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1. What is your gender?
1. Male		
2. Female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How old are you?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SQ3. Where do you currently live?
1. Seoul
9. Gangwon-do
2. Busan
10. Chungcheongbuk-do
3. Daegu
11. Chungcheongnam-do
4. Incheon
12. Jeollabuk-do
5. Gwangju
13. Jeollanam-do
6. Daejeon		
14. Gyeongsangbuk-do
7. Ulsan		
15. Gyeongsangnam-do
8. Gyeongi-do
16. Jeju-do

SQ3.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서울		
9. 강원		
2. 부산			
10. 충북		
3. 대구			
11. 충남(세종)		
4. 인천
12. 전북
5. 광주			
13. 전남 		
6. 대전			
14. 경북 		
7. 울산			
15. 경남		
8. 경기
16. 제주
DQ1. What is your political orientation?
0—1—2—3—4—5—6—7—8—9—10
Most progressive 		
Most conservative
11		
Don’t know

12
No response

DQ1.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0—1—2—3—4—5—6—7—8—9—10
가장 진보적                                         가장 보수적  
11		
12
잘 모름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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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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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QUESTIONS ON KOREA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THE REGIONAL POWERS

DQ2. Have you ever lived abroad?
1. Have lived abroad
2. Have not lived abroad
DQ2. 귀하께서는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1. 해외 거주 경험 있음 2. 해외 거주 경험 없음
DQ2-1. If so, for how long did you live abroad?
DQ2-1. (DQ2 보기1 응답자만) 그렇다면 해외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PRELIMINARY QUESTIONS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
(Basic Opinions o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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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In thinking about reunification, which of the
unification scenarios is the most desirable?
(Choose one.)
1. Peaceful coexistence
2.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3.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North Korean collapse)
4. Unification through conflict
5. Not in favor of unification
6. Don’t know
Q1. 귀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평화로운 상태로 남북한이 각자 공존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
3.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 통일
4.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통한 통일
5. 통일을 찬성하지 않음
6. 잘 모르겠다

Q2. In thinking about unification, which of the
unification scenarios is the most likely?
(Choose one.)
1. Peaceful coexistence
2.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3.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North Korean collapse)
4. Unification through conflict
5. N/A, Unification will not occur
6. Don’t know
Q2. 귀하께서는 통일이 된다고 생각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평화로운 상태로 남북한이 각자 공존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
3.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 통일
4.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통한 통일
5. 이 중에 없음 (통일이 되지 않을 것)
6. 잘 모르겠다
Q3. When do you think reunification is likely to
occur? (Choose one.)
1. Never
2. 5 years			
3. 5¬–10 years
4. 10–20 years
5. 20–30 years		
6. 30–40 years
7. 40 years or more
Q3. 귀하께서는 몇 년 내에 통일이 될 꺼라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이 되지 않을 것
2. 5년 이내		
3. 5년~ 10년 이내 		
4. 10년~20년 이내
5. 20년~30년 이내
6. 30년~40년 이내		
7. 40년 이상

Q4A. If you answered “agree” to the above
statement (choose all that apply):
1. Do you agree because foreign nations might
undermine Korean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in
unification?
2. Do you agree because foreign involvement might
lead to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in unification?

2. 통일 과정에서 외국군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적 자립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4.) 통일된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5. 통일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 의지에
반하는 것이 때문에
6. 기타 ()

3. Do you agree because foreign nations might
undermine a unified Korea’s economic independence?

Q4B. If you answered “disagree” to the above
statement (choose all that apply):
1. Do you disagree because you see foreign
involvement in unification as unavoidable?

4. Do you agree because foreign involvement might
prevent a unified Korea from being politically neutral?

2. Do you disagree because foreign involvement in
unification might help avoid violent conflict?

5. Do you agree because foreign involvement in
unification would go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opulation?

3. Do you disagree because foreign involvement in
unification could support Korea’s political settlement
negotiations?

6. Do you agree for a reason not stated above?

4. Do you disagree because foreign involvement could
help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of unification?
5. Do you disagree because foreign nations could help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in unification?
6. Do you disagree for a reason not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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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남북한은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Q4A. (Q4 보기1 응답자만)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이유를 보기 중에서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통일 과정에서 한국의 독립성과 주권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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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The two Koreas have stated that unification
should occur by the two Koreas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powers. Do you agree with
this statement? Do you disagree?
1. Agree		
2. Disagree

