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의식조사, 2016

CODE BOOK

  

자료번호 A1-2016-0024

연구책임자  정근식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년도 2016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7년

코드북 제작년도 2017년



이 자료를 연구 및 저작에 이용, 참고 및 인용할 경우에는 KOSSDA의 자
료인용표준서식에 준하여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정근식. 2016. 통일의식조사, 2016 .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

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7년. 자료번호: 

A1-2016-0024.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7. 통일의식조사, 2016 CODE BOOK . pp. 1-48.

 

주의사항

    이 코드북의 빈도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것임.

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
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A1-2016-0024
통일의식조사, 2016

dem03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42        20.2       20.2       

부산 2 84         7.0         7.0         

대구 3 58         4.8         4.8         

인천 4 69         5.8         5.8         

광주 5 33         2.8         2.8         

대전 6 35         2.9         2.9         

울산 7 27         2.3         2.3         

경기 8 291        24.2       24.2       

강원 9 35         3.0         3.0         

충북 10 36         3.0         3.0         

충남(세종 포함) 11 52         4.3         4.3         

전북 12 42         3.5         3.5         

전남 13 42         3.5         3.5         

경북 14 62         5.1         5.1         

경남 15 77         6.4         6.4         

제주 16 14         1.2         1.2         

1,200     100.0     100.0     

dem04 조사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1 550        45.8       45.8       

중 · 소도시 2 521        43.4       43.4       

읍/면 3 130        10.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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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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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14_0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 19세 19 21         1.8         1.8         

만 20세 20 21         1.7         1.7         

만 21세 21 20         1.7         1.7         

만 22세 22 16         1.4         1.4         

만 23세 23 22         1.8         1.8         

만 24세 24 19         1.6         1.6         

만 25세 25 12         1.0         1.0         

만 26세 26 21         1.8         1.8         

만 27세 27 15         1.3         1.3         

만 28세 28 28         2.3         2.3         

만 29세 29 14         1.2         1.2         

만 30세 30 26         2.2         2.2         

만 31세 31 29         2.4         2.4         

만 32세 32 16         1.3         1.3         

만 33세 33 9           0.7         0.7         

만 34세 34 19         1.6         1.6         

만 35세 35 24         2.0         2.0         

만 36세 36 26         2.2         2.2         

만 37세 37 18         1.5         1.5         

만 38세 38 35         2.9         2.9         

만 39세 39 35         2.9         2.9         

만 40세 40 26         2.2         2.2         

만 41세 41 14         1.2         1.2         

만 42세 42 21         1.7         1.7         

만 43세 43 21         1.8         1.8         

만 44세 44 33         2.7         2.7         

만 45세 45 30         2.5         2.5         

만 46세 46 18         1.5         1.5         

만 47세 47 22         1.8         1.8         

만 48세 48 51         4.3         4.3         

만 49세 49 39         3.2         3.2         

만 50세 50 38         3.1         3.1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__세 ➜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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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1세 51 23         1.9         1.9         

만 52세 52 22         1.8         1.8         

만 53세 53 24         2.0         2.0         

만 54세 54 31         2.6         2.6         

만 55세 55 27         2.3         2.3         

만 56세 56 28         2.3         2.3         

만 57세 57 19         1.5         1.5         

만 58세 58 34         2.8         2.8         

만 59세 59 16         1.4         1.4         

만 60세 60 26         2.2         2.2         

만 61세 61 39         3.2         3.2         

만 62세 62 27         2.2         2.2         

만 63세 63 19         1.6         1.6         

만 64세 64 26         2.2         2.2         

만 65세 65 17         1.4         1.4         

만 66세 66 10         0.8         0.8         

만 67세 67 10         0.9         0.9         

만 68세 68 5           0.4         0.4         

만 69세 69 11         0.9         0.9         

만 70세 70 8           0.6         0.6         

만 71세 71 6           0.5         0.5         

만 72세 72 6           0.5         0.5         

만 73세 73 5           0.4         0.4         

만 74세 74 5           0.4         0.4         

1,200     100.0     100.0     

dem14_01_r 응답자 연령(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29세 1 209        17.4       17.4       

30대 2 237        19.7       19.7       

40대 3 275        22.9       22.9       

50대 4 261        21.8       21.8       

60대  이상 5 218        18.2       18.2       

1,200     100.0     100.0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__세 ➜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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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234        19.5       19.5       

약간 필요하다 2 406        33.9       33.9       

반반/ 그저 그렇다 3 265        22.0       22.0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228        19.0       19.0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68         5.7         5.7         

1,200     100.0     100.0     

uni0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1 157        13.1       13.1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2 650        54.2       54.2       

현재대로가 좋다 3 278        23.2       23.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 114        9.5         9.5         

