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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学校安全教育平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국 서부 지역 내 중학생들의 학교 안전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플랫폼의 데이터를 기초로 현지 학생들의 실제 교육 

현황 및 각 조사 변수는 어떻게 학생 홍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여 중국 안전 교육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하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으로 한다. 현재 중국 중학생 

안전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서 집중 되고 

있으며 중국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상기와 같은 

연구 진행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중국 학교의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도출한 데이터를 정리 

및 분석한 바탕으로 중국 서부 지역에 위치한 쓰촨성 관위안시 ① 의 

중학생 171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및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조사한 학교의 배경 현황을 결합하여 분석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추정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비교 분석 결과 살펴보면 첫 번째, 조사 변수인 학생들의 

홍수에 관한 교육 수준이며 이는 안전 교육 플랫폼에 규정된 테스트 

질문을 활용하여 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학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 수준 차이는 존재하지 않다 결과를 발견하였다. 조사한 

학교에서는 재난 재해에 관한 교육은 주로 수업 강의 및 소방 훈련 

2 가지 형식으로 나눠 진행했지만 소방 훈련 실시 여부를 기록하는 

주체와 실시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플랫폼에서 통계한 각 학교의 

평가 교육 점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추정하였다.  

 
① 四川省广元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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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 및 홍수 경험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각 학교 간에 학생 홍수 경험 및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생의 홍수 경험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학교와 하천의 직선 

거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생 홍수 위험 인식 비교 분석 

결과에서는 B 학교 학생들은 3 개 학교 중에 가장 낮은 위험 인식을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 결과를 따르면 홍수 경험(β=.045)은 

많은 학자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홍수 위험 인식과 비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홍수 교육 수준( β =-.104)은 학생 홍수 위험 인식과 

반비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중에 회귀 모형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케이스 수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조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홍수 위험 인식에 대한 각 조사 질문은 홍수 교육 수준과 

상관관계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은 주로 

학생들의 개인 재산 또는 물질적인 훼손 그리고 인명 피해에 관한 

주관적인 걱정을 조사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재산 또는 물질적 훼손에 

관련한 2 개 질문은 홍수 위험 인식과 부적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장 낮은 홍수 위험 인식을 가진 B 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교육 수준을 가진 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야하지만 B 학교의 교육 

수준은 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었다. 이는 학생 교육 

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의 결과와 서로 모순되었다. 따라서 B 학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모순된 결과를 나온 이유를 추정을 

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 학교 안전 교육 현황을 정리하여 3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조사한 각 학교 학생들의 홍수 교육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다는 문제를 밝혀냈다. 두번째, 중국에서 통일된 

안전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형식적이고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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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여 맞춤형 학교 안전 교육이 

부족하다. 셋 번째, 중국의 안전 교육은 주로 학교 주체로 진행되고 

있고 가정(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3 가지 주체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안전 교육 플랫폼을 현지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2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지 학교에서는 학생 홍수 위험 교육이 주로 교사 주도하는 

강의 방식과 각 지역 소방서 주도하는 소방 훈련 방식이다. 학교에서 

소방 훈련에 대해 실시하는 주체와 기록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이 상황은 적절히 반영되지 않다는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방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과 연결해서 훈련에 대해 따로 평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실제로 각 학교 안전 교육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립 학교의 

경우, 안전 교육 플랫폼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존재하여 이에 대해 관리는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홍수 위험 인식, 안전 교육, 중국 서부 지역  
학  번 : 2018-2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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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9 년에 여러가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전세계가 다양한 범위에서 많은 재난 피해를 

입었다(YIN Yizhou, LI Duo,2020). 그 중에서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은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는 종류도 다양하고 분포 범위도 넓으며, 빈도가 높고 손실이 

크다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Wang, J.& Qiao, L., et al 2013).  

지난 40 년 동안 중국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연간 

경제적 손실액은 국민 총생산의 약 3-5 %를 차지하며, 연간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陈治国, 2019；Hu ZhenYing,2012). 그 중 홍수는 

세계적으로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과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 심각한 자연 

재해 중 하나로 간주된다.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홍수 피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난다(S.N.Jonkman,2005). 

2019 년 재난위험감소 글로벌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재해 발생 

빈도는 세계 2 위, 직접적인 경제 피해는 세계 3 위이다(McGlade,  

2019).  

특히 중국 서부 지역에서 농업 위주의 경영 활동을 하는 인구 

비중이 커서 자연 재해 발생시 비교적 대비 시설이 발달한 도시보다 

더욱 많은 피해를 입는다.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중국 서부 

지역에서 집중 폭우가 주기적으로 발생시 홍수 및 산사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 변화는 인간이 생존하는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며 특히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준다. 청소년들은 재난의 

위기에 처한 사회의 소외 계층 중 하나이다（Anderson，2005）. 

1990 년대 기상과 관련된 자연재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약 60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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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가장 취약하다(Pronczuk, J., & Surdu, S., 2008). 최근 자연 재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해 위험 경감에 청소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헌이 늘어나고 있다 （Anderson， 

2005；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2007）.  

사회적 위험 경감에 있어 학교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학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Bernhardsdottir et al，2016）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연 재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위험 회피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김민아&이명선, 2001).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중국 

서부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안전 교육 현황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2010 년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 계획 

개요(2010-2020> ② 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2013 년 중국 

교육부 기초 교육사③는 중국교육학회④에 위탁하여 전 중국 범위에서 

시험 구역을 지정하여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은 주요 6 가지 목표를 갖추고 

있으며 전 중국 내에서 초, 중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첫째, 효과적인 안전 교육 관리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둘째, 효과적인 안전 교육 시스템을 구성한다. 

셋째, 초/중등 학교(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 교육에 

도움을 준다. 넷째 초/중등학생(아동)이 스스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초/중등학교 교사 및 학생에 협조하여 민방 

 
② 国家中长期教育改革及发展计划纲要（2010-2020） 
③ 教育部基础教育司 
④ 中国教育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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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여섯째, 학교 및 학부모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안전 감독 의식과 능력을 높인다. 이렇게 총 6 가지 성립 

목표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 낮은 중국 서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피해를 더 크게 

입은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지 설문 

조사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홍수에 대해 위험 인식， 

홍수 교육 수준 그리고 홍수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고,  각 조사 학교 

간에 차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주목하여 조사한 각 변수 간에 상관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학교 간에 학생 안전 교육 수준, 학생의 홍수 경험, 홍수 

위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각 학교 학생들의 안전 교육 수준, 홍수 경험 그리고 홍수 

위험 인식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조사 변수 간에 상관성 존재 여부 및 관련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4 

 

제 2 절 연구 지역  
 

본 연구에서 중국 서부에 위치한 쓰촨성 광위안시에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광위안시는 쓰촨성 

북부 변경 자링강 ⑤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급시 ⑥ 이다. 이 지역에서 

연간 평균 강우량이 약 928mm이고 그 중에서 7월 및 8월 강우량은 

연간 강우량의 45%차지하며 6월~9월에서는 일 100~200mm 집중 강우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2018.7.21일 쓰촨성 광위안시에서 50년 주기의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인구는 6.94만명이다. 이 홍수로 인해 

50km²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주 인구가 20,136명 발생하였고, 

경제적인 피해액은 8.69억 위안이다(央视网, 2018.7.26).  

2019년 광위안시 지역 도시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33481위안 이며 지역 농촌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13127위안 

이다(广元市统计局, 2020.3.26). 중국 2019년 국가 통계국에서 공개한 

도시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42358.8위안 이며 농촌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16020.6위안 이다. 이에 따라 광위안시는 

중국 평균 주민 소득 보다 적은 지역이며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집중 강우로 인해 홍수 재해가 광위안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수준에서 학생에게 홍수 안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안전 교육 

플랫폼에 따라 학생들이 홍수에 대해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학생 

홍수 경험 및 홍수에 대해 인식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⑤ 嘉陵江 
⑥ 地级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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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제 1 절 위험 및 위험 인식 
 

1. 위험에 관한 연구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 사태는 인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위험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은 16~18 세기에 서구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및 

현대과학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위험성 연구는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설비투자가 확산되면서 위험의 잠재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확률론에 의한 위험 분석의 형태로 시작되었다(노진철, 2010) . 

위험성 연구 중에서 각 연구자가 사용하는 ‘위험’의 개념이 

다양한데, 기본적인 지향과 고찰 방식에 따라 주요 3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규범적 입장을 취하는 위험 객관주의(Risk 

Objectivism)와 심리학적-인지적 입장을 취하는 위험 주관주의(Risk 

Subjectivism), 그리고 문화 이론의 접근 방법을 보여주는 위험 

구성주의(Risk Constructivism)가 그것이다. 

첫째, 위험 객관주의이다. 위험 객관 주의는 초기 위험 연구에서 

위험 사건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의 발생과 불확실성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 관점에서는 위험을 객관적인 원인이 존재하여 이를 해석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본다. Rowan,K.E(1991)는 위험 평가의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에서는 ‘위험= 혹독함의 정도 × 일어날 

가능성(risk= severity × likelihood)’으로 위험을 정의하였다.  

둘째, 위험 주관주의이다. 위험 주관주의는 위험 객관주의와 다르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위험에 대해 인식, 수용 형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같은 재해나 환경변화에 대해 각 개인의 생각, 인식, 감정이 

서로 다르다. 각 개인별로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을 주관적 

위험이라 하고 인지 심리학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원하여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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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다(원길연, 2012). Slovic, P(1987)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확률 추정과 실제 사고율 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성만 발견하였다. 한편, 서로 다른 집단 주민들이 위험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위험 구성주의이다. 위험 구성주의는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의 위험 연구가 주도한 위험 구성주의는 위험 객관주의가 처한 

난제를 조직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위험 인지의 가설을 

사회적으로 매개된 위험 인지와 위험 평가의 가설로 대체한다(노진철, 

2010). 인간은 너무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고 수많은 위험은 모두 

인지할 수 없으며 모든 위험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3 가지 주장의 비교를 [표 1]와 같이 정리하였다 

(원길연, 2012).  

 

분류 기준 위험 객관주의 위험 주관주의 위험 구성주의 

위험 인식 

주체 
과학자 일반인(개인) 일반인(사회집단) 

위험 

인식과 

평가 기준 

위험= 

확률*피해규모 

개인의 주관적 

경험 

사회별 집단적 인식 

기제(미디어, 지역문화 

등) 

위험의 

실존 여부 

객관적으로 

실존 
인식주체의 인식여부에 따라 결정 

 

[표 1] 위험에 대해 3가지 주장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내 중학생들이 홍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실제로 중학생은 재해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 당사자들이 

홍수 재해에 대해 위험하다는 점을 얼마나 인지하고있는지를 토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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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인식 연구 방향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은 사람이 위험 혹은 위험 사건에 대해 

느끼는 느낌, 인지 또는 이해이다. 20 세기 50 년대부터 서구에 일부 

심리학자 또는 인류학자가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재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2 가지 학파로 나누어 진다(王锋,2013). 

하나는 심리학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는 위험에 대해 심리를 측정하는 

학파이며 이의 대표적인 학자는 Paul Slovic, Lennart Sjoberg등이 있다. 

그들은 주요 위험에 대해 사람의 주관적인 특성 및 주관적인 감정을 

심리측정하는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다른 학파는 

사회학 학자 위주로 위험 문화 이론 학파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학자는 

인류학 학자 Mary Douglas, Mike Thomson 등이 있다. 이들은 인간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탐색을 통해 위험 인식 및 위험 관련한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1) 위험의 심리 측정 

위험 심리측정 학파 연구의 큰 특성은 다양한 심리측정 척도를 

사용하여 위험 기각, 이익 지각, 그리고 다른 지각 양상들을 수량적 

측정치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심리학적 접근은 주요 2 가지 요인을 

강조하였으며 하나는 위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 요인들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이승훈& Seung Hun Lee，2009).  