Q4B. (Q04 보기2 응답자만) 귀하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이유를 보기 중에서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통일에 있어 외부 세력의 개입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2) 외부 세력의 개입을 통해 남북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3) 한국의 정치적 교섭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4) 통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 통일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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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인식과 김정은
(Perceptions on North Korea and Kim Jong Un)
Q5. How would you describe the current state of
South-North relations as compared to three years
ago? (Choose one.)
1. Very positive
2. Positive
3. No change
4. Negative
5. Very negative
Q5. 귀하께서는 3년 전(2016년)에 비해 현재의
남북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		
2. 긍정적으로 변했다		
3. 변화가 없다
4. 부정적으로 변했다			
5.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Q6. How confident are you that North Korea will
give up its nuclear weapons? (Choose one).
1. Very confident
2. Somewhat confident
3. Not so confident
4. Not confident at all
5. I don’t know
Q6. 귀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다소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Q7. How much do you trust Kim Jong U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Q7. 귀하께서는 통일의 책임감 있는 협력자로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얼마나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한다 		
2. 조금 신뢰한다
3.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Q8. How much do you trust North Korea?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Q8. 귀하께서는 북한이 통일에 있어 책임감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다소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Q9. 귀하께서는 통일이 되는 단계에서 북한 이외의
국가 중 어느 국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이 중에 없다		
6. 잘 모르겠다
Q10. In your opinion, which of the regional
powers should have some role in fostering Korean
reunification? (Choose all that apply).
1. United States
2. China
3. Japan
4. Russia
5. None of the above
6. Don’t know
Q10. 귀하께서는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들 중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이 중에 없다		
6. 잘 모르겠다

Q11.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력자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Q12. How much do you trust the United States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Q12.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력국으로서
미국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Q13. How much do you trust Xi Jinping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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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In your opinion, which country (other than
North Korea) is likely to have the most influence
throughout the phase of Korean reunification?
(Choose one).
1. United States
2. China
3. Japan
4. Russia
5. None of the above
6. Don’t know

Q11. How much do you trust Donald Trump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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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에 가장 중요한 주변국 인식
(The Most Important Regional Power Relating to
South-North Unification)

6

Q13.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력자로서 시진핑
주석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Q16. How much do you trust Japan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Q14. How much do you trust China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Q16.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력국으로서
일본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Q14.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력국으로서
중국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Q17. How much do you trust Vladimir Putin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Q15. How much do you trust Shinzo Abe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Q17.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력자로서 푸틴
총리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Q15.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력자로서 아베
총리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Q18. How much do you trust Russia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Q19.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렵기관으로 UN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Q20. In your opinion, which country is likely
to exert the greatest influence on security issues
throughout the phase of Korean reunification?
(Choose one.)
1. United States
2. China
3. Japan
4. Russia
5. None of the above
6. Don’t know

Q21. In your opinion, which country is likely to
exert the greatest influence on economic issues
throughout the phase of Korean reunification?
(Choose one.)
1. United States
2. China
3. Japan
4. Russia
5. None of the above
6. Don’t know
Q21. 귀하께서는 통일을 하는 단계에서, 한반도 주변국
중 어떤 국가가 경제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이 중에 없다
6.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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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How much do you trust the United Nations
to be a supportive partner in unification?
1. A lot
2. Somewhat
3. Not a lot
4. Not at all
5. Don’t know

Q20. 귀하께서는 통일을 하는 단계에서, 한반도
주변국 중 어떤 국가가 안보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이 중에 없다		
6.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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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귀하께서는 통일을 지원하는 협력국으로서
러시아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하다		
2. 조금 신뢰한다		
3. 다소 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통일과 연관된 주변국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n More Specific Roles of the
Regional Powers on Korean Reunification)
Q22. In your opinion, shoul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have some role in
fostering Korean reunification?
1.Strongly agree
2. Agree
3. Disagree
4. Strongly disagree
5.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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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귀하께서는 통일을 하는데 있어, UN과 같은
국제 기구가 특정 역할을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통일이후에 예상되는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n the Regional Powers After
Unification)
Q23. In your opinion, which regional power is
likely to pose the greatest security threat to a
unified Korea?
1. United States
2. China
3. Japan
4. Russia
5. None of the above
6. Don’t know

Q23. 남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에서, 안보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이 중에 없다		
6. 잘 모르겠다
Q24. In your opinion, which regional power is
likely to pose the greatest economic threat to a
unified Korea?
1. United States
2. China
3. Japan
4. Russia
5. None of the above
6. Don’t know
Q24. 남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이 중에 없다
6. 잘 모르겠다
Q25. Should a unified Korea continue to have very
strong ti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 Strongly agree
2) Agree
3) Disagree
4) Strongly disagree
5) Don’t know

Q26. In your opinion, should a unified Korea
continue to have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1. Strongly agree
2. Agree
3. Disagree
4. Strongly disagree
5. Don’t know

Q28. 남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에서, 한반도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다소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Q26. 남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에서, 한반도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다소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Q27. In your opinion, shoul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have troops stationed in a unified
Korea?
1. Strongly agree
2. Agree
3. Disagree
4. Strongly disagree
5. Don’t know
Q27. 남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다소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Q29. In your opinion, after the two Koreas are
unified, should a unified Korea have an alliance
with China?
1. Strongly agree
2. Agree
3. Disagree
4. Strongly disagree
5. Don’t know
Q29. 남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동맹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다소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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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In your opinion, should a unified Korea have
nuclear weapons?
1. Strongly agree
2. Agree
3. Disagree
4. Strongly disagree
5.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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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남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에서, 한반도가 국제
사회와 강한 결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다소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