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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연구 및 저작에 이용, 참고 및 인용할 경우에는 
KOSSDA의 자료인용표준서식에 준하여 자료의 출처를 반드
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
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 서식

    김상욱. 2005.「한국종합사회조사, 2005」. 연구수행기 : 성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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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2006년. 자료버 : v2. 자료번호: A1-2005-0001.

 

     ❚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 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7.「한국종합사회조사, 2005 코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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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할 수 없습
니다.



[변수이름] ara  
[변수설명] 조사지역
변수값 설명  변수값
서울 ……………………………………………………… 1 266    22.2 22.2
부산 ……………………………………………………… 2 94     7.8 7.8
대구 ……………………………………………………… 3 63     5.3 5.3
인천 ……………………………………………………… 4 64     5.3 5.3
광주 ……………………………………………………… 5 36     3.0 3.0
대전 ……………………………………………………… 6 37     3.1 3.1
울산 ……………………………………………………… 7 27     2.3 2.3
경기 ……………………………………………………… 8 261    21.8 21.8
강원 ……………………………………………………… 9 36     3.0 3.0
충북 ……………………………………………………… 10 36     3.0 3.0
충남 ……………………………………………………… 11 45     3.8 3.8
전북 ……………………………………………………… 12 42     3.5 3.5
전남 ……………………………………………………… 13 41     3.4 3.4
경북 ……………………………………………………… 14 64     5.3 5.3
경남 ……………………………………………………… 15 75     6.3 6.3
제주 ……………………………………………………… 16 13     1.1 1.1
합계 1,200 100.0 100.0

[변수이름] siz  
[변수설명] 조사지역 규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대도시 …………………………………………………… 1 587    48.9 48.9
중소도시 ………………………………………………… 2 542    45.2 45.2
읍/면 ……………………………………………………… 3 71     5.9 5.9
합계 1,200 100.0 100.0

[변수이름] sex  
[변수설명] 응답자 성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남자 ……………………………………………………… 1 603    50.3 50.3
여자 ……………………………………………………… 2 597    49.8 49.8
합계 1,200 100.0 100.0

SQ1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변수이름] age  
[변수설명] 응답자 연령
변수값 설명  변수값
19 세……………………………………………………… 19 44     3.7 3.7
20 세……………………………………………………… 20 27     2.3 2.3
21 세……………………………………………………… 21 26     2.2 2.2
22 세……………………………………………………… 22 24     2.0 2.0
23 세……………………………………………………… 23 32     2.7 2.7
24 세……………………………………………………… 24 18     1.5 1.5
25 세……………………………………………………… 25 29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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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 26 20     1.7 1.7
27 세……………………………………………………… 27 27     2.3 2.3
28 세……………………………………………………… 28 26     2.2 2.2
29 세……………………………………………………… 29 29     2.4 2.4
30 세……………………………………………………… 30 33     2.8 2.8
31 세……………………………………………………… 31 17     1.4 1.4
32 세……………………………………………………… 32 18     1.5 1.5
33 세……………………………………………………… 33 34     2.8 2.8
34 세……………………………………………………… 34 27     2.3 2.3
35 세……………………………………………………… 35 29     2.4 2.4
36 세……………………………………………………… 36 30     2.5 2.5
37 세……………………………………………………… 37 40     3.3 3.3
38 세……………………………………………………… 38 39     3.3 3.3
39 세……………………………………………………… 39 47     3.9 3.9
40 세……………………………………………………… 40 39     3.3 3.3
41 세……………………………………………………… 41 25     2.1 2.1
42 세……………………………………………………… 42 32     2.7 2.7
43 세……………………………………………………… 43 25     2.1 2.1
44 세……………………………………………………… 44 34     2.8 2.8
45 세……………………………………………………… 45 22     1.8 1.8
46 세……………………………………………………… 46 31     2.6 2.6
47 세……………………………………………………… 47 33     2.8 2.8
48 세……………………………………………………… 48 28     2.3 2.3
49 세……………………………………………………… 49 36     3.0 3.0
50 세……………………………………………………… 50 42     3.5 3.5
51 세……………………………………………………… 51 26     2.2 2.2
52 세……………………………………………………… 52 25     2.1 2.1
53 세……………………………………………………… 53 18     1.5 1.5
54 세……………………………………………………… 54 17     1.4 1.4
55 세……………………………………………………… 55 19     1.6 1.6
56 세……………………………………………………… 56 12     1.0 1.0
57 세……………………………………………………… 57 12     1.0 1.0
58 세……………………………………………………… 58 14     1.2 1.2
59 세……………………………………………………… 59 9       0.8 0.8
60 세……………………………………………………… 60 34     2.8 2.8
61 세……………………………………………………… 61 7       0.6 0.6
62 세……………………………………………………… 62 7       0.6 0.6
63 세……………………………………………………… 63 10     0.8 0.8
64 세……………………………………………………… 64 6       0.5 0.5
65 세……………………………………………………… 65 21     1.8 1.8
합계 1,200 100.0 100.0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12  
[변수설명]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필요하다 …………………………………………… 1 413    34.4 34.4
약간 필요하다 …………………………………………… 2 353    29.4 29.4
그저그렇다 ……………………………………………… 3 253    21.1 21.1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152    12.7 12.7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 29     2.4 2.4
합계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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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변수이름] a13  
[변수설명]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변수값 설명  변수값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 1 127    10.6 10.6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 2 847    70.6 70.6
현재대로가 좋다 ………………………………………… 3 142    11.8 11.8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 4 84     7.0 7.0
합계 1,200 100.0 100.0

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14  
[변수설명] 남북한 통일이 가능한 시기 전망
변수값 설명  변수값
5년 이내 ………………………………………………… 1 44     3.7 3.7
10년 이내 ………………………………………………… 2 282    23.5 23.5
20년 이내 ………………………………………………… 3 370    30.8 30.8
30년 이내 ………………………………………………… 4 176    14.7 14.7
30년 이상 ………………………………………………… 5 166    13.8 13.8
불가능하다 ……………………………………………… 6 160    13.3 13.3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4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변수이름] a15  
[변수설명]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1: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도움이 된다 ……………………………………… 1 182    15.2 15.2
다소 도움이 된다 ……………………………………… 2 507    42.3 42.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420    35.0 35.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91     7.6 7.6
합계 1,200 100.0 100.0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변수이름] a16 
[변수설명]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2: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도움이 된다 ……………………………………… 1 213    17.8 17.8
다소 도움이 된다 ……………………………………… 2 623    51.9 51.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301    25.1 2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63     5.3 5.3
합계 1,2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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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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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변수이름] a17  
[변수설명]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3: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도움이 된다 ……………………………………… 1 252    21.0 21.0
다소 도움이 된다 ……………………………………… 2 618    51.5 51.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275    22.9 22.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55     4.6 4.6
합계 1,200 100.0 100.0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변수이름] a18  
[변수설명]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4: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도움이 된다 ……………………………………… 1 288    24.0 24.0
다소 도움이 된다 ……………………………………… 2 608    50.7 50.7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260    21.7 21.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44     3.7 3.7
합계 1,200 100.0 100.0