Fischhoff, Slovic, Lichtenstein, Read 등(1978)는 ‘표현된 

선호(expressed preference)’에서 비슷한 심리측정 방법으로 

설문지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표현된 선호에 관한 여러 다른 

연구들이 심리측정 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안에서 

수행되었다(Slovic.P, 1987). 심리측정 패러다임은 주로 양적 

추정법(magnitude estim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치명적 사건의 

위험과 이익, 그리고 지각된 빈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점수식 평가 

척도(numerical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측정치들에 전통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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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비전통적인 단어 연상과 시나리오 생성법을 보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Slovic, & 이영애, 2012). 심리측정 패러다임이 내포하는 

이론적 틀은 위험이란 심리적, 사회적, 제도상의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의 광범위한 집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정의된다고 가정한다(Slovic, & 이영애, 2012). 이 패러다임은 정신 

물리적 척도화(psychophysical scaling)와 다변량 

분석기법(multivariate analysis technique)을 써서 위험 태도와 지각의 

양적 표상(quantitative representation)과 ‘인지지도(cognitive 

map)’를 만들어 낸다.  

심리 측정 패러다임 초창기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는 주로 요인분석 

표상 및 지각이 주는 충격 효과에 집중됐었다. 요인-분석 표상 결과에 

따르면 보통사람들의 위험 지각은 요인 공간 안에서 재해의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보여준다(Slovic, & 이영애, 2012). 지각이 주는 

충격 효과에 대해 Kasperson, R.E 등(1988)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요인들이 ‘위험 증폭’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파문 

효과(ripple effect)를 내는지를 기술하는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 틀은 위험 사건들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과 작용하여 

대중의 위험 지각과 관련된 위험 행동을 고조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위험의 사회적 확산(social 

amplification of risk) 이라고 부른다. 위험의 사회적 확산은 정보처리, 

제도 구조, 사회-집단 행동, 개인 반응에 따라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형상화하고 위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기술한다. 위험한 

사건과 사회 과정 간의 상호작용은 이 틀에서 사용된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루는 범위에서만 위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만든다. (Kasperson, R. E et al, 1988). 

심리측정 패러다임은 설문 조사 문제의 설계를 통해 개인의 위험 

인식 및 태도를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지는 주로 

응답자들에게 위험의 다양한 특성,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능력, 

감정 및 위험 관리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항목을 질문하고 응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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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대한 평가 척도(표현 선호)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을 연구하여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위험 인식의 문화 이론 

위험 인식의 문화 이론은 Douglas 및 Wildavsky(1982)의 저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다. 이 이론에서는 대중들이 지각하는 위험은 각 

개인의 문화 및 사회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 혹은 다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위험에 대해 인지가 다르다고 설명한다(周忻, 2012).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가치, 세계관, 신념 등의 조합을 통해서 

‘문화적 전형(cultural prototypes)’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Douglas 의 ‘창살-

집단 유형학’이다. ‘집단’이란 개인이 결속력 있는 집단의 

구성원인지, 그리고 집단의 활동이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창살’은 개인의 행동을 사회적 맥락이 어느 

정도 규제하고 제한하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개념이다(이승훈 & Seung 

Hun Lee. 2009).  

이 이론은 평등주의(Egalitarian), 개인주의(Individualistic), 위계 

주의(hierarchic), 숙명주의(fatalistic)의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해서 선택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평등 주의자는 기술과 환경 위험에 

대한 관심이 크며 개인 주의자는 주로 전쟁 및 시장에 대한 기타 위협에 

집중하고 계층 주의자는 법과 질서에 집중한다. 운명 주의자는 이상을 

제시하는 유형에 관심이 없다. 위험 인식의 문화 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의 위험을 지각하고 대응하는지 해석하는 데에 집중하며 

한편으로는 이 이론이 인간의 지각과 위험에 대한 반응하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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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uglas의 창살-집단 모델 (이승훈 & Seung Hun Lee. 

2009) (재인용) 

 

개인의 사회 배경과 문화 신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Sjöberg, L., 2000).  

위험 인식 연구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은 문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회, 문화, 신앙 등의 문화적인 요소가 실제 사람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더욱 중요시 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Gaillard(2008)는 필리핀 Pinatubo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화산 폭발 위험 인식을 조사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화산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험 지역에 머물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원인은 현지 주민들의 생활 수준, 현지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경제 등의 요인이 화산 폭발의 리스크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처한  문화, 

정치 등의 문화 요인은 위험 인식 연구 중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Wildavsky 와 Dake 는 개체의 문화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문화의 관점에 따라 사람의 

위험 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여 문화 이론이  위험 인식을 

예측하는 것의 유효성을 증명하였다(Aaron Wildavsky & Dak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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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홍수 위험 인식을 주목하게 되어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을 측정하는 것에 노력했다.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은 복잡한 측정 과정이며 그 중에 인식(홍수 지식 

등)또는 감정 등 여러가지 측정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는 위에 제시하는 이론적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측정 문제 또는 측정 항목을 이용하여 홍수 위험 인식에 대해 

정량화 했다(Miceli, R., Sotgiu, I., & Settanni, M.，2008; Kellens, W et 

al., 2011; Heitz, C. et al., 2009).  

한편으로 본 논문에서 중국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지역을 선정하고 현제 중국 중학생 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전 교육 테스트 문제로 설문지를 설계한 후 현지 학생 들의 교육 수준 

및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을 정량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연구 배경이 가짐으로 탐구적인 연구 이며 비이론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홍수 위험 인식에 관한 많은 연구 중에 

측정의 차이 또한 위험 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질문 

또는 항목 유형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시사점은 Kellens, W. et al., 

(2013)도 언급하여 많은 학자들은 비이론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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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홍수 재해에 따른 위험 인식 연구  

 

홍수는 인간사회의 안전 구조와 경제에 큰 위협이며 매년 홍수로 

인해 약 20,000 명이 사망한다. 전세계에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인구는 

약 2000 만명에 달한다(Smith, K. 2013). 홍수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사건의 위험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인 결과의 

규모에 초점을 맞춘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점진적으로 채택했다(Merz 

et al, 2010). 홍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만 홍수에 대해 주관적인 위험도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주관적인 사상은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위험 인식을 결정하는 홍수 위험의 주관적인 

측면에 집중했다(Kellens,W. et al, 2013).  

Ail(2007)는 2004 년 방글라데시에서 하천 홍수의 영향을 미친 

453 개의 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인지 및 

홍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조정 방법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홍수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자연 재해로 간주하여 홍수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홍수 지역에서 자립을 높이기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했다. Botzen (2009)는 네덜란드 982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홍수 위험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 경제적 및 지리적 특성, 홍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홍수 위협에 대한 지식, 위험 신념 형성에 대한 

개별 위험 태도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모델이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위험 

인식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는 실제 위험 수준, 제방 보호, 홍수 

원인에 대한 지식, 연령 및 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Heitz(2009)는 

프랑스의 주요 토지 이용자 시민, 농부, 의원의 위험 인식에 대해 개인 

명담 방식으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지 이용자 시민, 농부, 의원 

간에는 저수지와의 위치차이로 인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Kellens(2011)는 벨기에 연안 619 개의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고 해안 거주자에 대한 위험 인식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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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홍수 위험 추정치, 연령, 성별 및 이전 홍수 위험에 대한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Keller(2006)는 

스위스 262 명 학생 및 1598 명 시민을 조사하여 위험 인식은 위험 

정보의 시간 길이, 이전 홍수 경험 및 영향 (침수 주택의 사진을 

사용하여 조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위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험 의사 소통에서 부정적인 영향 (공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Raaijmakers(2008)은 스페인 연안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간적 다중 기준 분석(spatial multi‐criteria 

analysis)을 진행하였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우려 그리고 위험 대비를 

일련의 시나리오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위험 프로파일"은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Ruin (2007)는 프랑스 200 명의 

운전자를 조사하여 GIS 데이터와 인지 매핑을 결합해 운전자가 일상 

운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홍수를 위험 인식 평가에 

사용하였다. 200 장의 마인드맵 분석은 취약 지역에 대한 

정보(고위험/저위험 감지)를 기획자에게 제공한다. Knocke & 

Kolivras(2007)는 미국 버지니아지역 300 명 거주자를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이 플래시 홍수의 지식적인 기반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그에 맞는 인식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로써 위험 인식은 나이와 위험에의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많은 학자들이 위헌 인지 연구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5 개 측정 변수 혹은 측정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홍수에 대해 인식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홍수 다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등의 문제를 통해 설문 

조사하는 것이다. 2. 홍수에 대한 감정을 측정한다. 이는 주로 조사 

대상자의 홍수에 대한 걱정, 우려 등을 조사한다. 3. 미래 홍수 발생 

가능성을 측정 변수로 지정한다. 4. 홍수의 영향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홍수 발생 후의 결과, 지역의 취약성을 측정한다. 5.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 대상자에게 물어본다. 홍수의 영향 및 가능성에 대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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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이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Kellen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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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중국에서 재해 위험 인식에 관한 연구  

 

중국의 자연 재해 관한 위험 인식의 연구는 서구 나라 보다 늦게 

시작하였다. 钟景鼐, 张美华.(2010)는 중국 시민의 홍수 방재 시설에 

대한 신뢰성이 시민의 홍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황하 유역 및 양쯔강 유역 거주하는 831 명 시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홍수 방재 시설에 대해 시민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고, 

지역적 동성이 뚜렷하며, 방재 시설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거주지와 

위험 원지의 거리, 성별, 나이와 가정 노동력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또한 홍수 방재 시설에 대한 지나친 신뢰성은 

홍수 피해에 대한 공포심과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결론을 내렸다.  

苏筠(2008)은 중국 시민의 사회 재해 완화 능력에 대한 신뢰 태도 

및 홍수 재해 위험 인식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양쯔강 상류, 중류, 

하류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사회 재난 완화 능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하류 

지역에서 시민의 신뢰도가 비교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시민들이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적으며 특히 하류 지역에서는 홍수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역 재해 완화 

능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은 주로 재해 경험(예를 들어 재해 피해, 

재해구호 등)의 영향을 받고 그 지역의 재해 위험성에 따라 시민의 홍수 

위험 인식의 차이가 초래된다.  

李华强(2009)은 2008 년 중국 쓰촨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 

거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재해 지역 시민의 지진 위험 인식 특징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인식이 시민의 심리 건강과 대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의 위험 관리 메커니즘 구축과 

비상 대응책의 제정을 위하여 심리와 행위 방면의 이론과 현실 근거를 

제시하였다.  

余肖禹(2020)는 대중 응급 대피 장소 인식이 피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행위 지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위험 인식,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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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대피 경험, 응급대피장소 인식 및 대피 행위 5 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이론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 대피 장소 

인식, 위험 인식 및 안전 의식은 대피 행위에 현저히 전향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험 인식과 안전 의식은 대피 행위에 대피 장소 인식을 통해 

일부 작용한다.  

