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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4-0019
통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 2014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264        51.0       51.0          

여자 2 254        49.0       49.0          

518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4 57          11.0       11.0          

30대 5 130        25.1       25.1          

40대 6 133        25.7       25.7          

50대 7 79          15.3       15.3          

60대 이상 8 119        23.0       23.0          

518        100.0     100.0        

area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115        22.2       22.2          

부산 2 47          9.1         9.1            

대구 3 23          4.4         4.4            

인천 4 31          6.0         6.0            

광주 5 14          2.7         2.7            

대전 6 17          3.3         3.3            

울산 7 6            1.2         1.2            

경기 8 129        24.9       24.9          

강원 9 12          2.3         2.3            

충북 10 8            1.5         1.5            

충남 11 25          4.8         4.8            

전북 12 9            1.7         1.7            

전남 13 20          3.9         3.9            

경북 14 30          5.8         5.8            

경남 15 25          4.8         4.8            

제주 16 6            1.2         1.2            

기타 19 1            0.2         0.2            

51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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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 2014

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업체 경영주 1 2            0.4         0.4            

자영업주 2 36          6.9         6.9            

전문직 3 48          9.3         9.3            

관리직 4 11          2.1         2.1            

사무직 5 120        23.2       23.2          

서비스직 6 32          6.2         6.2            

기술/기능직 7 39          7.5         7.5            

판매직 8 4            0.8         0.8            

생산직 9 7            1.4         1.4            

농업/임업/어업/수산업/축산업 10 13          2.5         2.5            

군인/경찰 11 3            0.6         0.6            

학생 12 40          7.7         7.7            

전업주부 13 107        20.7       20.7          

무직/실업 14 35          6.8         6.8            

기타 15 21          4.1         4.1            

518        100.0     100.0        

inc_h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모름 0 38          7.3         7.3            

0-100만원 미만 1 41          7.9         7.9            

100-200만원 미만 2 85          16.4       16.4          

200-300만원 미만 3 101        19.5       19.5          

300-400만원 미만 4 98          18.9       18.9          

400-500만원 미만 5 67          12.9       12.9          

500-600만원 미만 6 35          6.8         6.8            

600-700만원 미만 7 20          3.9         3.9            

700-800만원 미만 8 17          3.3         3.3            

800만원 이상 9 16          3.1         3.1            

51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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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 2014

inc_i 월평균 개인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모름 0 47          9.1         9.1            

0-100만원 미만 1 138        26.6       26.6          

100-200만원 미만 2 138        26.6       26.6          

200-300만원 미만 3 95          18.3       18.3          

300-400만원 미만 4 56          10.8       10.8          

400-500만원 미만 5 25          4.8         4.8            

500-600만원 미만 6 11          2.1         2.1            

600-700만원 미만 7 3            0.6         0.6            

700-800만원 미만 8 3            0.6         0.6            

800만원 이상 9 2            0.4         0.4            

518        100.0     100.0        

q1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관심이 없다 1 5            1.0         1.0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2 100        19.3       19.3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다 3 310        59.8       59.8          

매우 관심이 있다 4 103        19.9       19.9          

518        100.0     100.0        

q2 북한이 남한에 대해 어떤 상대라고 생각하는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원대상이다 1 62          12.0       12.0          

협력대상이다 2 160        30.9       30.9          

경쟁대상이다 3 17          3.3         3.3            

경계대상이다 4 211        40.7       40.7          

적대대상이다 5 68          13.1       13.1          

518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문2. 귀하께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어떤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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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 2014

q3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한다 1 393        75.9       75.9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낫다 2 125        24.1       24.1          

518        100.0     100.0        

q4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는 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년 이내 1 61          11.8       15.5          

5~10년 이내 2 117        22.6       29.8          

10~20년 이내 3 133        25.7       33.8          

20~30년 이내 4 49          9.5         12.5          

30년 이후 5 33          6.4         8.4            

비해당 0 125        24.1       

518        100.0     100.0        

q5_1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1: 정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92        75.7       75.7          