5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변수이름] a19  
[변수설명] 대북 사안별 시급성1: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시급하다 …………………………………………… 1 198    16.5 16.5
다소 시급하다 …………………………………………… 2 604    50.3 50.3
별로 시급하지 않다 …………………………………… 3 366    30.5 30.5
전혀 시급하지 않다 …………………………………… 4 32     2.7 2.7
합계 1,200 100.0 100.0

㉯ 북한의 개방과 개혁
[변수이름] a20  
[변수설명] 대북 사안별 시급성2: 북한의 개방과 개혁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시급하다 …………………………………………… 1 357    29.8 29.8
다소 시급하다 …………………………………………… 2 582    48.5 48.5
별로 시급하지 않다 …………………………………… 3 236    19.7 19.7
전혀 시급하지 않다 …………………………………… 4 24     2.0 2.0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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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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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 긴장 해소
[변수이름] a21  
[변수설명] 대북 사안별 시급성3: 군사적 긴장 해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시급하다 …………………………………………… 1 473    39.4 39.4
다소 시급하다 …………………………………………… 2 486    40.5 40.5
별로 시급하지 않다 …………………………………… 3 209    17.4 17.4
전혀 시급하지 않다 …………………………………… 4 32     2.7 2.7
합계 1,200 100.0 100.0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변수이름] a22  
[변수설명] 대북 사안별 시급성4: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시급하다 …………………………………………… 1 91     7.6 7.6
다소 시급하다 …………………………………………… 2 282    23.5 23.5
별로 시급하지 않다 …………………………………… 3 599    49.9 49.9
전혀 시급하지 않다 …………………………………… 4 228    19.0 19.0
합계 1,200 100.0 100.0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변수이름] a23  
[변수설명] 대북 사안별 시급성5: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시급하다 …………………………………………… 1 417    34.8 34.8
다소 시급하다 …………………………………………… 2 542    45.2 45.2
별로 시급하지 않다 …………………………………… 3 217    18.1 18.1
전혀 시급하지 않다 …………………………………… 4 24     2.0 2.0
합계 1,200 100.0 100.0

6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24  
[변수설명]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변수값 설명  변수값
같은 민족이니까 ………………………………………… 1 607    50.6 50.6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2 107    8.9 8.9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 3 230    19.2 19.2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 4 21     1.8 1.8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5 224    18.7 18.7
경제발전을 위해 ………………………………………… 6 2       0.2 0.2
자원을 교류할 수 있어서 ……………………………… 7 1       0.1 0.1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 8 1       0.1 0.1
국가적 이익 ……………………………………………… 9 1       0.1 0.1
국방비 절약 ……………………………………………… 10 1       0.1 0.1
국토 확장 ………………………………………………… 11 1       0.1 0.1
한반도 긴장해소를 통해 정치,경제,문화 발전 ……… 12 1       0.1 0.1
없다 ……………………………………………………… 98 1       0.1 0.1
모름/무응답 ……………………………………………… 9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 / 32



7
[변수이름] a26  
[변수설명]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1 202    16.8 16.8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2 467    38.9 38.9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3 437    36.4 36.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거이다 ………………………… 4 93     7.8 7.8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8
[변수이름] a27 
[변수설명]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1 68     5.7 5.7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2 295    24.6 24.6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3 614    51.2 51.2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거이다 ………………………… 4 222    18.5 18.5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9

㉮ 빈부격차
[변수이름] a28  
[변수설명]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1: 빈부격차
변수값 설명  변수값
크게 개선 ………………………………………………… 1 58     4.8 4.8
약간 개선 ………………………………………………… 2 155    12.9 12.9
차이 없음 ………………………………………………… 3 247    20.6 20.6
약간 악화 ………………………………………………… 4 378    31.5 31.5
크게 악화 ………………………………………………… 5 362    30.2 30.2
합계 1,200 100.0 100.0

㉯ 부동산투기
[변수이름] a29  
[변수설명]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2: 부동산투기
변수값 설명  변수값
크게 개선 ………………………………………………… 1 86     7.2 7.2
약간 개선 ………………………………………………… 2 170    14.2 14.2
차이 없음 ………………………………………………… 3 234    19.5 19.5
약간 악화 ………………………………………………… 4 360    30.0 30.0
크게 악화 ………………………………………………… 5 350    29.2 29.2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빈부격차’는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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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문제
[변수이름] a30  
[변수설명]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3: 실업문제
변수값 설명  변수값
크게 개선 ………………………………………………… 1 96     8.0 8.0
약간 개선 ………………………………………………… 2 264    22.0 22.0
차이 없음 ………………………………………………… 3 180    15.0 15.0
약간 악화 ………………………………………………… 4 386    32.2 32.2
크게 악화 ………………………………………………… 5 273    22.8 22.8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 범죄문제
[변수이름] a31  
[변수설명]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4: 범죄문제
변수값 설명  변수값
크게 개선 ………………………………………………… 1 36     3.0 3.0
약간 개선 ………………………………………………… 2 74     6.2 6.2
차이 없음 ………………………………………………… 3 292    24.3 24.3
약간 악화 ………………………………………………… 4 510    42.5 42.5
크게 악화 ………………………………………………… 5 288    24.0 24.0
합계 1,200 100.0 100.0

㉲ 지역갈등
[변수이름] a32  
[변수설명]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5: 지역갈등
변수값 설명  변수값
크게 개선 ………………………………………………… 1 43     3.6 3.6
약간 개선 ………………………………………………… 2 130    10.8 10.8
차이 없음 ………………………………………………… 3 323    26.9 26.9
약간 악화 ………………………………………………… 4 440    36.7 36.7
크게 악화 ………………………………………………… 5 264    22.0 22.0
합계 1,200 100.0 100.0

