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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03_raw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39      19.9        19.9        

부산 2 83        6.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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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95      24.6        24.6        

강원 9 35        2.9          2.9          

충북 10 36        3.0          3.0          

충남(세종 포함) 11 53        4.4          4.4          

전북 12 41        3.5          3.5          

전남 13 42        3.5          3.5          

경북 1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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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61      46.7        46.7        

중 · 소도시 2 547      45.6        45.6        

읍/면 3 92        7.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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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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02_01_raw 응답자 연령

==> 상세값은 데이터 참조.

dem02_01 응답자 연령(재분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 19-29세 1 227      18.9        18.9        

30대 2 228      19.0        19.0        

40대 3 266      22.2        22.2        

50대 4 258      21.5        21.5        

60대  이상 5 222      18.5        18.5        

1,200   100.0      100.0      

uni0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98      16.5        16.5        

약간 필요하다 2 448      37.3        37.3        

반반/ 그저 그렇다 3 289      24.1        24.1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214      17.9        17.9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51        4.2          4.2          

1,200   100.0      100.0      

uni0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1 145      12.1        12.1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2 657      54.7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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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
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
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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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
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__세 ➜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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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로가 좋다 3 297      24.7        24.7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 101      8.4          8.4          

1,200   100.0      100.0      

uni0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년 이내 1 28        2.3          2.3          

10년 이내 2 164      13.6        13.6        

20년 이내 3 278      23.1        23.1        

30년 이내 4 193      16.0        16.0        

30년 이상 5 241      20.1        20.1        

불가능하다 6 296      24.7        24.7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05_12 대북 사안별 시급성1: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185      15.4        15.4        

다소 시급하다 2 634      52.8        52.8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341      28.4        28.4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1        3.4          3.4          

1,200   100.0      100.0      

uni05_03 대북 사안별 시급성2: 군사적 긴장 해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424      35.4        35.4        

다소 시급하다 2 575      47.9        47.9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173      14.4        14.4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27        2.3          2.3          

1,200   100.0      100.0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군사적 긴장 해소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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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5_04 대북 사안별 시급성3: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5        2.9          2.9          

다소 시급하다 2 205      17.1        17.1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648      54.0        54.0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313      26.1        26.1        

1,200   100.0      100.0      

uni05_05 대북 사안별 시급성4: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190      15.8        15.8        

다소 시급하다 2 607      50.5        50.5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378      31.5        31.5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25        2.1          2.1          

1,200   100.0      100.0      

uni05_02 대북 사안별 시급성5: 북한의 개방과 개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231      19.3        19.3        

다소 시급하다 2 541      45.1        45.1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382      31.8        31.8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6        3.8          3.8          

1,200   100.0      100.0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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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5_06 대북 사안별 시급성6: 북한의 인권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363      30.3        30.3        

다소 시급하다 2 538      44.8        44.8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59      21.6        21.6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0        3.3          3.3          

1,200   100.0      100.0      

uni05_07 대북 사안별 시급성7: 북한 비핵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655      54.5        54.5        

다소 시급하다 2 381      31.8        31.8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140      11.7        11.7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24        2.0          2.0          

1,200   100.0      100.0      

uni05_09 대북 사안별 시급성8: 인도적 대북 지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94        7.8          7.8          

다소 시급하다 2 425      35.4        35.4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569      47.5        47.5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111      9.3          9.3          

1,200   100.0      100.0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인도적 대북지원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 비핵화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인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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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5_10 대북 사안별 시급성9: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123      10.2        10.2        

다소 시급하다 2 530      44.2        44.2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497      41.4        41.4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9        4.1          4.1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05_11 대북 사안별 시급성10: 남북한 경제협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144      12.0        12.0        

다소 시급하다 2 605      50.4        50.4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406      33.8        33.8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44        3.6          3.6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uni05_08 대북 사안별 시급성11: 평화협정 체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시급하다 1 287      23.9        23.9        

다소 시급하다 2 648      54.0        54.0        

별로 시급하지 않다 3 243      20.3        20.3        

전혀 시급하지 않다 4 22        1.8          1.8          

1,200   100.0      100.0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평화협정 체결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한 경제협력

문 4)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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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같은 민족이니까 1 484      40.3        40.3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2 126      10.5        10.5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3 391      32.5        32.5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4 48        4.0          4.0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5 151      12.5        12.5        

기타 6 1          0.1          0.1          

1,200   100.0      100.0      

uni0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 102      8.5          8.5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 523      43.6        43.6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483      40.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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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3.9          3.9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 240      20.0        20.0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690      57.5        57.5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223      18.6        18.6        

1,200   100.0      100.0      

문 7)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
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 5)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문 6)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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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9_0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1: 빈부격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18        1.5          1.5          

약간 개선 2 183      15.3        15.3        

차이 없음 3 248      20.7        20.7        

약간 악화 4 485      40.4        40.4        

크게 악화 5 265      22.1        22.1        

1,200   100.0      100.0      

uni09_0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2: 부동산투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26        2.1          2.1          

약간 개선 2 181      15.1        15.1        

차이 없음 3 313      26.1        26.1        

약간 악화 4 428      35.7        35.7        

크게 악화 5 251      20.9        20.9        

1,200   100.0      100.0      

uni09_0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3: 실업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51        4.3          4.3          