1,200     100.0     100.0     

uni0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년 이내 1 42         3.5         3.5         

10년 이내 2 168        14.0       14.0       

20년 이내 3 301        25.1       25.1       

30년 이내 4 181        15.1       15.1       

30년 이상 5 215        17.9       17.9       

불가능하다 6 293        24.4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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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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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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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4_0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1: 인도적 대북지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05        8.7         8.7         

다소 도움이 된다 2 398        33.2       33.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520        43.3       4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77        14.8       14.8       

1,200     100.0     100.0     

uni04_0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2: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80        15.0       15.0       

다소 도움이 된다 2 500        41.7       41.7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397        33.1       33.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22        10.2       10.2       

1,200     100.0     100.0     

uni04_0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3: 남북한 경제협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59        13.2       13.2       

다소 도움이 된다 2 472        39.3       39.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37        36.4       36.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32        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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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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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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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4_0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4: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224        18.7       18.7       

다소 도움이 된다 2 600        50.0       50.0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296        24.7       24.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80         6.6         6.6         

1,200     100.0     100.0     

uni04_05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5: 대북제재와 압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86         7.1         7.1         

다소 도움이 된다 2 416        34.7       34.7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524        43.6       43.6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74        14.5       14.5       

1,200     100.0     100.0     

uni05_01 대북 사안별 시급성1: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173        14.4       14.4       

다소 시급하다 2 668        55.7       55.7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331        27.6       27.6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28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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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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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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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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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5_02 대북 사안별 시급성2: 북한의 개방과 개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68        30.7       30.7       

다소 시급하다 2 552        46.0       46.0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50        20.8       20.8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0         2.5         2.5         

1,200     100.0     100.0     

uni05_03 대북 사안별 시급성3: 군사적 긴장 해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452        37.7       37.7       

다소 시급하다 2 480        40.0       40.0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32        19.3       19.3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6         3.0         3.0         

1,200     100.0     100.0     

uni05_04 대북 사안별 시급성4: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56         4.7         4.7         

다소 시급하다 2 238        19.8       19.8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606        50.5       50.5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00        25.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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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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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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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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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5_05 대북 사안별 시급성5: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14        26.2       26.2       

다소 시급하다 2 560        46.6       46.6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91        24.2       24.2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5         2.9         2.9         

1,200     100.0     100.0     

uni05_06 대북 사안별 시급성6: 북한의 인권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58        29.8       29.8       

다소 시급하다 2 572        47.6       47.6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38        19.8       19.8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3         2.8         2.8         

1,200     100.0     100.0     

uni0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같은 민족이니까 1 463        38.6       38.6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2 142        11.9       11.9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3 356        29.7       29.7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4 60         5.0         5.0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5 170        14.2       14.2       

기타 6 8           0.7         0.7         

없다 98 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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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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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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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 130        10.8       10.8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 506        42.1       42.1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459        38.2       38.2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105        8.8         8.8         

1,200     100.0     100.0     

uni0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 32         2.7         2.7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 263        21.9       21.9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676        56.3       56.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229        19.1       19.1       

1,200     100.0     100.0     

uni09_0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1: 빈부격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24         2.0         2.0         

약간 개선 2 123        10.3       10.3       

차이 없음 3 239        20.0       20.0       

약간 악화 4 560        46.7       46.7       

크게 악화 5 253        21.1       21.1       

1,200     100.0     100.0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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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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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9_0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2: 부동산투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32         2.7         2.7         

약간 개선 2 138        11.5       11.5       

차이 없음 3 274        22.9       22.9       

약간 악화 4 435        36.3       36.3       

크게 악화 5 320        26.7       26.7       

1,200     100.0     100.0     

uni09_0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3: 실업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58         4.9         4.9         

약간 개선 2 245        20.4       20.4       

차이 없음 3 273        22.8       22.8       

약간 악화 4 382        31.8       31.8       

크게 악화 5 241        20.1       20.1       

1,200     100.0     100.0     

uni09_0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4: 범죄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11         0.9         0.9         

약간 개선 2 42         3.5         3.5         

차이 없음 3 306        25.5       25.5       

약간 악화 4 579        48.2       48.2       

크게 악화 5 263        21.9       21.9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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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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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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9_0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5: 지역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16         1.3         1.3         

약간 개선 2 77         6.5         6.5         

차이 없음 3 295        24.6       24.6       

약간 악화 4 530        44.2       44.2       

크게 악화 5 282        23.5       23.5       

1,200     100.0     100.0     

uni09_0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6: 이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24         2.0         2.0         

약간 개선 2 86         7.2         7.2         

차이 없음 3 247        20.6       20.6       

약간 악화 4 455        37.9       37.9       

크게 악화 5 388        32.3       32.3       

1,200     100.0     100.0     

uni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다

1 286        23.8       23.8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
하다