㉳ 이념갈등
[변수이름] a33  
[변수설명]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6: 이념갈등
변수값 설명  변수값
크게 개선 ………………………………………………… 1 64     5.3 5.3
약간 개선 ………………………………………………… 2 144    12.0 12.0
차이 없음 ………………………………………………… 3 232    19.3 19.3
약간 악화 ………………………………………………… 4 438    36.5 36.5
크게 악화 ………………………………………………… 5 322    26.8 26.8
합계 1,2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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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34  
[변수설명]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설명  변수값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1 239    19.9 19.9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해야 통일이 가능하다 ……… 2 376    31.3 31.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3 584    48.7 48.7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11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이념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35  
[변수설명]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 체제
변수값 설명  변수값
민주주의 ………………………………………………… 1 868    72.3 72.3
사회주의 ………………………………………………… 2 21     1.8 1.8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 ……………………… 3 271    22.6 22.6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 … 4 40     3.3 3.3
합계 1,200 100.0 100.0

12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36  
[변수설명]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변수값 설명  변수값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 1 262    21.8 21.8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2 679    56.6 56.6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3 39     3.3 3.3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4 141    11.8 11.8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 ……………… 5 79     6.6 6.6
합계 1,200 100.0 100.0

13 ○○님은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37  
[변수설명] 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비민주적 …………………………………………… 1 391    32.6 32.6
 : 2 341    28.4 28.4
 : 3 258    21.5 21.5
 : 4 99     8.3 8.3
 : 5 69     5.8 5.8
 : 6 25     2.1 2.1
 : 7 6       0.5 0.5
 : 8 6       0.5 0.5
 : 9 4       0.3 0.3
매우 민주적 ……………………………………………… 10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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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39  
[변수설명]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비민주적 …………………………………………… 1 9       0.8 0.8
 : 2 4       0.3 0.3
 : 3 16     1.3 1.3
 : 4 35     2.9 2.9
 : 5 134    11.2 11.2
 : 6 239    19.9 19.9
 : 7 302    25.2 25.2
 : 8 321    26.8 26.8
 : 9 96     8.0 8.0
매우 민주적 ……………………………………………… 10 44     3.7 3.7
합계 1,200 100.0 100.0

15
[변수이름] a41  
[변수설명]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신뢰한다 …………………………………………… 1 9       0.8 0.8
다소 신뢰한다 …………………………………………… 2 96     8.0 8.0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3 639    53.3 53.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4 454    37.8 37.8
모름/무응답 ……………………………………………………………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16
[변수이름] a42  
[변수설명] 김정일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원한다 ……………………………………………… 1 17     1.4 1.4
다소 원한다 ……………………………………………… 2 139    11.6 11.6
별로 원하지 않는다 …………………………………… 3 658    54.8 54.8
전혀 원하지 않는다 …………………………………… 4 386    32.2 32.2
합계 1,200 100.0 100.0

17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43  
[변수설명]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많이 변하고 있다 ……………………………………… 1 146    12.2 12.2
약간 변하고 있다 ……………………………………… 2 680    56.7 56.7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 3 304    25.3 25.3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4 70     5.8 5.8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

○○님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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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44  
[변수설명]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많이 있다 ………………………………………………… 1 150    12.5 12.5
약간 있다 ………………………………………………… 2 566    47.2 47.2
별로 없다 ………………………………………………… 3 409    34.1 34.1
전혀 없다 ………………………………………………… 4 74     6.2 6.2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19
㉮ 선군정치
[변수이름] a45  
[변수설명]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정도1: 선군정치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잘 안다 …………………………………………………… 1 54     4.5 4.5
조금 안다 ………………………………………………… 2 197    16.4 16.4
들어본 적 있다 ………………………………………… 3 303    25.3 25.3
전혀 모른다 ……………………………………………… 4 646    53.8 53.8
합계 1,200 100.0 100.0

㉯ 주체사상
[변수이름] a46  
[변수설명]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정도2: 주체사상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잘 안다 …………………………………………………… 1 136    11.3 11.3
조금 안다 ………………………………………………… 2 404    33.7 33.7
들어본 적 있다 ………………………………………… 3 441    36.8 36.8
전혀 모른다 ……………………………………………… 4 219    18.3 18.3
합계 1,200 100.0 100.0

㉰ 천리마운동
[변수이름] a47  
[변수설명]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정도3: 천리마운동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잘 안다 …………………………………………………… 1 128    10.7 10.7
조금 안다 ………………………………………………… 2 333    27.8 27.8
들어본 적 있다 ………………………………………… 3 439    36.6 36.6
전혀 모른다 ……………………………………………… 4 300    25.0 25.0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먼저 ‘선군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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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행군
[변수이름] a48  
[변수설명]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정도4: 고난의 행군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잘 안다 …………………………………………………… 1 69     5.8 5.8
조금 안다 ………………………………………………… 2 166    13.8 13.8
들어본 적 있다 ………………………………………… 3 318    26.5 26.5
전혀 모른다 ……………………………………………… 4 646    53.8 53.8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 꽃제비
[변수이름] a49  
[변수설명]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정도5: 꽃제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잘 안다 …………………………………………………… 1 56     4.7 4.7
조금 안다 ………………………………………………… 2 136    11.3 11.3
들어본 적 있다 ………………………………………… 3 268    22.3 22.3
전혀 모른다 ……………………………………………… 4 739    61.6 61.6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 아리랑 축전
[변수이름] a50  
[변수설명]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정도6: 아리랑 축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잘 안다 …………………………………………………… 1 74     6.2 6.2
조금 안다 ………………………………………………… 2 239    19.9 19.9
들어본 적 있다 ………………………………………… 3 422    35.2 35.2
전혀 모른다 ……………………………………………… 4 465    38.8 38.8
합계 1,200 100.0 100.0

20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변수이름] a51  
[변수설명] 북한 관련 경험 유무1: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 방문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54     4.5 4.5
없다 ……………………………………………………… 2 1,145 95.4 95.4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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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변수이름] a52  
[변수설명] 북한 관련 경험 유무2: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107    8.9 8.9
없다 ……………………………………………………… 2 1,092 91.0 91.0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변수이름] a53  
[변수설명] 북한 관련 경험 유무3: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490    40.8 40.8
없다 ……………………………………………………… 2 710    59.2 59.2
합계 1,200 100.0 100.0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변수이름] a54  
[변수설명] 북한 관련 경험 유무4: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34     2.8 2.8
없다 ……………………………………………………… 2 1,165 97.1 97.1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21
㉮ 선거방식
[변수이름] a55  
[변수설명]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1: 선거방식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많이 있다 ………………………………………………… 1 863    71.9 71.9
다소 있다 ………………………………………………… 2 303    25.3 25.3
별로 없다 ………………………………………………… 3 20     1.7 1.7
전혀 없다 ………………………………………………… 4 13     1.1 1.1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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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수준
[변수이름] a56  
[변수설명]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2: 생활수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많이 있다 ………………………………………………… 1 945    78.8 78.8
다소 있다 ………………………………………………… 2 235    19.6 19.6
별로 없다 ………………………………………………… 3 12     1.0 1.0
전혀 없다 ………………………………………………… 4 8       0.7 0.7
합계 1,200 100.0 100.0