그렇다 1 126        24.3       24.3          

518        100.0     100.0        

q5_2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2: 경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18        42.1       42.1          

그렇다 1 300        57.9       57.9          

518        100.0     100.0        

문3. 그렇다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4. 귀하께서는 통일이 언제쯤 이뤄지길 바라십니까?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1) 정치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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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사, 2014

q5_3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3: 문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43        46.9       46.9          

그렇다 1 275        53.1       53.1          

518        100.0     100.0        

q5_4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4: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89        94.4       94.4          

그렇다 1 29          5.6         5.6            

518        100.0     100.0        

q5_5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5: 방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67        90.2       90.2          

그렇다 1 51          9.8         9.8            

518        100.0     100.0        

q5_6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6: 군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55        87.8       87.8          

그렇다 1 63          12.2       12.2          

518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3) 문화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4) 종교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5) 방송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6)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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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7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7: 체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29        82.8       82.8          

그렇다 1 89          17.2       17.2          

518        100.0     100.0        

q5_8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8: 학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91        94.8       94.8          

그렇다 1 27          5.2         5.2            

518        100.0     100.0        

q5_9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9: 교류는 필요하지 않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01        96.7       96.7          

그렇다 1 17          3.3         3.3            

518        100.0     100.0        

q5_99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99: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14        99.2       99.2          

그렇다 1 4            0.8         0.8            

518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7) 체육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8) 학술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10) 교류는 필요하지 않다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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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et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 기타 내용

==> 데이터 참조

q6_1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1: 불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47        47.7       47.7          

그렇다 1 271        52.3       52.3          

518        100.0     100.0        

q6_2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2: 기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80        73.4       73.4          

그렇다 1 138        26.6       26.6          

518        100.0     100.0        

q6_3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3: 천주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49        67.4       67.4          

그렇다 1 169        32.6       32.6          

518        100.0     100.0        

q6_4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4: 원불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07        97.9       97.9          

그렇다 1 11          2.1         2.1            

518        100.0     100.0        

문5. 귀하께서는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 기타 내용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1) 불교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2) 기독교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3) 천주교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4) 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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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5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5: 유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95        95.6       95.6          

그렇다 1 23          4.4         4.4            

518        100.0     100.0        

q6_6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6: 천도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11        98.6       98.6          

그렇다 1 7            1.4         1.4            

518        100.0     100.0        

q6_7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7: 도움이 안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61        69.7       69.7          

그렇다 1 157        30.3       30.3          

518        100.0     100.0        

q6_99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99: 기타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09        98.3       98.3          

그렇다 1 9            1.7         1.7            

518        100.0     100.0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5) 유교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6) 천도교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8) 도움이 안된다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7) 기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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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et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종교: 기타 내용

==> 데이터 참조

q7 평소 생각한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재미없다 1 98          18.9       18.9          

공감하기 어렵다 2 100        19.3       19.3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 3 133        25.7       25.7          

딱딱하다 4 89          17.2       17.2          

방송시간대가 시청하기에 부적합하다 5 85          16.4       16.4          

기타 99 13          2.5         2.5            

518        100.0     100.0        

q7_et 평소 생각한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 기타 내용

==> 데이터 참조

q8 지난 한 달 내 KBS <남북의 창> 또는 MBC <통일전망대> 등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시청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65        51.2       51.2          

아니오 2 253        48.8       48.8          

518        100.0     100.0        

문6. 다음 중 어떤 종교가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최대 2개 선택)
: 기타 내용

문7. 귀하께서는 평소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문7. 귀하께서는 평소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기타 내용

문8. 지난 한 달 내 KBS <남북의 창> 또는 MBC <통일전망대> 등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시
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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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역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에 대한 한국사회의 합의된 의견 형성 1 57          11.0       11.0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 교류 2 53          10.2       10.2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한 반공의식 고취 3 21          4.1         4.1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4 214        41.3       41.3          

북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5 165        31.9       31.9          

정부의 대북정책 반영 6 6            1.2         1.2            

기타 99 2            0.4         0.4            

518        100.0     100.0        

q9_et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역할: 기타 내용

==> 데이터 참조

q1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30          5.8         5.8            