苏筠, 尹衍雨(2009)는 중국 신장(新疆) 지역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재해의 위험 인식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지역 거주민들의 지진 전의 심리, 위험 예측, 

지진 지식 수준, 지진 대책 의지 및 행위 등 지진 재해 위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가족 구조, 주택 구조, 주거 지역 

위험성 등이 있으며 그 중의 소득 수준은 위험 인식이 재해 방지 및 

감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时勘(2003)은 중국 17 개 도시 시민 4231 명이 SARS 발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ARS 위기 

사태에서 중국 국민이 위험을 인지하는 심리 행위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정보, 특히 시민 자신과 밀접한 정보는 

그들의 위험 평가를 더욱 쉽게 야기시킬 수 있으며 비이성적인 불안이나 

공황을 초래한다. 또한 확진자의 완치 정보, 정부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의 위험 인식 수준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시민의 

일상적인 대응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시민의 심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SARS 위기 중에서 중국 국민의 심리 행위 예측 

모델이 기초적으로 검증되었다. SARS 에 대해 발생하는 정보는 

위험인지를 통해 국민의 대응 행위와 심리 건강에 영향을 주며 위험 

평가, 심리적 불안 정도, 대응 행위와 심리적 건강은 예측 모델에 

효과적인 예측 지표가 된다. 

현재 재해와 관련된 위험 인식의 연구에 많은 이론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홍수 재해 관련 연구는 이론적인 발전을 통해 사람들이 홍수 

재해 및 위험 인식 그리고 그들의 대응 행위에 더 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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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에서 위험 인식, 태도 또는 의도에 대한 자체 회귀 모델을 

제시했지만 이 영역에서 연구 방법이나 접근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구의 결과는 비교하기 어렵다(Kellens, 2013). 

중국에서 위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서구 나라보다 늦게 시작하여 

대부분 연구는 비이론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주로 자연 

재해 및 사회 공공 위기 사태에 대해 위험 인식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연 재해에 대한 위험 인식의 연구는 주로 위험 피해가 큰 지진 및 

홍수 대응 등 집중하였다. 연구 대상은 주로 성인 시민 위주로 진행하는 

연구가 많으며, 학생 특히 중학생은 위험에 직면할 때 취약한 집단 

이지만 이에 대한 위험 인식의 연구가 중국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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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중국 학생 안전 교육  
 

중국 학자들으 주로 지진 다발 지역의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서 현재 학생의 안전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진과 관련된 대피 지식 파악 현황,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후에 

학생들이 지진에 대해 느끼는 정서에 조사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 정도, 재해 방지 

의식, 재해에 관한 이론적인 정보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仵焕杰（2013）는 2010 년 4 월 14 일 중국 칭하이(青海)에서 발생 

한 7.1 급 지진을 배경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진 피해 지역 초등학생의 

지진 재해 대응 상황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진 피해 

지역의 초등학생이 지진 재해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은 편이며 대부분 

초등학생이 지진 재해 발생 시 긴급 대피 행동 또는 탈출 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부분 초등학생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구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지진 발생 후 많은 초등학생들이 ‘무섭다, 

슬프다’는 감정을 느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았다. 文彦君（2010）는 중국 

산시성 바오지시(陕西省，宝鸡市) 중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지진 재해 인식 수준, 재해 대책 능력, 자기 구조 능력 

및 재해 후 학생이 재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정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 학생들이 재해와 관련하여 습득하는 지식 수준이 높지 

않으며 재해에 대비하는 의식이 비교적으로 약하다. 중학생들은 

파악하는 실제 재해 대비 스킬이 부족하지만 배우고 싶다는 의지는 

강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구조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王若嘉（2009）는 2007 년에 중국 윈난성(云南省)에서 발생한 

6.4 급 지진을 배경으로 지진 피해 정도가 다른 4 개 지역 중학교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지 학생들의 지진 관련 지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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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해 대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학년이 높을수록 지진 

재해와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진 피해가 더 

심각한 지역의 학생이 지진에 대해 더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각 피해 지역의 학생들의 지진에 대한 인식 및 대응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현지 

학생들이 주로 미디어 방식 및 학교에서 학습하는 경로를 통해 지진과 

관련된 정보 및 교육을 습득한다고 하였다. 苏筠（2007）은 북경에 

재학 중인 418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자연 재해에 대해 관심 

정도, 재해 대피 의식, 재해 이론 지식, 그리고 안전 교육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이 자연 재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으며, 현재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전 교육 방식 및 내용은 

학생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절반 이상의 

대학생이 자연 재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거주지 

근처에 있는 재해 대피 장소를 모르는 학생이 59%를 차지하였다.  

张英（2015）는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재해 안전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375 명 중학교 지리과목 교사 위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결합한 방식으로 교사의 재해 교육에 관련된 지식 

수준, 교사의 재해 교육 의식 및 행위,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로 보면 중국 중학교 교사는 87% 이상은 대졸 

학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91%이상의 교사가 위험 경험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교육부 규정에 따라 중학생의 지리 수업 과정 중에 선택 

과정인 자연 재해 및 대피를 개설하는 학교는 19%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의 현재 학생 안전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진에 대한 

학생의 재해 인식 및 대피 지식 그리고 지진 발생 후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영향과 관련된 위주로 진행되었다.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중국 학생들의 안전 교육이 많이 부족하는 현황이 확인되었고 

학생들도 실제 재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한정된 지역이 아닌 서로 다른 시간 및 다른 연구 주체에 대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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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중국 학생들의 자연 재해 인식 및 교육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안전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안전 지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많은 연구는 지진 

재해를 관한 연구를 진행 했지만 학생의 안전 교육 수준에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교육하는 

방식, 위험 지식 등 내용을 측정하는 수단,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소규모 조사 범위 내에서 만 연구 진행하였다는 점도 선행 연구 통해 알 

수 있다. 학생 안전 교육에 대해 통일된 평가 기준이 미비한 경우 향후 

대규모 학생 안전 교육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된 교육 

기준을 선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학생 안전 교육 수준을 측정 평가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해 관련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학생의 안전 교육 수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는 실제로 사용 중인 안전 

교육 수단으로 조사 지역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통일되는 기준으로 향후 더 큰 규모에서 조사 연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연구 결과도 비교 가능하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현재 중국 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육 수단을 

기준으로 학생 안전교육 수준에 대해 측정 평가하는 연구이며, 교육 

수준 및 학생의 위험 인식과 연결시켜 현지 학생의 실제 상황에 대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실제 상황 및 플랫폼 데이터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추측하는 탐색적인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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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 내용 및 지역 소개 

 

본 논문은 중국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도출한 데이터를 정리 

및 분석한 바탕으로 현지 조사는 2019년 10월 9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중국 서부 지역에 있는 쓰촨성 관위안시의 중학교 171명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서부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특히 홍수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서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광위안시 중학교들을 

분석하여 실제 현황과 결합해서 최종 조사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의 학생에게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홍수에 대해 위험 인식, 

홍수 경험 그리고 교육 수준 등에 대해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한 각 학교의 학생들의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 홍수 경험 그리고 홍수 교육 수준은 어떠한 지에 대해 

토론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조사한 학교의 배경 현황을 결합해서 분석 결과 나온 이유에 대해 

추정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2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 지역은 중국 서부 쓰촨성에 위치하는 

광위안시이다. 아래 [그림 2]와 같이 광위안시 위치를 제시하였다. [표 

2]와 같이 광위안시는 7개 행정 구역으로 구분되며, 면적은 1,6314 

km²이고 등록된 인구는 약 298.86만 명이며, 거주 인구는 약 267.5만 

명이다. 그 중 도시 인구는 76.41만 명이며 농촌 인구는 약 222.45만 

명이다(广元市统计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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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위안시 위치도 

 

[표 2] 2019년 말 광위안시 각 행정 구역에 등록 인구 및 거주 

인구 

지역 면적(km2) 등록 인구 거주 인구* 단위 

광위안시 16,314 298.86 267.5 만명 

리저우구(利州区) 1,535 49.19 55.8 만명 

자오화구(昭化区) 1,435 23.10 18.7 만명 

차오톈구(朝天区) 1,618 20.09 19.1 만명 

왕창현(旺苍县) 2,976 43.99 41.6 만명 

칭촨현(青川县) 3,216 22.58 21.4 만명 

젠거현(剑阁县) 3,204 64.83 49.6 만명 

창시현(苍溪县) 2,330 75.09 61.3 만명 

* 거주 인구는 실제 모 지역에서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의 인구 이다.  

 

 
쓰촨성 광위안시는 자링강(嘉陵江)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16,314km2 면적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 면적은 4,581km²이며 

광위안 시 광위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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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0% 이상의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광위안시의 최고 해발 고도는 

3,837m이며 능선의 상대적 해발 차이는 3200여 미터에 달한다. 따라서 

산지 지형 비율이 높은 광위안시는 홍수 등 재해 발생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연간 평균 강우량의 45%가 

7 월~8 월에 집중 되어 있고 1 일 강우량 100~200mm 의집중 강우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2018 년에 50 년 주기의 홍수가 발생하여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다. 광위안시는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이며, 2019 년 광위안시 도시와 농촌 주민 1 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중국정부에서 공개한 평균 수준 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집중 

강우로 인해 홍수 재해가 광위안시 지역 주민들을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수준에서 학생에게 홍수 안전 지식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게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홍수에 대해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학생 홍수 경험 및 홍수에 대해 인식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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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학교의 선정 

 

본 연구에서 중국 학교안전교육 플랫폼에서 2019 년 9 월까지 

광위안시 학교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에서 도출된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학교안전교육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학교를 선정하였다. 

학교안전교육플랫폼은 2013 년에 중국교육부 기초교육사의 의뢰로 

중국교육학회가 전국에 온라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조성하여 정보화 

플랫폼에 기초한 학교안전교육과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각 지역 학교는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 

각 학교에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수업 

진행 현황, 학생의 수업 이수 현황, 안전교육일 특강 현황, 여름 방학  

특별 교육(소방 훈련) 현황, 4.15 국가안전교육 특강 현황, 

익사(溺死）예방 교육 현황 등 총 6 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 광위안시 

내 총 209 개 중학교가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 가입한 상황이며 

평균점수는 58.58점이고(총 150점 만점) 평균점수 이상의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 중 50%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209 개 학교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심지어 많은 중학교에서는 안전 

교육일 특강, 여름방학 활동 등의 항목이 0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표 3]에서는 광위안시 각 행정구역의 안전 교육 진행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광위안시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 통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의 전체 교육 점수는 낮은 편이며, 각 행정구역의 중학교 수 

분포가 불균형적이며, 안전 교육의 전체 평균 점수 58.58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는 96 개에 불과하다. 그 중 창시현의 행정구역에서 

평균 점수 이상의 학교 비율이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시 

교육국에 직속된 중학교가 평균 점수 이상의 학교 비율이 0.4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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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광위안시 각 행정구역 학교 교육 현황⑦ 

행정구역 중학교 수 

평균 

이상학교 

수 

평균 이상 

학교 비율(%) 

전체 

비율(%) 

창시현(苍溪县) 40 29 72.50% 14.01% 

차오톈구(朝天区) 8 6 75.00% 2.90% 

젠거현(剑阁县) 24 15 62.50% 7.25% 

리저우구(利州区) 42 14 33.33% 6.76% 

칭촨현(青川县) 21 4 19.15% 1.93% 

시직속(市直属) 7 1 14.29% 0.48% 

왕창현(旺苍县) 28 18 64.29% 8.70% 

자오화구(昭化区 ) 37 9 24.32% 4.35% 

함계 207 96  46.38% 

 

각 행정구역의 대상 학교는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로 구분해서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3]과 같이 [표 4]중 26 개 학교는 좌표에 

따라 ArcGIS 를 사용해서 srtm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 위치를 표시 

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표시된 학교(총 26 개)에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26 개 학교에 사전에 연락했고 최종 3 개학교의 회신을 받아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선정 된 조사 학교 정보는 [표 5]에서 

정리하였다.  

A학교는 왕창현에 위치하며 최종 평가 점수는 46.28로 산출되었다. 

A 학교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3500 명 학생이 있으며 중학교 

3개 학년은 500여명 학생이 있다.  