2 313        26.1       26.1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601        50.1       50.1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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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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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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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다

1 480        40.0       40.0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
하다

2 358        29.8       29.8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362        30.2       30.2       

1,200     100.0     100.0     

uni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1 568        47.3       47.3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2 414        34.5       34.5       

통일이후 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3 170        14.1       14.1       

통일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4 48         4.0         4.0         

1,200     100.0     100.0     

nk0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원대상 1 139        11.6       11.6       

협력대상 2 525        43.7       43.7       

경쟁대상 3 98         8.2         8.2         

경계대상 4 260        21.6       21.6       

적대대상 5 178        14.8       14.8       

1,200     100.0     100.0     

nk03_03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가능하다 1 43         3.6         3.6         

문 14)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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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3)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11)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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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가능하다 2 323        26.9       26.9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3 623        51.9       51.9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4 211        17.6       17.6       

1,200     100.0     100.0     

nk04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30         2.5         2.5         

다소 원한다 2 234        19.5       19.5       

별로 원하지 않는다 3 534        44.5       44.5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402        33.5       33.5       

1,200     100.0     100.0     

nk13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11         0.9         0.9         

대체로 동의한다 2 105        8.8         8.8         

그저 그렇다 3 364        30.3       30.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536        44.7       44.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184        15.3       15.3       

1,200     100.0     100.0     

nk05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변하고 있다 1 72         6.0         6.0         

약간 변하고 있다 2 374        31.1       31.1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 536        44.7       44.7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4 218        18.2       18.2       

1,200     100.0     100.0     

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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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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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
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
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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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6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183        15.3       15.3       

약간 있다 2 610        50.9       50.9       

별로 없다 3 361        30.1       30.1       

전혀 없다 4 46         3.8         3.8         

1,200     100.0     100.0     

nk07_01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1: 선군정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53         4.4         4.4         

조금 안다 2 215        17.9       17.9       

들어본 적 있다 3 461        38.4       38.4       

전혀 모른다 4 472        39.3       39.3       

1,200     100.0     100.0     

nk07_02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2: 주체사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109        9.1         9.1         

조금 안다 2 247        20.6       20.6       

들어본 적 있다 3 533        44.4       44.4       

전혀 모른다 4 312        26.0       26.0       

1,200     100.0     100.0     

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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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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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4



A1-2016-0024
통일의식조사, 2016

nk07_03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3: 천리마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90         7.5         7.5         

조금 안다 2 260        21.7       21.7       

들어본 적 있다 3 478        39.8       39.8       

전혀 모른다 4 372        31.0       31.0       

1,200     100.0     100.0     

nk07_04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4: 고난의 행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55         4.6         4.6         

조금 안다 2 226        18.8       18.8       

들어본 적 있다 3 491        40.9       40.9       

전혀 모른다 4 428        35.7       35.7       

1,200     100.0     100.0     

nk07_06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5: 장마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51         4.2         4.2         

조금 안다 2 195        16.2       16.2       

들어본 적 있다 3 467        38.9       38.9       

전혀 모른다 4 487        40.6       40.6       

1,200     100.0     100.0     

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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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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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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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8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6: 모란봉 악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119        9.9         9.9         

조금 안다 2 365        30.4       30.4       

들어본 적 있다 3 567        47.3       47.3       

전혀 모른다 4 149        12.4       12.4       

1,200     100.0     100.0     

nk08_01 북한 관련 경험 유무1: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5         2.1         2.1         

없다 2 1,175     97.9       97.9       

1,200     100.0     100.0     

nk08_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2: 탈북자(북한이탈주민)과 만나 본 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170        14.2       14.2       

없다 2 1,030     85.8       85.8       

1,200     100.0     100.0     

nk08_03 북한 관련 경험 유무3: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59        21.6       21.6       

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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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

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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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란봉 악단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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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 941        78.4       78.4       

1,200     100.0     100.0     

nk08_04 북한 관련 경험 유무4: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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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61.6       

다소 있다 2 369        30.7       30.7       

별로 없다 3 80         6.7         6.7         

전혀 없다 4 12         1.0         1.0         

1,200     100.0     100.0     

nk09_08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2: 사회복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805        67.1       67.1       

다소 있다 2 334        27.8       27.8       

별로 없다 3 48         4.0         4.0         

전혀 없다 4 13         1.1         1.1         

1,200     100.0     100.0     

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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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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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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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3: 언어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456        38.0       38.0       

다소 있다 2 519        43.3       43.3       

별로 없다 3 204        17.0       17.0       

전혀 없다 4 20         1.7         1.7         

1,200     100.0     100.0     

nk09_0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4: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332        27.7       27.7       

