험(involuntary risk)으로 구분.
• 위험 피해의 심각성(Severity): 위험에 따른 결과가 개

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일상적(ordinary) 위험과 재앙적인(catastrophic) 위험으로 

구분.
• 피해 발현시기(effect manifestation): 위험한 행위를 했

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후 이에 따른 효과가 현실화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즉시적인(immediate) 위험과 

지연된(delayed) 위험으로 구분.
• 노출 유형(exposure pattern): 노출 유형에 따라 지속적

(continuous), 간헐적(occasional) 위험으로 구분.
•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위험을 법제도, 안전규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통제 가능한(controllable) 경우와 통

제 불가능한(uncontrollable) 경우로 구별.
• 위험에 대한 친숙도(familiarity):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사람들이 경험해서 친숙한(old) 위험과 처음 발생하여 잘 

모르는 낯선(new) 위험으로 구분.
• 위험에 따른 이익(benefit): 위험한 행위나 상황을 선

택하여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이익 (보수, 상금, 물질적 보

상, 생활의 편의)이 명확한(clear) 위험과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unclear)위험으로 구분.
• 위험의 필요성(necessity): 어느 정도 위험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불가피한 필수 위험(necessary risk)과 개인의 기

호, 취향, 취미에 의해 위험을 즐기는 사치적 위험

(luxurious risk)으로 구분.

4.1. 위험 특성 변수 간의 상관관계

위험 특성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Table 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7가지 경우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위험의 자발성은 위험의 

친숙도와 높은 상관관계(r=.58)가 있다. 익숙한 위험은 자

발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위험의 자발성은 위험의 발현시기와 음(-)의 

상관관계(r=-.53)를 갖는다. 위험효과의 발현시기가 즉시

적인 위험은 대체로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며, 반대로 위

험효과의 발현시기가 지연된 위험은 대체로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위험의 자발성과 발현시기의 관계

는 위험의 자발성, 친숙도 그리고 발현시기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에 의해서 설명가능하다. 위험의 친숙도는 위험

의 발현시기와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계(r=-.66)가 있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sychometric variables 
and perceived risk

발현시기가 즉시적인 위험을 친숙하게, 반대로 지연된 위

험은 낯설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위험은 대체로 친숙한 위험이고 발

현시기가 즉시적일수록 친숙하게 평가하므로 결국 자발

적인 위험은 발현시기가 즉시적인 경향이 높다.
위험의 심각성과 위험의 노출유형은 의미있는 음(-)의 

상관관계(r=-.56)를 갖는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일상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간헐

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의 효과는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위험의 심각성은 위험에 따른 

이익(r=.37), 위험의 필요성(r=.39)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

를 갖는다. 위험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그 위험에 따른 이

익이 분명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현대사회의 기술이 대체로 편익을 가져오지

만 그에 따른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유
사한 맥락에서 특정 기술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위험의 심각성이 높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위험의 필요성과 위험에 따른 

이익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r=.85)을 갖는다. 즉, 위험의 

필요성이 높은 필수적인 위험일수록 위험과 함께 발생하

는 이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특성 변수와 위험인식 수준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8개 위험 특성 변수 가운데 위험의 자발성, 위험 

결과의 발현시기 그리고 위험의 친숙도 등 3개 변수가 위

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1. 위험의 자발성과 위험인식

위험의 자발성과 위험인식은 통계적으로 다소 의미 있

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r=.598: 유의확률= .002). 비
자발적 위험에 대한 위험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발성이 높을수록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 평가된다(Figure 
1). 환경오염과 관련된 위험(산성비, 오존층파괴, 식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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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oluntariness vs. Risk Perception

염)과 방사능 유출, 도시가스유출, 유전자조작식품, 전자

파와 같은 비자발적 위험은 대체로 위험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하여 교통과 관련된 위험(기차, 비행기, 여객선, 자
동차)과 승강기와 같은 자발성이 높은 위험은 비교적 안

전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흡연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위

험항목 가운데 자발성이 가장 높지만 위험하다고 평가되

는데 이는 흡연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4.2. 위험의 발현시기와 위험인식

위험의 발현시기와 위험인식은 통계적으로 다소 의미 있

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r=-.605: 유의확률=.001). 발현

시기가 지연된 위험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반면 발현시기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한다(Figure 2). 
환경오염과 관련된 위험(오존층파괴, 산성비, 일반폐기

물매립)과 원자력관련 위험(원자력발전, 방사능유출, 핵폐

기물매립), 그리고 유전자조작 식품과 전자파는 위험에 

따른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나고 위험하다고 평가된다. 한
편 기차, 비행기, 여객선과 같은 교통과 관련된 즉시적인 

위험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유해화학물

질(도시가스, LPG운송)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위험(지하철

공사장, 절단기, 탄광작업)은 즉시적 특성이 강하지만 비

교적 위험하다고 나타났다.

