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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재단 2007 아프가니스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04 년 처음 실시되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여론조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된 단일 여론조사 중 최대 범위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재건,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여준다.

아시아재단은 2007 년 10 월 23 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한 아프가니스탄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카불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시 발표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국 34 개 주에서 실시된 본 여론조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된
단일 여론조사 중 최대 인구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4 년과 2006 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된 이번 ‘2007 아프가니스탄 대국민 여론조사’는 포스트 탈레반 시대를 맞아
아프가니스탄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확하고도
장기적인 측정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7 여론조사 전문은 아시아재단 웹사이트 www.asiafoundation.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7 년 여론조사에서는 재건, 치안, 거버넌스, 아편 재배 등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인식과 더불어 정부, 비공식 기관, 여성과 이슬람의 역할, 언론의 영향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조사되었다. 본 여론조사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전국 34 개 주에서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출신 지역을 가진 18 세 이상 아프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총 6,263 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 2007 년 6 월에 대면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두에 2007 년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분위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2%의 아프간 국민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 (2004 년과 2006 년에는 각각 64%, 44%의 응답자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대답한 바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4%였으며 (2004 년 11%, 2006 년 21%)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5%(2004 년 8%, 2006 년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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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여론조사는 아시아재단과 미국 국제개발처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미
국제개발처가 자금을 지원하고, 아시아재단이 기획, 지휘, 편집을 담당했다. 본
여론조사의 모든 대면면접은 카불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사회경제오피니언
리서치센터(ACSOR)가 고용한 494 명의 아프가니스탄 남녀 조사원이 실시했으며,
2008 년, 2009 년, 2010 년에도 이 같은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시아재단의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
아시아재단 카불 사무소는 포스트 탈레반 체제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사회, 경제,
지식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2002 년 2 월
재설립되었다. 2002 년 재 설립 이후 아시아재단의 카불 사무소는 임시정부 수립, 신
헌법 제정, 전국 유권자 등록 지원, 시민 교육, 미디어 모니터링, 2004 대통령 선거 및
2005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를 위한 기술적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재건 노력을 지원했다. 선거 이후에도 재단은 중앙 정부 행정부
내 주요 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핵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 및
소녀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고등교육 발전 지원, 교류 증대를 통한
국제관계 개선 도모 등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아시아재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비정부 재단인 아시아재단은 아시아 내에서
펼쳐지는 거버넌스, 법, 시민사회의 발전, 여성의 권한신장, 경제 개혁 및 발전, 국제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시아재단은 50 여 년 간 아시아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민관 파트너와의 협력 하에 리더쉽 및 기관의 발전, 교류, 정책연구 등을
실시한다. 아시아 전역에 걸쳐 17 개의 사무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에 각각 사무소와 본사를 두고 있어 상기 문제를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적 시각을 가지고 해결한다.
지난 2006 년 한 해 동안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미화 5 천 3 백만 달러의 프로그램
지원금과 미화 3 천만 달러에 이르는 920 만권의 도서 및 교육자료를 지원하였다.
현재 쌍무원조단, 다자개발기구, 민간기업, 재단, 개인 등 다양한 기관 및 개인이
아시아재단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재단 웹사이트: http://www.asia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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