약간 개선 2 238      19.8        19.8        

차이 없음 3 244      20.4        20.4        

약간 악화 4 431      35.9        35.9        

크게 악화 5 235      19.6        19.6        

1,200   100.0      100.0      

문 8)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실업문제

문 8)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동산투기

문 8)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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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09_0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4: 범죄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14        1.2          1.2          

약간 개선 2 74        6.2          6.2          

차이 없음 3 297      24.7        24.7        

약간 악화 4 569      47.5        47.5        

크게 악화 5 245      20.4        20.4        

1,200   100.0      100.0      

uni09_0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5: 지역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11        0.9          0.9          

약간 개선 2 92        7.7          7.7          

차이 없음 3 303      25.2        25.2        

약간 악화 4 521      43.4        43.4        

크게 악화 5 273      22.8        22.8        

1,200   100.0      100.0      

uni09_0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6: 이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크게 개선 1 18        1.5          1.5          

약간 개선 2 93        7.7          7.7          

차이 없음 3 250      20.8        20.8        

약간 악화 4 472      39.3        39.3        

크게 악화 5 367      30.6        30.6        

1,200   100.0      100.0      

문 8)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념갈등

문 8)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갈등

문 8)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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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1 318      26.5        26.5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 326      27.2        27.2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556      46.3        46.3        

1,200   100.0      100.0      

uni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1 436      36.3        36.3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 390      32.5        32.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374      31.1        31.1        

1,200   100.0      100.0      

uni12_b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1 543      45.3        45.3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2 451      37.6        37.6        

통일이후 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3 162      13.5        13.5        

통일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4 41        3.4          3.4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nk0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원대상 1 156      13.0        13.0        

협력대상 2 503      41.9        41.9        

경쟁대상 3 75        6.2          6.2          

문 11)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2)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9)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0)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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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대상 4 271      22.6        22.6        

적대대상 5 194      16.2        16.2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nk03_02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가능하다 1 26        2.2          2.2          

어느 정도 가능하다 2 311      25.9        25.9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3 561      46.8        46.8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4 301      25.1        25.1        

1,200   100.0      100.0      

nk04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9        1.6          1.6          

다소 원한다 2 214      17.9        17.9        

별로 원하지 않는다 3 575      47.9        47.9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392      32.6        32.6        

1,200   100.0      100.0      

nk13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17        1.4          1.4          

대체로 동의한다 2 123      10.3        10.3        

그저 그렇다 3 295      24.6        24.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545      45.4        45.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219      18.3        18.3        

1,200   100.0      100.0      

문 15)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14)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13)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
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
서 말씀해 주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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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5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변하고 있다 1 43        3.6          3.6          

약간 변하고 있다 2 340      28.3        28.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 566      47.1        47.1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4 250      20.8        20.8        

모름/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nk06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180      15.0        15.0        

약간 있다 2 667      55.6        55.6        

별로 없다 3 306      25.5        25.5        

전혀 없다 4 47        3.9          3.9          

1,200   100.0      100.0      

nk07_01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1: 선군정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49        4.1          4.1          

조금 안다 2 183      15.3        15.3        

들어본 적 있다 3 485      40.4        40.4        

전혀 모른다 4 482      40.2        40.2        

1,200   100.0      100.0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선군정치

문 17)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
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16)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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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7_02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2: 주체사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70        5.8          5.8          

조금 안다 2 269      22.4        22.4        

들어본 적 있다 3 517      43.1        43.1        

전혀 모른다 4 344      28.7        28.7        

1,200   100.0      100.0      

nk07_03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3: 천리마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79        6.6          6.6          

조금 안다 2 241      20.1        20.1        

들어본 적 있다 3 573      47.7        47.7        

전혀 모른다 4 307      25.6        25.6        

1,200   100.0      100.0      

nk07_04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4: 고난의 행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53        4.4          4.4          

조금 안다 2 191      15.9        15.9        

들어본 적 있다 3 477      39.7        39.7        

전혀 모른다 4 479      39.9        39.9        

1,200   100.0      100.0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고난의 행군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천리마운동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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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7_06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5: 장마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45        3.8          3.8          

조금 안다 2 220      18.3        18.3        

들어본 적 있다 3 502      41.8        41.8        

전혀 모른다 4 434      36.1        36.1        

1,200   100.0      100.0      

nk07_08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6: 모란봉 악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안다 1 94        7.8          7.8          

조금 안다 2 346      28.8        28.8        

들어본 적 있다 3 546      45.5        45.5        

전혀 모른다 4 215      17.9        17.9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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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56        4.7          4.7          

없다 2 1,144   95.3        95.3        

1,200   100.0      100.0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모란봉 악단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
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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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8_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2: 탈북자(북한이탈주민)과 만나 본 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166      13.8        13.8        

없다 2 1,034   86.2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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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52      29.3        29.3        

없다 2 847      70.6        70.6        

모름/ 무응답 99 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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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9          2.9          

없다 2 1,164   97.0        97.0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
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
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
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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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9_0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1: 선거방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680      56.7        56.7        

다소 있다 2 421      35.1        35.1        

별로 없다 3 75        6.2          6.2          

전혀 없다 4 24        2.0          2.0          

1,200   100.0      100.0      

nk09_08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2: 사회복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748      62.4        62.4        