B 학교는 리저우구에 위치한 시교육국 에 직속된 학교로서 최종 

평가 점수는 0.08 이다. B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다 

포함하는 학교이며 현재 전교 학생 수는 6200여명이다.  

 
⑦ 데이터 출처: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 (学校安全教育平台) 

수집일: 2019.5.15 

https://guangyuan.xueanquan.com/EduAdmin/Home/Index#ScoreRa

nking_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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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교는 리저우구에 위치하여 중학교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 학생수가 800여명이다.  

 

[표 5] 조사 학교 좌표 및 평가 점수⑧ 

 

 

 

 

 

 
⑧ 데이터 출처: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 (学校安全教育平台) 
https://guangyuan.xueanquan.com/EduAdmin/Home/Index#ScoreRa
nking_Country 

학교명 좌표 평가 점수 

A 학교 

旺苍东城中学 
106.314211, 32.243416 46.28 

B 학교 
广元外国语学校 

105.899573, 32.418626 0.08 

C 학교 

西城初级中学 
105.815159, 32.430317 146.31 



 

 27 

 

 

 

 

 

 

 

 

 

 

 

 

 

 

 

 

 

 

 

[그림 3] 각 학교 위치 표시 및 선정된 학교 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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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행정구역 최고 점수 학교 및 최저 점수 학교 비교⑨ 
 

지역 학교 이름 주소 좌표 평가 점수  

젠거현(剑阁县) 

四川省剑阁县白龙

中学 
白龙镇南华街 15号 105.578179,31.81363 144.88  

剑阁县普安中学校 城北路 300 105.4733,32.040104 127.37  

柳沟中学 普安镇柳沟镇 105.361078,31.960027 44.63  

四川省剑阁中学校 
剑阁县普安镇闻溪路

15号 
105.480783,32.043786 34.4  

왕창현(旺苍县) 

嘉川初级中学校 
四川省广元市旺苍县嘉

川中学(县道 H09西) 
106.217768,32.211483 141.1  

国华中学 旺苍县 106.304284,32.485063 128.9  

东凡中学 旺苍县教师街 120号 106.537442,32.113823 75.46  

旺苍东城中学 东河镇滨河北路 414号 106.314211,32.243416 46.28  

차오톈구( 朝 天

区） 

羊木中学 朝天区大河路 105.792967,32.693296 136.3  

之江中学 金牛路 1 105.893035,32.64599 4.03  

창시현（苍溪县） 
五龙中学校 苍溪县苍龙路南段 410 105.952943,31.933498 150  

云丰镇初中  东青镇雪梨街 2号 106.019797,31.737374 149.62  

 
⑨ 데이터 출처: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 (学校安全教育平台) 
https://guangyuan.xueanquan.com/EduAdmin/Home/Index#ScoreRanking_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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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坝镇初级中学 苍溪县建设路 195 106.07088,31.814026 34.25  

白驿中学 白驿镇政府街 22 106.205367,31.856991 12.61  

칭촨현（青川县） 

沙洲初级中学校 青川县白龙路 170 105.489411,32.684558 110.62  

马鹿镇初级中学校 滨江路 6 105.313557,32.266135 108.01  

三锅初级中学 青川县三锅乡学府街 105.020913,32.53043 0  

竹园中学 竹园镇沙支铁街 105.336674,32.221604 0  

자오화구 （ 昭 化

区） 

王家中学 卫文路南 105.979839,32.158239 140.35  

卫子初级中学 昭化区212国道西50米 105.893672,32.180027 47.78  

리저우구 （ 利 州

区） 

东城实验中学 
东坝街道利州东路 839

号 
105.856605,32.439409 147.13  

西城初级中学 利州区 G108 105.815159,32.430317 146.31  

宝轮中学 
利州区三江大道东段

175号 
105.653774,32.385364 34.2  

三堆初级中学 利州区天三路 105.634836,32.500786 21.23  

시 직속 (市直属) 

广元市零八一中学 

四川省广元市利州区兴

安路 204-、206-、208

号 

105.863082,32.444255 108.73  

广元外国语学校 

四川省广元市利州区雪

峰教育园区学府路 58

号 

105.899573,32.418626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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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문제의 설계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데이터를 기초로 현지 학생들의 실제 교육 

현황 및 각 조사 변수는 어떻게 학생 홍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여 중국 안전 교육하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하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으로 둔다. 학교 교육은 

학생이 재해에 대해 지식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학생이 위험에 대해 더 높은 이해 및 인식을 갖추고 

있다(Shaw, 2004; Ronan, 2001; Shiwaku, 2007). 조사 대상 학교의 

플랫폼 평가 점수가 높을 수록 이 학교가 안전 교육을 더 활발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홍수 경험이 홍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Burningham, 2008; Kellens, 

2011; Keller, 2006; Pagneux, 2011). 관련된 연구 중 대부분은 일반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 경험이 홍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렸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1: 대상 학교 간에 학생 안전 교육 수준, 학생의 홍수 

경험, 홍수 위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 질문 2: 각 학교 학생들의 안전 교육 수준, 홍수 경험 그리고 

홍수 위험 인식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 3: 조사 변수 간에 상관성 존재 여부 및 관련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상술한 3 개 연구 질문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지는 3 개 측정 항목 

위주로 설계하였다. 즉, 안전 교육 플랫폼 규정에 따른 학생 안전 

지식의 측정, 학생들의 홍수 경험 측정, 학생들의 홍수 위험 인식 

측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 

사회학적 측정 항목 즉, 학생의 나이, 성별, 부모 교육 수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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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수, 거주지와 하천과의 거리, 부모님의 수입, 거주 층수 등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의 홍수 경험과 관련된 질문은 Mishra, S., & Suar, D. 

(2007)의 연구 설계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9 개 질문을 작성하였다. 

Mishra 의 연구에서 위험 인식이 재난 경험과 교육이 홍수 및 폭염 

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여 아래 질문 항목은 좋은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가진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1. 홍수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2. 본인이나 가족은 홍수 인해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3. 홍수 인한 손실(재산,작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홍수에 떠내려 뻔한 적이 있습니까? 

5. 근처 마을이 떠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6. 홍수로 인한 지인의 인명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7.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8. 당신의 마을/마을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9. 집이 완전히/부분적으로 손상되었습니까? 

 

상술 문제는‘예/아니요’로 대답하여, ‘예’를 대답하는 경우 

1점으로 산정하며 ‘아니요’를 대답하는 경우 0점으로 산정된다.  

학생들의 홍수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내용은 학생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규정한 중국교육학위 및 성두시교육구로부터 설계된 

‘중학생 안전 교육 과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9 개 

질문을 구성했다.   

1. 광위안시 집중호우, 홍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2. 홍수 발생시 가장 안정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 홍수 발생시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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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수에 휩쓸렸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홍수 발생 이후, 아래 사항 중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을 

고르십시오. 

6. 실내에 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7. 홍수가 나면 지하실이나 공터로 달려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8.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심할 때 수영으로 도망칠 수 

있다 

9. 홍수가 심할 때는 밧줄, 침대 시트 등으로 몸을 굴뚝, 나무와 

연결해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술 문제는 유일한 정답이 있으며 학생이 정답을 맞추는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대답이 틀린 경우에 0점으로 산정된다. 즉 점수가 높을 

수로 학생이 질문에 대해 더 잘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홍수 인식과 관련된 조사 질문은 Miceli, R., Sotgiu, I., & 

Settanni, M. (2008) 의 설문 조사 문제를 참조하여 ‘산사태를 동반한 

홍수가 향후 5년 내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4개 사태를 발생하는 

가능성 혹은 걱정하는 정도에 따라 1점- 5점으로 표시하라는 방식으로 

질문을 설정하였다. 즉, 1 점은‘아주 걱정 하지 않는다’, 2 점은‘걱정 

하지 않는다’, 3점은 ‘보통’, 4점은 ‘걱정한다’, 5점은 ‘매우 걱정 

한다’를 의미한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소모품(전기,전화,물 등)이 중단됩니다. 

2. 당신의 집을 제외한 당신의 재산 중 일부는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3. 당신의 집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4.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칠 것입니다. 

이외에 제시한 4 개 질문을 따르면 본 논문에서 위험 인식은 미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적 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하는 것을 위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연구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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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은 미래 홍수 발생의 가능성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또는 물질적인 훼손에 대한 개인 주관적인 확률 판단을 통해 

인식 요소를 연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홍수 피해 중에 학생들이 

재물의 손실 혹은 가족의 부상에 대해 불안해하는 인식을 연구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의 홍수에 대한 생각(관점)을 파악하며 홍수와 

관련된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학생들이 홍수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 질문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설문조사가 끝난 학생들 중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총 3개학교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학교 안전 교육은 얼마 동안 한 번 진행하는가? 

2. 안전 교육 수업 시간에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가? 

3. 안전 교육 수업 어떻게 생각하는지? 흥미가 있는가? 

4. 홍수 위험에 대한 생각을 3-5개의 형용사로 묘사하기  

5. 홍수가 발생하면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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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정된 3 개의 중학교 1 학년 학생 대상으로 현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을 요청했다. 회수 받은 

설문지 결과는 SPSS Statistics 26 를 이용하여 각 학교 각 학생들의 

홍수 경험, 홍수 지식 수준 그리고 학생들의 홍수 위험 인식에 대해 

통계하고 분석하였다.  

각 학년의 반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3 개학교에서는 반 하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A 학교 및 B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야간 자습 

시간을 활용하였고 C 학교에서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었고 15-20 분의 작성 시간이 종료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림 4] A학교 학생 설문지 작성하는 모습  

[그림 5] B학교 학생 설문지 작성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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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C학교 학생 설문지 작성하기 전에 모습 

 

학생의 홍수 경험은 평가 질문이 총 9 개이며 학생이 해당하는 

문제에‘예’로 대답하면 1 점, ‘아니요’로 대답하는 경우는 0 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 측정 항목에서 최고 점수는 9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홍수에 관련된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학교 간 학생의 홍수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홍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질문은 총 9 개 있으며 각 

질문은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 정답을 맞추는 경우 1 점을 

부여하며 아닌 경우에 0 점으로 산정하였다. 각 학교 간 학생들의 홍수 

교육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홍수 경험 평가와 일치한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각 

학교 간에 학생들의 홍수 위험 인식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홍수 경험 평가와 일치한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셰페의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통해 각 학교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  



 

 36 

조사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관계 

분석 및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에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 흐름을 [그림 7]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7]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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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는 3 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74 명 학생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71 부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171 부의 학교 별 설문지 구성은 A 학교 

76 명, B 학교 47 명, C 학교 48 명이다. 각 학교별 남녀 비율과 학생 

연령은 [표 6]와 [그림 8]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정된 3개 학교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3개 학교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각 학교 한 개의 반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총 171 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이에따라 연구 중에 학생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여 더 많은 학생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6] 각 학교 조사 인수 및 남녀 비율 

학교 인수(명) 비율 

A 학교 76 44% 

B 학교 47 27% 

C 학교 48 28% 

남성 94 55% 

여성 77 45% 

 

[그림 8] 학생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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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한 학생들은 주로 중학교 1-2 학년 학생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12-13 살이다. 그리고 전체 학생 171 명 중 남학생이 94 명인 55%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이 77 명으로 45%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7] 인문 사회 항목 

측정항목 

 
통계 항목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 

인수 

거주지와 

하천의 

거리 

부모의 

수입 
거주 층수 

평균 2.47 3.60 2.00 2.28 3.27 

표준편차 0.88 1.19 0.83 1.39 0.89 

촤소 1.00 1.00 1.00 1.00 1.00 

최대 5.00 5.00 3.00 5.00 4.00 

응답자 수  170 171 171 171 171 

 

