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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조사하고 환경보존이 재해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고찰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첫째 , 환경문제 의식수준은 높고 의식은 매스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얻는다‘ 둘째, 

시민들은 오늘의 광주시 환경상태를 생각하며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 환경보전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 

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질 오염을 지향하고 있으며 환경파괴 없는 경제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시민들은 중소도시 

에서 살고 싶고 미래에 대한 견해는 비교적 높은 참여의식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에 대한 문제는 중소도시를 원 

하고 있어 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공해가 없는 곳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환경문제는 앞으로 광주시에 증가할 것 

이라는 비관적 예상을 보여주고 있고 환경보전은 비교적 높은 참여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적극적이 아닌 것으로 

평가 예측된다-

액심용어 의식수준, 환경오염 , 환경보전, 환경문제 참여도 

ABSTRACT The findings of thi s study on the Consc iousness leve l of the citi zens of Kwang Ju City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vel of knowledge on the environment problems is hi gh and the knowledge is acquire through mass media‘ Sec

ondly, the citi zens of Kwang Ju city consider their environment as sever and it’s immediate steps should be taken. The 

third,n. The thpdiate steps shoenvironment educsteps and lectudia on environmental polluteps should be gehpdheo the citi

zens and economic development should be made without destroying environment The foudth , the citizens pdifer to li ve in 

in small medium citiia rsther than in metrop이1tan citiia, and their attitude toward futudi is pessimistic, and they have a 

high level of participateps in evvitonmental problems. In cita of movements that they have pdi fer to move to small and 

medium citiia. It repdiatnts that they pdi fer to live in an ad ia with no tr po lluteps while e매oy ing a cul tudal li fe. The 

expect thetr city to provide thematl ves gdien adias supr as fo rest and fiildsheo take a rest Thwa lk on. The have a passi

mistic view that thetr city in the futudi will be polluted seveadly. The consciousness leve l of partic ipateps in e thpdiate 

steps shoenvi ronment ia relsterey high, but in rea li ty it is estimated to be low. 

KEYWORDS Consciousnesss Level,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 

1. 서 효르 
‘--

인류문화는 지난 수십년간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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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화, 교통증대 등 생활양식의 급변은 제반 오염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관한 가치관도 다 

양해지면서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 

시오염문제는 이에 대한 큰 방해요소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이상우, 1985). 환경오염은 단순히 물리 ·문화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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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초점을 맞추어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환경오 

염이란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물질에 의해 대 

기， 수질， 토양， 해양 등 인간생활의 터전이 더럽혀지는 

현상이다. 인간의 모든 생활영위활동과 생산적 경제활동 

에서 배출되는 환경물질은 생활하수와 분뇨， 공장폐수， 

중금속， 자동차배기가스， 먼지， 분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물질은 시민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급 

격히 복잡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산업혁명 과정을 격었던 미국， 영국， 벨지움 등 

선진공업국가에서 이미 커다란 환경오염 상황을 경험한 

바있다. 

요컨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때 인간은 자연환경과 상 

호의존 내지는 조화균형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균형파괴는 바로 인류의 사 

망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인 

간답고 품위있는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전하 

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환경보전이야말로 오 

늘의 인류가 달성해야 할 지상의 과제이며 사명인 것이 

다(이 영 재 , 2007).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식 및 여론을 파 

악하고 환경오염의 상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 

으로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과 도시정책의 우선순위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식을조사하게 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29항목에 걸친 설문을 모두 선다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의 내용은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수준과 환경문제 

를 접하게 되는 전달매체 등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6문항). 

둘째， 시민들의 환경오염상태에 대한 의식， 환경원 인식에 

대한 의식 등을 알아 보았다(13문항). 셋째， 환경보전을 위 

한 시민의지와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및 견해를 

알아 보았다(4문항) 넷째，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환경보전 활동의 참여의식 및 바람직한 생활환경의 유형 

에 대해 알아 보았다(6문항). 

