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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아시아재단 실시
아프가니스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요약
•

여론조사 결과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에 이르러 낙관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4%, 잘 모르겠다 (mixed feeling)고
답한 사람은 25%였다. 2006년 여론조사에서는 약 44%의 응답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21%와 29%였다.

•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가
재건활동(39%)이 꼽혔고 양호한 치안(34%)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치안불안(48%)을 취약한
거버넌스 및 경제관련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2006년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양호한 치안(31%),
평화(29%), 무장해제(26%)를 순서대로 들었다.

•

응답자의 32%가 아프가니스탄의 당면 최대 과제로 치안불안(32%)을 꼽았고,
그 뒤를 실업, 빈곤한 경제, 부패가 순서대로 이었다. 2006년 조사 당시
국가차원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빈곤한 경제, 불확실한 치안 상황,
더딘 재건 및 발전속도, 실업 등의 대답이 많았다.

•

지역차원의 최대 과제로는 10~15%의 응답비율을 보이며 전기, 실업, 수도,
교육이 순서대로 꼽혔다. 2006년의 경우 실업(34%), 전기(25%), 수도(18%),
가난(18%), 취약한 경제(17%), 부패 (8%)가 순서대로 부각되었다.

•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9%에
달했고 정부에 대한 공개적 부정 발언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응답비율 또한 69%에 이르렀다.

•

국민의 80%가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교육 및
보건분야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크게 기인한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부패 척결 등의 분야에서 정부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

각 기관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상이했다. 80% 이상의 국민이 경찰과 군대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보였으며 뒤이어 전자미디어, Shuras 와 Jirgas, 지방
위원회, 국제 NGO,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CDC) 등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부의 사법제도, 정당, 지역 민병대
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절반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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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 동안 분쟁 해결을 위해 지방법원 또는 마을/지역소재 Shura/Jirga를
찾은 응답자 비율은 14%에 그쳤다. 분쟁의 절반 가량은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었다.

•

부패 만연 정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부패(74%) 가 지방(60%) 및
지역(48%)에 비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66%의 응답자가 해당 거주지역의 치안 수준이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신변 또는 가족의 안전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도 50%에 달했다. 또한 82%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족 중 범죄
또는 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다.

•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80%였다. 이
중 50%는 종교를 이유로 들었고 35%는 아편 중독을 꼽았다. 테러 및
치안불안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10% 이하였다.

•

거의 절반에 이르는 아프간 국민(49%)이 탈레반 정권시절보다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느끼고 있으나 사분의 일 이상(28%)의 국민은 탈레반 정권
시절이 더 풍요로웠다고 생각했다. 2006년에는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응답은 54%,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26%,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2%였다.

•

2년 전과 비교하여 학교에 대한 접근성(교육기회)이 향상되었다는 응답비율은
51%였다. 한편 43%의 응답자가 가족 보건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으며 가계
재정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비율도 39%에 달했다.

•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아프간 국민(51%)이
자유라고 답했으며 평화(33%)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하면
권리와 법(26%), 국민에 의한 정부(25%)도 떠오른다고 답했다.

•

응답자 개인에게 있어 민주주의가 가져 올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34%가 평화라고 답했으며 30%는 자유, 23%는 권리와 법, 22%는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답했다.

•

대부분의 아프간 국민은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서로 배척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66%의 응답자가 이슬람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민주주의가 이슬람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응답비율은 29%에 그쳤다.

•

종교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였으며 36%의
응답자 만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73%의 아프간 국민이 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

아프간 여성이 당면한 최대 걸림돌로 29%의 응답자가 교육기회 부족을
꼽았으며 여성 권리의 부족(13%), 취업 기회 부족(9%)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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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정치 기구에서의 여성 간부직 진출 반대 비율은 39~44%를 기록했다.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기구는 국회(44%)였고 가장 낮은 기구는
지역개발회의(39%)였다.

•

절반이 약간 넘는 54%의 아프간 국민이 국가 상황관련 소식을 듣기 위해
라디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뒤를 TV(26%)가 이었다. 친구, 가족, 이웃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비율은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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