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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50     20.8    20.8      

부산 2 86       7.2      7.2        

대구 3 61       5.1      5.1        

인천 4 69       5.8      5.8        

광주 5 33       2.8      2.8        

대전 6 36       3.0      3.0        

울산 7 28       2.3      2.3        

경기 8 289     24.1    24.1      

강원 9 35       2.9      2.9        

충북 10 36       3.0      3.0        

충남 11 46       3.8      3.8        

전북 12 40       3.3      3.3        

전남 13 41       3.4      3.4        

경북 14 61       5.1      5.1        

경남 15 76       6.3      6.3        

제주 16 13       1.1      1.1        

1,200  100.0  100.0    

sq1_1 조사지역 (광역권 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수도권 1 608     50.7    50.7      

충청권 2 118     9.8      9.8        

호남권 3 114     9.5      9.5        

영남권 4 312     26.0    26.0      

강원 5 35       2.9      2.9        

제주 6 13       1.1      1.1        

1,200  100.0  100.0    

sq2 조사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1 563     46.9    46.9      

중/소도시 2 530     44.2    44.2      

읍/면 3 107     8.9      8.9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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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3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612     51.0    51.0      

여자 2 588     49.0    49.0      

1,200  100.0  100.0    

sq4 응답자 연령 (만)

==> 상세값은 데이터 참조.

sq4_1 응답자 연령 (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29세 1 250     20.8    20.8      

30대 2 275     22.9    22.9      

40대 3 305     25.4    25.4      

50대 이상 4 370     30.8    30.8      

1,200  100.0  100.0    

q0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83     23.6    23.6      

약간 필요하다 2 375     31.3    31.3      

반반/ 그저 그렇다 3 258     21.5    21.5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222     18.5    18.5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62       5.2      5.2        

1,200  100.0  100.0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
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
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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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
다

1 135     11.3    11.3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2 741     61.8    61.8      

현재대로가 좋다 3 227     18.9    18.9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 96       8.0      8.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q0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전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년 이내 1 44       3.7      3.7        

10년 이내 2 160     13.3    13.3      

20년 이내 3 304     25.3    25.3      

30년 이내 4 164     13.7    13.7      

30년 이상 5 219     18.3    18.3      

불가능하다 6 309     25.8    25.8      

1,200  100.0  100.0    

q04_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1: 인도적 대북지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28     10.7    10.7      

다소 도움이 된다 2 427     35.6    35.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71     39.3    39.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74     14.5    14.5      

1,200  100.0  100.0    

문2)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문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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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_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2: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74     14.5    14.5      

다소 도움이 된다 2 530     44.2    44.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373     31.1    31.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23     10.3    10.3      

1,200  100.0  100.0    

q04_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3: 남북한 경제협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98     16.5    16.5      

다소 도움이 된다 2 543     45.3    45.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351     29.3    29.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08     9.0      9.0        

1,200  100.0  100.0    

q04_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4: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258     21.5    21.5      

다소 도움이 된다 2 591     49.3    49.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270     22.5    22.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81       6.8      6.8        

1,200  100.0  100.0    

문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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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_1 대북 사안별 시급성1: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197     16.4    16.4      

다소 시급하다 2 618     51.5    51.5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361     30.1    30.1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24       2.0      2.0        

1,200  100.0  100.0    

q05_2 대북 사안별 시급성2: 북한의 개방과 개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96     33.0    33.0      

다소 시급하다 2 499     41.6    41.6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56     21.3    21.3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9       4.1      4.1        

1,200  100.0  100.0    

q05_3 대북 사안별 시급성3: 군사적 긴장 해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450     37.5    37.5      

다소 시급하다 2 527     43.9    43.9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181     15.1    15.1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1       3.4      3.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
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군사적 긴장 해소

문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
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
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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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_4 대북 사안별 시급성4: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5       2.9      2.9        

다소 시급하다 2 230     19.2    19.2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589     49.1    49.1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46     28.8    28.8      

1,200  100.0  100.0    

q05_5 대북 사안별 시급성5: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272     22.7    22.7      

다소 시급하다 2 577     48.1    48.1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317     26.4    26.4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4       2.8      2.8        

1,200  100.0  100.0    

q05_6 대북 사안별 시급성6: 북한의 인권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87     32.3    32.3      

다소 시급하다 2 565     47.1    47.1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14     17.8    17.8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3       2.8      2.8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
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
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
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인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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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같은 민족이니까 1 484     40.3    40.3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2 100     8.3      8.3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3 369     30.8    30.8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4 66       5.5      5.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5 170     14.2    14.2      