다소 있다 2 602        50.1       50.1       

별로 없다 3 252        21.0       21.0       

전혀 없다 4 14         1.2         1.2         

1,200     100.0     100.0     

nk09_09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5: 가족중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242        20.2       20.2       

다소 있다 2 534        44.5       44.5       

별로 없다 3 385        32.0       32.0       

전혀 없다 4 40         3.3         3.3         

1,200     100.0     100.0     

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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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중시

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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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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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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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10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위협을 느낀다 1 326        27.2       27.2       

다소 위협을 느낀다 2 628        52.3       52.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3 217        18.0       18.0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29         2.5         2.5         

1,200     100.0     100.0     

nk11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558        46.5       46.5       

다소 동의한다 2 447        37.3       37.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110        9.2         9.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75         6.2         6.2         

잘 모름 5 10         0.8         0.8         

1,200     100.0     100.0     

nkp10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 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1 184        15.3       15.3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2 303        25.2       25.2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3 200        16.7       16.7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4 313        26.0       26.0       

평화협정 체결 5 201        16.7       16.7       

1,200     100.0     100.0     

문 24) ○○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문 22)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
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
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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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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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1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82         6.9         6.9         

약간 도움이 된다 2 426        35.5       3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539        44.9       44.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53        12.7       12.7       

1,200     100.0     100.0     

nkp0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03        8.6         8.6         

약간 도움이 된다 2 596        49.6       49.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23        35.3       35.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79         6.5         6.5         

1,200     100.0     100.0     

nkp03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62         5.1         5.1         

다소 만족 2 480        40.0       40.0       

다소 불만족 3 567        47.2       47.2       

매우 불만족 4 92         7.6         7.6         

1,200     100.0     100.0     

문 27)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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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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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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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6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130        10.9       10.9       

다소 동의한다 2 565        47.1       47.1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373        31.1       31.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67         5.6         5.6         

잘 모름 5 64         5.4         5.4         

1,200     100.0     100.0     

nkp07_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1: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77        14.7       14.7       

다소 찬성 2 388        32.3       32.3       

반반/ 그저 그렇다 3 279        23.2       23.2       

다소 반대 4 262        21.8       21.8       

매우 반대 5 95         7.9         7.9         

1,200     100.0     100.0     

nkp07_0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2: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00        16.7       16.7       

다소 찬성 2 404        33.7       33.7       

반반/ 그저 그렇다 3 313        26.1       26.1       

다소 반대 4 196        16.3       16.3       

매우 반대 5 87         7.2         7.2         

1,200     100.0     100.0     

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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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9)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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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A1-2016-0024
통일의식조사, 2016

nkp07_0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3: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납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30        10.9       10.9       

다소 찬성 2 356        29.7       29.7       

반반/ 그저 그렇다 3 402        33.5       33.5       

다소 반대 4 255        21.2       21.2       

매우 반대 5 56         4.7         4.7         

1,200     100.0     100.0     

nkp07_0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4: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47        12.2       12.2       

다소 찬성 2 354        29.5       29.5       

반반/ 그저 그렇다 3 417        34.8       34.8       

다소 반대 4 219        18.2       18.2       

매우 반대 5 63         5.3         5.3         

1,200     100.0     100.0     

nkp07_08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5: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56        21.3       21.3       

다소 찬성 2 506        42.2       42.2       

반반/ 그저 그렇다 3 347        28.9       28.9       

다소 반대 4 76         6.3         6.3         

매우 반대 5 15         1.2         1.2         

1,200     100.0     100.0     

문 29)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
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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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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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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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7_1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6: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249        20.8       20.8       

다소 찬성 2 385        32.1       32.1       

반반/ 그저 그렇다 3 383        31.9       31.9       

다소 반대 4 131        10.9       10.9       

매우 반대 5 51         4.3         4.3         

1,200     100.0     100.0     

nkp09_0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1: 북한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606        50.5       50.5       

조금 크다 2 447        37.2       37.2       

중간 3 131        10.9       10.9       

별로 크지 않다 4 16         1.4         1.4         

거의 없다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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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        9.3         9.3         

조금 크다 2 401        33.4       33.4       

중간 3 451        37.6       37.6       

별로 크지 않다 4 170        14.2       14.2       

거의 없다 5 67         5.6         5.6         

1,200     100.0     100.0     

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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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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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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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3: 미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75         6.2         6.2         

조금 크다 2 419        34.9       34.9       

중간 3 520        43.4       43.4       

별로 크지 않다 4 159        13.3       13.3       

거의 없다 5 27         2.3         2.3         

1,200     100.0     100.0     

nkp09_0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4: 중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127        10.6       10.6       