㉰ 법률제도
[변수이름] a57  
[변수설명]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3: 법률제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많이 있다 ………………………………………………… 1 820    68.3 68.3
다소 있다 ………………………………………………… 2 340    28.3 28.3
별로 없다 ………………………………………………… 3 27     2.3 2.3
전혀 없다 ………………………………………………… 4 12     1.0 1.0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 언어사용
[변수이름] a58  
[변수설명]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4: 언어사용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많이 있다 ………………………………………………… 1 521    43.4 43.4
다소 있다 ………………………………………………… 2 590    49.2 49.2
별로 없다 ………………………………………………… 3 79     6.6 6.6
전혀 없다 ………………………………………………… 4 10     0.8 0.8
합계 1,200 100.0 100.0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변수이름] a59  
[변수설명]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5: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많이 있다 ………………………………………………… 1 458    38.2 38.2
다소 있다 ………………………………………………… 2 608    50.7 50.7
별로 없다 ………………………………………………… 3 122    10.2 10.2
전혀 없다 ………………………………………………… 4 12     1.0 1.0
합계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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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변수이름] a60  
[변수설명]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위협을 느낀다 …………………………………… 1 268    22.3 22.3
다소 위협을 느낀다 …………………………………… 2 550    45.8 45.8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3 330    27.5 27.5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4 52     4.3 4.3
합계 1,200 100.0 100.0

23
[변수이름] a61  
[변수설명] 한반도 전쟁 가능성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많이 있다 ………………………………………………… 1 90     7.5 7.5
다소 있다 ………………………………………………… 2 551    45.9 45.9
별로 없다 ………………………………………………… 3 476    39.7 39.7
전혀 없다 ………………………………………………… 4 83     6.9 6.9
합계 1,200 100.0 100.0

24

[변수이름] a62  
[변수설명] 현재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도움이 된다 ……………………………………… 1 97     8.1 8.1
약간 도움이 된다 ……………………………………… 2 497    41.4 4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467    38.9 38.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137    11.4 11.4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25 ○○님은 현재의 대북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63  
[변수설명]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변수값 설명  변수값
대폭 늘려야 한다 ……………………………………… 1 45     3.8 3.8
조금 늘려야 한다 ……………………………………… 2 148    12.3 12.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3 537    44.8 44.8
조금 줄여야 한다 ……………………………………… 4 321    26.8 26.8
대폭 줄여야 한다 ……………………………………… 5 149    12.4 12.4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

○○님은 현재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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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그렇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64  
[변수설명]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변수값 설명  변수값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 1 242    20.2 51.5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 2 69     5.8 14.7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 3 65     5.4 13.8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 4 87     7.3 18.5
북한이 반기지 않는다 ………………………………… 5 2       0.2 0.4
우리나라 노숙자,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것이 낫다 … 6 3       0.3 0.6
무기 개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 ……………………… 7 1       0.1 0.2
모름/무응답 ……………………………………………… 9 1       0.1 0.2
비해당 …………………………………………………… 0 730    60.8
합계 1,200 100.0 100.0

26 ○○님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변수이름] a66  
[변수설명] 현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만족 ………………………………………………… 1 17     1.4 1.4
다소 만족 ………………………………………………… 2 345    28.8 28.8
다소 불만족 ……………………………………………… 3 657    54.8 54.8
매우 불만족 ……………………………………………… 4 179    14.9 14.9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27

[변수이름] a67  
[변수설명]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 1 6       0.5 0.5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 2 213    17.8 17.8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3 803    66.9 66.9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4 176    14.7 14.7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28
[변수이름] a68  
[변수설명]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1 31     2.6 2.6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2 401    33.4 33.4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3 681    56.8 56.8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4 84     7.0 7.0
모름/무응답 ……………………………………………… 9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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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동네 이웃
[변수이름] a69  
[변수설명] 탈북자(새터민)과의 거리감 평가1: 동네 이웃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꺼림 ………………………………………………… 1 26     2.2 2.2
다소 꺼림 ………………………………………………… 2 143    11.9 11.9
그저 그렇다 ……………………………………………… 3 492    41.0 41.0
별로 꺼리지 않음 ……………………………………… 4 443    36.9 36.9
전혀 꺼리지 않음 ……………………………………… 5 96     8.0 8.0
합계 1,200 100.0 100.0

㉯ 직장 동료
[변수이름] a70  
[변수설명] 탈북자(새터민)과의 거리감 평가2: 직장 동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꺼림 ………………………………………………… 1 20     1.7 1.7
다소 꺼림 ………………………………………………… 2 148    12.3 12.3
그저 그렇다 ……………………………………………… 3 494    41.2 41.2
별로 꺼리지 않음 ……………………………………… 4 433    36.1 36.1
전혀 꺼리지 않음 ……………………………………… 5 105    8.8 8.8
합계 1,200 100.0 100.0

㉰ 사업 동업자
[변수이름] a71 
[변수설명] 탈북자(새터민)과의 거리감 평가3: 사업 동업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꺼림 ………………………………………………… 1 86     7.2 7.2
다소 꺼림 ………………………………………………… 2 353    29.4 29.4
그저 그렇다 ……………………………………………… 3 427    35.6 35.6
별로 꺼리지 않음 ……………………………………… 4 261    21.8 21.8
전혀 꺼리지 않음 ……………………………………… 5 72     6.0 6.0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 결혼상대자
[변수이름] a72  
[변수설명] 탈북자(새터민)과의 거리감 평가4: 결혼상대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꺼림 ………………………………………………… 1 167    13.9 13.9
다소 꺼림 ………………………………………………… 2 405    33.8 33.8
그저 그렇다 ……………………………………………… 3 305    25.4 25.4
별로 꺼리지 않음 ……………………………………… 4 231    19.3 19.3
전혀 꺼리지 않음 ……………………………………… 5 91     7.6 7.6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 동네 이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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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73  
[변수설명]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변수값 설명  변수값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 1 624    52.0 52.0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2 446    37.2 37.2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3 130    10.8 10.8
합계 1,200 100.0 100.0

