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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03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45       20.4      20.4      

부산 2 85        7.1        7.1        

대구 3 59        4.9        4.9        

인천 4 69        5.7        5.7        

광주 5 34        2.8        2.8        

대전 6 35        2.9        2.9        

울산 7 27        2.3        2.3        

경기 8 287       23.9      23.9      

강원 9 36        3.0        3.0        

충북 10 36        3.0        3.0        

충남(세종 포함) 11 50        4.2        4.2        

전북 12 42        3.5        3.5        

전남 13 42        3.5        3.5        

경북 14 62        5.2        5.2        

경남 15 77        6.4        6.4        

제주 16 14        1.1        1.1        

1,200    100.0    100.0    

dem04 조사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1 554       46.2      46.2      

중 · 소도시 2 580       48.3      48.3      

읍/면 3 66        5.5        5.5        

1,200    100.0    100.0    

dem0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607       50.6      50.6      

여자 2 593       49.4      49.4      

1,200    100.0    100.0    

1



A1-2015-0094
통일의식조사, 2015

dem14_0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 19 세 19 17        1.4        1.4        

만 20 세 20 18        1.5        1.5        

만 21 세 21 9          0.8        0.8        

만 22 세 22 16        1.4        1.4        

만 23 세 23 17        1.4        1.4        

만 24 세 24 29        2.4        2.4        

만 25 세 25 26        2.2        2.2        

만 26 세 26 21        1.8        1.8        

만 27 세 27 18        1.5        1.5        

만 28 세 28 24        2.0        2.0        

만 29 세 29 31        2.5        2.5        

만 30 세 30 28        2.3        2.3        

만 31 세 31 19        1.5        1.5        

만 32 세 32 16        1.4        1.4        

만 33 세 33 25        2.1        2.1        

만 34 세 34 20        1.7        1.7        

만 35 세 35 20        1.7        1.7        

만 36 세 36 23        1.9        1.9        

만 37 세 37 21        1.8        1.8        

만 38 세 38 42        3.5        3.5        

만 39 세 39 25        2.1        2.1        

만 40 세 40 22        1.8        1.8        

만 41 세 41 20        1.7        1.7        

만 42 세 42 28        2.4        2.4        

만 43 세 43 20        1.7        1.7        

만 44 세 44 32        2.7        2.7        

만 45 세 45 29        2.4        2.4        

만 46 세 46 31        2.6        2.6        

만 47 세 47 24        2.0        2.0        

만 48 세 48 39        3.2        3.2        

만 49 세 49 29        2.4        2.4        

만 50 세 50 36        3.0        3.0        

SQ 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
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__세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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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1 세 51 19        1.6        1.6        

만 52 세 52 38        3.1        3.1        

만 53 세 53 20        1.7        1.7        

만 54 세 54 25        2.1        2.1        

만 55 세 55 29        2.4        2.4        

만 56 세 56 28        2.3        2.3        

만 57 세 57 24        2.0        2.0        

만 58 세 58 15        1.3        1.3        

만 59 세 59 20        1.7        1.7        

만 60 세 60 27        2.2        2.2        

만 61 세 61 25        2.1        2.1        

만 62 세 62 19        1.5        1.5        

만 63 세 63 14        1.2        1.2        

만 64 세 64 19        1.6        1.6        

만 65 세 65 9          0.8        0.8        

만 66 세 66 8          0.7        0.7        

만 67 세 67 11        0.9        0.9        

만 68 세 68 11        0.9        0.9        

만 69 세 69 7          0.6        0.6        

만 70 세 70 8          0.6        0.6        

만 71 세 71 5          0.4        0.4        

만 72 세 72 18        1.5        1.5        

만 73 세 73 11        0.9        0.9        

만 74 세 74 14        1.2        1.2        

1,200    100.0    100.0    

dem14_01r 응답자 연령(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29세 1 227       18.9      18.9      

30대 2 238       19.9      19.9      

40대 3 275       22.9      22.9      

50대 4 254       21.2      21.2      

60대  이상 5 206       17.2      17.2      

1,200    100.0    100.0    

SQ 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
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__세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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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응답자 출생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41년 1941 14        1.2        1.2        

1942년 1942 11        0.9        0.9        

1943년 1943 18        1.5        1.5        

1944년 1944 5          0.4        0.4        

1945년 1945 8          0.6        0.6        

1946년 1946 7          0.6        0.6        

1947년 1947 11        0.9        0.9        

1948년 1948 11        0.9        0.9        

1949년 1949 8          0.7        0.7        

1950년 1950 9          0.8        0.8        

1951년 1951 19        1.6        1.6        

1952년 1952 14        1.2        1.2        

1953년 1953 19        1.5        1.5        

1954년 1954 25        2.1        2.1        

1955년 1955 27        2.2        2.2        

1956년 1956 20        1.7        1.7        

1957년 1957 15        1.3        1.3        

1958년 1958 24        2.0        2.0        

1959년 1959 28        2.3        2.3        

1960년 1960 29        2.4        2.4        

1961년 1961 25        2.1        2.1        

1962년 1962 20        1.7        1.7        

1963년 1963 38        3.1        3.1        

1964년 1964 19        1.6        1.6        

1965년 1965 36        3.0        3.0        

1966년 1966 29        2.4        2.4        

1967년 1967 39        3.2        3.2        

1968년 1968 24        2.0        2.0        

1969년 1969 31        2.6        2.6        

1970년 1970 29        2.4        2.4        

1971년 1971 32        2.7        2.7        

1972년 1972 20        1.7        1.7        

1973년 1973 28        2.4        2.4        

1974년 1974 20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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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975 22        1.8        1.8        