  부모 교육 수준, 가족 구성원 인수, 거주지와 하천의 거리, 부모의 

수입 그리고 학생 거주 층수 등의 인문 사회적인 조사 항목은 각 조사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 및 최소치를 계산하여 [표 7]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각 학교 학생 인문 사회 항목 통계 

설문 조사  

학교 
통계 항목 

부모의  

교육 수준 
가족 인수 

거주지와  

하천의 

거리 

부모의 

수입 
거주 층수 

A 학교 

평균 2.38 3.68 1.96 2.13 3.13 

응답자수 76 76 76 76 76 

표준 편차 0.8 1.19 0.79 1.2 0.9 

최소 1 1 1 1 1 

최대 4 5 3 5 4 

비율 44% 44% 44% 44% 44% 

B 학교 

평균 2.87 3.51 1.96 3.13 3.64 

응답자수 47 47 47 47 47 

표준 편차 1.06 1.3 0.83 1.45 0.82 

최소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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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 5 3 5 4 

비율 27% 27% 27% 27% 27% 

C 학교 

평균 2.21 3.56 2.1 1.69 3.15 

응답자수 48 48 48 48 48 

표준 편차 0.65 1.07 0.88 1.24 0.87 

최소 1 2 1 1 1 

최대 4 5 3 5 4 

비율 28% 28% 28% 28% 28% 

 

 

[표 8]은 각 학교 학생들의 인문 사회 조사 항목을 정리한 결과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및 대학 이상(석, 박사) 졸업으로 5 가지 척도로 

분류하였으며 3 가지 학교 중 B 학교의 평균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수는 3 인 이하, 3 인 가족, 4 인 가족, 5 인 가족, 5 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A 학교의 평균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와 

하천과의 거리는 100m~500m, 500m~1000m, 1000m 이상으로 3 가지 

척도로 구분하였고 C 학교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수입은 

5000 위안 이하/월, 5001~10000 위안/월, 10001~15000 위안/월, 

15000 위안/월 이상, 모름 과 같이 5 가지 척도로 분류하였고 B 학교의 

평균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층수는 지하, 1 층, 2 층, 3 층 및 

이상으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B 학교 학생의 거주 층수 

평균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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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문 사회적인 항목 통계 

 

1. 학생 부모 학력 

학생과 관련된 인문 사회적인 항목 중 부모의 학력과 관련된 내용은 

[표 9]에서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조사 지역 학생들의 부모 학력은 

고졸이 28%, 중졸 50%, 초졸 8%로서 총 86% 학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하로 나타났다. 2015 년 중국 쓰촨성 통계자료에는 광위안시의 인원의 

최종학력 비율은 초졸 39.5%, 중/고등학교 졸업 51.8%, 대졸 이상은 

8.7%로 나타난다. 조사 연구 지역 학부모의 중,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78%로 쓰촨성 통계자료의 교육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쓰촨성은 

2017 년까지 초등 학교 졸업 인구가 총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발달 된 북경 혹은 상하이에 

비해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크다(曾珠，熊瑶，2019).   

 

 [표 9] 학생 부모의 학력 사항 

항목 응답인수 비율 

초졸 14 8% 

중졸 85 50% 

고졸 48 28% 

대졸 21 12% 

석,박사 2 1% 

대답 안함 1 1% 

 

2. 가족 인수  

조사한 학생의 가족 구성원수는 [표 10]와 같이 정리하여 4 인 가족 

및 4 인 이상의 가족이 80%를 차지하여 그 중 5 인 이상의 가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3인 가족이 19%를 차지하여  3인 이하의 학생은  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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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생의 가족 인구 조사 

 

3. 학생의 거주지와 하천의 거리  

학생의 거주지와 하천의 거리는 [표 11] 와 같이 각 측정 적도 별 

유사한 빈도가 나타났다. 100m~500m 거리의 인원수는 58 명으로 

34%를 차지하였다. 500m~1000m 로 대답한 인원수는 55 명으로 32%를 

차지하였다. 1000m 이상으로 대답한 인원수 58 명으로 34%를 

차지하였다.  

[표 11] 학생 거주지와 하천의 거지 조사 

항목 인수 비율 

 100m~500m 58 34% 

 500m~1000m 55 32% 

1000m 이상 58 34% 

 

4. 학생 부모의 수입  

학생 부모의 수입은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학생 부모의 

수입이 월 5,000 위안 이하는 37%, 월 5,000 위안~10,000 위안은 34%를 

차지한다. 월 10,000 위안 이상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부모 

비율은 16%에 불과하며 나머지 14%의 학생이 자기 부모의 수입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로 통해 조사 학생 부모 매월 수입은 대부분 

10,000 위안 이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학생 부모의 월 수입의 조사  

항목 인수 비율 

5000 위안/월 이하 63 37% 

항목 응답인수 비율 

3 인 이하 3 2% 

3 인 가구 32 19% 

4 인 가구 53 31% 

5 인 가구 25 15% 

5 인 이상 5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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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위안~10000 위안/월 58 34% 

10000 위안~15000 위안/월 13 8% 

15000 위안/월 이상 13 8% 

모른다 24 14% 

 

5. 학생 거주 층수  

학생 거주 층수와 관련된 데이터는 [표 13]와 같이 정리하였다. 

건물 3 층 및 그 이상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54%를 차지하며 2 층에 

거주하는 학생이 23%로 나타났다. 1 층에 거주하는 학생이 19%이며 

지하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4%이다.  

 

[표 13]  학생 거주 층수의 조사 

항목 인수 비율 

지하(1 층 이하) 6 4% 

1 층 33 19% 

2 층 40 23% 

3 층 및 이상 9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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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교 분석 
 

1. 학생 홍수 교육 수준 관한 분석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질문을 해석하기 위해 각 조사 학교 

간의 학생 홍수 교육 수준, 학생 홍수 경험, 학생 홍수 위험 인식 차이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따라서 각 학교의 학생 홍수 교육 수준에 대해 ANOVA 분석 

활용하여 각 학교 학생 홍수 교육 수준을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탐색한다. 먼저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4] 학생 홍수 교육 수준 분산의 동질성 검증 

 Levene Statistic Sig. 

홍수교육수준 
Based on Median 

4.745 0.01 

Sig<0.05, 분산의 동질성을 가지지 않는다. 

 

[표 15] 각 학교 학생 교육 수준의 ANOVA 분석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학생 교육 수준 

A 학교(a) 47  7.13 1.21 

1.708 0.184 - B 학교(b) 76  7.10 1.05 

C 학교(c) 48  7.47 1.57 

 

F 값이 1.7(p-value>0.05)로 각 학교에 학생 홍수 교육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사 학교의 

학생 홍수 교육에 대해 동일한 수준임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학생의 교육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A 학교의 교육 수준의 평균은 7.13, B 학교는 7.1, C 학교는 

7.47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통계한 평가 

점수와 일치한 크기 순서이다. 즉 B<A<C 학교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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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를 보면 3 개 학교 

학생은 안전 교육 수업에서 주로 교사의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학교에서는 지역 소방서 규정에 따라 소방 훈련도 

실시하였다. 3 개학교의 소방 훈련은 각 지역 소방서 규정에 따라 소방 

훈련을 진행하는 빈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A 학교와 B 학교 

학생이 1 학기 소방 훈련 1 번 진행한다고 응답했고 C 학교 학생은 소방 

훈련을 1 학기에 2 번 진행한다고 답했다. 소방 훈련과 강의 수업을 

결합하는 방식은 학생에게 단일한 수업내용을 강의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재해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훈련이나 강의의 개입은 

강의와 훈련의 결합만큼 효과적이지는 않다. 결합하면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Soffer, Y, 2010).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성된 설문지에서는 실제 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이론적 교육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학생 홍수 교육 관련한 부분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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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홍수 경험 관한 분석 

 

각 학교의 학생 홍수 경험 및 홍수 위험 인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여 먼저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s(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6] 학생 위험 인식 및 홍수 경험 분산의 동질성 검증 

 Levene Statistic Sig. 

홍수위험인식 
Based on Median 

2.794 .064 

학생 홍수 경험 
Based on Median 

2.485 .086 

 

학생 홍수위험인식 및 학생 홍수 경험은 Sig>0.05, 분산의 동질성을 

가지며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 각 학교 학생 홍수 경험의 ANOVA 분석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학생 홍수 경험 

A 학교(a) 47 2.47 0.95 

14.345＊＊＊ 0 c<a<b B 학교(b) 76 3.04 1.36 

C 학교(c) 48 1.85 1.17 

＊p<.05, ＊＊p<.01，＊＊＊p<.001 

 

 각 학교 학생 홍수 경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 따라서 학생 홍수 경험(F=14.345, p<0.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홍수 경험은 A, B, C 학교가 

서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 셰페의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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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홍수 경험은 B 학교가 A 학교 보다 높게 나타나며 A 학교가 

C 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C 학교<A 학교< B 학교이다.  

따라서 3 개 학교의 위치는 더 자세히 토론하기 위해 Google Map 

및 Baidu Map 을 사용하였다. [그림 9]는 A 학교의 구글 지도에 표시한 

위치이다. 지도를 통해 A 학교와 하천과의 거리는 550m 라는 것을 획인 

할 수 있다.  

 

[그림 9] A 학교 지도 위치 

[그림 10]과 같이 B 학교가 구글 지도에 표시한 위치를 보면 

하천이 바로 학교 앞에 있고 거리는 49m 이다.  

550m A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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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 학교 지도 위치 

 

C 학교의 구글 지도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Baidu Map 를 참조하여 

C 학교의 위치는 다시 지도에 표시하였다. C 학교는 비교적으로 높은 

지역에 있으며 하천과의 거리는 3 개 학교 중에 가장 멀다. C 학교에서 

하천까지의 거리는 744m 이다.  

[그림 11] C 학교 지도 위치 

49m 

C학교 

B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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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서 하천까지의 직선 거리는 B<A<C 순이다. 일반적으로 

홍수 피해는 학교와 하천과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더 크다. 즉 학교와 

하천과의 직선 거리는 학생의 홍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C 학교<A 학교<B 학교 순서로 학생이 홍수를 경험한 결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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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홍수 위험 인식 관한 분석 

 

각 학교의 홍수 위험 인식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8]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 결과 학교에 따라 학생 홍수 

위험 인식(F=3.855, p<0.05)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이 A, B, C 학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 셰페의 

사후분석 (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A학교, B학교, 

C학교의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은 B학교<C학교 이다. A학교는 B학교와 

통계적인 차이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18] 각 학교 학생 홍수 인식의 ANOVA 분석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홍수 위험 인식 

A 학교(a) 47 3.93 1 

3.855
＊

 0.023 b<c B 학교(b) 76 3.76 0.83 

C 학교(c) 48 4.2 0.76 

＊p<.05 

 

외에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각 학교의 홍수 위험 인식 비교 

현황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B 학교는 가장 낮은 홍수 위험 인식을 

가진 다는 결과를 나타났다. B 학교에서 이러한 결과를 갖는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절에 구체적인 상관 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토론 

진행할 예정이다.  

 

  



 

 50 

 

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1.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모 교육 수준, 가족 인수, 하천과의 거리, 

부모 수입, 거주 층수 등 범주형 변수가 학생 홍수 경험, 학생 교육 

수준, 학생 홍수 위험 인식 간에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관계 분석 (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학생 

홍수 경험, 홍수 교육 수준, 홍수 위험 인식 서로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과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9]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 (N=171) 

*P＜.05，**P＜.01 

그 결과 부모 교육 수준은 부모 수입(r=.209, p＜.01), 거주 

층수(r=.182,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홍수 위험 

인식은 가족 인수(r=.163, p＜.05)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면에 나머지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하는 각 학교 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관계 분석 및 피어슨 상관과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결과가 아래 와 같아. 