다소 있다 2 337      28.1        28.1        

별로 없다 3 89        7.4          7.4          

전혀 없다 4 25        2.1          2.1          

1,200   100.0      100.0      

nk09_0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3: 언어사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403      33.6        33.6        

다소 있다 2 587      48.9        48.9        

별로 없다 3 183      15.2        15.2        

전혀 없다 4 28        2.3          2.3          

1,200   100.0      100.0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
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언어사용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
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
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선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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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09_0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4: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361      30.1        30.1        

다소 있다 2 564      47.0        47.0        

별로 없다 3 242      20.2        20.2        

전혀 없다 4 33        2.7          2.7          

1,200   100.0      100.0      

nk09_09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5: 가족중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221      18.4        18.4        

다소 있다 2 466      38.9        38.9        

별로 없다 3 429      35.7        35.7        

전혀 없다 4 84        7.0          7.0          

1,200   100.0      100.0      

nk09_10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6: 돈중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258      21.5        21.5        

다소 있다 2 488      40.7        40.7        

별로 없다 3 367      30.6        30.6        

전혀 없다 4 87        7.2          7.2          

1,200   100.0      100.0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
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돈중시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
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중시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
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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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10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위협을 느낀다 1 394      32.8        32.8        

다소 위협을 느낀다 2 599      49.9        49.9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3 174      14.5        14.5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32        2.7          2.7          

1,200   100.0      100.0      

nk11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592      49.3        49.3        

다소 동의한다 2 457      38.1        38.1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99        8.2          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37        3.1          3.1          

잘 모름 5 16        1.3          1.3          

1,200   100.0      100.0      

sk22_03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한다 1 91        7.6          7.6          

다소 찬성한다 2 603      50.2        50.2        

반반/그저 그렇다 3 442      36.9        36.9        

다소 반대한다 4 60        5.0          5.0          

매우 반대한다 5 3          0.2          0.2          

1,200   100.0      100.0      

문 23) ○○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지 않습니까?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2)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
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1)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
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
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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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1_01 대북정책 도움 정도1: 인도적 대북지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61        5.1          5.1          

약간 도움이 된다 2 469      39.0        39.0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529      44.1        44.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42      11.8        11.8        

1,200   100.0      100.0      

nkp01_02 대북정책 도움 정도2: 남북 사회문화교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01      8.4          8.4          

약간 도움이 된다 2 538      44.8        44.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67      38.9        38.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94        7.9          7.9          

1,200   100.0      100.0      

nkp01_03 대북정책 도움 정도3: 남북 경제협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113      9.4          9.4          

약간 도움이 된다 2 564      47.0        47.0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427      35.6        35.6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96        8.0          8.0          

1,200   100.0      100.0      

문 24)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 사회문화교류

문 24)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인도적 대북지원

문 24)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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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1_04 대북정책 도움 정도4: 대북 제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1 72        6.0          6.0          

약간 도움이 된다 2 496      41.3        41.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545      45.4        45.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88        7.3          7.3          

1,200   100.0      100.0      

nkp03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39        3.2          3.2          

다소 만족 2 674      56.1        56.1        

다소 불만족 3 421      35.1        35.1        

매우 불만족 4 67        5.6          5.6          

1,200   100.0      100.0      

nkp06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102      8.5          8.5          

다소 동의한다 2 602      50.2        50.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372      31.0        31.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42        3.5          3.5          

잘 모름 5 82        6.8          6.8          

1,200   100.0      100.0      

문 24)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대북 제재

문 25)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
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26) ○○님은“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
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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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7_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1: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36      11.3        11.3        

다소 찬성 2 356      29.6        29.6        

반반/ 그저 그렇다 3 347      28.9        28.9        

다소 반대 4 273      22.7        22.7        

매우 반대 5 89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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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65      13.7        13.7        

다소 찬성 2 370      30.9        30.9        

반반/ 그저 그렇다 3 315      26.3        26.3        

다소 반대 4 270      22.5        22.5        

매우 반대 5 80        6.7          6.7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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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23      10.2        10.2        

다소 찬성 2 287      23.9        23.9        

반반/ 그저 그렇다 3 429      35.8        35.8        

다소 반대 4 310      25.8        25.8        

매우 반대 5 51        4.3          4.3          

1,200   100.0      100.0      

문 27)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 27)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27)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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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7_0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4: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04      8.6          8.6          

다소 찬성 2 377      31.4        31.4        

반반/ 그저 그렇다 3 383      31.9        31.9        

다소 반대 4 271      22.6        22.6        

매우 반대 5 66        5.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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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65      13.8        13.8        

다소 찬성 2 519      43.2        43.2        

반반/ 그저 그렇다 3 369      30.8        30.8        

다소 반대 4 132      11.0        11.0        

매우 반대 5 15        1.2          1.2          

1,200   100.0      100.0      

nkp07_1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6: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95      16.3        16.3        

다소 찬성 2 400      33.3        33.3        

반반/ 그저 그렇다 3 371      30.9        30.9        

다소 반대 4 177      14.8        14.8        

매우 반대 5 57        4.7          4.7          

1,200   100.0      100.0      

문 27)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27)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문 27)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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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9_01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 정도1: 북한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702      58.5        58.5        