원하지 않는다 7 1         0.1      0.1        

경제문제(내수증진) 효과 8 1         0.1      0.1        

문화혜택권리 9 1         0.1      0.1        

만주땅을 찾기 위해 10 1         0.1      0.1        

국방비 줄이기 위해 11 1         0.1      0.1        

더 나은 가치창조, 추구를 위해서 12 1         0.1      0.1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13 1         0.1      0.1        

남/북한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14 1         0.1      0.1        

풍부한 자원의 교류 15 1         0.1      0.1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q0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 133     11.1    11.1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 454     37.8    37.8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508     42.3    42.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104     8.7      8.7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
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6)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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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 35       2.9      2.9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 227     18.9    18.9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676     56.3    56.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262     21.8    21.8      

1,200  100.0  100.0    

q09_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1: 빈부격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37       3.1      3.1        

약간 개선 2 140     11.7    11.7      

차이 없음 3 215     17.9    17.9      

약간 악화 4 486     40.5    40.5      

크게 악화 5 322     26.8    26.8      

1,200  100.0  100.0    

q09_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2: 부동산투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40       3.3      3.3        

약간 개선 2 135     11.3    11.3      

차이 없음 3 307     25.6    25.6      

약간 악화 4 417     34.8    34.8      

크게 악화 5 301     25.1    25.1      

1,200  100.0  100.0    

문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동산투기

문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
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
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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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_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3: 실업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54       4.5      4.5        

약간 개선 2 214     17.8    17.8      

차이 없음 3 235     19.6    19.6      

약간 악화 4 379     31.6    31.6      

크게 악화 5 317     26.4    26.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q09_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4: 범죄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17       1.4      1.4        

약간 개선 2 57       4.8      4.8        

차이 없음 3 267     22.3    22.3      

약간 악화 4 510     42.5    42.5      

크게 악화 5 348     29.0    29.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q09_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5: 지역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22       1.8      1.8        

약간 개선 2 89       7.4      7.4        

차이 없음 3 238     19.8    19.8      

약간 악화 4 488     40.7    40.7      

문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갈등

문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실업문제

문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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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악화 5 363     30.3    30.3      

1,200  100.0  100.0    

q09_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6: 이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40       3.3      3.3        

약간 개선 2 83       6.9      6.9        

차이 없음 3 199     16.6    16.6      

약간 악화 4 466     38.8    38.8      

크게 악화 5 412     34.3    34.3      

1,200  100.0  100.0    

q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1 283     23.6    23.6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 313     26.1    26.1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604     50.3    50.3      

1,200  100.0  100.0    

q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1 416     34.7    34.7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 396     33.0    33.0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388     32.3    32.3      

1,200  100.0  100.0    

q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1 523     43.6    43.6      

문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1)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념갈등

문12)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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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2 425     35.4    35.4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3 203     16.9    16.9      

통일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4 49       4.1      4.1        

1,200  100.0  100.0    

q13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원대상 1 197     16.4    16.4      

협력대상 2 485     40.4    40.4      

경쟁대상 3 67       5.6      5.6        

경계대상 4 254     21.2    21.2      

적대대상 5 197     16.4    16.4      

1,200  100.0  100.0    

q14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가능하다 1 46       3.8      3.8        

어느 정도 가능하다 2 383     31.9    31.9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3 576     48.0    48.0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4 195     16.3    16.3      

1,200  100.0  100.0    

q15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32       2.7      2.7        

다소 원한다 2 221     18.4    18.4      

별로 원하지 않는다 3 636     53.0    53.0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311     25.9    25.9      

1,200  100.0  100.0    

문15)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문14)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
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심시오.

문13)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A1-2013-0094
통일의식조사, 2013

q16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21       1.8      1.8        

대체로 동의한다 2 134     11.2    11.2      

그저 그렇다 3 360     30.0    30.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523     43.6    43.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162     13.5    13.5      

1,200  100.0  100.0    

q17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변하고 있다 1 67       5.6      5.6        

약간 변하고 있다 2 362     30.2    30.2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 538     44.8    44.8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4 233     19.4    19.4      

1,200  100.0  100.0    

q18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204     17.0    17.0      

약간 있다 2 588     49.0    49.0      

별로 없다 3 340     28.3    28.3      

전혀 없다 4 68       5.7      5.7        

1,200  100.0  100.0    

문16)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17)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18)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
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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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_1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1: 선군정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61       5.1      5.1        