31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변수이름] a74  
[변수설명]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1: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동의함 ……………………………………………… 1 72     6.0 6.0
다소 동의함 ……………………………………………… 2 573    47.8 47.8
별로 동의하지 않음 …………………………………… 3 500    41.7 41.7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55     4.6 4.6
합계 1,200 100.0 100.0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변수이름] a75  
[변수설명]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2: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동의함 ……………………………………………… 1 118    9.8 9.8
다소 동의함 ……………………………………………… 2 592    49.3 49.3
별로 동의하지 않음 …………………………………… 3 421    35.1 35.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69     5.8 5.8
합계 1,200 100.0 100.0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변수이름] a76  
[변수설명]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3: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동의함 ……………………………………………… 1 25     2.1 2.1
다소 동의함 ……………………………………………… 2 294    24.5 24.5
별로 동의하지 않음 …………………………………… 3 676    56.3 56.3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205    17.1 17.1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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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변수이름] a77  
[변수설명]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4: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동의함 ……………………………………………… 1 159    13.3 13.3
다소 동의함 ……………………………………………… 2 605    50.4 50.4
별로 동의하지 않음 …………………………………… 3 387    32.3 32.3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49     4.1 4.1
합계 1,200 100.0 100.0

32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변수이름] a78  
[변수설명]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미국 ……………………………………………………… 1 636    53.0 53.0
일본 ……………………………………………………… 2 138    11.5 11.5
북한 ……………………………………………………… 3 286    23.8 23.8
중국 ……………………………………………………… 4 121    10.1 10.1
러시아 …………………………………………………… 5 11     0.9 0.9
없다 ……………………………………………………… 8 5       0.4 0.4
모름/무응답 ……………………………………………… 9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33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a79  
[변수설명]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미국 ……………………………………………………… 1 253    21.1 21.1
일본 ……………………………………………………… 2 309    25.8 25.8
북한 ……………………………………………………… 3 432    36.0 36.0
중국 ……………………………………………………… 4 186    15.5 15.5
러시아 …………………………………………………… 5 16     1.3 1.3
없다 ……………………………………………………… 8 1       0.1 0.1
모름/무응답 ……………………………………………… 9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34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변수이름] a80  
[변수설명] 북ㆍ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국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북한 ……………………………………………………… 1 970    80.8 80.8
미국 ……………………………………………………… 2 48     4.0 4.0
양팀 모두 응원하겠다 ………………………………… 3 73     6.1 6.1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 4 106    8.8 8.8
모름/무응답 ……………………………………………… 9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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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 미국
[변수이름] b06  
[변수설명]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인식1: 미국
변수값 설명  변수값
협력대상 ………………………………………………… 1 637    53.1 53.1
경쟁대상 ………………………………………………… 2 263    21.9 21.9
경계대상 ………………………………………………… 3 263    21.9 21.9
적대대상 ………………………………………………… 4 35     2.9 2.9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 일본
[변수이름] b07  
[변수설명]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인식2: 일본
변수값 설명  변수값
협력대상 ………………………………………………… 1 175    14.6 14.6
경쟁대상 ………………………………………………… 2 557    46.4 46.4
경계대상 ………………………………………………… 3 362    30.2 30.2
적대대상 ………………………………………………… 4 102    8.5 8.5
모름/무응답 ……………………………………………… 9 4       0.3 0.3
합계 1,200 100.0 100.0

㉰ 중국
[변수이름] b08  
[변수설명]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인식3: 중국
변수값 설명  변수값
협력대상 ………………………………………………… 1 231    19.3 19.3
경쟁대상 ………………………………………………… 2 556    46.3 46.3
경계대상 ………………………………………………… 3 371    30.9 30.9
적대대상 ………………………………………………… 4 39     3.3 3.3
모름/무응답 ……………………………………………… 9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 러시아
[변수이름] b09  
[변수설명]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인식4: 러시아
변수값 설명  변수값
협력대상 ………………………………………………… 1 273    22.8 22.8
경쟁대상 ………………………………………………… 2 482    40.2 40.2
경계대상 ………………………………………………… 3 384    32.0 32.0
적대대상 ………………………………………………… 4 56     4.7 4.7
모름/무응답 ……………………………………………… 9 5       0.4 0.4
합계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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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변수이름] b10  
[변수설명]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1: 미국
변수값 설명  변수값
한국을 도울 것이다 …………………………………… 1 607    50.6 50.6
북한을 도울 것이다 …………………………………… 2 16     1.3 1.3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 3 546    45.5 45.5
중립을 지킬 것이다 …………………………………… 4 31     2.6 2.6
합계 1,200 100.0 100.0

㉯ 일본
[변수이름] b11  
[변수설명]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2: 일본
변수값 설명  변수값
한국을 도울 것이다 …………………………………… 1 194    16.2 16.2
북한을 도울 것이다 …………………………………… 2 39     3.3 3.3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 3 872    72.7 72.7
중립을 지킬 것이다 …………………………………… 4 95     7.9 7.9
합계 1,200 100.0 100.0

㉰ 중국
[변수이름] b12  
[변수설명]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3: 중국
변수값 설명  변수값
한국을 도울 것이다 …………………………………… 1 64     5.3 5.3
북한을 도울 것이다 …………………………………… 2 322    26.8 26.8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 3 677    56.4 56.4
중립을 지킬 것이다 …………………………………… 4 137    11.4 11.4
합계 1,200 100.0 100.0