본 조사의 연구시점은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광주시 

일원을 조사하고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무작 

위추출한 후 설문지는 수집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검토하 

여 Computer Program을 작성 , 입 력 시 걱 자료를 처 리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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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의 일반적 분석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전체의 64.5%였고 여자는 

35.5%로 나타났다. 여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본 설문지를 

해당 조사 할 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분 

포는 10대 .20대의 젊은 연령대층이 191 명으로 전체 428명 

응답자의 44.6%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30대는 

33 .4%， 40대는 11 .2%， 50대는 9.6%였으며， 60대 이상의 연 

령층은 전체의 1 .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러 

한 연령 분포의 구성은 조사하는 과정 중 광주시 인구분포 

비율기준에 접근하여 조사한 결과로 평가된다. 직업의 구 

분은 다음 표 l에 따라 분류하였다. 

직업분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25 .2%(108명)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직으로 24.8%(106 

명)이었다. 그리고 학생은 1 9.9%(85명)， 주부 9.6%(41명)， 

전문관리직 9.3%(40명)， 무직이 5.l %(22명)， 생산직은 4.0% 

(1 7명)， 기업경영직이 2. 1 0/0(9명 )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의 

경우 대졸자(전문대 포함)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냈고， 그 다음이 고졸 39%, 중졸 10%, 초등졸 8%이 며 

대학원 이상 수학이 3%로 그 비율이 낮았다(그림 1).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가계수입을 보면 8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100만원 

표 1 직업의 분류 

직업구분 

전문관리직 

기업경영인 
사무원 

생산원 

판매서비스업 
학생 
;끼ζ- -tj「

무직 

중졸 43명 
(10%) 

직 업 종류 

의사， 약사， 변호사， 법조인，교수， 연구원，작가，예술 
인，언론인，방송인，교원，고급공무원(과장이상) 

대기업체 과장이상，중소기업체경영자 
회사원， 은행원， 일반공무원， 사회단체직원 
축련공， 기능공， 견습공， 미숙련공， 운전사 
소규모가계 주인，점원，외판원，서비스직 퉁 

학생 
끼 ;z- -tj「

무직 

그림 1 교육의 정도 

초등졸 34명 
(용lb) 

대학원이상 
수학 14명 

(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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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1상 7명 
(1. 8%) 

150- 199 01만 
68명 (15， 3%) 

그림 2 가계 월평균 소득 

이상-149만원 미만 소득자로 24.9%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월명균 가계수입은 주세대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 

원 모두의 수입을 합한 것으로 기술된 것이지만 설문조사 

이기 때문에 응답자에 따라서는 수입정도의 정확성에 다 

소 문제는 있는 것으로 추정 평가된다. 한편 가계월평균 

소득이 80만원 이상-99만원 미만은 20.2%, 150 이상-1 99 

미만은 1 5.3%등으로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이 1 .8%에 지 

나지 않았다(그림 2). 

3. 조사내용의 Group별 분석 

3.1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 및 전달매체 

환경문제의 이해에는 고도의 전문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함으로 환경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한 시민들의 지식， 이외의 전달매체에 대한 의존도 및 

견해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 

부，1982)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의 분석 평가 

에 앞서 우선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지식정도와 전 

달매체에 대한 의존도 및 견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이나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음 중 어느 것으로부터 가장 많이 보거나 들으셨 

습니까7" (설문 2)는 전문적 인 교육을 통하지 않고 환경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대중전달매체에 대하여 알아보 

았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단연 TV쪽을 택하고 있어 (68%) 

시민들은 대부분 TV를 통하여 가장 많이 환경문제 접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이 신문(23.6%)과 기타 

(4.2%), 표어나 포스터 (2 .3%)， 라디오( 1.9%)순이었으며， 그 

동안 일반적인 홍보매체로 많이 이용해 왔던 표어나 포스 

터， 반상회(0%)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있I-- - -- 「1-3iik혀화 - - - _. --
--싫 .ß싫) 

101 名(23.6% )
100 ‘ -

T 

i -「기
1870(4.2%) - - - -- - - - --

F피F펀j I 
1~쉰( 0딩i -1 
H ‘ 

·‘-
v 

그립 3. 환경에 관한 지식 습득의 경로 

림 3은 결국 환경문제라는 특수성을 떠나서도 접근이 빠 

른 대중매체가 오늘날 환경문제의 지식을 얻는 가장 보펀 

적인 매체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인터넷 

을 제외한 이유는 인터넷을 문항에 삽입할 경우 다른 문항 

들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 극심한 차이를 두어 가급적 인터 

넷을 통한 정보전달 습득 매체로서의 항목들은 제외하기 

로한다. 