1976년 1976 25        2.1        2.1        

1977년 1977 42        3.5        3.5        

1978년 1978 21        1.8        1.8        

1979년 1979 23        1.9        1.9        

1980년 1980 20        1.7        1.7        

1981년 1981 20        1.7        1.7        

1982년 1982 25        2.1        2.1        

1983년 1983 16        1.4        1.4        

1984년 1984 19        1.5        1.5        

1985년 1985 28        2.3        2.3        

1986년 1986 31        2.5        2.5        

1987년 1987 24        2.0        2.0        

1988년 1988 18        1.5        1.5        

1989년 1989 21        1.8        1.8        

1990년 1990 26        2.2        2.2        

1991년 1991 29        2.4        2.4        

1992년 1992 17        1.4        1.4        

1993년 1993 16        1.4        1.4        

1994년 1994 9          0.8        0.8        

1995년 1995 18        1.5        1.5        

1996년 1996 17        1.4        1.4        

1,200    100.0    100.0    

uni0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47       20.6      20.6      

약간 필요하다 2 365       30.4      30.4      

반반/ 그저 그렇다 3 291       24.2      24.2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224       18.7      18.7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73        6.1        6.1        

1,200    100.0    100.0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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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
이 좋다

1 141       11.7      11.7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
다

2 690       57.5      57.5      

현재대로가 좋다 3 262       21.8      21.8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 107       9.0        9.0        

1,200    100.0    100.0    

uni0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전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년 이내 1 42        3.5        3.5        

10년 이내 2 213       17.8      17.8      

20년 이내 3 306       25.5      25.5      

30년 이내 4 167       13.9      13.9      

30년 이상 5 235       19.6      19.6      

불가능 하다 6 236       19.7      19.7      

1,200    100.0    100.0    

uni04_0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1: 인도적 대북지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48       12.3      12.3      

다소 도움이 된다 2 455       37.9      37.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44       37.0      37.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53       12.8      12.8      

1,200    100.0    100.0    

문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문 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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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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4_0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2: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88       15.6      15.6      

다소 도움이 된다 2 558       46.5      46.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366       30.5      30.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89        7.4        7.4        

1,200    100.0    100.0    

uni04_0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3: 남북한 경제협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76       14.6      14.6      

다소 도움이 된다 2 610       50.8      50.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316       26.3      26.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98        8.2        8.2        

1,200    100.0    100.0    

uni04_0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4: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249       20.8      20.8      

다소 도움이 된다 2 608       50.6      50.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287       23.9      23.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56        4.7        4.7        

1,200    100.0    100.0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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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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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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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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5_01 대북 사안별 시급성1: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194       16.2      16.2      

다소 시급하다 2 649       54.1      54.1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313       26.1      26.1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4        3.7        3.7        

1,200    100.0    100.0    

uni05_02 대북 사안별 시급성2: 북한의 개방과 개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407       33.9      33.9      

다소 시급하다 2 528       44.0      44.0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25       18.7      18.7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0        3.4        3.4        

1,200    100.0    100.0    

uni05_03 대북 사안별 시급성3: 군사적 긴장 해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405       33.8      33.8      

다소 시급하다 2 559       46.5      46.5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195       16.2      16.2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2        3.5        3.5        

1,200    100.0    100.0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군사적 긴장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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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5_04 대북 사안별 시급성4: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58        4.8        4.8        

다소 시급하다 2 187       15.6      15.6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577       48.1      48.1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76       31.4      31.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05_05 대북 사안별 시급성5: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296       24.7      24.7      

다소 시급하다 2 577       48.1      48.1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303       25.3      25.3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23        1.9        1.9        

1,200    100.0    100.0    

uni05_06 대북 사안별 시급성6: 북한의 인권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71       30.9      30.9      

다소 시급하다 2 592       49.3      49.3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11       17.6      17.6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26        2.1        2.1        

1,200    100.0    100.0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인권 개선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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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같은 민족이니까 1 488       40.7      40.7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2 147       12.3      12.3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3 315       26.2      26.2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4 75        6.2        6.2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5 168       14.0      14.0      

기타 6 2          0.2        0.2        

무역 및 경제교류에 도움이 된다 7 3          0.2        0.2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uni0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 158       13.1      13.1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 531       44.2      44.2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420       35.0      35.0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92        7.6        7.6        

1,200    100.0    100.0    

uni0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 45        3.8        3.8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 290       24.2      24.2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632       52.7      52.7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232       19.3      19.3      

1,200    100.0    100.0    

문 6)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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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9_0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1: 빈부격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21        1.8        1.8        