조금 크다 2 553        46.0       46.0       

중간 3 421        35.1       35.1       

별로 크지 않다 4 92         7.7         7.7         

거의 없다 5 7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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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4.1         4.1         

조금 크다 2 310        25.8       25.8       

중간 3 681        56.7       56.7       

별로 크지 않다 4 132        11.0       11.0       

거의 없다 5 28         2.3         2.3         

1,200     100.0     100.0     

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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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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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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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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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1_01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1: 탈북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18         1.5         1.5         

다소 친근 2 329        27.5       27.5       

반반/그저 그렇다 3 526        43.8       43.8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293        24.4       24.4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34         2.8         2.8         

1,200     100.0     100.0     

int01_02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2: 조선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24         2.0         2.0         

다소 친근 2 301        25.1       25.1       

반반/그저 그렇다 3 501        41.7       41.7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291        24.2       24.2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84         7.0         7.0         

1,200     100.0     100.0     

int01_03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3: 동남아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13         1.1         1.1         

다소 친근 2 224        18.6       18.6       

반반/그저 그렇다 3 496        41.4       41.4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342        28.5       28.5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124        10.4       10.4       

1,200     100.0     100.0     

문 31)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
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동남아인(베트남 ‧태국‧필리핀 등)

문 31)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
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족(중국동포)

문 31)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
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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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1_04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4: 미국/유럽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30         2.5         2.5         

다소 친근 2 334        27.8       27.8       

반반/그저 그렇다 3 497        41.4       41.4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245        20.4       20.4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94         7.8         7.8         

1,200     100.0     100.0     

int01_05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5: 아랍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2           0.2         0.2         

다소 친근 2 65         5.4         5.4         

반반/그저 그렇다 3 372        31.0       31.0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473        39.4       39.4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289        24.1       24.1       

1,200     100.0     100.0     

int01_06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6: 아프리카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8           0.7         0.7         

다소 친근 2 81         6.7         6.7         

반반/그저 그렇다 3 394        32.8       32.8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421        35.1       35.1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296        24.7       24.7       

1,200     100.0     100.0     

문 31)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
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아프리카인

문 31)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
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유럽인

문 31)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
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아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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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2_01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1: 동네 이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15         1.3         1.3         

다소 꺼림 2 184        15.4       15.4       

반반/ 그저 그렇다 3 502        41.8       41.8       

별로 꺼리지 않음 4 411        34.2       34.2       

전혀 꺼리지 않음 5 88         7.3         7.3         

1,200     100.0     100.0     

int02_02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2: 직장 동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1         1.8         1.8         

다소 꺼림 2 198        16.5       16.5       

반반/ 그저 그렇다 3 492        41.0       41.0       

별로 꺼리지 않음 4 405        33.7       33.7       

전혀 꺼리지 않음 5 84         7.0         7.0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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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109        9.1         9.1         

다소 꺼림 2 392        32.7       32.7       

반반/ 그저 그렇다 3 410        34.2       34.2       

별로 꺼리지 않음 4 241        20.1       20.1       

전혀 꺼리지 않음 5 48         4.0         4.0         

1,200     100.0     100.0     

문 32)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
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직장 동료

문 32)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
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업 동업자

문 32)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
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동네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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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2_04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4: 결혼상대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47        20.6       20.6       

다소 꺼림 2 396        33.0       33.0       

반반/ 그저 그렇다 3 353        29.4       29.4       

별로 꺼리지 않음 4 161        13.4       13.4       

전혀 꺼리지 않음 5 43         3.6         3.6         

1,200     100.0     100.0     

int03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1 406        33.8       33.8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616        51.3       51.3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3 178        14.8       14.8       

1,200     100.0     100.0     

int04_01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1: 탈북자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54         4.5         4.5         

다소 동의함 2 698        58.1       58.1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406        33.8       33.8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42         3.5         3.5         

1,200     100.0     100.0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32)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
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결혼상대자

문 33)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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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4_02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2: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91         7.6         7.6         

다소 동의함 2 405        33.7       33.7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595        49.6       49.6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110        9.1         9.1         

1,200     100.0     100.0     

int04_03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3: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53         4.4         4.4         

다소 동의함 2 411        34.2       34.2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621        51.7       51.7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116        9.6         9.6         

1,200     100.0     100.0     

int04_04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4: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1 135        11.2       11.2       

다소 동의함 2 741        61.8       61.8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302        25.2       25.2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21         1.8         1.8         

1,200     100.0     100.0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정부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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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5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1 885        73.8       73.8       

일본 2 62         5.2         5.2         

북한 3 130        10.8       10.8       

중국 4 116        9.7         9.7         

러시아 5 5           0.4         0.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int06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1 57         4.7         4.7         

일본 2 120        10.0       10.0       

북한 3 800        66.7       66.7       

중국 4 202        16.8       16.8       

러시아 5 20         1.7         1.7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int07 북ᆞ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북한 팀 1 563        46.9       46.9       

미국 팀 2 199        16.6       16.6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3 195        16.2       16.2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4 243        20.2       20.2       

기타 5 1           0.1         0.1         

1,200     100.0     100.0     

문 36)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
각하십니까?