“귀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계몽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7" (설 

문 6)에 대해 총 응답자 중 67. 1%가 단연 신문， TV， 라디오 

등의 매스·미디어에 의한 환경교육과 계몽이라고 지적했 

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은 15 .4%로 그 다음의 순 

이고 그 다음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8.6%)과 기업체에 

의한 계몽 및 교육(7.0%)， 모르겠다( 1.9%)이었다(그림 4). 

그러나 환경보전대책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학교 

교육을 비롯한 시민에 대한 계몽 교육이 중요하고 또 필요 

하지만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에 당장 유용한 매체는 신문，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의 힘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환경부， 1982). 

특이한 것은 가계월평균소득에서 신문， TV, 라디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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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계몽 및 교육을 제외한다면 가정에서 환경교육이 

비교적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환경이 일단 오염이 되고나 

면 계속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지속성이 강하기 때 

문에 피해가 광역화， 장기화되어 먼 후세대에 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이제는 가정에서의 환경 

교육을 생활화 해야 된다는 것을 느껄 수 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한 소비생활에서 많은 쓰레기가 남기 

마련인데 다음 중 썩지 않아 공해요인이 되는 물질은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설문 9)에 대한 응답은 비닐 프라 

스틱 (87.9%)으로서， 이를 수거 재활용하는 길을 더욱더 모 

색하는데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다고 평가되며， “ ppm 이라 

는 약자가 환경문제를 다루는 글에 자주 나용니다. 그 정 

확한 뭇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1 3)의 질 

문에 직업별로 보면 바른 응답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들에서 가장 많았고(90.7%)， 그 다음이 전문관리직 (87.5%) 

과 학생 (82 .2%)이 었으며， 주부가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정 

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2), 학력 별로는 학력 

이 높을수록 바른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고졸 

이상의 학력자에서 정확한 응답을 하고 있으며 대학원이 

상수학은 바른 응답이 100%였다(표 3) 

“귀하는 산성비(acid ra in)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고 있거 

나 들으신 적 이 있습니까?"(설문 28)은 요즈음 도시 지 역 에 

내리는 강우의 산도를 나타내는 수질이온농도(PH)가 뚜렷 

이 낮아짐으로써 이른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고 

표 2 설문 13 의 직업별 분류 

꿇-----그한 바른응답 % 

전문관리직 35 87.5 
기업경영직 7 77.8 
사무 직 98 90.7 
생산직 12 70.6 

판매서비스직 82 78.3 

학생 75 82.2 
-;「Z -H「 25 61.0 
무직 18 81.8 

합계 352 

표 3 설문 13 의 학력멸 분류 

;효-----건호 바른응답 % 

무학 0 0 
국졸 2 28 .6 
중졸 8 38 .1 
」τ"!. ξ Eξ 193 80 .1 

전문대졸 48 85 .7 
대 학졸 94 96 .9 

대학원이상수학 7 100 

합계 352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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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노재식， 1985), 즉 강우의 pH가 5.6이상이면 그 비 

를 산성비 (acid rain)라고 하는데， 대기에서 산성비가 형성 

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이지만 화석연 

료를 태울 때 방출되는 S02와 NOx ’가 대기에서 광화학반 

응에 의하여 수증기와 반응하여 황산과 질산이 되고， 이들 

이 비에 용해함으로써 산성비가 형성된다고 추측하고 있 

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오염물로 방출된 Hg, Cd등의 중금 

속이 산성비에 용해하면 독성은 크게 증가된다. 이러한용 

어의 단순한 이해도를 알아 본 것인데 조사결과 총 응답자 

428명 중 74.5%인 3 1 9명이 산성비란 용어의 돗을 알고 있 

거나 들은 것이라 나타난 의외의 결과를 얻었음을 알고 시 

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환 

경부， 1982). 