약간 개선 2 216       18.0      18.0      

차이 없음 3 205       17.0      17.0      

약간 악화 4 470       39.1      39.1      

크게 악화 5 288       24.0      24.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09_0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2: 부동산투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41        3.5        3.5        

약간 개선 2 238       19.9      19.9      

차이 없음 3 299       24.9      24.9      

약간 악화 4 392       32.6      32.6      

크게 악화 5 230       19.1      19.1      

1,200    100.0    100.0    

uni09_0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3: 실업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73        6.0        6.0        

약간 개선 2 311       25.9      25.9      

차이 없음 3 243       20.2      20.2      

약간 악화 4 358       29.9      29.9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빈부격차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실업문제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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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악화 5 214       17.8      17.8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09_0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4: 범죄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27        2.2        2.2        

약간 개선 2 100       8.3        8.3        

차이 없음 3 318       26.5      26.5      

약간 악화 4 491       40.9      40.9      

크게 악화 5 264       22.0      22.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09_0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5: 지역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21        1.8        1.8        

약간 개선 2 131       10.9      10.9      

차이 없음 3 274       22.8      22.8      

약간 악화 4 473       39.4      39.4      

크게 악화 5 299       24.9      24.9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09_0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6: 이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34        2.9        2.9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념갈등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갈등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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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개선 2 124       10.4      10.4      

차이 없음 3 228       19.0      19.0      

약간 악화 4 433       36.0      36.0      

크게 악화 5 380       31.7      31.7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1 276       23.0      23.0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
다

2 349       29.1      29.1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576       48.0      48.0      

1,200    100.0    100.0    

uni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1 459       38.2      38.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
다

2 399       33.3      33.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342       28.5      28.5      

1,200    100.0    100.0    

uni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1 577       48.1      48.1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2 402       33.5      33.5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3 163       13.6      13.6      

통일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4 58        4.8        4.8        

1,200    100.0    100.0    

문 12)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1)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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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3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공감한다 1 72        6.0        6.0        

약간 공감한다 2 365       30.4      30.4      

보통이다 3 441       36.8      36.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264       22.0      22.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57        4.8        4.8        

1,200    100.0    100.0    

nk0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1 208       17.3      17.3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2 422       35.2      35.2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3 95        7.9        7.9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4 277       23.1      23.1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5 198       16.5      16.5      

1,200    100.0    100.0    

nk03_03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가능하다 1 24        2.0        2.0        

어느 정도 가능하다 2 321       26.8      26.8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3 640       53.3      53.3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4 215       17.9      17.9      

1,200    100.0    100.0    

문 15)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
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
다' 중에서 말씀해 주심시오.

문 14)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3) ○○님은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매우 공감한다', '대
체로 공감한다', '보통이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중에서 말씀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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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4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26        2.2        2.2        

다소 원한다 2 281       23.4      23.4      

별로 원하지 않는다 3 573       47.8      47.8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319       26.6      26.6      

1,200    100.0    100.0    

nk13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25        2.1        2.1        

대체로 동의한다 2 148       12.3      12.3      

그저 그렇다 3 308       25.7      25.7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488       40.7      40.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231       19.2      19.2      

1,200    100.0    100.0    

nk05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변하고 있다 1 49        4.1        4.1        

약간 변하고 있다 2 409       34.1      34.1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 546       45.5      45.5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4 195       16.3      16.3      

모름/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18)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
하지 않고 있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16)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17) ○○님은'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
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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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6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171       14.2      14.2      

약간 있다 2 675       56.3      56.3      

별로 없다 3 317       26.4      26.4      

전혀 없다 4 37        3.1        3.1        

1,200    100.0    100.0    

nk07_01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1: 선군정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67        5.6        5.6        

조금 안다 2 300       25.0      25.0      

들어본 적 있다 3 444       37.0      37.0      

전혀 모른다 4 389       32.4      32.4      

1,200    100.0    100.0    

nk07_02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2: 주체사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132       11.0      11.0      

조금 안다 2 388       32.4      32.4      

들어본 적 있다 3 450       37.5      37.5      

전혀 모른다 4 228       19.0      19.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
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체사상

문 19)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
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선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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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7_03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3: 천리마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136       11.3      11.3      

조금 안다 2 283       23.6      23.6      

들어본 적 있다 3 510       42.5      42.5      

전혀 모른다 4 271       22.6      22.6      

1,200    100.0    100.0    

nk07_04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4: 고난의 행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88        7.4        7.4        

조금 안다 2 285       23.7      23.7      

들어본 적 있다 3 443       36.9      36.9      

전혀 모른다 4 384       32.0      32.0      

1,200    100.0    100.0    

nk07_06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5: 장마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59        4.9        4.9        

조금 안다 2 224       18.6      18.6      

들어본 적 있다 3 386       32.1      32.1      

전혀 모른다 4 529       44.1      44.1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
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마당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
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고난의 행군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
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천리마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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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7_07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6: 아리랑 축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40        3.3        3.3        

조금 안다 2 271       22.6      22.6      

들어본 적 있다 3 507       42.3      42.3      

전혀 모른다 4 382       31.8      31.8      

1,200    100.0    100.0    

nk08_01 북한 관련 경험 유무1: 북한, 금강산, 개성공단 등 방문해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45        3.7        3.7        