문 37)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
까?

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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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74        81.2       81.2       

경쟁 대상 2 143        11.9       11.9       

경계 대상 3 79         6.6         6.6         

적대 대상 4 3           0.3         0.3         

1,200     100.0     100.0     

int08_0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361        30.0       30.0       

경쟁 대상 2 473        39.4       39.4       

경계 대상 3 331        27.6       27.6       

적대 대상 4 35         2.9         2.9         

1,200     100.0     100.0     

int08_0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196        16.4       16.4       

경쟁 대상 2 492        41.0       41.0       

경계 대상 3 406        33.9       33.9       

적대 대상 4 105        8.8         8.8         

1,200     100.0     100.0     

문 38)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문 38)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문 38)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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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8_0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243        20.2       20.2       

경쟁 대상 2 462        38.5       38.5       

경계 대상 3 453        37.7       37.7       

적대 대상 4 43         3.6         3.6         

1,200     100.0     100.0     

int09_0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889        74.1       74.1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29         2.4         2.4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265        22.1       22.1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17         1.4         1.4         

1,200     100.0     100.0     

int09_0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63         5.3         5.3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552        46.0       46.0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514        42.9       42.9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71         5.9         5.9         

1,200     100.0     100.0     

문 39)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문 39)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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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102        8.5         8.5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73         6.1         6.1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895        74.5       74.5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130        10.9       10.9       

1,200     100.0     100.0     

int09_0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46         3.8         3.8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175        14.6       14.6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772        64.4       64.4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206        17.2       17.2       

1,200     100.0     100.0     

int10_0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65         5.4         5.4         

원하는 편이다 2 389        32.4       32.4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600        50.0       50.0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146        12.2       12.2       

1,200     100.0     100.0     

문 39)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문 39)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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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0_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6           0.5         0.5         

원하는 편이다 2 174        14.5       14.5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20        60.0       60.0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301        25.1       25.1       

1,200     100.0     100.0     

int10_0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1         1.0         1.0         

원하는 편이다 2 167        13.9       13.9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25        60.4       60.4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297        24.7       24.7       

1,200     100.0     100.0     

int10_0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7           0.6         0.6         

원하는 편이다 2 182        15.1       15.1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98        66.5       66.5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212        17.7       17.7       

1,200     100.0     100.0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
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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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2_0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535        44.6       44.6       

필요한 편이다 2 565        47.1       47.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85         7.1         7.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5         1.3         1.3         

1,200     100.0     100.0     

int12_0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37        28.1       28.1       

필요한 편이다 2 657        54.8       54.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180        15.0       15.0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6         2.2         2.2         

1,200     100.0     100.0     

int12_0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45        12.1       12.1       

필요한 편이다 2 556        46.3       46.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404        33.7       33.7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95         7.9         7.9         

1,200     100.0     100.0     

문 41)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문 41)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문 41)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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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2_0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48        12.3       12.3       

필요한 편이다 2 576        48.0       48.0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401        33.4       33.4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75         6.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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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9        34.9       34.9       

한미 간 협력 2 313        26.1       26.1       

한중 간 협력 3 85         7.0         7.0         

모두 중요하다 4 384        32.0       32.0       

1,200     100.0     100.0     

sk02_0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1: 4.1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57        13.1       13.1       

대체로 긍정적 2 646        53.9       53.9       

대체로 부정적 3 175        14.6       14.6       

매우 부정적 4 93         7.7         7.7         

잘 모름 5 129        10.8       10.8       

1,200     100.0     100.0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
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43)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 4·19

문 41)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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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4.3         4.3         

대체로 긍정적 2 463        38.6       38.6       

대체로 부정적 3 338        28.2       28.2       

매우 부정적 4 188        15.7       15.7       

잘 모름 5 159        13.2       13.2       

1,200     100.0     100.0     

sk02_03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3: 10월유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41         3.4         3.4         

대체로 긍정적 2 380        31.7       31.7       

대체로 부정적 3 398        33.1       33.1       

매우 부정적 4 217        18.1       18.1       

잘 모름 5 165        13.7       13.7       

1,200     100.0     100.0     

sk02_04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 광주민주화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214        17.9       17.9       