대체로 필요하지 않는 편이다 2 137        26.4       26.4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 3 297        57.3       57.3          

매우 필요하다 4 54          10.4       10.4          

518        100.0     100.0        

q11 케이블, IPTV, 위성 등을 통해 통일 관련 전문 TV방송채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생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33          6.4         6.4            

대체로 필요하지 않는 편이다 2 139        26.8       26.8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 3 300        57.9       57.9          

매우 필요하다 4 46          8.9         8.9            

518        100.0     100.0        

문9.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9.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타 내용

문10. 귀하께서는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YTN, 뉴스Y)에서 통일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1. 귀하께서는 많은 TV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 IPTV, 위성 등을 통해 통일 관련 전문
TV방송채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YTN, 뉴스Y)에서 통일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는 것
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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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1 통일에 관한 의견1: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0.6         0.6            

  : 2 14          2.7         2.7            

  : 3 45          8.7         8.7            

  : 4 207        40.0       40.0          

매우 그렇다 5 249        48.1       48.1          

518        100.0     100.0        

q12_2 통일에 관한 의견2: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호시설이나 민간단체가 있어서 다행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0 0.0

  : 2 19          3.7         3.7            

  : 3 107        20.7       20.7          

  : 4 265        51.2       51.2          

매우 그렇다 5 127        24.5       24.5          

518        100.0     100.0        

q12_3 통일에 관한 의견3: 시대가 변화해도 공산주의는 금지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3.9         3.9            

  : 2 47          9.1         9.1            

  : 3 80          15.4       15.4          

  : 4 139        26.8       26.8          

매우 그렇다 5 232        44.8       44.8          

518        100.0     100.0        

문12.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문12.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호시설이나 민간단체가 있어서 다행이다

문12.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시대가 변화해도 공산주의는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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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4 통일에 관한 의견4: 사상이 불온한 사람은 국가 요직에 등용되어서는 안 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2.9         2.9            

  : 2 35          6.8         6.8            

  : 3 69          13.3       13.3          

  : 4 137        26.4       26.4          

매우 그렇다 5 262        50.6       50.6          

518        100.0     100.0        

q12_5 통일에 관한 의견5: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나 목소리를 인정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6            1.2         1.2            

  : 2 22          4.2         4.2            

  : 3 82          15.8       15.8          

  : 4 238        45.9       45.9          

매우 그렇다 5 170        32.8       32.8          

518        100.0     100.0        

q12_6 통일에 관한 의견6: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은 국가가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2.7         2.7            

  : 2 42          8.1         8.1            

  : 3 80          15.4       15.4          

  : 4 183        35.3       35.3          

매우 그렇다 5 199        38.4       38.4          

518        100.0     100.0        

문12.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사상이 불온한 사람은 국가 요직에 등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12.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나 목소리를 인정해야 한다

문12.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은 국가가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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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7 통일에 관한 의견7: 북한에 이로워 보이는 정책이라 해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9          5.6         5.6            

  : 2 58          11.2       11.2          

  : 3 143        27.6       27.6          

  : 4 224        43.2       43.2          

매우 그렇다 5 64          12.4       12.4          

518        100.0     100.0        

q12_8 통일에 관한 의견8: 사상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6          6.9         6.9            

  : 2 75          14.5       14.5          

  : 3 107        20.7       20.7          

  : 4 175        33.8       33.8          

매우 그렇다 5 125        24.1       24.1          

518        100.0     100.0        

q13_1 통일이 필요한 이유1: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2.3         2.3            

  : 2 27          5.2         5.2            

  : 3 76          14.7       14.7          

  : 4 239        46.1       46.1          

매우 그렇다 5 164        31.7       31.7          

518        100.0     100.0        

문12.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북한에 이로워 보이는 정책이라 해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12. 귀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상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문13. 귀하께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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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2 통일이 필요한 이유2: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해소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7            1.4         1.4            