 

[표 20] A 학교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 (N=47) 

변수 1 2 3 4 5 6 7 8 
1. 부모 교육 수준 1         

2. 가족 인수 .063  1        

3. 하천과의 거리 .025  -.102  1       

4. 부모 수입 .209** -.042  -.033  1     

5. 거주 층수 .182** -.066  .071  .221** 1     

6. 학생 홍수 경험 .033  -.043  -.086  -.026  -.091  1    

7. 홍수 교육 수준 .048  .124  .000  -.126  -.034  .029  1   

8. 홍수 위험 인식 .005  .163* -.059  -.111  -.074  .042  -.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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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A 학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은 가족 

인수(r=.263,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나머지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 B 학교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N=76) 

*P＜.05  

B 학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홍수 교육 수준은 가족 

인수(r=.240,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 

수입(r=-.250, p＜.05), 학생 홍수 경험(r=-.19,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2] C 학교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N=48) 

변수 1 2 3 4 5 6 7 8 
1. 부모 교육 수준 1        

2. 가족 인수 .186 1       

3. 하천과의 거리 -.056 -.303* 1      

4. 부모 수입 .110 -.197 .229 1     

5. 거주 층수 .209 -.051 .125 .145 1    

6. 학생 홍수 경험 -.097 -.166 -.040 .006 -.118 1   

7. 홍수 교육 수준 .043 -.018 -.055 -.014 -.058 .079 1  

8. 홍수 위험 인식 -.133 .263* -.213 -.039 .004 .054 -.041 1 

변수 1 2 3 4 5 6 7 8 
1. 부모 교육 수준 1        

2. 가족 인수 .044 1       

3. 하천와의 거리 .151 .057 1      

4. 부모 수입 -.011 .011 -.093 1     

5. 거주 층수 .059 .151 .045 -.004 1    

6. 학생 홍수 경험 .086 -.092 -.129 -.128 -.113 1   

7. 홍수 교육 수준 .081 .240* -.065 -.147 .06 -.190* 1  

8. 홍수 위험 인식 .002 .107 -.019 -.151 .017 .189 -.172 1 

변수 1 2 3 4 5 6 7 8 
1. 부모 교육 수준 1        

2. 가족 인수 .042 1       

3. 하천와의 거리 -.002 -.154 1      

4. 부모 수입 .240* -.009 -.047 1     

5. 거주 층수 .058 -.385** .063 .180 1    

6. 학생 홍수 경험 -.001 .003 .016 -.284* -.101 1   

7. 홍수 교육 수준 .098 .093 .147 -.119 -.019 .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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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P＜.01 

C 학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위험 인식은 부모 교육 

수준(r=.26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거주 

층수(r=-.37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생 홍수 

경험은 부모 수입(r=-.284,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홍수 위험 인식 관한 회귀 분석 

 

학생의 홍수 경험, 홍수 교육 수준이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3] 회귀 분석 결과 

 

그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회귀계수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홍수 경험(β=.045)은 홍수 위험 인식과 

비례하여 홍수 교육 수준(β=-.104)은 학생 홍수 위험 인식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홍수 위험 인식을 가진다는 것을 판단하여 많은 연구자들도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였다(Kellens W,2011; Keller C, 2006).  

학생들에 대한 홍수 교육은 주로 홍수가 발생하는 계절이나 홍수 

발생시 해야하는 대비 행동에 대한 지식 전달 및 인식을 시켜주는 

과정이며 위험 지식을 정량화하여 홍수 발생 원인에 대한 지식이 거의 

8. 홍수 위험 인식 .265* .176 -.035 -.020 -.379** .123 -.018 1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홍수 위험 인식 

（상수) 4.372 0.41   10.656     

홍수 경험 0.03 0.052 .045 0.587 .558  1.001 

홍수 교육 수준 -0.072 0.053 -.104 -1.353 .178  1.001 

F=1.066, R2= 0.013, adjR2=.005, D-W=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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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이 홍수 위험 인식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otzen, W. J. W, 

2009). 홍수 위험성 관련 정보를 사람에게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위험 

인식 높아진다는 설명도 있다(Raaijmakers,2008). 홍수 지식의 습득은 

많은 연구에서 홍수 위험 인식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지만 본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중에 회귀 모형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케이스 수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홍수 

위험 인식에 대한 각 조사 질문은 홍수 교육 수준과 상관관계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 교육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 홍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반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나는 지에 검토하기 위해 학생 

안전 교육은 홍수 위험 인식에 관한 각 질문에 영향을 미치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 제 3 장에 언급하는 바, 본 연구에서 위험 인식은 

학생들이 미래 홍수 발생의 가능성 그리고 재난 발생시 인명 피해 또는 

물질적인 훼손에 대한 개인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인식 요소를 연구하는 

것이다. 즉 홍수 피해 중에 학생들이 재물의 손실 혹은 가족의 부상에 

대해 불안해하는 인식을 연구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위험 인식을 

조사하는 질문은 4 개로 구성하여 1 번 문제부터 3 번 문제까지는 주로 

개인 재산 또는 물질적인 훼손에 대한 주관적인 걱정을 조사 하는 질문 

이며 4 번 질문은 가족 부상에 대한 주관적인 걱정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다. 아래 와 같이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4] 홍수 교육 수준 및 구체적인 홍수 위험 인식 질문 간에 

상관 관계 

 구체적인 질문                                        교육 수준 
학생 교육 

수준 

1.소모품(전기,전화,물 등)이 중단됩니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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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신의 집을 제외한 당신의 재산 중 일부는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134* 

3.당신의 집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156* 

4.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칠 것입니다. .048 

*P＜.05  

그 결과 학생 교육 수준은 2 번째 문제 (r=-.134, p＜.01), 3 번째 

문제(r=-.156,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1 번 

문제에서 3 번 문제까지는 주로 개인 재산 또는 물질적인 훼손에 대한 

주관적인 걱정을 조사 하는 질문 이며 학생 교육 수준인 이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즉, 학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홍수 발생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걱정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Mishra, S., & Suar, D.(2012)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여 홍수에 

대한 교육은 홍수와 관련한 불안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앞에 제 3 절 토론한 결과와 연관 시켜서 홍수 위험 인식은 학생 

교육 수준과 부적 상관성 있다는 가정에서 일원배치분석을 통해 알게 된 

B 학교 학생들의 홍수 위험 인식은 가장 낮으며 홍수 교육 수준도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나는 토론 결과는 여기에서 제시한 상관성과 서로 

모순되었다. 따라서 왜 이러한 모순된 결과를 나타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B학교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 정리가 필요하다.  

B 학교는 광위안시 교육국에 직속된 초, 중, 고등 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포함하는 사립 외국어 학교이다. B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교 학생 안전 교육에 관한 별도의 각종 안전 교육 자료가 제공되어 

있으나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 및 교육 

계획과는 다른 B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학생 안전 교육 규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B 학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1 년에 2 번 

학교 교육 계획을 공시하며 매월 진행하는 안전 교육 진행 계획을 함께 

공개한다. 그리고 명절 및 방학 이전에 학생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에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려준다. 

어떠한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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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어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부정확한 인식을 유발한다. 학생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어른들에게 의존하므로 학생들이 부모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Ronan, K. R., & 

Johnston, D. M. 2003).  

학교 및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더욱 밀접하게 안전 수칙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자연재해 및 기타 재해 

사항을 학생에게 교육할 때,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른들과 정보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Johnston, D. M., & Ronan, K. R. 2000). 학생들은 재해와 관련된 

현실적인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새로 학습한 내용을 부모님과 같이 

공유할수록 더 큰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 (Bandura,A. 1986). 

B 학교는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 참여 대상이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 교육 방법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교사들에게 문의하여 알게 되었다. 이는 사립 중학교와 

공립 중학교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B 학교는 교육 목표의 설립, 

안전 교육 계획의 공개, 학부모와 학생 안전 수치에 대해 밀접한 소통 

등의 방식으로 학생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규정한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실시 여부를 플랫폼 평가 점수로는 알 

수 없다. 실제적으로 B 학교가 나머지 2 개 학교 보다 더 많은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 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적절한 안전 교육 점수를 통계 못 할 수도 있으며 사립 

학교로서 이러한 많은 교육 형식 및 자체 개발하는 교육 수단을 통해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을 낮출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그리고 앞에 제시한 [표 8] 각 학교 학생 인문 사회 항목 통계 

결과를 따르면 B 학교는 다른 2 개 학교의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수입, 거주 층수가 더 높은 평균치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인문 

사회 항목은 학생 홍수 위험 인식과 유의미하는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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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지만 앞에 지시하는 인문 사회 변수는 다른 많은 학자로 통해 

상관성이 검증되었다.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홍수 위험 인식을 보인다(Armas, I., & Avram, E. 2009). 

이에 따라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더 쉽게 얻고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방 정부와 

전문가의 완화 조치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재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가정 배경에 학생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기 홍수 위험 인식에 반영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우수한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 소득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과 

높은 소득을 가진 B 학교 학생들이 낮은 홍수 위험 인식을 갖는다고 

가정을 생각할 수 있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험을 인식하는 원인이 복잡하여 단순히 안전 교육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연구 대상으로 조사 된 

결과에 따라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홍수 

위험 인식과 교육 방법 간에 연관성을 찾아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홍수 위험 인식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안전 

교육에 큰 도전이다 (Bosschaart et al., 2013; Terpstra, 2011). 

그리고 본 연구 중에 회귀 모형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케이스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실제 조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및 각 현지 학교의 제한적인 협조 태도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설문조사는 어려웠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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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조사 결과  
 

본 논문에서 중국 쓰촨성 광위안시에 중학교 학생 171 명 대상으로 

학생의 안전 교육 수준, 홍수 경험 그리고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 또는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여 현재 

학생의 안전 교육 상황 및 홍수 위험 인식을 파악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학생들의 홍수에 관한 교육 수준은 안전 교육 플랫폼에 

규정된 테스트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안전 교육 플랫폼에 따라 통계한 A, B, C 학교는 평가 점수는 일치하지 

안지만 실제 조사한 결과에서는 A, B, C 3 개 학교 간 교육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사하는 결과가 발생한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과 결합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3 개 학교는 재난, 재해 등 주제를 

관련한 교육을 주로 2 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선생님 수업 강의 형식 및 소방 훈련 방식이다. 3 개 학교의 선생님이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는 빈도는 플랫폼을 통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소방 훈련을 진행하는 빈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 부분은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소방 훈련을 

실시 여부에 대해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점수를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방 훈련이 각 지역의 소방서의 규정에 따라 소방 

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소방 훈련 실시 여부를 기록하는 주체와 

실시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플랫폼에서 통계한 각 학교의 평가 

점수는 소방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즉 

학교에서 소방 훈련에 대해 실시하는 주체와 기록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이 상황을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각 학교 간에 학생 홍수 경험 및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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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학생 홍수 경험 및 학생 홍수 위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학생의 홍수 경험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학교와 하천의 직선 

거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글 지도 및 Baidu Map 을 사용하여 

각 학교와 하천까지의 거리를 표시하였다. 그 중에서 B 학교는 하천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학생들의 홍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직선 거리가 길면 길수록 학생의 홍수 경험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홍수 재해에서 하천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과 일치한다.  

셋 번째, 3 개 학교의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B 학교와 C 학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결과를 도출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관계 

분석 및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에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회귀계수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홍수 경험( β=.045)은 홍수 위험 인식과 비례하여 홍수 

교육 수준( β=-.104)은 학생 홍수 위험 인식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반비례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홍수 교육 수준 및 홍수 

위험 인식에 관한 각 질문 간에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따르면 주로 개인 재산 또는 물질적인 훼손에 대한 주관적인 

걱정을 조사 하는 질문이 학생 교육 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이는 B 학교 학생들의 홍수 위험 인식은 가장 낮으며 홍수 교육 수준도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나는 토론 결과와 서로 모순되다. 따라서 B 학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모순되는 원인을 알 수 있을 거 같다.  