대체로 긍정적 2 505        42.1       42.1       

대체로 부정적 3 230        19.1       19.1       

매우 부정적 4 168        14.0       14.0       

잘 모름 5 83         6.9         6.9         

1,200     100.0     100.0     

문 43)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 광주민주화운동

문 43)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 10월 유신

문 43)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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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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69        47.4       47.4       

대체로 부정적 3 234        19.5       19.5       

매우 부정적 4 85         7.1         7.1         

잘 모름 5 185        15.4       15.4       

1,200     100.0     100.0     

sk02_08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6: 남북 정상회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44        12.0       12.0       

대체로 긍정적 2 723        60.2       60.2       

대체로 부정적 3 198        16.5       16.5       

매우 부정적 4 49         4.1         4.1         

잘 모름 5 85         7.1         7.1         

1,200     100.0     100.0     

sk05_0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1: 환경파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564        47.0       47.0       

약간 심각하다 2 583        48.6       48.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49         4.1         4.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4           0.3         0.3         

1,200     100.0     100.0     

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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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 6월 항쟁 (1987년)

문 43)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
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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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5_09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93        16.0       16.0       

약간 심각하다 2 524        43.6       43.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441        36.8       36.8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43         3.5         3.5         

1,200     100.0     100.0     

sk05_0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3: 빈부격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588        49.0       49.0       

약간 심각하다 2 530        44.1       44.1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75         6.2         6.2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8           0.7         0.7         

1,200     100.0     100.0     

sk05_0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4: 실업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751        62.6       62.6       

약간 심각하다 2 392        32.6       32.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53         4.4         4.4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5           0.4         0.4         

1,200     100.0     100.0     

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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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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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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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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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5_0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5: 지역 간 불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317        26.4       26.4       

약간 심각하다 2 649        54.0       54.0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227        19.0       19.0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7           0.6         0.6         

1,200     100.0     100.0     

sk05_1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6: 저출산/고령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711        59.2       59.2       

약간 심각하다 2 430        35.8       35.8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55         4.6         4.6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4           0.4         0.4         

1,200     100.0     100.0     

sk05_0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7: 이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274        22.8       22.8       

약간 심각하다 2 600        50.0       50.0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307        25.6       25.6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19         1.6         1.6         

1,200     100.0     100.0     

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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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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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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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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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5_1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8: 부정부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529        44.1       44.1       

약간 심각하다 2 554        46.2       46.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10        9.1         9.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8           0.6         0.6         

1,200     100.0     100.0     

sk09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4           0.4         0.4         

다소 만족 2 214        17.8       17.8       

다소 불만족 3 742        61.9       61.9       

매우 불만족 4 240        20.0       20.0       

1,200     100.0     100.0     

sk10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자랑스럽다 1 178        14.8       14.8       

다소 자랑스럽다 2 682        56.8       56.8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3 321        26.7       26.7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4 19         1.6         1.6         

1,200     100.0     100.0     

문 45)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46)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
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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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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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1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매우 비민주적) 1 5           0.4         0.4         

2점 2 5           0.4         0.4         

3점 3 23         1.9         1.9         

4점 4 40         3.4         3.4         

5점 (중간) 5 136        11.3       11.3       

6점 (중간) 6 271        22.6       22.6       

7점 7 359        29.9       29.9       

8점 8 268        22.4       22.4       

9점 9 81         6.7         6.7         

10점 (매우 민주적) 10 12         1.0         1.0         

1,200     100.0     100.0     

nk12 한반도 전쟁 가능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66         5.5         5.5         

약간 있다 2 511        42.6       42.6       

별로 없다 3 508        42.4       42.4       

전혀 없다 4 113        9.4         9.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07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관심이 있다 1 67         5.6         5.6         

다소 관심이 있다 2 402        33.5       33.5       

별로 관심이 없다 3 583        48.6       48.6       

문 49)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
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47)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
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 입니다.

문 48)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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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관심이 없다 4 148        12.4       12.4       

1,200     100.0     100.0     

sk08 정치적 성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진보적 1 32         2.7         2.7         

약간 진보적 2 276        23.0       23.0       

중도 3 617        51.4       51.4       

약간 보수적 4 238        19.9       19.9       

매우 보수적 5 36         3.0         3.0         

1,200     100.0     100.0     

sk18_02 지지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새누리당 1 324        27.0       27.0       

더불어 민주당 2 198        16.5       16.5       

국민의당 3 116        9.7         9.7         

정의당 4 13         1.1         1.1         

지지정당 없음 5 548        45.7       45.7       

1,200     100.0     100.0     

sk17_01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37         3.1         3.1         

대체로 잘하고 있다 2 480        40.0       40.0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 483        40.3       40.3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200        16.7       16.7       

1,200     100.0     100.0     

문 52)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50)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51)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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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2_01 다문화 관련 인식1: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34        11.2       11.2       