조금 안다 2 212     17.7    17.7      

들어본 적 있다 3 424     35.3    35.3      

전혀 모른다 4 503     41.9    41.9      

1,200  100.0  100.0    

q19_2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2: 주체사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105     8.8      8.8        

조금 안다 2 331     27.6    27.6      

들어본 적 있다 3 488     40.7    40.7      

전혀 모른다 4 276     23.0    23.0      

1,200  100.0  100.0    

q19_3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3: 천리마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82       6.8      6.8        

조금 안다 2 256     21.3    21.3      

들어본 적 있다 3 489     40.8    40.8      

전혀 모른다 4 373     31.1    31.1      

1,200  100.0  100.0    

문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천리마운동

문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선군정치

문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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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_4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4: 고난의 행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57       4.8      4.8        

조금 안다 2 205     17.1    17.1      

들어본 적 있다 3 380     31.7    31.7      

전혀 모른다 4 558     46.5    46.5      

1,200  100.0  100.0    

q19_5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5: 장마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33       2.8      2.8        

조금 안다 2 138     11.5    11.5      

들어본 적 있다 3 289     24.1    24.1      

전혀 모른다 4 740     61.7    61.7      

1,200  100.0  100.0    

q19_6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6: 아리랑 축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49       4.1      4.1        

조금 안다 2 248     20.7    20.7      

들어본 적 있다 3 454     37.8    37.8      

전혀 모른다 4 449     37.4    37.4      

1,200  100.0  100.0    

문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아리랑 축전

문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마당

문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고난의 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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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1 북한 관련 경험 유무1: 북한, 금강산, 개성공단 등 방문해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41       3.4      3.4        

없다 2 1,159  96.6    96.6      

1,200  100.0  100.0    

q20_2 북한 관련 경험 유무2: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61     21.8    21.8      

없다 2 939     78.3    78.3      

1,200  100.0  100.0    

q20_3 북한 관련 경험 유무3: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328     27.3    27.3      

없다 2 872     72.7    72.7      

1,200  100.0  100.0    

q20_4 북한 관련 경험 유무4: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16       1.3      1.3        

없다 2 1,184  98.7    98.7      

1,200  100.0  100.0    

문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

문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문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문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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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_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1: 선거방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804     67.0    67.0      

다소 있다 2 293     24.4    24.4      

별로 없다 3 73       6.1      6.1        

전혀 없다 4 30       2.5      2.5        

1,200  100.0  100.0    

q21_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2: 생활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883     73.6    73.6      

다소 있다 2 256     21.3    21.3      

별로 없다 3 42       3.5      3.5        

전혀 없다 4 19       1.6      1.6        

1,200  100.0  100.0    

q21_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3: 역사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554     46.2    46.2      

다소 있다 2 458     38.2    38.2      

별로 없다 3 166     13.8    13.8      

전혀 없다 4 22       1.8      1.8        

1,200  100.0  100.0    

문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역사인식

문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생활수준

문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선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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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_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4: 언어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458     38.2    38.2      

다소 있다 2 566     47.2    47.2      

별로 없다 3 151     12.6    12.6      

전혀 없다 4 25       2.1      2.1        

1,200  100.0  100.0    

q21_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5: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464     38.7    38.7      

다소 있다 2 566     47.2    47.2      

별로 없다 3 147     12.3    12.3      

전혀 없다 4 23       1.9      1.9        

1,200  100.0  100.0    

q21_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6: 가치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758     63.2    63.2      

다소 있다 2 345     28.8    28.8      

별로 없다 3 72       6.0      6.0        

전혀 없다 4 25       2.1      2.1        

1,200  100.0  100.0    

문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가치관

문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언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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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위협을 느낀다 1 352     29.3    29.3      

다소 위협을 느낀다 2 589     49.1    49.1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3 225     18.8    18.8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34       2.8      2.8        

1,200  100.0  100.0    

q23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599     49.9    49.9      

다소 동의한다 2 416     34.7    34.7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96       8.0      8.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61       5.1      5.1        

잘 모름 5 28       2.3      2.3        

1,200  100.0  100.0    

q24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 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1 209     17.4    17.4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2 302     25.2    25.2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3 163     13.6    13.6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4 318     26.5    26.5      

평화협정 체결 5 206     17.2    17.2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문22)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
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
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24) ○○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3)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
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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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08     9.0      9.0        

약간 도움이 된다 2 377     31.4    3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520     43.3    4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95     16.3    16.3      

1,200  100.0  100.0    

q2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20     10.0    10.0      

약간 도움이 된다 2 563     46.9    46.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23     35.3    35.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94       7.8      7.8        

1,200  100.0  100.0    

q27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96       8.0      8.0        

다소 만족 2 595     49.6    49.6      

다소 불만족 3 440     36.7    36.7      

매우 불만족 4 69       5.8      5.8        

1,200  100.0  100.0    

문26) ○○님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
씀해 주십시오.