없다 2 1,155    96.3      96.3      

1,200    100.0    100.0    

nk08_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2: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21       18.4      18.4      

없다 2 979       81.6      81.6      

1,200    100.0    100.0    

nk08_03 북한 관련 경험 유무3: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78       23.2      23.2      

문 21)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

문 21)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문 21)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
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아리랑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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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 922       76.8      76.8      

1,200    100.0    100.0    

nk08_04 북한 관련 경험 유무4: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7          0.6        0.6        

없다 2 1,193    99.4      99.4      

1,200    100.0    100.0    

nk09_0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1: 선거방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740       61.7      61.7      

다소 있다 2 380       31.6      31.6      

별로 없다 3 64        5.4        5.4        

전혀 없다 4 16        1.4        1.4        

1,200    100.0    100.0    

nk09_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2: 생활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803       66.9      66.9      

다소 있다 2 331       27.6      27.6      

별로 없다 3 56        4.7        4.7        

전혀 없다 4 10        0.8        0.8        

1,200    100.0    100.0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
오.
㉯ 생활수준

문 21)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
오.
㉮ 선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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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9_0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3: 역사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486       40.5      40.5      

다소 있다 2 482       40.2      40.2      

별로 없다 3 201       16.8      16.8      

전혀 없다 4 29        2.4        2.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nk09_0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4: 언어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370       30.8      30.8      

다소 있다 2 641       53.4      53.4      

별로 없다 3 164       13.7      13.7      

전혀 없다 4 25        2.1        2.1        

1,200    100.0    100.0    

nk09_0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5: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407       33.9      33.9      

다소 있다 2 578       48.2      48.2      

별로 없다 3 200       16.7      16.7      

전혀 없다 4 15        1.2        1.2        

1,200    100.0    100.0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
오.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
오.
㉱ 언어사용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
오.
㉰ 역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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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9_07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6: 가치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671       55.9      55.9      

다소 있다 2 422       35.1      35.1      

별로 없다 3 92        7.7        7.7        

전혀 없다 4 14        1.2        1.2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nk10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위협을 느낀다 1 347       28.9      28.9      

다소 위협을 느낀다 2 661       55.1      55.1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3 182       15.2      15.2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10        0.8        0.8        

1,200    100.0    100.0    

nk11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538       44.8      44.8      

다소 동의한다 2 498       41.5      41.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120       10.0      10.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29        2.4        2.4        

잘 모름 5 16        1.3        1.3        

1,200    100.0    100.0    

문 24) ○○님은“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3)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
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
오.
㉳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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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10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 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1 197       16.4      16.4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2 378       31.5      31.5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3 219       18.2      18.2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4 246       20.5      20.5      

평화협정 체결 5 160       13.3      13.3      

1,200    100.0    100.0    

nkp01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82        6.8        6.8        

약간 도움이 된다 2 481       40.1      40.1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95       41.2      41.2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43       11.9      11.9      

1,200    100.0    100.0    

nkp0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86        7.1        7.1        

약간 도움이 된다 2 634       52.9      52.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13       34.4      34.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67        5.6        5.6        

1,200    100.0    100.0    

문 26)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
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7) ○○님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
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5) ○○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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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3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40        3.4        3.4        

다소 만족 2 564       47.0      47.0      

다소 불만족 3 501       41.8      41.8      

매우 불만족 4 94        7.8        7.8        

1,200    100.0    100.0    

nkp06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107       8.9        8.9        

다소 동의한다 2 629       52.4      52.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323       26.9      26.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41        3.4        3.4        

잘 모름 5 100       8.3        8.3        

1,200    100.0    100.0    

nkp07_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1: 희생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유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88        7.4        7.4        

다소 찬성 2 509       42.4      42.4      

반반/ 그저 그렇다 3 365       30.4      30.4      

다소 반대 4 202       16.9      16.9      

매우 반대 5 35        3.0        3.0        

1,200    100.0    100.0    

문 29) ○○님은“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
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문 28)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
매우 만족','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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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7_0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2: 금강산 관광 재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80       15.0      15.0      

다소 찬성 2 480       40.0      40.0      

반반/ 그저 그렇다 3 375       31.2      31.2      

다소 반대 4 136       11.3      11.3      

매우 반대 5 29        2.4        2.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nkp07_0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3: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지원 금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68       14.0      14.0      

다소 찬성 2 447       37.2      37.2      

반반/ 그저 그렇다 3 369       30.7      30.7      

다소 반대 4 183       15.3      15.3      

매우 반대 5 33        2.8        2.8        

1,200    100.0    100.0    

nkp07_0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4: 대북삐라 살포 금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86       15.5      15.5      

다소 찬성 2 362       30.1      30.1      

반반/ 그저 그렇다 3 392       32.6      32.6      

다소 반대 4 218       18.1      18.1      

매우 반대 5 43        3.6        3.6        

1,200    100.0    100.0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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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7_08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5: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의 지속적 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39       19.9      19.9      