B 학교 학생들에게 가작 낮은 위험 인식이 나온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B 학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많은 중국 서부 지역의 

중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등 관련 학교 정보를 공개하는 매체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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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중국 서부 지역은 교육 자원이 비교적 부족하여 대중 매체 수단을 

사용한 학교 홍보나 정보 공개에 초기 시작 단계이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B 학교는 이와 다르게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통해 학교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B 학교가 사립학교로 

A 학교와 C 학교같은 일반 공립 중학교와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B 학교에 대해 학교 공식 홈페이지, 신문 기사, 학교 교사에게 사후 

문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B 학교의 설립 배경 및 현재 교육 이념과 

방식을 알게 되었다.  

B 학교에서는 정보 공개 및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일반 공립 

중학교보다 더 활발했다. 특히 학생 안전 교육에 대해 학교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밀접하게 정보 소통 관계를 

맺어 학부모도 학생 안전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안전 교육 관련한 계획, 소방 훈련 사후 

보고서 등 자료를 알맞게 게시하여 누구나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홈페이지에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로를 마련하여 학부모에 

전달하는 서신, 꼭 알아야 하는 학생 사항 등 내용을 공개하여 학부모도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B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 

교육 플랫폼에 속하나 플랫폼 규정에 따라 안전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써 B 학교의 자체적 안전 교육 진행 상황을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 평가 점수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B 학교가 나머지 2 개 학교 보다 더 많은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 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적절한 

안전 교육 점수를 통계 못 할 수도 있다. 사립 학교로서 이러한 많은 

교육 형식 및 자체 개발하는 교육 수단을 통해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을 

낮출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회귀 모형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케이스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설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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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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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과 토론 
 

본 연구에서는 조사한 각 학교 학생들 간의 홍수 교육 수준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혔으며 이는 중국 학자들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王丽宏 et al. 2020；李晓婵，2012； 

张英，2015). 

王丽宏（2020）는 흑룡강성 도시 및 농촌 지역 1478 명 학생들을 

설문지 방식으로 조사해서 학생들의 안전 교육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이 재해 지식에 대해 파악한 점수는 

많이 뒤쳐져 있으며 우수 판정을 받은 학생 비율은 7.5%에 그친다. 

文彦君（2010）는 섬서성（陕西省）도시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재해 지식을 파악하는 정확성과 이해도는 

낮으며 재해 감소하는 의식이 약하다는 결론을 냈다. 张英(2015)는 

교사 차원에서 중국 여러 지역의 안전 교육 현황을 설명하며 대부분 

교사는 중국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교육이 부족하여 많은 

학교가 규정에 따라 안전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교사는 재해 안전 교육이 중학교 교육 단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많은 학자가 여러 지역의 중학생들을 

조사하여 중국 현재 중학생 안전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현재 중국 중학생들의 안전 교육 수준이 

보편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각 학교 학생 교육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  

두번째, 중국에서 통일된 안전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형식적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학생 안전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형식적이고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정된 형식의 교육 방식은 많은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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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았다(马雪梅&冯维，2008；李晓婵2012；王丽宏 et al.，2020). 

현재 중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진학 시험을 위한 성적 향상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안전 교육은 형식이 지정되어 있어 실제 안전 교육은 

단순히 교사가 안전교육 플랫폼 자료를 다운받아 학생에게 내용을 읽어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지정된 안전교육 내용이 다른 학습 과목과 

동떨어져 있어 다른 과목과 결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유엔 

재해 위험 감소 사무국(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제시한 2006~2007 세계 재난 감소 캠페인 주제와도 

일치한다. 즉 ‘재난 위험 감소는 학교에서 시작됩니다(Disaster risk 

reduction begins at school)’ 라는 캠페인의 목적은 재난 위험 감소가 

고위험 국가의 학교 커리큘럼에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다. 그 예로 

생물학, 지리학, 역사학같은 과목에서 안전 교육 내용을 인용하여 

교육한다면 학생들의 안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현재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전 교육 플랫폼은 중앙교육부에서 

운영해서 각 성의 교육국을 위임해 성 단위로 플랫폼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 보다 더 작은 지역 단위에서 지역 

특진을 반영하지 못하여 같은 성에서 각 학교는 같은 교육 내용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하는 교육내용으로 각 지역의 학생 안전 교육에 

대한 요구에 맞게 만족시킬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중학교 대한 평가 등급과 연관 시켜서 각 등급에 

학교에게 맞춘 안전 교육 지식 내용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세 번째, 중국의 안전 교육은 주로 학교 주체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상위 교육 관리 기관에서 학생의 안전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많은 

자원(교육 플랫폼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 및 실시하는 주체가 학교 및 각 학교의 교사이다. 이는 

중국 안전 교육이 서구에서 선호되는 가정(학부모), 학교, 지역 사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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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자들이 안전 교육 과정에서 3 가지 주체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언론(张英，2015；马雪梅，2008）을 통해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국 

2010 년 재해 감소 및 예방 캠페인의 주제는 ‘지역 사회로부터 재난 

줄이기 시작하자’이며 이는 안전 교육이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 

3 주체가 결합하여 학생에게 안전을 교육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 자가 결합해서 교육했을 때 교육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도 안전 교육을 3 가지 주체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교육학자나 재난 감소 학교들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실제로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본 논문의 연구 기여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첫번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하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 학교 간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각 학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중국의 현재 학생 안전 교육 수준이 보편적으로 낮다는 

주장을 보면 이는 보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두번째, 많은 연구에서 구체적인 통일된 안전 교육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 현황 및 문제점만 설명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교육 플랫폼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세번째, 많은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가정(학부모), 

지역사회 3 가지 주체가 동시에 실천하는 안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사립 학교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립 학교 B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학교 및 학부모 간에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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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서부 지역에 위치하는 쓰촨성 

광위안시 중학교 학생을 조사한 후 학교 안전 교육 현황을 초보적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안전 교육하는 과정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 학교 중에 

3 개의 중학교를 선정하여 1 학년 재학중인 171 명 학생 대상으로 현지 

방문 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회수 받은 설문지 결과는 SPSS 

Statistics 26 를 이용하여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홍수 경험, 홍수 교육 

수준 그리고 학생들의 홍수 위험 인식 간에 차이 존재 여부를 탐색하기 

위해 비교분석을 실시한 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비교 분석 결과 따르면 첫 번째, 학생들의 홍수에 관한 교육 

수준은 안전 교육 플랫폼에 규정된 테스트 질문을 활용하여 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각 학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 수준 차이는 

존재하지 않다 결과를 발견하였다. 조사한 3 개 학교에서는 재난 재해에 

관한 교육은 주로 수업 강의 및 소방 훈련 2 가지 형식으로 나눠 

진행했지만 소방 훈련 실시 여부를 기록하는 주체와 실시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플랫폼에서 통계한 각 학교의 평가 교육 점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학생의 홍수 위험 인식 및 홍수 경험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각 학교 간에 학생 홍수 경험 및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생의 홍수 경험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학교와 하천의 직선 

거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생 홍수 위험 인식에서는 B 학교 

학생들은 3 개 학교 중에 가장 낮은 위험 인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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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 결과를 따르면 홍수 경험( β=.045)은 홍수 

위험 인식과 비례하여 홍수 교육 수준( β =-.104)은 학생 홍수 위험 

인식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반비례 관계를 검토해서 

학생들은 주로 개인 재산 또는 물질적인 훼손에 대한 주관적인 걱정을 

조사 하는 질문이 학생 교육 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가 학생 교육 수준에 대한 비교분석의 결과와 서로 

모순되어 왜 모순된 결과를 나타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B 학교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정리하였다. B 학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B 학교가 나머지 2 개 학교 보다 더 많은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지만 

사립학교로서 플랫폼에서 적절한 안전 교육 점수 통계를 못 하고 있다. 

많은 교육 형식 및 자체 개발하는 교육 수단을 통해 학생 홍수 위험 

인식을 낮출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 학교 안전 교육 현황을 

정리하여 3 가지 문제점을 지시하였다. 첫번째, 조사한 각 학교 학생들의 

홍수 교육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다는 문제를 밝혔다. 두번째, 중국에서 

통일된 안전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형식적이고 안전 

교육 플랫폼은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여 맞춤형 학교 안전 

교육이 부족하다. 세번째, 중국의 안전 교육은 주로 학교 주체로 

진행되고 있고 가정(학부모), 학교 , 지역사회 3 가지 주체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직 중시 받지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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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해 중국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은 서부 지역 학교 교사 

와 학생이 사용하는 데에 더 많은 점을 고려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학교 소방 훈련을 실제 진행하는 주체가 대부분 각 지역의 

소방서인데 플랫폼에서 소방 훈련 사항을 기록하는 주체는 보통 학교 

교사이기에 실시 주체와 기록 주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에서 학교 안전 소방 훈련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수업과 제공해 주는 안전 교육 학습 자료가 

유사해 소방 훈련도 학생에게 안전 교육 지식을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방 훈련 기록 주체 및 실시 주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플랫폼에서 적절한 점수를 방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과 연결하여 훈련에 대해 따로 평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 안전 교육 플랫폼은 실제적으로 학교 안전 교육 진행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사립 학교는 

안전 교육 플랫폼에 속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립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자체 

개발하는 교육 방식으로 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안전 

교육 진도를 관리하는 것까지는 플랫폼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는 일반 공립학교와 일치하게 진행하는 게 

적당하지 않아 사립학교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사립학교에 대해 관리는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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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설문조사지(한국어) 
 

중학생 홍수 위험 인시 조사 

-쓰촨성(四川省) 광위안시（广元市） 

 

 

조사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조신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나이（  ）살 

 

2. 귀하의 성별 

a) 남 

b) 녀 

 

3. 귀하의 부모님의 교육 수준 

a) 중학교 이하 졸업 

b) 중학교 졸업 

c) 고등학교 졸업 

d) 대학교 및 이상 졸업 

 

4. 귀하 가족 유형 

a) 2 인가족 

b) 3 인가족 

c) 4 인가족 

d) 4 인가족 이상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본인 학위논문 “안전 교육에 따른 중학생 홍수 위험 

인식 영향” 완성하기 위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중학생의 홍수 

경험, 홍수 교육 인식 수준, 또는 홍수 위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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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水道)까지의 거리 

a) 1km 이내 

b) 1km 이상 

 

 

6. 부모의 월 수입을 알고 있습니까? 

a) 모른다 

b) 알고 있다 , (   )위안/달 

 

7. 현재 집이 몇 층에 있습니까? 

a) 1-3 층 

b) 3-5 층 

c) 6 층 이상 

 

 

홍수 경험 관련한 조사 

 
 

1. 홍수에 대해 위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a) 네  

b) 아니요 

 

2. 본인이나 가족이 홍수로 인해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a) 네  

b) 아니요 

 

3. 홍수 인한 손실(재산,작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a) 네  

b) 아니요 

 

4. 홍수에 떠내려갈 뻔한 적이 있습니까?  

a) 네  

b) 아니요 

 

5. 근처 마을이 떠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a) 네  

b) 아니요 

 

6. 홍수로 인한 지인의 인명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a) 네  

b)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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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수로 인해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a) 네  

b) 아니요 

 

8. 당신의 마을에서 홍수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a) 네  

b) 아니요 

 

9. 집이 완전히/부분적으로 손상되었습니까?  

a) 네  

b) 아니요 

 

 