문27)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25)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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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157     13.1    13.1      

다소 동의한다 2 539     44.9    44.9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357     29.8    29.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40       3.3      3.3        

잘 모름 5 107     8.9      8.9        

1,200  100.0  100.0    

q30_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1: 희생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유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43     11.9    11.9      

다소 찬성 2 462     38.5    38.5      

반반/ 그저 그렇다 3 379     31.6    31.6      

다소 반대 4 164     13.7    13.7      

매우 반대 5 52       4.3      4.3        

1,200  100.0  100.0    

q30_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2: 금강산 관광 재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97     16.4    16.4      

다소 찬성 2 492     41.0    41.0      

반반/ 그저 그렇다 3 350     29.2    29.2      

다소 반대 4 118     9.8      9.8        

매우 반대 5 43       3.6      3.6        

1,200  100.0  100.0    

문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문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29) ○○님은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
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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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3: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지원 금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45     20.4    20.4      

다소 찬성 2 408     34.0    34.0      

반반/ 그저 그렇다 3 373     31.1    31.1      

다소 반대 4 139     11.6    11.6      

매우 반대 5 35       2.9      2.9        

1,200  100.0  100.0    

q30_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4: 대북삐라 살포 금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66     13.8    13.8      

다소 찬성 2 368     30.7    30.7      

반반/ 그저 그렇다 3 461     38.4    38.4      

다소 반대 4 163     13.6    13.6      

매우 반대 5 42       3.5      3.5        

1,200  100.0  100.0    

q30_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5: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의 지속적 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10     17.5    17.5      

다소 찬성 2 519     43.3    43.3      

반반/ 그저 그렇다 3 379     31.6    31.6      

다소 반대 4 81       6.8      6.8        

매우 반대 5 10       0.8      0.8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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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6: 한국도 핵무기 보유 필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50     20.8    20.8      

다소 찬성 2 378     31.5    31.5      

반반/ 그저 그렇다 3 334     27.8    27.8      

다소 반대 4 162     13.5    13.5      

매우 반대 5 76       6.3      6.3        

1,200  100.0  100.0    

q31_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1: 북한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762     63.5    63.5      

조금 크다 2 304     25.3    25.3      

중간 3 116     9.7      9.7        

별로 크지 않다 4 18       1.5      1.5        

1,200  100.0  100.0    

q31_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2: 한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87       7.3      7.3        

조금 크다 2 417     34.8    34.8      

중간 3 442     36.8    36.8      

별로 크지 않다 4 197     16.4    16.4      

거의 없다 5 57       4.8      4.8        

1,200  100.0  100.0    

문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책임

문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의 책임

문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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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3: 미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141     11.8    11.8      

조금 크다 2 391     32.6    32.6      

중간 3 500     41.7    41.7      

별로 크지 않다 4 140     11.7    11.7      

거의 없다 5 28       2.3      2.3        

1,200  100.0  100.0    

q31_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4: 중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230     19.2    19.2      

조금 크다 2 470     39.2    39.2      

중간 3 390     32.5    32.5      

별로 크지 않다 4 89       7.4      7.4        

거의 없다 5 21       1.8      1.8        

1,200  100.0  100.0    

q31_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5: 일본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105     8.8      8.8        

조금 크다 2 307     25.6    25.6      

중간 3 557     46.4    46.4      

별로 크지 않다 4 189     15.8    15.8      

거의 없다 5 42       3.5      3.5        

1,200  100.0  100.0    

문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의 책임

문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의 책임

문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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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1 50       4.2      4.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2 454     37.8    37.8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 596     49.7    49.7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100     8.3      8.3        

1,200  100.0  100.0    

q33_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1: 동네 이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6       2.2      2.2        

다소 꺼림 2 157     13.1    13.1      

반반/ 그저 그렇다 3 403     33.6    33.6      

별로 꺼리지 않음 4 447     37.3    37.3      

전혀 꺼리지 않음 5 167     13.9    13.9      

1,200  100.0  100.0    

q33_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2: 직장 동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8       2.3      2.3        