조금 크다 2 369      30.8        30.8        

중간 3 106      8.8          8.8          

별로 크지 않다 4 19        1.6          1.6          

거의 없다 5 5          0.4          0.4          

1,200   100.0      100.0      

nkp09_02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 정도2: 한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137      11.4        11.4        

조금 크다 2 460      38.4        38.4        

중간 3 383      31.9        31.9        

별로 크지 않다 4 189      15.8        15.8        

거의 없다 5 30        2.5          2.5          

1,200   100.0      100.0      

nkp09_03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 정도3: 미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167      13.9        13.9        

조금 크다 2 475      39.6        39.6        

중간 3 397      33.1        33.1        

별로 크지 않다 4 141      11.8        11.8        

거의 없다 5 20        1.6          1.6          

1,200   100.0      100.0      

문 28)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의 책임

문 28)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의 책임

문 28)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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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09_04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 정도4: 중국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298      24.8        24.8        

조금 크다 2 505      42.0        42.0        

중간 3 285      23.7        23.7        

별로 크지 않다 4 96        8.0          8.0          

거의 없다 5 16        1.4          1.4          

1,200   100.0      100.0      

nkp09_05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 정도5: 일본의 책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크다 1 84        7.0          7.0          

조금 크다 2 378      31.5        31.5        

중간 3 507      42.3        42.3        

별로 크지 않다 4 201      16.8        16.8        

거의 없다 5 29        2.4          2.4          

1,200   100.0      100.0      

int01_01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1: 탈북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14        1.1          1.1          

다소 친근 2 296      24.7        24.7        

반반/그저 그렇다 3 583      48.5        48.5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260      21.6        21.6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48        4.0          4.0          

1,200   100.0      100.0      

문 29)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
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
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북한이탈주민)

문 28)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의 책임

문 28)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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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1_02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2: 조선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11        1.0          1.0          

다소 친근 2 272      22.7        22.7        

반반/그저 그렇다 3 504      42.0        42.0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320      26.7        26.7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93        7.7          7.7          

1,200   100.0      100.0      

int01_07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3: 중국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11        0.9          0.9          

다소 친근 2 208      17.3        17.3        

반반/그저 그렇다 3 500      41.7        41.7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382      31.8        31.8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99        8.2          8.2          

1,200   100.0      100.0      

int01_08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4: 미국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17        1.4          1.4          

다소 친근 2 432      36.0        36.0        

반반/그저 그렇다 3 500      41.7        41.7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222      18.5        18.5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29        2.4          2.4          

1,200   100.0      100.0      

문 29)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
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
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인(한족)

문 29)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
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
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인

문 29)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
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
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족(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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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1_03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5: 동남아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3          0.2          0.2          

다소 친근 2 214      17.8        17.8        

반반/그저 그렇다 3 499      41.6        41.6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433      36.1        36.1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51        4.2          4.2          

1,200   100.0      100.0      

int01_09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6: 일본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3          0.2          0.2          

다소 친근 2 225      18.7        18.7        

반반/그저 그렇다 3 512      42.6        42.6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368      30.6        30.6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93        7.7          7.7          

1,200   100.0      100.0      

int01_10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7: 남아시아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친근 1 2          0.2          0.2          

다소 친근 2 104      8.7          8.7          

반반/그저 그렇다 3 478      39.8        39.8        

별로 친근 하지 않음 4 501      41.8        41.8        

전혀 친근 하지 않음 5 115      9.6          9.6          

1,200   100.0      100.0      

문 29)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
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
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아시아인(네팔, 스리랑카, 인도 등)

문 29)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
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
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인

문 29)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
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
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동남아시아인(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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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2_01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1: 동네 이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0        1.7          1.7          

다소 꺼림 2 141      11.7        11.7        

반반/ 그저 그렇다 3 535      44.6        44.6        

별로 꺼리지 않음 4 421      35.1        35.1        

전혀 꺼리지 않음 5 83        6.9          6.9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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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9        2.4          2.4          

다소 꺼림 2 162      13.5        13.5        

반반/ 그저 그렇다 3 522      43.5        43.5        

별로 꺼리지 않음 4 408      34.0        34.0        

전혀 꺼리지 않음 5 79        6.6          6.6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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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104      8.7          8.7          

다소 꺼림 2 412      34.3        34.3        

반반/ 그저 그렇다 3 434      36.2        36.2        

별로 꺼리지 않음 4 208      17.3        17.3        

전혀 꺼리지 않음 5 41        3.4          3.4          

1,200   100.0      100.0      

문 30)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
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업 동업자

문 30)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
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직장 동료

문 30)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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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4: 결혼상대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꺼림 1 236      19.6        19.6        

다소 꺼림 2 433      36.1        36.1        

반반/ 그저 그렇다 3 334      27.8        27.8        

별로 꺼리지 않음 4 147      12.2        12.2        

전혀 꺼리지 않음 5 51        4.3          4.3          

1,200   100.0      100.0      

int03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1 408      34.0        34.0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614      51.2        51.2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3 173      14.4        14.4        

모름/ 무응답 99 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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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4.0          4.0          

다소 동의함 2 590      49.1        49.1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501      41.8        41.8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61        5.1          5.1          

1,200   100.0      100.0      

문 31)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문 30)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
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결혼상대자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
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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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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1          3.1          

