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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1)
3)
5)

북한은 남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대상이다
2) 협력 대상이다
경쟁 대상이다
4) 경계 대상이다
적대 대상이다

문2. 우리나라 주변 국가 중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어디
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없다

6) 기타 (

)

문3. 2019년 남북관계가 2018년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 매우 개선될 것이다
2) 조금 개선될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조금 악화할 것이다
5) 매우 악화할 것이다
문4. 우리 정부가 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수준과 비교해, 2019년 북한의 핵시설과 장
거리탄도미사일 기지에 대한 비핵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1)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다
2) 대부분 비핵화될 것이다
3) 절반 정도만 비핵화될 것이다
4) 매우 부분적인 비핵화만 이뤄질 것이다
5) 비핵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문5.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
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나라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우리나라 안보에 매우 도움이 된다
2) 우리나라 안보에 조금 도움이 된다
3) 우리나라 안보를 조금 저해한다
4) 우리나라 안보를 매우 저해한다

문6.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의지
2)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북한 지휘부의 결단
3)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4) 한국 내부의 이념갈등 해소와 합의
5)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압박

문7.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개성공단 재가동
2) 금강산 관광 재개
3)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5)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6) 기타(

)

문8.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1) 매우 좋아질 것이다
2) 조금 좋아질 것이다
3) 2018년과 비슷할 것이다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5) 매우 나빠질 것이다
문9. 본인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1) 매우 보수
2) 보수
3) 중도
4) 진보
5) 매우 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