㉱ 러시아
[변수이름] b13  
[변수설명]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4: 러시아
변수값 설명  변수값
한국을 도울 것이다 …………………………………… 1 44     3.7 3.7
북한을 도울 것이다 …………………………………… 2 228    19.0 19.0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 3 709    59.1 59.1
중립을 지킬 것이다 …………………………………… 4 218    18.2 18.2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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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미국
[변수이름] b14  
[변수설명]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1: 미국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원한다 ……………………………………………… 1 55     4.6 4.6
원하는 편이다 …………………………………………… 2 304    25.3 25.3
원하지 않는 편이다 …………………………………… 3 644    53.7 53.7
전혀 원하지 않는다 …………………………………… 4 195    16.3 16.3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 일본
[변수이름] b15  
[변수설명]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2: 일본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원한다 ……………………………………………… 1 16     1.3 1.3
원하는 편이다 …………………………………………… 2 176    14.7 14.7
원하지 않는 편이다 …………………………………… 3 715    59.6 59.6
전혀 원하지 않는다 …………………………………… 4 291    24.3 24.3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 중국
[변수이름] b16  
[변수설명]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3: 중국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원한다 ……………………………………………… 1 15     1.3 1.3
원하는 편이다 …………………………………………… 2 177    14.8 14.8
원하지 않는 편이다 …………………………………… 3 760    63.3 63.3
전혀 원하지 않는다 …………………………………… 4 246    20.5 20.5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 러시아
[변수이름] b17  
[변수설명]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4: 러시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원한다 ……………………………………………… 1 17     1.4 1.4
원하는 편이다 …………………………………………… 2 191    15.9 15.9
원하지 않는 편이다 …………………………………… 3 775    64.6 64.6
전혀 원하지 않는다 …………………………………… 4 215    17.9 17.9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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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변수이름] b18  
[변수설명]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필요하다 …………………………………………… 1 430    35.8 35.8
약간 필요하다 …………………………………………… 2 560    46.7 46.7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 177    14.8 14.8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 33     2.8 2.8
합계 1,200 100.0 100.0

38-1

[변수이름] b19  
[변수설명] 주변국 비협조시 남북한 통일 가능성
변수값 설명  변수값
충분히 가능하다 ………………………………………… 1 92     7.7 9.3
약간 가능하다 …………………………………………… 2 390    32.5 39.4
별로 가능하지 않다 …………………………………… 3 414    34.5 41.8
전혀 가능하지 않다 …………………………………… 4 94     7.8 9.5
비해당 …………………………………………………… 0 210    17.5
합계 1,200 100.0 100.0

39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b20  
[변수설명]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변수값 설명  변수값
남북관계 개선 …………………………………………… 1 458    38.2 38.2
한미공조 ………………………………………………… 2 211    17.6 17.6
똑같이 중요하다 ………………………………………… 3 527    43.9 43.9
모름/무응답 ……………………………………………… 9 4       0.3 0.3
합계 1,200 100.0 100.0

40

㉮ 4․19
[변수이름] b21  
[변수설명]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1: 4.19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긍정적 ……………………………………………… 1 188    15.7 15.7
대체로 긍정적 …………………………………………… 2 600    50.0 50.0
대체로 부정적 …………………………………………… 3 176    14.7 14.7
매우 부정적 ……………………………………………… 4 30     2.5 2.5
잘 모름 …………………………………………………… 5 206    17.2 17.2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
까? 먼저 ‘4․19’는요?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
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그러면, ○○님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없어도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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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변수이름] b22  
[변수설명]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2: 5.16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긍정적 ……………………………………………… 1 64     5.3 5.3
대체로 긍정적 …………………………………………… 2 525    43.8 43.8
대체로 부정적 …………………………………………… 3 308    25.7 25.7
매우 부정적 ……………………………………………… 4 90     7.5 7.5
잘 모름 …………………………………………………… 5 213    17.8 17.8
합계 1,200 100.0 100.0

㉰ 10월유신
[변수이름] b23  
[변수설명]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3: 10월유신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긍정적 ……………………………………………… 1 50     4.2 4.2
대체로 긍정적 …………………………………………… 2 360    30.0 30.0
대체로 부정적 …………………………………………… 3 358    29.8 29.8
매우 부정적 ……………………………………………… 4 156    13.0 13.0
잘 모름 …………………………………………………… 5 276    23.0 23.0
합계 1,200 100.0 100.0

㉱ 광주민주화운동
[변수이름] b24  
[변수설명]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 광주민주화운동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긍정적 ……………………………………………… 1 249    20.8 20.8
대체로 긍정적 …………………………………………… 2 547    45.6 45.6
대체로 부정적 …………………………………………… 3 198    16.5 16.5
매우 부정적 ……………………………………………… 4 84     7.0 7.0
잘 모름 …………………………………………………… 5 122    10.2 10.2
합계 1,200 100.0 100.0

㉲ 6월 항쟁
[변수이름] b25  
[변수설명]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5: 6월 항쟁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긍정적 ……………………………………………… 1 206    17.2 17.2
대체로 긍정적 …………………………………………… 2 523    43.6 43.6
대체로 부정적 …………………………………………… 3 186    15.5 15.5
매우 부정적 ……………………………………………… 4 44     3.7 3.7
잘 모름 …………………………………………………… 5 241    20.1 20.1
합계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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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변수이름] b26  
[변수설명]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6: 남북 정상회담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긍정적 ……………………………………………… 1 224    18.7 18.7
대체로 긍정적 …………………………………………… 2 618    51.5 51.5
대체로 부정적 …………………………………………… 3 201    16.8 16.8
매우 부정적 ……………………………………………… 4 60     5.0 5.0
잘 모름 …………………………………………………… 5 97     8.1 8.1
합계 1,200 100.0 100.0

41 ○○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변수이름] b27  
[변수설명]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긍정적 ……………………………………………… 1 382    31.8 31.8
대체로 긍정적 …………………………………………… 2 647    53.9 53.9
대체로 부정적 …………………………………………… 3 94     7.8 7.8
매우 부정적 ……………………………………………… 4 32     2.7 2.7
잘 모름 …………………………………………………… 5 45     3.8 3.8
합계 1,200 100.0 100.0

42

[변수이름] b28  
[변수설명] 197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견해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동의한다 …………………………………………… 1 105    8.8 8.8
다소 동의한다 …………………………………………… 2 466    38.8 38.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3 416    34.7 34.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 91     7.6 7.6
잘 모름 …………………………………………………… 5 122    10.2 10.2
합계 1,200 100.0 100.0