홍수 교육 수준 관련한 조사 

(다음 문제는 중국교육학위 및 성두시 교육구에서 실시한 ‘중학생 

안전 교육 과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설계한 문제이다. ) 

 

 
1. 광위안시 집중호우, 홍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a) 1-3 월 

b) 4-6 월 

c) 7-9 월 

d) 10-12 월 

 

2. 홍수 발생시 가장 안정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a) 단층집 

b) 지세 높은 학교 

c) 전봇대, 송전탑 주위 

d) 개인 집, 교실에서 대비 

 

3. 홍수 발생시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고층, 나무, 지붕에 올라간다 

b) 수영해서 안전한 대비 장소로 이동한다 

c) 학교 대비 안내를 따라하지 않고 혼자 달아난다 

d) 집, 교실의 문을 잠기고 홍수 대비 

 

4. 홍수에 휩쓸렸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개인 재물 구조 

b) 구조 신호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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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른 친구를 도와준다 

d) 원위치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5. 홍수 발생 이후, 아래 사항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고르십시오. 

a) 홍수가 식수에 영향이 없고 그냥 먹어도 됨 

b) 홍수에 잠긴 물건을 모두 소독해야 함 

c) 홍수에 잠긴 물건을 소독하지 않고 간단히 청소하면 사용가능 

d) 홍수 후에 과일 채소를 평소와 같이 식용할 수 있음 

 

6. 실내에 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a) 맞다 

b) 틀리다 

 

7. 홍수가 나면 지하실이나 공터로 달려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a) 맞다 

b) 틀리다 

 

8. 수영 잘한 사람들은 홍수 발생 시 수영해서 도망칠 수 있다 

a) 맞다 

b) 틀리다 

 

9. 홍수가 심할 때는 밧줄, 침대 시트 등으로 자신의 몸을 굴뚝, 나무와 

연결해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a) 맞다 

b) 틀리다 

 

 

홍수 위험 인식 관련한 조사 

 

산사태를 동반한 홍수가 향후 5 년 내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각 

호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음 각 호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걱정 정도 1-5 점으로 표시함. 1 점: 전혀 걱정 안한다. 5 점: 

매우 걱정한다 

걱정 정도 

 

질문 

1점:  

(전혀 걱정 

안한다) 

2점 3점 4점 5점:  

(매우 걱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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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모품(전기,전화,물 등)

이 중단됩니다.  

     

2.당신의 집을 제외한 당

신의 재산 중 일부는 심각

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3.당신의 집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될 것입니

다 

     

4.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

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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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설문조사지(중국어) 

 
中学生洪水危险认知问卷调查 

您好， 

 

本调查问卷，是为了完成本人的硕士论文《关于安全教育是否对中

学生洪水危险认知有影响的研究—以四川省广元市为例》而进行的。

以了解中学生的洪水经验，洪水教育认知水平以及洪水危险认知为目

的进行的调查。 

 

对于调查问卷得到的个人情报信息，将保证只用于相关的统计分析

与论文的研究，不会将可以区分个人身份任何信息用于公开答辩及发

表。通过数据的研究，完成本人的硕士学位论文，并希望可以提高学

生关于对洪水灾害的认知，重视安全教育。 

 

十分感谢您参与此次的问卷调查。 

 

调查者及疑问联系人： 首尔国立大学 地理专业 硕士在读生 赵芯 

 

第一部分，被调查者基本信息 

 
1. 你今年（  ）岁 

 

2. 你的性别 （   ） 

a) 男 

b) 女 

 

3. 您父母（学历最高的人）的受教育水平？（   ） 

a) 小学毕业 

b) 初中毕业 

c) 高中（中专）毕业 

d) 大学（大专）毕业 

e) 研究生或博士毕业 

 
4. 你家有几口人？（   ） 

a) 3口以下 

b) 3口人 

c) 4口人 

d) 5口人 

e) 5口人以上 

 

5. 你家距离河流有多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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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米—500米 

b) 500 米—1000米 

c) 1000 米以上 

 
6. 你父母两人的月收入大致有多少钱？（   ） 

a) 5000 元/月以下 

b) 5000 元—10000 元/月 

c) 10000 元—15000 元/月 

d) 15000 元/月以上 

e) 不知道 

 
7. 你家现在居住在几楼？（   ） 

a) 地下室（1楼一下） 

b) 1楼 

c) 2楼 

d) 3楼以上 

 

第二部分，洪水经验相关的调查 

（以下问题参考了对于灾害研究的 Mishra and Suar(2007)论文中的问题，并

进行了修改与补充） 

 
1. 你对洪水有危险认识吗？（   ） 

a) 是的 

b) 不是 

 
2. 你或者你的家人，有没有因为洪水而受到了伤害？（   ） 

a) 有 

b) 没有 

 

3. 你有没有险些被洪水卷走，或被洪水围困的经历？（   ） 

a) 有 

b) 没有 

 

4. 你的朋友或者认识的人有没有因为洪水而负伤或者受到伤害？（   ） 

a) 有 

b) 没有 

 

5. 是否听说过谁因为洪水受伤或者死亡的消息？（   ） 

a) 有 

b) 没有 

 

6. 你有没有因为洪水而造成财产或物品上的损失？（   ） 

a) 有 

b) 没有 

 

7. 你的家有没有因为洪水造成了全部或者部分的损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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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有 

b) 没有 

 

8. 你的居住地及居住地附近（大约半径 10km 以内）地区有没有因为洪水而导致损

坏？（   ） 

a) 有 

b) 没有 

 

9. 你是否听说过你的居住地或居住地附近（大约半径 10km 以内）的地区有人因为

洪水而受伤或死亡的消息？（   ） 

a) 有 

b) 没有 

 

 

第三部分，关于洪水教育的认知水平调查 

（以下问题，参考中国教育学会及成都市教育局实施的“中学生安全

教育课程”中的问题，并进行了修改及补充） 

 
1. 你知道广元市的集中降雨时间出现在（  ）月嘛？ 

a) 1月~3月 

b) 4月~6月 

c) 7月~9月 

d) 10 月~12月 

e) 不知道 

 

2. 洪水来临时，下列哪些地方最安全？（   ） 

a) 平房 

b) 地势高的学校或公共设施 

c) 电线杆及高压线塔周围 

 

3. 洪水来临时，如果没能及时撤离到安全地区，你认为下列哪一项最合理？（   ） 

a) 移动至建筑的高层、房顶或爬到树上 

b) 游泳至安全地区 

c) 不按照避险指示，个人进行避险行动 

d) 在家里或是教室中，关闭门窗进行避灾 

 

4. 当你被洪水围困时，我们应该？（   ） 

a) 优先保证自己的财物安全，并避难 

b) 发出求救信号 

c) 帮助周围的朋友或认识的人 

d) 在原地等待救援 

 

5. 洪水发生后，你认为下列正确的是？（   ） 

a) 洪水不会影响饮用水，水可以直接喝 

b) 被洪水浸泡的所有物品都需要进行消毒 

c) 被洪水浸泡的物品，不需要进行消毒，简单擦拭后就可以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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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洪水后，水果蔬菜可以像平时一样食用 

 

6. 当房屋内进水时，应尽快切断电源，防止发生触电事故（   ） 

a) 对 

b) 不对 

 

7. 洪水发生时，可以躲避到地下室或空地，躲避洪水（   ） 

a) 对 

b) 不对 

 

8. 擅长游泳的人，在洪水汹涌时也可以游泳到安全的地方（   ） 

a) 对 

b) 不对 

 

9. 洪水猛涨时，可以用绳子、床单等将身体与烟囱、树木等物相连，以免被洪水冲

走（   ） 

a) 对 

b) 不对 

 

4. 洪水危险认知相关调查 

 
1. “假设未来 5年你家附近，有可能会伴随山体滑坡发生洪水”，你是否担心出现

下列情况呢？（下列问题参考 Miceli, R., Sotgiu, I., & Settanni, M. (2008)的

研究并进行修改及补充） 

担心程度 

 

问题 

1分 
(十分不担心) 

2分 

（不担心） 

3分 

(普通) 

4分 

（担心） 

5分: 

(十分担心) 

1. 电气，通信，安全用

水等基本的服务供给

的中断 

     

2. 房屋里因为洪水受到

损失 

     

3. 除房屋以外的财务受

损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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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你或者你的家人朋友

因洪水受伤或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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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lood risk perce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tudent safety 

education 

 
-Centered in Guangyuan City, Sichuan Province, 

China- 

ZHAOXIN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ata of the “School Safety 

Education Platform” in China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safety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western China. 

Based on the platform da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ctual education status of local students and how each survey 

variable affects students' perception of flood risk,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safety education process in China. Currently, 

research on safety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China is 

mainly concentrated in Beijing, Shanghai, and other regions, and the 

western part of China is a relatively slow-developed region, and the 

above research is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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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rveyed 171 middle school students in Guanyuan City, 

Sichuan Province, in western China, based on the data derived from 

the Chinese school safety education platform. A comparativ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survey results, and 

the reason f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as estimated by combining 

the background status of the surveyed school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as suggested. Finally, I will present two 

implications. 

Firstly,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survey variable, of the level of education about students' floods was 

conducted by using the test questions stipulated in the safety 

education platform. It was found out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 level between each school. In the 

surveyed schools, the education on disaster was mainly divided into 

class lectures and fire drills, but the subjects recording fire drills did 

not match, so the evaluation education score of each school calculated 

on the platform was adequate. It was assumed that these results were 

not reflected. 

Secondl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y investigating the 

students' perception of flood risk and flood experi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 flood experience and the student flood risk perception 

between schools. I thought that the reason why students' flood 

experiences differ from each other is due to the straight distance 

between the school and the river.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 flood risk perception, the result was that students in School 

B had the lowest risk perception among three schools. 

The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flood experience (β=.045) figured out a result 

proportional to the perception of flood risk,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many scholars. Flood education level (β=-.104) was 

found to be inversely proportional to student flood risk perception.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 model was not secured 

because the number of cases was not sufficient; thus, various 

unpredictable situations showed up during the actu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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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 analysis was additionally performed. The student's 

perception of flood risk mainly investigates the subjective concerns 

of students' personal property or material damage and personal 

damage; also, among them, two questions related to property or 

material damage have a nega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flood risk perception.  

However, it should be possible to estimate that the school B, which 

has the lowest perception of flood risk, ha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but the level of education at school B did not reflect that 

in the survey results. This contradicted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vel of student education. Therefore, 

more information about School B was collected and the reason for the 

contradictory results was estimated. 

Through this study, three problems were presented by organizing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education in Chinese schools. First of all, 

it revealed the problem that the flood education level of students in 

each school surveyed was generally low. Secondly, the unified safety 

education platform in China is used, the contents of which are formal 

and the safety education platform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refore, customized school safety education is 

lacking. Thirdly, safety education in China is mainly conducted by 

schools, and the claim that safet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by 

three main subjects: family (parents), school, and local community 

which has not yet been recognized. 

Finally, two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Chinese safety education platform to local schoolteachers and 

students.  

The first reason of it is that, in local schools the student flood risk 

education is mainly a teacher-led lecture method and a fire drill 

method led by local fire departments. There is a point that this 

situation is not adequately reflected in the school safety education 

platform because the subjects that conduct and record fire drills in 

schools are different. Therefore, we suggest a plan to separately 

evaluate the training in connection with an organization that conducts 

firefighting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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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there were cases in which the school safety education 

platform did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status of each school 

safety educa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private school, 

although it belongs to a safety education platform, there has been a 

case of using an education method developed by itself. Therefore, 

here is a problem in not accurately grasping the actual situation of 

private schools, and management needs to be carried out separately. 

 

Keywords : Flood risk perception, safe education, Western China 

Student Number : 2018-2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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