  : 2 19          3.7         3.7            

  : 3 46          8.9         8.9            

  : 4 204        39.4       39.4          

매우 그렇다 5 242        46.7       46.7          

518        100.0     100.0        

q13_3 통일이 필요한 이유3: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            1.0         1.0            

  : 2 17          3.3         3.3            

  : 3 74          14.3       14.3          

  : 4 164        31.7       31.7          

매우 그렇다 5 258        49.8       49.8          

518        100.0     100.0        

q13_4 통일이 필요한 이유4: 통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8            1.5         1.5            

  : 2 21          4.1         4.1            

  : 3 82          15.8       15.8          

  : 4 177        34.2       34.2          

매우 그렇다 5 230        44.4       44.4          

518        100.0     100.0        

문13. 귀하께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해소된다

문13. 귀하께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

문13. 귀하께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통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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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5 통일이 필요한 이유5: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남북관계가 조성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2.9         2.9            

  : 2 61          11.8       11.8          

  : 3 169        32.6       32.6          

  : 4 183        35.3       35.3          

매우 그렇다 5 90          17.4       17.4          

518        100.0     100.0        

q13_6 통일이 필요한 이유6: 북한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우리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4          6.6         6.6            

  : 2 95          18.3       18.3          

  : 3 204        39.4       39.4          

  : 4 139        26.8       26.8          

매우 그렇다 5 46          8.9         8.9            

518        100.0     100.0        

q13_7 통일이 필요한 이유7: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            0.6         0.6            

  : 2 26          5.0         5.0            

  : 3 88          17.0       17.0          

  : 4 231        44.6       44.6          

매우 그렇다 5 170        32.8       32.8          

518        100.0     100.0        

문13. 귀하께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남북관계가 조성된다

문13. 귀하께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북한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우리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문13. 귀하께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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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8 통일이 필요한 이유8: 군비 감소로 인해 복지혜택이 증가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2.1         2.1            

  : 2 35          6.8         6.8            

  : 3 84          16.2       16.2          

  : 4 201        38.8       38.8          

매우 그렇다 5 187        36.1       36.1          

518        100.0     100.0        

q14_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11          2.1         2.1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70          13.5       13.5          

보통이다 3 210        40.5       40.5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183        35.3       35.3          

매우 닮았다 5 44          8.5         8.5            

518        100.0     100.0        

q14_2 라이프 스타일2: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2            0.4         0.4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20          3.9         3.9            

보통이다 3 114        22.0       22.0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85        55.0       55.0          

매우 닮았다 5 97          18.7       18.7          

518        100.0     100.0        

문13. 귀하께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군비 감소로 인해 복지혜택이 증가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 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
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2)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이프 스타일1: 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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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3 라이프 스타일3: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4            0.8         0.8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27          5.2         5.2            

보통이다 3 127        24.5       24.5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66        51.4       51.4          

매우 닮았다 5 94          18.1       18.1          

518        100.0     100.0        

q14_4 라이프 스타일4: 그 사람은 겸손하고 소박함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4            0.8         0.8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18          3.5         3.5            

보통이다 3 133        25.7       25.7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46        47.5       47.5          

매우 닮았다 5 117        22.6       22.6          

518        100.0     100.0        

q14_5 라이프 스타일5: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5            1.0         1.0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22          4.2         4.2            

보통이다 3 95          18.3       18.3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37        45.8       45.8          

매우 닮았다 5 159        30.7       30.7          

518        100.0     100.0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3)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4) 그 사람은 겸손하고 소박함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5)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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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6 라이프 스타일6: 그 사람은 주변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6            1.2         1.2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35          6.8         6.8            

보통이다 3 161        31.1       31.1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30        44.4       44.4          

매우 닮았다 5 86          16.6       16.6          

518        100.0     100.0        

q14_7 라이프 스타일7: 그 사람은 주변에 재미있을 만한 모든 기회를 찾는 편이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13          2.5         2.5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89          17.2       17.2          

보통이다 3 192        37.1       37.1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167        32.2       32.2          

매우 닮았다 5 57          11.0       11.0          

518        100.0     100.0        

q14_8 라이프 스타일8: 그 사람은 주변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4            0.8         0.8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40          7.7         7.7            