Fig. 2. Effect manifestation vs. risk perception

Fig. 3. Familiarity vs. risk perception

이처럼 발현시기가 지연된 위험에 대해서 비교적 민감

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위험의 발생확률과 위험에 따른 피

해강도가 위험을 평가하고 인식하는데 주요 요인임에 분

명하지만 일반인들은 특정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에 의해서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즉, 현실화된 위험 보다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피해나 

부작용에 대한 가상적 평가에 근거해서 위험 강도를 인식

하고, 이러한 경우 위험이 확대 해석 될 가능성이 높다.  

4.3. 위험의 친숙도와 위험인식

위험의 친숙도와 위험인식은 어느 정도 의미있는 상관

관계(r=.410: 유의확률=.042)를 갖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에 대한 위험인식도가 높은 반면 친숙도가 높

아질수록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Figure 3). 원
자력관련 위험(원자력발전, 방사능유출, 핵폐기물매립), 
환경관련 위험(산성비, 오존층파괴), 석면, 벤젠, 유전자조

작 식품은 친숙도가 낮고 위험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교

통관련 위험(기차, 비행기, 자동차, 여객선)과 승강기는 친

숙하며 안전하다고 평가되었다. 흡연, 절단기작업, 식수오

염, 알코올, 지하철공사장, 농약, 도시가스유출은 비교적 

친숙하지만 위험하다고 평가된다.

5. 결 론

Psychometric분석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기술

위험 25개를 분석한 본 연구는 위험의 내재적 특성이 위

험인식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특성과 위험 인식의 상호관계로 인하여 일반인의 주

관적 위험인식이 통계에 근거한 객관적 위험 수준과는 차

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0).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이고 친숙하며 위험의 발현시기가 즉시적

인 위험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하여 

비자발적이고 낯설며 위험의 발현시기가 지연된 위험은 

비교적 위험하다고 평가된다. 
사람들은 자의에 의하여 선택한 위험이면서 일상생활

에서 이미 경험하였거나 익숙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안전

하다고 평가한다. 위험의 발현시기가 즉시적인 위험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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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발현시기가 지연된 위험

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석결과는 위험인식이 통

계분석에 근거한 발생 가능성에 의해서 평가되기보다는 

위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발현시기의 지연적 특성이 강한 원

자력 관련 위험과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 위험에 대해

서 이러한 민감한 반응이 뚜렷이 나타난다.
위험분석, 특히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인 위험 

수준과 주관적인 위험평가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인의 

주관적인 위험 평가가 통계적 위험 수준 보다 높을 경우, 
특정 위험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게 되며11), 이것이 확대 

증폭되면 사회적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12). 이로 인

해서 필요 이상의 정책 자원이 투입되어 사회적 낭비를 

유발하고 예기치 않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다른 위

험 사고를 관리하는데 배분될 자원을 고갈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반면에 인식된 위험 수준이 통계적 위험 수준 보

다 낮을 경우, 환언하면 실제로 위험한 대상을 일반인들

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마

련된 안전 정책이 과소평가되고, 이 정책의 수용성이 낮

아 안전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사

회 전반적으로 위험의 총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위험 노

출 수준이 높아져 다양한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다13).
위험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는 정책대상인 일반사람들의 

위험 인식이 주관적, 감정적이고 해당 전문지식을 충분히 

고려치 않는다고 가정하면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

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인의 과민한, 또는 둔감한 위험인식이 과학의 객관성 보

다 우선할 수는 없다.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과학

적 분석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위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독특한 ‘인식’이 ‘객관적’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

으면, 특정 위험 그 자체 보다 그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더 큰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다양

한 인식과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위험 평가에 개개인

의 심리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위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단순 논리보다는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것처럼 위험의 특성과 위험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고 안전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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