다소 동의함 2 444      37.0        37.0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574      47.8        47.8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146      12.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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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2          3.2          

다소 동의함 2 345      28.7        28.7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678      56.5        56.5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140      11.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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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3      10.2        10.2        

다소 동의함 2 657      54.8        54.8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376      31.4        31.4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44        3.7          3.7          

1,200   100.0      100.0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
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정부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
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
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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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2_01 다문화 관련 인식1: 다문화 포용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128      10.7        10.7        

다소 찬성 2 529      44.1        44.1        

반반/ 그저 그렇다 3 367      30.6        30.6        

다소 반대 4 152      12.7        12.7        

매우 반대 5 23        1.9          1.9          

1,200   100.0      100.0      

sk22_02 다문화 관련 인식2: 다문화 수용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81        6.8          6.8          

다소 찬성 2 332      27.7        27.7        

반반/ 그저 그렇다 3 484      40.3        40.3        

다소 반대 4 271      22.5        22.5        

매우 반대 5 33        2.7          2.7          

1,200   100.0      100.0      

sk22_04 다문화 관련 인식3: 생활습관 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50        4.2          4.2          

다소 찬성 2 335      27.9        27.9        

반반/ 그저 그렇다 3 449      37.4        37.4        

다소 반대 4 322      26.8        26.8        

매우 반대 5 44        3.7          3.7          

1,200   100.0      100.0      

문 33)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문 33)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문 33)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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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2_05 다문화 관련 인식4: 동등한 대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 79        6.6          6.6          

다소 찬성 2 525      43.7        43.7        

반반/ 그저 그렇다 3 453      37.8        37.8        

다소 반대 4 116      9.7          9.7          

매우 반대 5 27        2.3          2.3          

1,200   100.0      100.0      

int05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1 889      74.1        74.1        

일본 2 99        8.3          8.3          

북한 3 136      11.3        11.3        

중국 4 60        5.0          5.0          

러시아 5 13        1.1          1.1          

모름/ 무응답 99 4          0.3          0.3          

1,200   100.0      100.0      

int06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1 59        4.9          4.9          

일본 2 86        7.1          7.1          

북한 3 765      63.7        63.7        

중국 4 272      22.7        22.7        

러시아 5 19        1.6          1.6          

1,200   100.0      100.0      

문 35)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
하십니까?

문 34)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문 33)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학교나 직장생활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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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7 북ㆍ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북한 팀 1 544      45.3        45.3        

미국 팀 2 214      17.8        17.8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3 162      13.5        13.5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4 281      23.4        23.4        

1,200   100.0      100.0      

int08_0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966      80.5        80.5        

경쟁 대상 2 128      10.7        10.7        

경계 대상 3 98        8.1          8.1          

적대 대상 4 6          0.5          0.5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int08_0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319      26.6        26.6        

경쟁 대상 2 379      31.6        31.6        

경계 대상 3 460      38.4        38.4        

적대 대상 4 40        3.3          3.3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37)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
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문 36)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문 37)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
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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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8_0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193      16.1        16.1        

경쟁 대상 2 479      39.9        39.9        

경계 대상 3 445      37.1        37.1        

적대 대상 4 81        6.8          6.8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int08_0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협력 대상 1 231      19.2        19.2        

경쟁 대상 2 402      33.5        33.5        

경계 대상 3 517      43.0        43.0        

적대 대상 4 50        4.2          4.2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int09_0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813      67.8        67.8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40        3.4          3.4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314      26.2        26.2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32        2.7          2.7          

1,200   100.0      100.0      

문 37)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
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문 38)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문 37)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
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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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09_0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14        1.2          1.2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635      53.0        53.0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477      39.7        39.7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74        6.1          6.1          

1,200   100.0      100.0      

int09_0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115      9.6          9.6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59        4.9          4.9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893      74.5        74.5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132      11.0        11.0        

1,200   100.0      100.0      

int09_0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한국을 도울 것이다 1 28        2.4          2.4          

북한을 도울 것이다 2 250      20.9        20.9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3 755      62.9        62.9        

중립을 지킬 것이다 4 166      13.8        13.8        

1,200   100.0      100.0      

문 38)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문 38)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문 38)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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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0_0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66        5.5          5.5          

원하는 편이다 2 427      35.6        35.6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590      49.1        49.1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118      9.8          9.8          

1,200   100.0      100.0      

int10_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2        1.0          1.0          

원하는 편이다 2 157      13.1        13.1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60      63.3        63.3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271      22.6        22.6        

1,200   100.0      100.0      

int10_0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3        1.0          1.0          

원하는 편이다 2 203      16.9        16.9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692      57.6        57.6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293      24.4        24.4        

1,200   100.0      100.0      

문 39)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문 39)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문 39)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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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0_0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원한다 1 12        1.0          1.0          

원하는 편이다 2 167      13.9        13.9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796      66.3        66.3        

전혀 원하지 않는다 4 226      18.8        18.8        

1,200   100.0      100.0      

int12_0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1: 미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484      40.3        40.3        

필요한 편이다 2 625      52.1        52.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81        6.8          6.8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0        0.8          0.8          

1,200   100.0      100.0      

int12_0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2: 중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345      28.8        28.8        

필요한 편이다 2 643      53.6        53.6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184      15.4        15.4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7        2.2          2.2          