다소 꺼림 2 161     13.4    13.4      

반반/ 그저 그렇다 3 430     35.8    35.8      

별로 꺼리지 않음 4 415     34.6    34.6      

전혀 꺼리지 않음 5 166     13.8    13.8      

1,200  100.0  100.0    

문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
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직장 동료

문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동네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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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_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3: 사업 동업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116     9.7      9.7        

다소 꺼림 2 351     29.3    29.3      

반반/ 그저 그렇다 3 399     33.3    33.3      

별로 꺼리지 않음 4 245     20.4    20.4      

전혀 꺼리지 않음 5 89       7.4      7.4        

1,200  100.0  100.0    

q33_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4: 결혼상대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29     19.1    19.1      

다소 꺼림 2 369     30.8    30.8      

반반/ 그저 그렇다 3 323     26.9    26.9      

별로 꺼리지 않음 4 197     16.4    16.4      

전혀 꺼리지 않음 5 82       6.8      6.8        

1,200  100.0  100.0    

q34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1 506     42.2    42.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542     45.2    45.2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3 152     12.7    12.7      

1,200  100.0  100.0    

문34)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결혼상대자

문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사업 동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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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_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1: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90       7.5      7.5        

다소 동의함 2 575     47.9    47.9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474     39.5    39.5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61       5.1      5.1        

1,200  100.0  100.0    

q35_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2: 탈북자(새터민)들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107     8.9      8.9        

다소 동의함 2 488     40.7    40.7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491     40.9    40.9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114     9.5      9.5        

1,200  100.0  100.0    

q35_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3: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56       4.7      4.7        

다소 동의함 2 279     23.3    23.3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670     55.8    55.8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195     16.3    16.3      

1,200  100.0  100.0    

문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문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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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_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4: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185     15.4    15.4      

다소 동의함 2 631     52.6    52.6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333     27.8    27.8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51       4.3      4.3        

1,200  100.0  100.0    

q36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1 914     76.2    76.2      

일본 2 61       5.1      5.1        

북한 3 132     11.0    11.0      

중국 4 87       7.3      7.3        

러시아 5 6         0.5      0.5        

1,200  100.0  100.0    

q37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1 53       4.4      4.4        

일본 2 192     16.0    16.0      

북한 3 683     56.9    56.9      

중국 4 256     21.3    21.3      

러시아 5 16       1.3      1.3        

1,200  100.0  100.0    

문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37)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
십니까?

문36)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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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8 북ᆞ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북한 팀 1 680     56.7    56.7      

미국 팀 2 161     13.4    13.4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3 134     11.2    11.2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4 224     18.7    18.7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q39_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959     79.9    79.9      

경쟁 대상 2 141     11.8    11.8      

경계 대상 3 93       7.8      7.8        

적대 대상 4 7         0.6      0.6        

1,200  100.0  100.0    

q39_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342     28.5    28.5      

경쟁 대상 2 527     43.9    43.9      

경계 대상 3 294     24.5    24.5      

적대 대상 4 37       3.1      3.1        

1,200  100.0  100.0    

q39_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142     11.8    11.8      

문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문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문38)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문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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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대상 2 497     41.4    41.4      

경계 대상 3 424     35.3    35.3      

적대 대상 4 137     11.4    11.4      

1,200  100.0  100.0    

q39_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273     22.8    22.8      

경쟁 대상 2 462     38.5    38.5      

경계 대상 3 417     34.8    34.8      

적대 대상 4 48       4.0      4.0        

1,200  100.0  100.0    

q40_1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902     75.2    75.2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19       1.6      1.6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251     20.9    20.9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28       2.3      2.3        

1,200  100.0  100.0    

q40_2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40       3.3      3.3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596     49.7    49.7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497     41.4    41.4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67       5.6      5.6        

1,200  100.0  100.0    

문4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문4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문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29



A1-2013-0094
통일의식조사, 2013

q40_3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136     11.3    11.3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35       2.9      2.9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901     75.1    75.1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128     10.7    10.7      

1,200  100.0  100.0    

q40_4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45       3.8      3.8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149     12.4    12.4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809     67.4    67.4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197     16.4    16.4      

1,200  100.0  100.0    

q41_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66       5.5      5.5        

원하는 편이다 2 421     35.1    35.1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575     47.9    47.9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138     11.5    11.5      

1,200  100.0  100.0    

문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문4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문4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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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_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0       0.8      0.8        

원하는 편이다 2 210     17.5    17.5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43     61.9    61.9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237     19.8    19.8      

1,200  100.0  100.0    

q41_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2       1.0      1.0        

원하는 편이다 2 161     13.4    13.4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13     59.4    59.4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314     26.2    26.2      