다소 찬성 2 502       41.8      41.8      

반반/ 그저 그렇다 3 355       29.6      29.6      

다소 반대 4 95        7.9        7.9        

매우 반대 5 8          0.7        0.7        

1,200    100.0    100.0    

nkp07_1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6: 한국도 핵무기 보유 필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35       19.6      19.6      

다소 찬성 2 434       36.2      36.2      

반반/ 그저 그렇다 3 321       26.8      26.8      

다소 반대 4 154       12.8      12.8      

매우 반대 5 56        4.7        4.7        

1,200    100.0    100.0    

nkp07_1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7: 5.24조치는 해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66        5.5        5.5        

다소 찬성 2 268       22.3      22.3      

반반/ 그저 그렇다 3 677       56.4      56.4      

다소 반대 4 147       12.2      12.2      

매우 반대 5 37        3.1        3.1        

모름/ 무응답 99 5          0.4        0.4        

1,200    100.0    100.0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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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9_0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1: 북한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601       50.1      50.1      

조금 크다 2 449       37.4      37.4      

중간 3 119       9.9        9.9        

별로 크지 않다 4 29        2.5        2.5        

거의 없다 5 2          0.1        0.1        

1,200    100.0    100.0    

nkp09_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2: 한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106       8.8        8.8        

조금 크다 2 504       42.0      42.0      

중간 3 412       34.3      34.3      

별로 크지 않다 4 148       12.3      12.3      

거의 없다 5 30        2.5        2.5        

1,200    100.0    100.0    

nkp09_0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3: 미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170       14.2      14.2      

조금 크다 2 395       32.9      32.9      

중간 3 480       40.0      40.0      

별로 크지 않다 4 128       10.7      10.7      

거의 없다 5 26        2.2        2.2        

1,200    100.0    100.0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의 책임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의 책임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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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9_0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4: 중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170       14.2      14.2      

조금 크다 2 443       36.9      36.9      

중간 3 429       35.8      35.8      

별로 크지 않다 4 140       11.6      11.6      

거의 없다 5 17        1.5        1.5        

1,200    100.0    100.0    

nkp09_0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5: 일본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98        8.2        8.2        

조금 크다 2 298       24.8      24.8      

중간 3 573       47.8      47.8      

별로 크지 않다 4 189       15.8      15.8      

거의 없다 5 42        3.5        3.5        

1,200    100.0    100.0    

int01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1 58        4.8        4.8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2 493       41.1      41.1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 587       49.0      49.0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60        5.0        5.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
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
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의 책임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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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2_0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1: 동네 이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17        1.4        1.4        

다소 꺼림 2 127       10.6      10.6      

반반/ 그저 그렇다 3 426       35.5      35.5      

별로 꺼리지 않음 4 449       37.5      37.5      

전혀 꺼리지 않음 5 181       15.1      15.1      

1,200    100.0    100.0    

int02_0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2: 직장 동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31        2.6        2.6        

다소 꺼림 2 148       12.4      12.4      

반반/ 그저 그렇다 3 421       35.1      35.1      

별로 꺼리지 않음 4 455       38.0      38.0      

전혀 꺼리지 않음 5 143       12.0      12.0      

1,200    100.0    100.0    

int02_0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3: 사업 동업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95        7.9        7.9        

다소 꺼림 2 380       31.7      31.7      

반반/ 그저 그렇다 3 394       32.8      32.8      

별로 꺼리지 않음 4 261       21.8      21.8      

전혀 꺼리지 않음 5 70        5.8        5.8        

1,200    100.0    100.0    

문 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
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업 동업자

문 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
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직장 동료

문 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
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동네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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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2_0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4: 결혼상대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05       17.1      17.1      

다소 꺼림 2 343       28.6      28.6      

반반/ 그저 그렇다 3 387       32.3      32.3      

별로 꺼리지 않음 4 196       16.3      16.3      

전혀 꺼리지 않음 5 68        5.7        5.7        

1,200    100.0    100.0    

int03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1 493       41.1      41.1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582       48.5      48.5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 125       10.4      10.4      

1,200    100.0    100.0    

int04_0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1: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102       8.5        8.5        

다소 동의함 2 633       52.8      52.8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392       32.7      32.7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72        6.0        6.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
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결혼상대자

문 34)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문 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
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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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4_0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2: 탈북자(새터민)들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122       10.2      10.2      

다소 동의함 2 485       40.4      40.4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497       41.4      41.4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96        8.0        8.0        

1,200    100.0    100.0    

int04_0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3: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64        5.3        5.3        

다소 동의함 2 353       29.5      29.5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605       50.4      50.4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177       14.7      14.7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int04_0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4: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180       15.0      15.0      

다소 동의함 2 671       55.9      55.9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298       24.8      24.8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50        4.2        4.2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
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
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
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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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5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1 939       78.3      78.3      

일본 2 47        3.9        3.9        

북한 3 97        8.1        8.1        

중국 4 106       8.9        8.9        

러시아 5 11        0.9        0.9        

1,200    100.0    100.0    

int06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1 56        4.7        4.7        

일본 2 193       16.1      16.1      

북한 3 657       54.7      54.7      

중국 4 279       23.3      23.3      

러시아 5 15        1.2        1.2        

1,200    100.0    100.0    

int07 북ᆞ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북한 팀 1 624       52.0      52.0      

미국 팀 2 150       12.5      12.5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3 185       15.4      15.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4 241       20.1      20.1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38)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
까?