응답자의 직업별로 보면 응답한 학생의 9 1 .8%가 산성비 

란 용어를 들었거나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85.2%, 전문관리직 이 82.5%, 기 업 경 영직 77.8% 

순으로 이해도를 나타냈다. 한편 주부(48 .8%)， 판매·서비스 

직 (43 .4%)은 모른다고 대답해 비교적 높았다. 산성 비란 용 

어의 이해도는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고， 낮 

을수록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5 )(그림 5). 

3 .2 환경오염상태에 대한 시민의식 

1 970년 이후 우리나라도 산업의 고도성장과 인구의 증 

가도시집중으로 오염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오염물질 

표 4. 설문 28 의 직업멸 분류 

끓~약프 들었거나 알고있다 모른다 

전문관리직 32 (82.5) 7( 17.5) 
기업경영직 7 (77.8) 2 (22 .2) 
사 무직 992 (85.2) 16 (1 4.8) 
생산직 12 (70.6) 5 (29 .4) 

판매서비스직 60 (56.6) 46 (43 .4) 
학생 78 (9 1.8) 7 (8 .2) 
-;z「 -t「j 21 (5 1.2) 20 (48.8) 
무직 16 (72.7) 6(27 .3) 
합계 319 (74.5) 109 (25 .5) 

표 5 설운 28 의학력별분류 

융밥략닫~ 들었거나알고있다 모른다 

무학 0 0 
국졸 2 28.6 
중졸 8 38. 1 
고졸 193 80. 1 

전문대졸 48 85.7 
대학졸 94 96.9 

대학원이상수학 7 100 

합계 352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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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우 중 산도 분석결과 

배출량도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는 

조밀하고 국토공간이 협소한데다 급격한 산업화의 추구로 

환경오염방지투자가 다소 외면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 

에 따라각종오염이 증가되어 우리의 생활터전을크게 위 

협하고 한정된 자연자원의 고갈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환 

경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상태 

를 살펴보면， 대기오염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의 경우 S02 환경기준치 0.05 ppm을 이미 초과했거나 육 

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은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대 

도시 유역 및 하천이 BOD 기준치 2급기준 3 . 0'"마l 을 초과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의 경우 마산의 해안지역이 COD수 

산용수기준 3.0'" 

(Woo여d、we리메11 ， G, M, 1970). 그 밖에도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 

으로 생태이며파괴 및 토양오염의 위험이 증대되었고 또 

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교통량의 증대등으로 소음 

진동 및 폐기물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하십니까?"(설문 12)는 광주천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시 

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본 설문은 응답자 총 428명 

중 1 85명 (43 .2%)가 아주 심하다고 대답했으며， 심하다는 

1 77명 (4 1.4%)， 보통이다는 56명 ( 1 3.1%)로 광주천의 수질상 

태는 83.6%가 심하거나·아주 심하다고 대답하고 있어 광 

주시에서는 광주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사료된다. 

직업별로 보면 “아주 심하다”와 “심 하다”는 전직업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을 해 그 순은 무직이 90.9%, 학생 89.4%, 

기 업경 영직 88.9%, 생산직 88.2%, 전문관리직 87.5%, 판매 

서비스직 85%, 사무직 81.4%, 주부 70.7%로 나타났다(표 6). 

“광주시를 비롯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 점차 

심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제일 큰 대기의 오염원이라 생각하십니까?"(설문 1 7)은 대 

기오염의 가장 큰 오염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체 응답 

자 중 69.6%의 사람들이 단연 자동차의 대기 Gas를 대기 

오염의 으뜸이 되는 원인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1 6.8%의 사람들은 공장의 굴뚝 매연을 대기의 오염원으로 

생각하고 가정의 취사 등에 대하여는 5.2%의 비율로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전직업의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 Gas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별， 소득 

별도 대부분 자동차 배기 Gas라 생각하고 있다(그림 6). 