43

㉮ 빈부격차
[변수이름] b29  
[변수설명]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1: 빈부격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심각하다 …………………………………………… 1 790    65.8 65.8
약간 심각하다 …………………………………………… 2 382    31.8 31.8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25     2.1 2.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1970년대에 이룩한 경제발전은 민주화를 희생한 반쪽짜리 경제발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
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빈부격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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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
[변수이름] b30  
[변수설명]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2: 부동산투기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심각하다 …………………………………………… 1 835    69.6 69.6
약간 심각하다 …………………………………………… 2 328    27.3 27.3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35     2.9 2.9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 실업문제
[변수이름] b31  
[변수설명]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3: 실업문제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심각하다 …………………………………………… 1 834    69.5 69.5
약간 심각하다 …………………………………………… 2 325    27.1 27.1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38     3.2 3.2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2       0.2 0.2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 범죄문제
[변수이름] b32  
[변수설명]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4: 범죄문제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심각하다 …………………………………………… 1 506    42.2 42.2
약간 심각하다 …………………………………………… 2 553    46.1 46.1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138    11.5 11.5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 지역갈등
[변수이름] b33  
[변수설명]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5: 지역갈등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심각하다 …………………………………………… 1 283    23.6 23.6
약간 심각하다 …………………………………………… 2 592    49.3 49.3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310    25.8 25.8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14     1.2 1.2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 이념갈등
[변수이름] b34  
[변수설명]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6: 이념갈등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심각하다 …………………………………………… 1 238    19.8 19.8
약간 심각하다 …………………………………………… 2 484    40.3 40.3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433    36.1 36.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 45     3.8 3.8
합계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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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변수이름] b35  
[변수설명] 반미정서 우려 수준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우려할 수준이다 ………………………………… 1 58     4.8 4.8
다소 우려할 수준이다 ………………………………… 2 562    46.8 46.8
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3 540    45.0 45.0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 4 37     3.1 3.1
모름/무응답 ……………………………………………… 9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45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변수이름] b36  
[변수설명]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관심이 있다 ……………………………………… 1 80     6.7 6.7
다소 관심이 있다 ……………………………………… 2 400    33.3 33.3
별로 관심이 없다 ……………………………………… 3 571    47.6 47.6
전혀 관심이 없다 ……………………………………… 4 149    12.4 12.4
합계 1,200 100.0 100.0

46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b37  
[변수설명] 정치적 성향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진보적 ……………………………………………… 1 40     3.3 3.3
약간 진보적 ……………………………………………… 2 263    21.9 21.9
중도 ……………………………………………………… 3 568    47.3 47.3
약간 보수적 ……………………………………………… 4 289    24.1 24.1
매우 보수적 ……………………………………………… 5 38     3.2 3.2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47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변수이름] b38  
[변수설명]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만족 ………………………………………………… 1 12     1.0 1.0
다소 만족 ………………………………………………… 2 161    13.4 13.4
다소 불만족 ……………………………………………… 3 686    57.2 57.2
매우 불만족 ……………………………………………… 4 338    28.2 28.2
모름/무응답 ……………………………………………… 9 3       0.3 0.3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현재 우리 사회의 반미정서가 얼마나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려할 수준이 아
니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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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b39  
[변수설명]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랑스럽다 ………………………………………… 1 336    28.0 28.0
다소 자랑스럽다 ………………………………………… 2 580    48.3 48.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 3 258    21.5 21.5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 4 25     2.1 2.1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49

㉮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변수이름] b40  
[변수설명] 시위 및 집회에 대한 허용1: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1 210    17.5 17.5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 2 664    55.3 55.3
가급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3 269    22.4 22.4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4 57     4.8 4.8
합계 1,200 100.0 100.0

㉯ 항의 시위와 데모
[변수이름] b41  
[변수설명] 시위 및 집회에 대한 허용2: 항의 시위와 데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1 91     7.6 7.6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 2 566    47.2 47.2
가급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3 450    37.5 37.5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4 93     7.8 7.8
합계 1,200 100.0 100.0

㉰ 정부에 항의하는 전국 노동자 파업
[변수이름] b42  
[변수설명] 시위 및 집회에 대한 허용3: 정부에 항의하는 전국 노동자 파업
변수값 설명  변수값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1 80     6.7 6.7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 2 468    39.0 39.0
가급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3 488    40.7 40.7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4 164    13.7 13.7
합계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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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다음의 행위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먼저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는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7 / 32



50

㉮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변수이름] b43  
[변수설명]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1: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찬성 ………………………………………………… 1 398    33.2 33.2
다소 찬성 ………………………………………………… 2 545    45.4 45.4
그저 그렇다 ……………………………………………… 3 189    15.8 15.8
다소 반대 ………………………………………………… 4 60     5.0 5.0
매우 반대 ………………………………………………… 5 8       0.7 0.7
합계 1,200 100.0 100.0

㉯ 부모를 잘 부양한 자식은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변수이름] b44  
[변수설명]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2: 부모를 잘 부양한 자식은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찬성 ………………………………………………… 1 363    30.3 30.3
다소 찬성 ………………………………………………… 2 515    42.9 42.9
그저 그렇다 ……………………………………………… 3 231    19.3 19.3
다소 반대 ………………………………………………… 4 73     6.1 6.1
매우 반대 ………………………………………………… 5 18     1.5 1.5
합계 1,200 100.0 100.0

㉰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변수이름] b45  
[변수설명]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3: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찬성 ………………………………………………… 1 124    10.3 10.3
다소 찬성 ………………………………………………… 2 317    26.4 26.4
그저 그렇다 ……………………………………………… 3 408    34.0 34.0
다소 반대 ………………………………………………… 4 258    21.5 21.5
매우 반대 ………………………………………………… 5 93     7.8 7.8
합계 1,200 100.0 100.0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변수이름] b46  
[변수설명]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4: 남편은 돈을 버는 것, 아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찬성 ………………………………………………… 1 62     5.2 5.2
다소 찬성 ………………………………………………… 2 230    19.2 19.2
그저 그렇다 ……………………………………………… 3 343    28.6 28.6
다소 반대 ………………………………………………… 4 404    33.7 33.7
매우 반대 ………………………………………………… 5 161    13.4 13.4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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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변수이름] b47  
[변수설명]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5: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찬성 ………………………………………………… 1 46     3.8 3.8
다소 찬성 ………………………………………………… 2 93     7.8 7.8
그저 그렇다 ……………………………………………… 3 260    21.7 21.7
다소 반대 ………………………………………………… 4 464    38.7 38.7
매우 반대 ………………………………………………… 5 337    28.1 28.1
합계 1,200 100.0 100.0

㉳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변수이름] b48  
[변수설명]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6: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찬성 ………………………………………………… 1 38     3.2 3.2
다소 찬성 ………………………………………………… 2 157    13.1 13.1
그저 그렇다 ……………………………………………… 3 249    20.8 20.8
다소 반대 ………………………………………………… 4 365    30.4 30.4
매우 반대 ………………………………………………… 5 391    32.6 32.6
합계 1,200 100.0 100.0