다소 찬성 2 463        38.6       38.6       

반반/ 그저 그렇다 3 460        38.4       38.4       

다소 반대 4 130        10.8       10.8       

매우 반대 5 12         1.0         1.0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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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74         6.2         6.2         

다소 찬성 2 321        26.8       26.8       

반반/ 그저 그렇다 3 602        50.2       50.2       

다소 반대 4 184        15.4       15.4       

매우 반대 5 18         1.5         1.5         

1,200     100.0     100.0     

sk22_03 다문화 관련 인식3: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95         7.9         7.9         

다소 찬성 2 468        39.0       39.0       

반반/ 그저 그렇다 3 451        37.5       37.5       

다소 반대 4 143        12.0       12.0       

매우 반대 5 42         3.5         3.5         

1,200     100.0     100.0     

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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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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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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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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08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수/축산업 1 20         1.7         1.7         

자영업 2 260        21.7       21.7       

판매/서비스직 3 229        19.1       19.1       

기능/숙련공 4 74         6.2         6.2         

일반작업직 5 38         3.2         3.2         

사무/기술직 6 208        17.4       17.4       

경영/관리직 7 2           0.1         0.1         

전문/자유직 8 20         1.7         1.7         

전업주부 9 222        18.5       18.5       

학생 10 90         7.5         7.5         

군인/경찰 11 3           0.2         0.2         

무직 12 34         2.8         2.8         

1,200     100.0     100.0     

dem05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296        24.7       24.7       

기혼 2 867        72.2       72.2       

이혼/별거 3 22         1.9         1.9         

사별 4 15         1.2         1.2         

1,200     100.0     100.0     

dem07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28         2.4         2.4         

중학교 졸업 2 101        8.4         8.4         

고등학교 졸업 3 599        49.9       49.9       

대학재학/대학졸업 4 460        38.3       38.3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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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재학 이상 5 10         0.9         0.9         

모름/ 무응답 99 2           0.1         0.1         

1,200     100.0     100.0     

dem06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불교 1 245        20.4       20.4       

기독교 2 238        19.8       19.8       

천주교 3 72         6.0         6.0         

종교 없음 98 625        52.1       52.1       

모름/ 무응답 99 21         1.8         1.8         

1,200     100.0     100.0     

dem09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49만원 이하 1 5           0.4         0.4         

월 50-99만원 2 17         1.4         1.4         

월 100-149만원 3 44         3.6         3.6         

월 150-199만원 4 68         5.7         5.7         

월 200-249만원 5 101        8.4         8.4         

월 250-299만원 6 103        8.6         8.6         

월 300-349만원 7 221        18.4       18.4       

월 350-399만원 8 141        11.7       11.7       

월 400-499만원 9 223        18.6       18.6       

월 500-599만원 10 186        15.5       15.5       

월 600-699만원 11 56         4.7         4.7         

월 700만원 이상 12 35         2.9         2.9         

모름/ 무응답 99 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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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1.0         

중간보다 약간 높다 2 76         6.3         6.3         

중간과 비슷하다 3 612        51.0       51.0       

중간보다 약간 낮다 4 415        34.6       34.6       

중간보다 훨씬 낮다 5 85         7.1         7.1         

1,200     100.0     100.0     

dem11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의 상 1 1           0.1         0.1         

상의 하 2 19         1.5         1.5         

중의 상 3 325        27.0       27.0       

중의 하 4 599        49.9       49.9       

하의 상 5 207        17.2       17.2       

하의 하 6 50         4.2         4.2         

1,200     100.0     100.0     

dem12 부모세대와 생활 수준 비교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훨씬 좋아졌다 1 251        20.9       20.9       

약간 좋아졌다 2 506        42.2       42.2       

차이가 거의 없다 3 300        25.0       25.0       

약간 나빠졌다 4 106        8.8         8.8         

훨씬 나빠졌다 5 27         2.2         2.2         

잘 모르겠다 6 11         0.9         0.9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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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
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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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13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19        18.3       18.3       

부산 2 87         7.3         7.3         

대구 3 46         3.8         3.8         

인천 4 69         5.7         5.7         

광주 5 21         1.7         1.7         

대전 6 30         2.5         2.5         

울산 7 16         1.3         1.3         

경기도 8 161        13.4       13.4       

강원도 9 46         3.8         3.8         

충청북도 10 46         3.9         3.9         

충청남도 11 78         6.5         6.5         

전라북도 12 72         6.0         6.0         

전라남도 13 96         8.0         8.0         

경상북도 14 91         7.6         7.6         

경상남도 15 109        9.1         9.1         

제주도 16 10         0.8         0.8         

외국 18 2           0.2         0.2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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