“귀하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소리에 대하여 환경공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19), “공장의 기계소 

(환경부， 1987). 광주시 환경오염실태에 대하여 전문가가 잉 

아닌 일반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의 환경상 

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오염인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정도 

와 공해산엽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를 조사하였다 

“광주천의 수질에 대한 환경오염이 어느정도라고 생각 

표 6 설문 12 의 직업별 분류 

학력응답 아주심하다 심하다 보통이다 

전문관리직 2 1 (52.5) 14 (35.0) 
3 (7.5) 

기업경영직 6 (66 .7) 2 (22.2) 
1 (1 1 ‘ 1 ) 

사 무직 43 (39.8) 46 (42 .6) 
15 (13.9) 

생산직 11 (64 .7) 4 (23 .5) 
2 (11.8) 

20 

10 

판매서비스직 41 (38.7) 49 (46.3) 
14 ( 13.2) 7 (8.2) 

학생 45 (52.9) 31 (36.5) 
12 (29.3) 

-;Z「 -닙「 11 (26 .8) 18(43.9) 
2 (9.1) 

무직 7 (31.8) 13 (59.1) 
56(13. 1) 

합계 185 (43.2) 177(4 1.4) 

1애인 

그림 6 대기오염의 분포 

느끼지못한다 모르겠다 없다 계 

1 (2.5) 1 (2 .5) 0(0) 40 
o (0.0) 0(0.0) 0(0) 9 
2 (1.9) 2 (1.8) 0(0) 108 
o (0.0) 0(0.0) 0(0) 17 
1 (0.9) 1 (0 .9) 0(0) 106 
0(2 .4 0(2 .4) 0(0) 85 
o (0.0) 0 (0.0) 0(0) 41 
o (0.0) o (0 .0) 0(0) 22 
6( 1.4) 6 (1 .4 0(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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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대하여 환경공해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설 

문 2이은 주거지주변의 소음상태에 대해 자동차， 기차， 비 

행기 등 교통기관의 소음과 공장소음으로 구분해서 응답 

을 구했는데 조사결과 교통소음의 경우는 보통이 29.2%, 

심하다는 68.2%로 비교적 심하다고 평가했으며， 공장소음 

에 대해서는 보통이 35.7%, 느끼지 못한다가 23.\%, 없다 

는 2.6% 나타나 광주시가 생산도시가 아님을 단적으로 나 

타내고있다 

“귀하는 하루종일 가장 시끄러웅을 느낌때는 언제입니 

까?"(설문 24)의 소음에 대한 응답은 하루 중 낮(4 1.3%)에 

가장 시끄럽다고 높게 대답했으며， 그 다음은 밤(19.9%)， 

저녁(1 8.7%)， 거의 같다( \1.7%)로 나타났으며， 아침에는 비 

교적 낮은 8.4%로 응답을 했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과 조용한 생활환경을 즐겨야 

할 오늘날 도시주거 지역이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나날이 

파괴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 되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노재식， \ 985)(USEPA, \ 972a). 

“소음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 

까?"(설문 25)는 소음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 본 설문은 보통이다가 23.8%, 크다와 매우 크다는 

68.2%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강한 소음 

을 심하게 또는 연속적으로 듣게 되면 청력장애가 유발되 

며 또 낮은 소음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성격을 신경질적 

으로 되게 하는 경향도 있다는 보도도 나와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이미 많은 수의 청력손실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USEPA， \973). 

3.3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 및 환경시설에 대한 평가· 

견해 

인간 스스로가 저지른 환경파괴 오염， 그것을 이순간 부 

터라도 복구하겠다는 이성과 지성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 

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것 

이다 즉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 공존의 과 

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 

야 되고 시당국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 모든 

시정책에 환경보전 의지를 표출해야할 것이며 이제는 환 

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겠고 상당한 정도의 오 

염은 교육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고 믿고 이러한 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 및 견해는 어떠한가를 조 

사하였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정책에 가장 힘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5)는 앞으로 시는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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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다양한 종류의 소리레밸 비교 

해 어떤 시정분야에 가장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3 1 .6%라는 비율로 행정력에 의한 강력한 법적규 

제라 지향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민에 대한 교육 

및 지도계몽도 중요하고(26.6%)， 또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를 위한 자금지원과 공해방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18%)도 

시급하지만， 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드높이고 환경에 대 

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시민교육 및 지도 

계몽을 매우 중요한 시책분야(26 .6%)라고 지향하고 싶다. 