문 37)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
각하십니까?

문 36)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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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8_0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927       77.3      77.3      

경쟁 대상 2 183       15.3      15.3      

경계 대상 3 83        7.0        7.0        

적대 대상 4 6          0.5        0.5        

1,200    100.0    100.0    

int08_0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407       33.9      33.9      

경쟁 대상 2 479       39.9      39.9      

경계 대상 3 290       24.1      24.1      

적대 대상 4 24        2.0        2.0        

1,200    100.0    100.0    

int08_0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147       12.3      12.3      

경쟁 대상 2 423       35.3      35.3      

경계 대상 3 487       40.6      40.6      

적대 대상 4 143       11.9      11.9      

1,200    100.0    100.0    

문 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문 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문 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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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8_0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255       21.3      21.3      

경쟁 대상 2 479       39.9      39.9      

경계 대상 3 424       35.3      35.3      

적대 대상 4 41        3.4        3.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int09_01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846       70.5      70.5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59        4.9        4.9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271       22.6      22.6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24        2.0        2.0        

1,200    100.0    100.0    

int09_02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70        5.8        5.8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555       46.2      46.2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521       43.4      43.4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54        4.5        4.5        

1,200    100.0    100.0    

문 4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문 4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문 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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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9_03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93        7.7        7.7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110       9.1        9.1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860       71.6      71.6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138       11.5      11.5      

1,200    100.0    100.0    

int09_04 한반도 전쟁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39        3.2        3.2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285       23.7      23.7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710       59.2      59.2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166       13.9      13.9      

1,200    100.0    100.0    

int10_0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47       12.2      12.2      

원하는 편이다 2 430       35.8      35.8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485       40.4      40.4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138       11.5      11.5      

1,200    100.0    100.0    

문 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문 4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문 4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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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0_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53        4.4        4.4        

원하는 편이다 2 215       17.9      17.9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03       58.6      58.6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228       19.0      19.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int10_0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20        1.6        1.6        

원하는 편이다 2 148       12.3      12.3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09       59.1      59.1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322       26.8      26.8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int10_0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9        1.5        1.5        

원하는 편이다 2 185       15.4      15.4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87       65.6      65.6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207       17.3      17.3      

모름/ 무응답 99 3          0.2        0.2        

1,200    100.0    100.0    

문 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문 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문 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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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2_0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536       44.7      44.7      

필요한 편이다 2 551       45.9      45.9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97        8.1        8.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6        1.3        1.3        

1,200    100.0    100.0    

int12_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69       30.7      30.7      

필요한 편이다 2 615       51.3      51.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189       15.7      1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7        2.2        2.2        

1,200    100.0    100.0    

int12_0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57       13.1      13.1      

필요한 편이다 2 567       47.3      47.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376       31.3      31.3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00       8.3        8.3        

1,200    100.0    100.0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필요하지 않
은 편이다','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필요하지 않
은 편이다','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필요하지 않
은 편이다','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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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2_0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68       14.0      14.0      

필요한 편이다 2 617       51.4      51.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343       28.6      28.6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73        6.0        6.0        

1,200    100.0    100.0    

int13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중 중요한 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북 간 협력 1 394       32.9      32.9      

한미 간 협력 2 295       24.6      24.6      

한중 간 협력 3 79        6.6        6.6        

모두 중요하다 4 432       36.0      36.0      

1,200    100.0    100.0    

sk02_0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1: 4.1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50       12.5      12.5      

대체로 긍정적 2 535       44.6      44.6      

대체로 부정적 3 216       18.0      18.0      

매우 부정적 4 142       11.8      11.8      

잘 모름 5 158       13.2      13.2      

1,200    100.0    100.0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대체로 긍정적','대체로 부정적','매우 부정적'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19

문 43)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
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필요하지 않
은 편이다','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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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2_0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2: 5.1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92        7.7        7.7        

대체로 긍정적 2 376       31.4      31.4      

대체로 부정적 3 368       30.6      30.6      

매우 부정적 4 200       16.7      16.7      

잘 모름 5 164       13.7      13.7      

1,200    100.0    100.0    

sk02_03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3: 10월유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67        5.6        5.6        

대체로 긍정적 2 265       22.1      22.1      

대체로 부정적 3 426       35.5      35.5      

매우 부정적 4 255       21.3      21.3      

잘 모름 5 187       15.6      15.6      

1,200    100.0    100.0    

sk02_04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 광주민주화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70       14.2      14.2      

대체로 긍정적 2 423       35.2      35.2      

대체로 부정적 3 288       24.0      24.0      

매우 부정적 4 231       19.2      19.2      

잘 모름 5 88        7.3        7.3        

1,200    100.0    100.0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대체로 긍정적','대체로 부정적','매우 부정적'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광주민주화운동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대체로 긍정적','대체로 부정적','매우 부정적'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16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대체로 긍정적','대체로 부정적','매우 부정적'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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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2_05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5: 6월 항쟁(1987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27       10.6      10.6      