보통이다 3 163        31.5       31.5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30        44.4       44.4          

매우 닮았다 5 81          15.6       15.6          

518        100.0     100.0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6) 그 사람은 주변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7) 그 사람은 주변에 재미있을 만한 모든 기회를 찾는 편이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8) 그 사람은 주변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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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5            1.0         1.0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40          7.7         7.7            

보통이다 3 123        23.7       23.7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12        40.9       40.9          

매우 닮았다 5 138        26.6       26.6          

518        100.0     100.0        

q14_1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37          7.1         7.1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137        26.4       26.4          

보통이다 3 182        35.1       35.1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122        23.6       23.6          

매우 닮았다 5 40          7.7         7.7            

518        100.0     100.0        

q14_11 라이프 스타일11: 그 사람은 말한 것을 꼭 지키려고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3            0.6         0.6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15          2.9         2.9            

보통이다 3 137        26.4       26.4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40        46.3       46.3          

매우 닮았다 5 123        23.7       23.7          

518        100.0     100.0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9) 그 사람은 정부가 모든 위협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0) 그 사람은 종교나 집안에 의해 내려오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1) 그 사람은 말한 것을 꼭 지키려고 한다

라이프 스타일9: 그 사람은 정부가 모든 위협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라이프 스타일10: 그 사람은 종교나 집안에 의해 내려오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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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12 라이프 스타일12: 그 사람은 모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40          7.7         7.7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151        29.2       29.2          

보통이다 3 203        39.2       39.2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105        20.3       20.3          

매우 닮았다 5 19          3.7         3.7            

518        100.0     100.0        

q14_13 라이프 스타일13: 그 사람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5            1.0         1.0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17          3.3         3.3            

보통이다 3 129        24.9       24.9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30        44.4       44.4          

매우 닮았다 5 137        26.4       26.4          

518        100.0     100.0        

q14_14 라이프 스타일14: 그 사람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5            1.0         1.0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44          8.5         8.5            

보통이다 3 174        33.6       33.6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27        43.8       43.8          

매우 닮았다 5 68          13.1       13.1          

518        100.0     100.0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2) 그 사람은 모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3) 그 사람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4) 그 사람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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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15 라이프 스타일15: 그 사람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6            1.2         1.2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27          5.2         5.2            

보통이다 3 139        26.8       26.8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48        47.9       47.9          

매우 닮았다 5 98          18.9       18.9          

518        100.0     100.0        

q14_16 라이프 스타일16: 그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16          3.1         3.1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53          10.2       10.2          

보통이다 3 206        39.8       39.8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186        35.9       35.9          

매우 닮았다 5 57          11.0       11.0          

518        100.0     100.0        

q14_17 라이프 스타일17: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길 원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11          2.1         2.1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53          10.2       10.2          

보통이다 3 163        31.5       31.5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23        43.1       43.1          

매우 닮았다 5 68          13.1       13.1          

518        100.0     100.0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5) 그 사람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6) 그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7)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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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18 라이프 스타일18: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성과를 알아주길 바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10          1.9         1.9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54          10.4       10.4          

보통이다 3 196        37.8       37.8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05        39.6       39.6          

매우 닮았다 5 53          10.2       10.2          

518        100.0     100.0        

q14_19 라이프 스타일19: 그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4            0.8         0.8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19          3.7         3.7            

보통이다 3 115        22.2       22.2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49        48.1       48.1          

매우 닮았다 5 131        25.3       25.3          

518        100.0     100.0        

q14_20 라이프 스타일20: 그 사람은 삶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닮지 않았다 1 2            0.4         0.4            

대체로 닮지 않았다 2 46          8.9         8.9            

보통이다 3 157        30.3       30.3          

대체로 닮은 편이다 4 226        43.6       43.6          

매우 닮았다 5 87          16.8       16.8          

518        100.0     100.0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9) 그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20) 그 사람은 삶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14. 다음은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과 귀하는 얼마나 닮아있
습니까?
18)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성과를 알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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