1,200  100.0  100.0    

q41_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0       0.8      0.8        

원하는 편이다 2 202     16.8    16.8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93     66.1    66.1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195     16.3    16.3      

1,200  100.0  100.0    

문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문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문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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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2_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550     45.8    45.8      

필요한 편이다 2 553     46.1    46.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79       6.6      6.6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8       1.5      1.5        

1,200  100.0  100.0    

q42_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17     34.8    34.8      

필요한 편이다 2 596     49.7    49.7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156     13.0    13.0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31       2.6      2.6        

1,200  100.0  100.0    

q42_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68     14.0    14.0      

필요한 편이다 2 621     51.8    51.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334     27.8    27.8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77       6.4      6.4        

1,200  100.0  100.0    

문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문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문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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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2_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86     15.5    15.5      

필요한 편이다 2 617     51.4    51.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342     28.5    28.5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54       4.5      4.5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q4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북관계 개선 1 406     33.8    33.8      

한미공조 2 242     20.2    20.2      

똑같이 중요하다 3 552     46.0    46.0      

1,200  100.0  100.0    

q44 중국과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우려스럽다 1 209     17.4    17.4      

우려스러운 편이다 2 513     42.8    42.8      

별로 상관없다 3 372     31.0    31.0      

바람직한 편이다 4 100     8.3      8.3        

매우 바람직하다 5 6         0.5      0.5        

1,200  100.0  100.0    

문43)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4)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문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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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_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1: 4.1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59     13.3    13.3      

대체로 긍정적 2 529     44.1    44.1      

대체로 부정적 3 255     21.3    21.3      

매우 부정적 4 80       6.7      6.7        

잘 모름 5 177     14.8    14.8      

1,200  100.0  100.0    

q45_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2: 5.1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86       7.2      7.2        

대체로 긍정적 2 414     34.5    34.5      

대체로 부정적 3 344     28.7    28.7      

매우 부정적 4 192     16.0    16.0      

잘 모름 5 164     13.7    13.7      

1,200  100.0  100.0    

q45_3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3: 10월유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52       4.3      4.3        

대체로 긍정적 2 299     24.9    24.9      

대체로 부정적 3 405     33.8    33.8      

매우 부정적 4 234     19.5    19.5      

잘 모름 5 210     17.5    17.5      

1,200  100.0  100.0    

문45)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월 유신

문45)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16

문45)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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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_4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 광주민주화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86     15.5    15.5      

대체로 긍정적 2 482     40.2    40.2      

대체로 부정적 3 287     23.9    23.9      

매우 부정적 4 124     10.3    10.3      

잘 모름 5 121     10.1    10.1      

1,200  100.0  100.0    

q45_5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5: 6월 항쟁(1987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49     12.4    12.4      

대체로 긍정적 2 468     39.0    39.0      

대체로 부정적 3 275     22.9    22.9      

매우 부정적 4 91       7.6      7.6        

잘 모름 5 217     18.1    18.1      

1,200  100.0  100.0    

q45_6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6: 남북 정상회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215     17.9    17.9      

대체로 긍정적 2 653     54.4    54.4      

대체로 부정적 3 204     17.0    17.0      

매우 부정적 4 39       3.3      3.3        

잘 모름 5 89       7.4      7.4        

1,200  100.0  100.0    

문45)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월 항쟁(1987년)

문45)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정상회담

문45)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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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_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1: 환경파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636     53.0    53.0      

약간 심각하다 2 523     43.6    43.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41       3.4      3.4        

1,200  100.0  100.0    

q47_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81     15.1    15.1      

약간 심각하다 2 480     40.0    40.0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463     38.6    38.6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76       6.3      6.3        

1,200  100.0  100.0    

q47_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3: 빈부격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549     45.8    45.8      

약간 심각하다 2 538     44.8    44.8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08     9.0      9.0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5         0.4      0.4        

1,200  100.0  100.0    

문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빈부격차

문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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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_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4: 실업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670     55.8    55.8      

약간 심각하다 2 462     38.5    38.5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64       5.3      5.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4         0.3      0.3        

1,200  100.0  100.0    

q47_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5: 지역 간 불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313     26.1    26.1      

약간 심각하다 2 614     51.2    51.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250     20.8    20.8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23       1.9      1.9        

1,200  100.0  100.0    

q47_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6: 종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11     9.3      9.3        

약간 심각하다 2 374     31.2    31.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625     52.1    52.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90       7.5      7.5        