대체로 긍정적 2 418       34.9      34.9      

대체로 부정적 3 345       28.8      28.8      

매우 부정적 4 116       9.6        9.6        

잘 모름 5 194       16.2      16.2      

1,200    100.0    100.0    

sk02_08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6: 남북 정상회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67       13.9      13.9      

대체로 긍정적 2 607       50.6      50.6      

대체로 부정적 3 267       22.2      22.2      

매우 부정적 4 88        7.4        7.4        

잘 모름 5 70        5.9        5.9        

1,200    100.0    100.0    

sk05_0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1: 환경파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482       40.2      40.2      

약간 심각하다 2 583       48.6      48.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27       10.5      10.5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8          0.7        0.7        

1,200    100.0    100.0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
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파괴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대체로 긍정적','대체로 부정적','매우 부정적'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정상회담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대체로 긍정적','대체로 부정적','매우 부정적'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월 항쟁(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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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5_09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91       15.9      15.9      

약간 심각하다 2 416       34.6      34.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520       43.3      43.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74        6.2        6.2        

1,200    100.0    100.0    

sk05_0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3: 빈부격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454       37.8      37.8      

약간 심각하다 2 627       52.2      52.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11       9.3        9.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8          0.6        0.6        

1,200    100.0    100.0    

sk05_0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4: 실업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587       48.9      48.9      

약간 심각하다 2 523       43.6      43.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80        6.6        6.6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10        0.9        0.9        

1,200    100.0    100.0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
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빈부격차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
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실업문제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
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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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5_0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5: 지역 간 불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263       21.9      21.9      

약간 심각하다 2 570       47.5      47.5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340       28.3      28.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27        2.2        2.2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05_1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6: 복지정책 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244       20.4      20.4      

약간 심각하다 2 567       47.3      47.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344       28.7      28.7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43        3.6        3.6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05_0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7: 이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206       17.1      17.1      

약간 심각하다 2 526       43.8      43.8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410       34.2      34.2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58        4.9        4.9        

1,200    100.0    100.0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
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 갈등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
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념갈등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
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 간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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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5_1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8: 부정부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468       39.0      39.0      

약간 심각하다 2 598       49.8      49.8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23       10.3      10.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11        0.9        0.9        

1,200    100.0    100.0    

sk09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13        1.1        1.1        

다소 만족 2 310       25.9      25.9      

다소 불만족 3 651       54.2      54.2      

매우 불만족 4 226       18.8      18.8      

1,200    100.0    100.0    

sk10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자랑스럽다 1 184       15.3      15.3      

다소 자랑스럽다 2 662       55.2      55.2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3 328       27.4      27.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4 26        2.2        2.2        

1,200    100.0    100.0    

문 47)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
지 않게 생각하십니까?'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별로 자랑스럽지 않다','전혀 자
랑스럽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45)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
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정부패

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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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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1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매우 비민주적) 1 6          0.5        0.5        

2점 2 15        1.3        1.3        

3점 3 28        2.4        2.4        

4점 4 56        4.6        4.6        

5점 (중간) 5 136       11.4      11.4      

6점 (중간) 6 250       20.9      20.9      

7점 7 324       27.0      27.0      

8점 8 287       23.9      23.9      

9점 9 83        6.9        6.9        

10점 (매우 민주적) 10 12        1.0        1.0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nk12 한반도 전쟁 가능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77        6.4        6.4        

약간 있다 2 581       48.4      48.4      

별로 없다 3 481       40.1      40.1      

전혀 없다 4 61        5.1        5.1        

1,200    100.0    100.0    

sk07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관심이 있다 1 85        7.1        7.1        

다소 관심이 있다 2 424       35.3      35.3      

별로 관심이 없다 3 562       46.9      46.9      

문 49)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있다','약간 있다','별로 없다','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
시오.

문 50)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다소 관심이 있다','별로 관심이 없다','전혀 관심이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48)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
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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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관심이 없다 4 129       10.7      10.7      

1,200    100.0    100.0    

sk08 정치적 성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진보적 1 31        2.6        2.6        

약간 진보적 2 262       21.9      21.9      

중도 3 593       49.4      49.4      

약간 보수적 4 280       23.4      23.4      

매우 보수적 5 33        2.7        2.7        

1,200    100.0    100.0    

sk18_02 지지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새누리당 1 323       26.9      26.9      

새정치민주연합 2 155       12.9      12.9      

정의당 3 12        1.0        1.0        

지지정당 없음 4 710       59.2      59.2      

1,200    100.0    100.0    

sk17_01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64        5.3        5.3        

대체로 잘하고 있다 2 460       38.3      38.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 520       43.3      43.3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155       12.9      12.9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52)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문 53)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매우 잘하고 있다','대체로 잘하고 있다','보통이다','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하고 있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51)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진보적','약간 진보적','중도','약간 보수적','매우 보수적'중에서 말씀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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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2_01 다문화 관련 인식1: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89       15.8      15.8      