1,200   100.0      100.0      

문 39)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문 40)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국

문 40)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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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12_0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3: 일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15      9.6          9.6          

필요한 편이다 2 605      50.5        50.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413      34.4        34.4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66        5.5          5.5          

1,200   100.0      100.0      

int12_0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4: 러시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55      12.9        12.9        

필요한 편이다 2 613      51.1        51.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375      31.2        31.2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57        4.8          4.8          

1,200   100.0      100.0      

int13_01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중 중요한 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북 간 협력 1 433      36.0        36.0        

한미 간 협력 2 377      31.4        31.4        

한중 간 협력 3 67        5.6          5.6          

모두 중요하다 4 324      27.0        27.0        

1,200   100.0      100.0      

문 41)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40)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러시아

문 40)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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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2_0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1: 4.19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45      12.0        12.0        

대체로 긍정적 2 593      49.4        49.4        

대체로 부정적 3 208      17.3        17.3        

매우 부정적 4 105      8.8          8.8          

잘 모름 5 150      12.5        12.5        

1,200   100.0      100.0      

sk02_0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2: 5.1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85        7.1          7.1          

대체로 긍정적 2 364      30.3        30.3        

대체로 부정적 3 376      31.4        31.4        

매우 부정적 4 222      18.5        18.5        

잘 모름 5 153      12.7        12.7        

1,200   100.0      100.0      

sk02_03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3: 10월유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64        5.4          5.4          

대체로 긍정적 2 311      26.0        26.0        

대체로 부정적 3 366      30.5        30.5        

매우 부정적 4 266      22.2        22.2        

잘 모름 5 192      16.0        16.0        

1,200   100.0      100.0      

문 42)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월 유신

문 42)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19

문 42)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16

38



A1-2017-0024

통일의식조사, 2017

sk02_04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 광주민주화운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244      20.4        20.4        

대체로 긍정적 2 512      42.6        42.6        

대체로 부정적 3 249      20.7        20.7        

매우 부정적 4 97        8.1          8.1          

잘 모름 5 98        8.2          8.2          

1,200   100.0      100.0      

sk02_05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5: 6월 항쟁(1987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76      14.7        14.7        

대체로 긍정적 2 542      45.2        45.2        

대체로 부정적 3 228      19.0        19.0        

매우 부정적 4 76        6.4          6.4          

잘 모름 5 177      14.7        14.7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02_08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6: 남북 정상회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170      14.1        14.1        

대체로 긍정적 2 709      59.1        59.1        

대체로 부정적 3 218      18.2        18.2        

매우 부정적 4 42        3.5          3.5          

잘 모름 5 61        5.1          5.1          

1,200   100.0      100.0      

문 42)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광주민주화운동

문 42)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정상회담

문 42)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월 항쟁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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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2_09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7: 촛불집회(2017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479      39.9        39.9        

대체로 긍정적 2 461      38.4        38.4        

대체로 부정적 3 180      15.0        15.0        

매우 부정적 4 54        4.5          4.5          

잘 모름 5 26        2.2          2.2          

1,200   100.0      100.0      

sk05_0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1: 빈부격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469      39.0        39.0        

약간 심각하다 2 653      54.4        54.4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73        6.1          6.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6          0.5          0.5          

1,200   100.0      100.0      

sk05_0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2: 부동산투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509      42.5        42.5        

약간 심각하다 2 562      46.8        46.8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23      10.3        10.3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5          0.5          0.5          

1,200   100.0      100.0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동산투기

문 42)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
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촛불집회 (2017년)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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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5_0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3: 실업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686      57.1        57.1        

약간 심각하다 2 436      36.4        36.4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69        5.7          5.7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9          0.8          0.8          

1,200   100.0      100.0      

sk05_0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4: 범죄문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280      23.4        23.4        

약간 심각하다 2 597      49.7        49.7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311      26.0        26.0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12        1.0          1.0          

1,200   100.0      100.0      

sk05_1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5: 지역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67      13.9        13.9        

약간 심각하다 2 498      41.5        41.5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498      41.5        41.5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37        3.1          3.1          

1,200   100.0      100.0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실업문제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범죄문제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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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5_0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6: 이념갈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31      10.9        10.9        

약간 심각하다 2 498      41.5        41.5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528      44.0        44.0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43        3.6          3.6          

1,200   100.0      100.0      

sk05_0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7: 환경파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328      27.3        27.3        

약간 심각하다 2 571      47.6        47.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271      22.5        22.5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29        2.4          2.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05_09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8: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108      9.0          9.0          

약간 심각하다 2 463      38.6        38.6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563      46.9        46.9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65        5.4          5.4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념갈등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파괴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42



A1-2017-0024

통일의식조사, 2017

sk05_1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9: 저출산/고령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639      53.3        53.3        

약간 심각하다 2 435      36.2        36.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17      9.8          9.8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9          0.8          0.8          

1,200   100.0      100.0      

sk05_1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10: 부정부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하다 1 441      36.8        36.8        

약간 심각하다 2 633      52.7        52.7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119      9.9          9.9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7          0.6          0.6          

1,200   100.0      100.0      

sk09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17        1.4          1.4          