1,200  100.0  100.0    

문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실업문제

문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 간 불균형

문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종교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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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_7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7: 이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82     15.2    15.2      

약간 심각하다 2 486     40.5    40.5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495     41.3    41.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37       3.1      3.1        

1,200  100.0  100.0    

q47_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8: 부정부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541     45.1    45.1      

약간 심각하다 2 506     42.2    42.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42     11.8    11.8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11       0.9      0.9        

1,200  100.0  100.0    

q48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19       1.6      1.6        

다소 만족 2 315     26.3    26.3      

다소 불만족 3 671     55.9    55.9      

매우 불만족 4 195     16.3    16.3      

1,200  100.0  100.0    

문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념갈등

문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정부패

문48)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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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자랑스럽다 1 295     24.6    24.6      

다소 자랑스럽다 2 697     58.1    58.1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3 183     15.3    15.3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4 25       2.1      2.1        

1,200  100.0  100.0    

q50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매우 비민주적) 1 7         0.6      0.6        

2점 2 7         0.6      0.6        

3점 3 23       1.9      1.9        

4점 4 54       4.5      4.5        

5점 (중간) 5 154     12.8    12.8      

6점 6 239     19.9    19.9      

7점 7 310     25.8    25.8      

8점 8 280     23.3    23.3      

9점 9 98       8.2      8.2        

10점 (매우 민주적) 10 28       2.3      2.3        

1,200  100.0  100.0    

q51 한반도 전쟁 가능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77       6.4      6.4        

약간 있다 2 509     42.4    42.4      

별로 없다 3 489     40.8    40.8      

전혀 없다 4 125     10.4    10.4      

1,200  100.0  100.0    

문49)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
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
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51)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50)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은 '매우 비민주
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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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3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관심이 있다 1 54       4.5      4.5        

다소 관심이 있다 2 385     32.1    32.1      

별로 관심이 없다 3 614     51.2    51.2      

전혀 관심이 없다 4 147     12.3    12.3      

1,200  100.0  100.0    

q54 정치적 성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진보적 1 33       2.8      2.8        

약간 진보적 2 263     21.9    21.9      

중도 3 596     49.7    49.7      

약간 보수적 4 266     22.2    22.2      

매우 보수적 5 42       3.5      3.5        

1,200  100.0  100.0    

q55 지지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새누리당 1 349     29.1    29.1      

민주통합당 2 178     14.8    14.8      

통합진보당 3 15       1.3      1.3        

진보정의당 4 6         0.5      0.5        

선진통일당 5 3         0.3      0.3        

지지정당 없음 6 649     54.1    54.1      

1,200  100.0  100.0    

문54)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
오.

문55)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문53)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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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6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151     12.6    12.6      

대체로 잘하고 있다 2 772     64.3    64.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 226     18.8    18.8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51       4.3      4.3        

1,200  100.0  100.0    

q60_1 다문화 관련 인식1: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09     17.4    17.4      

다소 찬성 2 575     47.9    47.9      

반반/ 그저 그렇다 3 351     29.3    29.3      

다소 반대 4 59       4.9      4.9        

매우 반대 5 6         0.5      0.5        

1,200  100.0  100.0    

q60_2 다문화 관련 인식2: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91       7.6      7.6        

다소 찬성 2 367     30.6    30.6      

반반/ 그저 그렇다 3 545     45.4    45.4      

다소 반대 4 169     14.1    14.1      

매우 반대 5 28       2.3      2.3        

1,200  100.0  100.0    

문6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문6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문56)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
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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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_3 다문화 관련 인식3: 북한도 하나의 국가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50     12.5    12.5      

다소 찬성 2 526     43.8    43.8      

반반/ 그저 그렇다 3 396     33.0    33.0      

다소 반대 4 86       7.2      7.2        

매우 반대 5 42       3.5      3.5        

1,200  100.0  100.0    

dq1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업/수산업/축산업 1 33       2.8      2.8        

자영업 2 308     25.7    25.7      

판매/서비스직 3 221     18.4    18.4      

기능/숙련공 4 73       6.1      6.1        

일반작업직 5 34       2.8      2.8        

사무/기술직 6 171     14.3    14.3      

경영/관리직 7 4         0.3      0.3        

전문/자유직 8 28       2.3      2.3        

가정주부 9 187     15.6    15.6      

학생 10 117     9.8      9.8        

무직 12 24       2.0      2.0        

1,200  100.0  100.0    

dq1_1 응답자 직업 (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수/축산업 1 33       2.8      2.8        