다소 찬성 2 567       47.2      47.2      

반반/ 그저 그렇다 3 301       25.1      25.1      

다소 반대 4 126       10.5      10.5      

매우 반대 5 15        1.3        1.3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22_02 다문화 관련 인식2: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03       8.5        8.5        

다소 찬성 2 330       27.5      27.5      

반반/ 그저 그렇다 3 528       44.0      44.0      

다소 반대 4 211       17.5      17.5      

매우 반대 5 28        2.3        2.3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22_03 다문화 관련 인식3: 북한도 하나의 국가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00       8.4        8.4        

다소 찬성 2 564       47.0      47.0      

반반/ 그저 그렇다 3 393       32.7      32.7      

다소 반대 4 120       10.0      10.0      

매우 반대 5 21        1.8        1.8        

문 54)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매우 찬성','다소 찬성','반
반/그저 그렇다','다소 반대','매우 반대'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문 54)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매우 찬성','다소 찬성','반
반/그저 그렇다','다소 반대','매우 반대'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문 54)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매우 찬성','다소 찬성','반
반/그저 그렇다','다소 반대','매우 반대'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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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dem08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수/축산업 1 20        1.7        1.7        

자영업 2 198       16.5      16.5      

판매/서비스직 3 232       19.3      19.3      

기능/숙련공 4 71        5.9        5.9        

일반작업직 5 34        2.8        2.8        

사무/기술직 6 253       21.1      21.1      

경영/관리직 7 8          0.7        0.7        

전문/자유직 8 14        1.2        1.2        

가정주부 9 243       20.3      20.3      

학생 10 88        7.3        7.3        

무직 12 38        3.2        3.2        

기타 13 1          0.1        0.1        

1,200    100.0    100.0    

dem05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295       24.6      24.6      

기혼 2 882       73.5      73.5      

이혼/별거 3 14        1.1        1.1        

사별 4 10        0.8        0.8        

1,200    100.0    100.0    

dem07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35        2.9        2.9        

중학교 졸업 2 88        7.3        7.3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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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3 493       41.1      41.1      

대학 재학/대학 졸업 4 568       47.4      47.4      

대학원 재학 이상 5 16        1.3        1.3        

1,200    100.0    100.0    

dem06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불교 1 248       20.6      20.6      

기독교 2 245       20.4      20.4      

천주교 3 70        5.8        5.8        

기타 4 3          0.2        0.2        

종교 없음 98 624       52.0      52.0      

모름/ 무응답 99 11        0.9        0.9        

1,200    100.0    100.0    

dem09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49만원 이하 1 2          0.2        0.2        

월 50-99만원 2 15        1.3        1.3        

월 100-149만원 3 45        3.7        3.7        

월 150-199만원 4 55        4.6        4.6        

월 200-249만원 5 78        6.5        6.5        

월 250-299만원 6 125       10.4      10.4      

월 300-349만원 7 202       16.8      16.8      

월 350-399만원 8 164       13.7      13.7      

월 400-499만원 9 228       19.0      19.0      

월 500-599만원 10 169       14.1      14.1      

월 600-699만원 11 60        5.0        5.0        

월 700만원 이상 12 57        4.7        4.7        

1,200    100.0    100.0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
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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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10 가구소득 계층 비교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간보다 훨씬 높다 1 22        1.8        1.8        

중간보다 약간 높다 2 106       8.8        8.8        

중간과 비슷하다 3 646       53.9      53.9      

중간보다 약간 낮다 4 342       28.5      28.5      

중간보다 훨씬 낮다 5 84        7.0        7.0        

1,200    100.0    100.0    

dem11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의 상 1 13        1.1        1.1        

상의 하 2 78        6.5        6.5        

중의 상 3 270       22.5      22.5      

중의 하 4 528       44.0      44.0      

하의 상 5 242       20.2      20.2      

하의 하 6 69        5.7        5.7        

1,200    100.0    100.0    

dem12 부모세대와 생활 수준 비교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훨씬 좋아졌다 1 398       33.2      33.2      

약간 좋아졌다 2 480       40.0      40.0      

차이가 거의 없다 3 230       19.2      19.2      

약간 나빠졌다 4 59        4.9        4.9        

훨씬 나빠졌다 5 16        1.4        1.4        

잘 모르겠다 6 16        1.4        1.4        

1,200    100.0    100.0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D 7)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
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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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13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160       13.4      13.4      

부산 2 72        6.0        6.0        

대구 3 47        3.9        3.9        

인천 4 48        4.0        4.0        

광주 5 27        2.3        2.3        

대전 6 44        3.7        3.7        

울산 7 9          0.8        0.8        

경기도 8 177       14.8      14.8      

강원도 9 53        4.4        4.4        

충청북도 10 63        5.2        5.2        

충청남도 11 88        7.3        7.3        

전라북도 12 70        5.9        5.9        

전라남도 13 96        8.0        8.0        

경상북도 14 108       9.0        9.0        

경상남도 15 121       10.1      10.1      

제주도 16 15        1.2        1.2        

외국 18 1          0.1        0.1        

1,200    100.0    100.0    

D 9)○○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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