다소 만족 2 343      28.6        28.6        

다소 불만족 3 732      61.0        61.0        

매우 불만족 4 106      8.8          8.8          

모름/ 무응답 99 3          0.2          0.2          

1,200   100.0      100.0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정부패

문 44)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
혀 심각하지 않다'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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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9_01 한국의 경제 전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훨씬 좋아질 것이다 1 30        2.5          2.5          

다소 좋아질 것이다 2 485      40.4        40.4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3 485      40.4        40.4        

다소 나빠질 것이다 4 181      15.1        15.1        

훨씬 나빠질 것이다 5 17        1.4          1.4          

모름/ 무응답 99 3          0.2          0.2          

1,200   100.0      100.0      

sk10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자랑스럽다 1 138      11.5        11.5        

다소 자랑스럽다 2 759      63.3        63.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3 268      22.3        22.3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4 35        3.0          3.0          

1,200   100.0      100.0      

sk01_01 민주주의 체제 가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 236      19.7        19.7        

약간 동의한다 2 777      64.8        64.8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3 172      14.3        14.3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4 15        1.2          1.2          

1,200   100.0      100.0      

문 45) ○○님은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훨씬 좋아질 것이
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훨씬 나
빠질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46)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
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
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47) ○○님은 "민주주의 체제 역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낫다"는 의견
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
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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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1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점 (매우 비민주적) 1 3          0.3          0.3          

2점 2 5          0.4          0.4          

3점 3 11        0.9          0.9          

4점 4 41        3.4          3.4          

5점 (중간) 5 92        7.7          7.7          

6점 (중간) 6 245      20.4        20.4        

7점 7 394      32.8        32.8        

8점 8 326      27.2        27.2        

9점 9 73        6.1          6.1          

10점 (매우 민주적) 10 10        0.8          0.8          

1,200   100.0      100.0      

nk12 한반도 전쟁 가능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이 있다 1 63        5.2          5.2          

약간 있다 2 540      45.0        45.0        

별로 없다 3 528      44.0        44.0        

전혀 없다 4 69        5.7          5.7          

1,200   100.0      100.0      

sk07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관심이 있다 1 63        5.3          5.3          

다소 관심이 있다 2 495      41.2        41.2        

별로 관심이 없다 3 515      42.9        42.9        

전혀 관심이 없다 4 127      10.6        10.6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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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48)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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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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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8 정치적 성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진보적 1 64        5.3          5.3          

약간 진보적 2 344      28.6        28.6        

중도 3 557      46.4        46.4        

약간 보수적 4 204      17.0        17.0        

매우 보수적 5 31        2.6          2.6          

1,200   100.0      100.0      

sk18_06 지지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더불어민주당 1 460      38.3        38.3        

자유한국당 2 140      11.6        11.6        

국민의당 3 55        4.6          4.6          

바른정당 4 44        3.7          3.7          

정의당 5 29        2.4          2.4          

기타 정당 6 6          0.5          0.5          

지지정당 없음 7 465      38.7        38.7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23 2017년 대선 투표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087   90.6        90.6        

아니오 2 113      9.4          9.4          

1,200   100.0      100.0      

문 53) ○○님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

문 52)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문 51)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
십시오.

46



A1-2017-0024

통일의식조사, 2017

sk23_01 2017년 대선 투표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문재인 1 563      46.9        51.8        

홍준표 2 177      14.7        16.2        

안철수 3 122      10.2        11.2        

유승민 4 58        4.8          5.3          

심상정 5 53        4.4          4.9          

기타 후보자 6 22        1.8          2.0          

무응답 99 92        7.7          8.5          

비해당 -1 113      9.4          

1,200   100.0      

sk17_02 현 대통령 직무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215      17.9        17.9        

대체로 잘하고 있다 2 851      70.9        70.9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 123      10.2        10.2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9          0.8          0.8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sk24_01 주요기구 신뢰도1: 대통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213      17.8        17.8        

약간 신뢰한다 2 767      63.9        63.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188      15.6        15.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32        2.6          2.6          

1,200   100.0      100.0      

문 54)(문53번에 '1. 예'라고 응답한 사람만) ○○님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셨습니까?

문 55) ○○님은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
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
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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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4_02 주요기구 신뢰도2: 정부 부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42        3.5          3.5          

약간 신뢰한다 2 623      51.9        51.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445      37.1        37.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88        7.3          7.3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24_03 주요기구 신뢰도3: 지역 행정조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21        1.7          1.7          

약간 신뢰한다 2 452      37.7        37.7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613      51.1        51.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110      9.2          9.2          

모름/ 무응답 99 3          0.3          0.3          

1,200   100.0      100.0      

sk24_04 주요기구 신뢰도4: 국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6          0.5          0.5          

약간 신뢰한다 2 142      11.8        11.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627      52.3        52.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425      35.4        35.4        

1,200   100.0      100.0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국회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정부 부처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지역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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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4_05 주요기구 신뢰도5: 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18        1.5          1.5          

약간 신뢰한다 2 167      13.9        13.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675      56.2        56.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339      28.3        28.3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24_06 주요기구 신뢰도6: 사법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18        1.5          1.5          

약간 신뢰한다 2 387      32.3        32.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598      49.8        49.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197      16.4        16.4        

1,200   100.0      100.0      

sk24_07 주요기구 신뢰도7: 군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32        2.7          2.7          