51

[변수이름] b49  
[변수설명] 북한의 대남 정책이 대선에 미칠 영향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 125    10.4 10.4
약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511    42.6 42.6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3 482    40.2 40.2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4 80     6.7 6.7
모름/무응답 ……………………………………………… 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님은 북한의 태도나 남한 관련 정책이 올해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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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변수이름] mar  
[변수설명]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설명  변수값
미혼 ……………………………………………………… 1 336    28.0 28.0
기혼-배우자 있음 ……………………………………… 2 828    69.0 69.0
이혼 ……………………………………………………… 3 14     1.2 1.2
별거 ……………………………………………………… 4 4       0.3 0.3
사별 ……………………………………………………… 5 18     1.5 1.5
합계 1,200 100.0 100.0

D2 ○○님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변수이름] rel  
[변수설명] 응답자 종교
변수값 설명  변수값
불교 ……………………………………………………… 1 323    26.9 26.9
개신교 …………………………………………………… 2 286    23.8 23.8
가톨릭 …………………………………………………… 3 117    9.8 9.8
원불교 …………………………………………………… 4 4       0.3 0.3
통일교 …………………………………………………… 5 1       0.1 0.1
힌두교 …………………………………………………… 6 1       0.1 0.1
유교 ……………………………………………………… 7 1       0.1 0.1
종교없음 ………………………………………………… 98 452    37.7 37.7
모름/무응답 ……………………………………………… 99 15     1.3 1.3
합계 1,200 100.0 100.0

D3 OO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변수이름] edc  
[변수설명] 응답자 학력
변수값 설명  변수값
초등학교 졸업이하 ……………………………………… 1 59     4.9 4.9
중학교 졸업 ……………………………………………… 2 93     7.8 7.8
고등학교 졸업 …………………………………………… 3 505    42.1 42.1
대학재학/대학졸업이상 ………………………………… 4 509    42.4 42.4
대학원재학이상 ………………………………………… 5 28     2.3 2.3
모름/무응답 ……………………………………………… 9 6       0.5 0.5
합계 1,200 100.0 100.0

D4 OO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변수이름] job  
[변수설명] 응답자 직업
변수값 설명  변수값
농업/수산업/축산업 …………………………………… 1 29     2.4 2.4
자영업 …………………………………………………… 2 291    24.3 24.3
판매/서비스직 …………………………………………… 3 153    12.8 12.8
기능/숙련공 ……………………………………………… 4 53     4.4 4.4
일반작업직 ……………………………………………… 5 29     2.4 2.4
사무/기술직 ……………………………………………… 6 184    15.3 15.3
경영/관리직 ……………………………………………… 7 8       0.7 0.7
전문/자유직 ……………………………………………… 8 25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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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 9 237    19.8 19.8
학생 ……………………………………………………… 10 140    11.7 11.7
군인/경찰 ………………………………………………… 11 6       0.5 0.5
무직 ……………………………………………………… 12 41     3.4 3.4
모름/무응답 ……………………………………………… 99 4       0.3 0.3
합계 1,200 100.0 100.0

D5

[변수이름] inc  
[변수설명]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설명  변수값
100만원 미만 …………………………………………… 1 68     5.7 5.7
100-199만원 …………………………………………… 2 211    17.6 17.6
200-299만원 …………………………………………… 3 370    30.8 30.8
300-399만원 …………………………………………… 4 297    24.8 24.8
400-499만원 …………………………………………… 5 116    9.7 9.7
500-699만원 …………………………………………… 6 78     6.5 6.5
700만원이상 …………………………………………… 7 52     4.3 4.3
모름/무응답 ……………………………………………… 9 8       0.7 0.7
합계 1,200 100.0 100.0

D6
[변수이름] b57  
[변수설명] 가구 소득 계층 비교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중간보다 훨씬 높다 …………………………………… 1 19     1.6 1.6
중간보다 약간 높다 …………………………………… 2 115    9.6 9.6
중간과 비슷하다 ………………………………………… 3 457    38.1 38.1
중간보다 약간 낮다 …………………………………… 4 493    41.1 41.1
중간보다 훨씬 낮다 …………………………………… 5 115    9.6 9.6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D7 ○○님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이름] b58  
[변수설명] 주관적인 계층의식
변수값 설명  변수값
상의 상 …………………………………………………… 1 9       0.8 0.8
상의 하 …………………………………………………… 2 19     1.6 1.6
중의 상 …………………………………………………… 3 275    22.9 22.9
중의 하 …………………………………………………… 4 613    51.1 51.1
하의 상 …………………………………………………… 5 218    18.2 18.2
하의 하 …………………………………………………… 6 62     5.2 5.2
모름/무응답 ……………………………………………… 9 4       0.3 0.3
합계 1,200 100.0 100.0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
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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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변수이름] b59  
[변수설명] 부모세대와 생활 수준 비교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훨씬 좋아졌다 …………………………………………… 1 428    35.7 35.7
약간 좋아졌다 …………………………………………… 2 487    40.6 40.6
차이가 거의 없다 ……………………………………… 3 120    10.0 10.0
약간 나빠졌다 …………………………………………… 4 81     6.8 6.8
훨씬 나빠졌다 …………………………………………… 5 53     4.4 4.4
잘 모르겠다 ……………………………………………… 6 30     2.5 2.5
모름/무응답 ……………………………………………… 9 1       0.1 0.1
합계 1,200 100.0 100.0

D9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이십니까?
[변수이름] b60  
[변수설명]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변수값 설명  변수값
서울 ……………………………………………………… 1 214    17.8 17.8
부산 ……………………………………………………… 2 87     7.3 7.3
대구 ……………………………………………………… 3 55     4.6 4.6
인천 ……………………………………………………… 4 38     3.2 3.2
광주 ……………………………………………………… 5 28     2.3 2.3
대전 ……………………………………………………… 6 21     1.8 1.8
울산 ……………………………………………………… 7 15     1.3 1.3
경기도 …………………………………………………… 8 148    12.3 12.3
강원도 …………………………………………………… 9 40     3.3 3.3
충청북도 ………………………………………………… 10 60     5.0 5.0
충청남도 ………………………………………………… 11 79     6.6 6.6
전라북도 ………………………………………………… 12 84     7.0 7.0
전라남도 ………………………………………………… 13 92     7.7 7.7
경상북도 ………………………………………………… 14 107    8.9 8.9
경상남도 ………………………………………………… 15 119    9.9 9.9
제주도 …………………………………………………… 16 10     0.8 0.8
외국 ……………………………………………………… 18 1       0.1 0.1
모름/무응답 ……………………………………………… 99 2       0.2 0.2
합계 1,200 100.0 100.0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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