자영업 2 308     25.7    25.7      

블루칼라 3 328     27.3    27.3      

화이트칼라 4 203     16.9    16.9      

문6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D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D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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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5 187     15.6    15.6      

학생/무직/기타 6 141     11.8    11.8      

1,200  100.0  100.0    

dq2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333     27.8    27.8      

 기혼 2 841     70.1    70.1      

 이혼/별거 3 10       0.8      0.8        

 사별 4 16       1.3      1.3        

1,200  100.0  100.0    

dq3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32       2.7      2.7        

중학교 졸업 2 82       6.8      6.8        

고등학교 졸업 3 575     47.9    47.9      

대학 재학/ 대학 졸업 4 475     39.6    39.6      

대학원 재학 이상 5 27       2.3      2.3        

모름/ 무응답 99 9         0.8      0.8        

1,200  100.0  100.0    

dq3_1 응답자 학력 (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 이하 1 114     9.5      9.5        

고졸 2 575     47.9    47.9      

대재 이상 3 502     41.8    41.8      

모름/ 무응답 99 9         0.8      0.8        

1,200  100.0  100.0    

D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D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D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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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불교 1 262     21.8    21.8      

기독교 2 243     20.3    20.3      

천주교 3 72       6.0      6.0        

원불교 5 1         0.1      0.1        

여호와의 증인 6 1         0.1      0.1        

한국 SGI 7 1         0.1      0.1        

유교 8 1         0.1      0.1        

힌두교 9 1         0.1      0.1        

종교 없음 98 594     49.5    49.5      

모름/ 무응답 99 24       2.0      2.0        

1,200  100.0  100.0    

dq5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49만원 이하 1 5         0.4      0.4        

월 50-99만원 2 14       1.2      1.2        

월 100-149만원 3 47       3.9      3.9        

월 150-199만원 4 83       6.9      6.9        

월 200-249만원 5 109     9.1      9.1        

월 250-299만원 6 157     13.1    13.1      

월 300-349만원 7 231     19.3    19.3      

월 350-399만원 8 150     12.5    12.5      

월 400-499만원 9 192     16.0    16.0      

월 500-599만원 10 131     10.9    10.9      

월 600-699만원 11 35       2.9      2.9        

월 700만원 이상 12 42       3.5      3.5        

모름/ 무응답 99 4         0.3      0.3        

1,200  100.0  100.0    

D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D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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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5_1 월평균 가구소득 (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0만원 미만 1 149     12.4    12.4      

200-299만원 2 266     22.2    22.2      

300-399만원 3 381     31.8    31.8      

400만원 이상 4 400     33.3    33.3      

모름/ 무응답 99 4         0.3      0.3        

1,200  100.0  100.0    

dq6 가구 소득 계층 비교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간보다 훨씬 높다 1 13       1.1      1.1        

중간보다 약간 높다 2 86       7.2      7.2        

중간과 비슷하다 3 587     48.9    48.9      

중간보다 약간 낮다 4 405     33.8    33.8      

중간보다 훨씬 낮다 5 108     9.0      9.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dq7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의 상 1 6         0.5      0.5        

상의 하 2 25       2.1      2.1        

중의 상 3 268     22.3    22.3      

중의 하 4 604     50.3    50.3      

하의 상 5 223     18.6    18.6      

하의 하 6 73       6.1      6.1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D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D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
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D7)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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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8 부모세대와 생활 수준 비교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훨씬 좋아졌다 1 378     31.5    31.5      

약간 좋아졌다 2 497     41.4    41.4      

차이가 거의 없다 3 216     18.0    18.0      

약간 나빠졌다 4 66       5.5      5.5        

훨씬 나빠졌다 5 20       1.7      1.7        

잘 모르겠다 6 23       1.9      1.9        

1,200  100.0  100.0    

dq9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14     17.8    17.8      

부산 2 80       6.7      6.7        

대구 3 56       4.7      4.7        

인천 4 41       3.4      3.4        

광주 5 24       2.0      2.0        

대전 6 32       2.7      2.7        

울산 7 18       1.5      1.5        

경기도 8 169     14.1    14.1      

강원도 9 63       5.3      5.3        

충청북도 10 46       3.8      3.8        

충청남도 11 68       5.7      5.7        

전라북도 12 64       5.3      5.3        

전라남도 13 92       7.7      7.7        

경상북도 14 98       8.2      8.2        

경상남도 15 119     9.9      9.9        

제주도 16 13       1.1      1.1        

외국 18 3         0.3      0.3        

1,200  100.0  100.0    

D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
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D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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