약간 신뢰한다 2 525      43.7        43.7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549      45.7        45.7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95        7.9          7.9          

1,200   100.0      100.0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사법부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군대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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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4_08 주요기구 신뢰도8: 경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28        2.4          2.4          

약간 신뢰한다 2 523      43.6        43.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550      45.8        45.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98        8.2          8.2          

1,200   100.0      100.0      

sk24_09 주요기구 신뢰도9: 미디어(신문, 방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19        1.6          1.6          

약간 신뢰한다 2 466      38.8        38.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538      44.8        44.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176      14.7        14.7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sk24_10 주요기구 신뢰도10: 대기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13        1.0          1.0          

약간 신뢰한다 2 245      20.4        20.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772      64.4        64.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171      14.2        14.2        

1,200   100.0      100.0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미디어(신문, 방송)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대기업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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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4_11 주요기구 신뢰도11: 종교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40        3.4          3.4          

약간 신뢰한다 2 379      31.5        31.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648      54.0        54.0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133      11.1        11.1        

1,200   100.0      100.0      

sk24_12 주요기구 신뢰도12: 시민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한다 1 54        4.5          4.5          

약간 신뢰한다 2 536      44.6        44.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517      43.1        43.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92        7.6          7.6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dem08_raw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수/축산업 1 17        1.4          1.4          

자영업 2 270      22.5        22.5        

판매/서비스직 3 236      19.7        19.7        

기능/숙련공 4 90        7.5          7.5          

일반작업직 5 22        1.8          1.8          

사무/기술직 6 216      18.0        18.0        

경영/관리직 7 10        0.8          0.8          

전문/자유직 8 4          0.3          0.3          

전업주부 9 216      18.0        18.0        

학생 10 84        7.0          7.0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종교계

문 56) ○○님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기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NGO등 시민단체

D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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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 11 3          0.2          0.2          

무직 12 29        2.4          2.4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dem05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혼 1 311      25.9        25.9        

기혼 2 857      71.4        71.4        

이혼/별거 3 13        1.0          1.0          

사별 4 17        1.4          1.4          

모름/ 무응답 99 2          0.2          0.2          

1,200   100.0      100.0      

dem07_raw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28        2.3          2.3          

중학교 졸업 2 103      8.6          8.6          

고등학교 졸업 3 534      44.5        44.5        

대학재학/대학졸업 4 521      43.4        43.4        

대학원재학 이상 5 11        0.9          0.9          

모름/ 무응답 99 4          0.3          0.3          

1,200   100.0      100.0      

dem06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불교 1 214      17.8        17.8        

기독교 2 242      20.2        20.2        

천주교 3 56        4.7          4.7          

종교 없음 98 654      54.5        54.5        

모름/ 무응답 99 34        2.9          2.9          

1,200   100.0      100.0      

D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D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D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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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09_raw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49만원 이하 1 2          0.2          0.2          

월 50-99만원 2 14        1.1          1.1          

월 100-149만원 3 28        2.4          2.4          

월 150-199만원 4 87        7.2          7.2          

월 200-249만원 5 98        8.2          8.2          

월 250-299만원 6 112      9.3          9.3          

월 300-349만원 7 178      14.9        14.9        

월 350-399만원 8 158      13.2        13.2        

월 400-499만원 9 254      21.2        21.2        

월 500-599만원 10 179      14.9        14.9        

월 600-699만원 11 42        3.5          3.5          

월 700만원 이상 12 46        3.9          3.9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dem10 가구소득 계층 비교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간보다 훨씬 높다 1 5          0.4          0.4          

중간보다 약간 높다 2 54        4.5          4.5          

중간과 비슷하다 3 611      50.9        50.9        

중간보다 약간 낮다 4 459      38.2        38.2        

중간보다 훨씬 낮다 5 70        5.9          5.9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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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
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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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11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의 상 1 2          0.1          0.1          

상의 하 2 7          0.6          0.6          

중의 상 3 325      27.1        27.1        

중의 하 4 617      51.4        51.4        

하의 상 5 206      17.2        17.2        

하의 하 6 43        3.6          3.6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dem12 부모세대와 생활 수준 비교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훨씬 좋아졌다 1 223      18.6        18.6        

약간 좋아졌다 2 603      50.3        50.3        

차이가 거의 없다 3 264      22.0        22.0        

약간 나빠졌다 4 77        6.4          6.4          

훨씬 나빠졌다 5 18        1.5          1.5          

잘 모르겠다 6 14        1.2          1.2          

1,200   100.0      100.0      

dem13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211      17.6        17.6        

부산 2 67        5.6          5.6          

대구 3 55        4.5          4.5          

인천 4 41        3.4          3.4          

광주 5 27        2.2          2.2          

대전 6 45        3.8          3.8          

D7)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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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9)○○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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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7 21        1.8          1.8          

경기도 8 173      14.4        14.4        

강원도 9 48        4.0          4.0          

충청북도 10 42        3.5          3.5          

충청남도 11 70        5.9          5.9          

전라북도 12 72        6.0          6.0          

전라남도 13 91        7.6          7.6          

경상북도 14 105      8.7          8.7          

경상남도 15 115      9.6          9.6          

제주도 16 15        1.2          1.2          

외국 18 2          0.1          0.1          

모름/ 무응답 99 1          0.1          0.1          

1,2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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