즉，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가정교육， 학교교육에서부터 성 

인교육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귀하가 광주시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설문 7)는 시민들의 눈에 

비친 광주시의 환경문제 중 수질오염이 총 응답자 중 30.6% 

인 \31 명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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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종 소리에 대한 반응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음진동(25.7%)， 쓰레기 (24 . 5%) 그 

리고 대기오염 ( 1 5 .2%)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잘살 수 있게 되려면 많은 공장을 세워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장의 굴뚝에서 매연 

이 나와 다소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1설문 16)에서 

응답자들은 단연 반대하고 있으며 (7 1.9%), 그 중 25.2%는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한편 잘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는 주장 

을하기도한다 그러나우리는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실질적인 부나 경제적인 성장만이 최상의 길이 아 

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즉 건강과 목숨은 그 어느 것과 

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때 보다 쾌적한 환 

경에서의 삶，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누리기 위하여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USEPA， 

1972b).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살수 있기 위해서 즉， 단지 

물질적인 풍족을 위해서 보다 큰 화를 자초할 수 없다는 

응답자의 의지는 어쩌면 오늘과 같은 물질문화사회에서는 

당연한것이라하겠다. 

“공해산업이 광주시 행정구역안에 들어올 경우 이에 대 

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설문 26)은 공해산업 

의 침투에 대한 대응추세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의 견해가 

어떠한가를 묻는 본 설문은 절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 

다는 1 9.4%의 의견보다는， 공해방지시설만 한다면 들어와 

도 좋다는 69.4%의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는 공해산업침 

투에 대한 문제인식은 높으나 대응자세에 있어서는 현실 

적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으며， 특히 광주시는 소비성 

향이 짙은 도시로서 시민들이 생산도시로 변모함을 간접 

적으로 희망，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공 

해산업은 침투되어서는 안되지만 공해방지시설을 공고히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경제발전을 위해 

양보할 수도 있다는 폭넓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 

다. 반면 공해산업의 침투에 대하여 시 민들은 대체로 공해 

방지시설만 한다면 들어와도 좋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으 

나 기업경영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절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33.3%)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결 료르 
‘-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한본고찰을통하여 다음과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경문제 의식수준은 높고 지식은 매스미디어에서 가 

장 많이 얻는다.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전문 

적지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환경문제를 가장 많 

이 접하게 되는 전달매체는 TV였으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계몽방법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육 및 계 

몽과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을 택하고 있어 이제 환경문제 

는 몇몇 환경전문가의 관심사나 연구실만의 대상이 아닌 

전 시민의 관심사로부각되었음을 알수 있다. 

2. 시민들은 오늘의 광주시 환경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 

며 그대책이 시급하다 

광주시의 수질-대기상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대기 주오염원은 자동차배기가스(69.6%)로 이에 

대한 공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86.2%) 보여 주었고， 주거 

지 환경공해의 심각성은 쓰레기， 오물(77.8%)， 먼지 (63 .6%)， 

악취 (53. 1 %)， 소음의 심각성은 교통기관소음(68.2%)， 공장 

“Iouna/of η7e K<αean Society of Societa/ Secui.κ vα 2, /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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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38.6%)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환경오염상태에 대한 

의식 오염원의 인식에는 심각한 편으로 평가돼， 광주시에 

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환경보전 교육 및 강연이 펼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 

는 수질 오염을 지향하고 있으며 환경파괴 없는 경제성장 

을요구하고있다. 

환경보전 교육 및 강연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9.4%로 응답했고 가장 힘을 기울려야 한다는 정책은 행 

정력에 의한 법적규제(3 1 .6%)를， 가장 시급한 분야는 수질 

오염 (30.6%) 그리고 시민들은 환경피해 없는 경제성장을 

촉구함으로써 방지시설만 한다면 좋다는 견해를 보여 생 

산도시의 탈바꿈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 

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환경교육이 

요구되며 시정책상에서 보다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시민들은 중소도시에서 살고 싶고 미래에 대한 견해 

는 비관적이며 비교적 높은 참여의식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에 대한 문제는 중소도시를 원하고 

있어 (37 .4%) 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공해가 없는 곳을 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광주시에 증가할 것이라는 비 

한국재난관2(표준한희 논운즙/ 제2권 Xf/3c률 

관적예측을 보여 주고 있고 환경보전의 참여의식은 비교 

적 높은 참여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적극적이 

아닌 것으로 평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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