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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서울....................................... 1 200 25.0 

부산....................................... 2 75 9.4 

구....................................... 3 48 6.0 

인천....................................... 4 47 5.9 

....................................... 6 25 3.1 

경기....................................... 7 148 18.5 

강원....................................... 8 20 2.5 

충북....................................... 9 17 2.1 

충남....................................... 10 17 2.1 

북....................................... 11 29 3.6 

경북....................................... 13 41 5.1 

경남....................................... 14 62 7.8 

충북 군부............................ 16 9 1.1 

충남 군부............................ 17 19 2.4 

북 군부............................ 18 8 1.0 

경북 군부............................ 19 12 1.5 

경남 군부............................ 20 14 1.8 

강원 군부............................ 21 9 1.1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남자....................................... 1 402 50.3 

여자....................................... 2 398 49.8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20세....................................... 20 19 2.4 

21세....................................... 21 21 2.6 

22세....................................... 22 15 1.9 

23세....................................... 23 18 2.3 

24세....................................... 24 19 2.4 

25세....................................... 25 30 3.8 

26세....................................... 26 30 3.8 

27세....................................... 27 28 3.5 

28세....................................... 28 38 4.8 

29세....................................... 29 32 4.0 

30세....................................... 30 28 3.5 

31세....................................... 31 17 2.1 

● 재 사시는 곳은 어디 신가요? 

[변수설명: area]
[변수이름: 응답자 거주지역]

● 성별

[변수설명: sex]
[변수이름: 응답자 성별]

● 올해 만으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변수설명: age]
[변수이름: 응답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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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32 19 2.4 

33세....................................... 33 30 3.8 

34세....................................... 34 17 2.1 

35세....................................... 35 30 3.8 

36세....................................... 36 30 3.8 

37세....................................... 37 26 3.3 

38세....................................... 38 26 3.3 

39세....................................... 39 21 2.6 

40세....................................... 40 35 4.4 

41세....................................... 41 10 1.3 

42세....................................... 42 28 3.5 

43세....................................... 43 18 2.3 

44세....................................... 44 9 1.1 

45세....................................... 45 17 2.1 

46세....................................... 46 7 0.9 

47세....................................... 47 10 1.3 

48세....................................... 48 17 2.1 

49세....................................... 49 21 2.6 

50세....................................... 50 30 3.8 

51세....................................... 51 10 1.3 

52세....................................... 52 14 1.8 

53세....................................... 53 5 0.6 

54세....................................... 54 16 2.0 

55세....................................... 55 17 2.1 

56세....................................... 56 10 1.3 

57세....................................... 57 6 0.8 

58세....................................... 58 7 0.9 

59세....................................... 59 19 2.4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무학....................................... 0 11 1.4 

4년......................................... 4 1 0.1 

6년......................................... 6 77 9.6 

8년......................................... 8 3 0.4 

9년......................................... 9 85 10.6 

10년....................................... 10 1 0.1 

12년....................................... 12 343 42.9 

13년....................................... 13 8 1.0 

14년....................................... 14 70 8.8 

15년....................................... 15 5 0.6 

16년....................................... 16 165 20.6 

17년....................................... 17 1 0.1 

18년....................................... 18 19 2.4 

응답거부.............................. 88 3 0.4 

모르겠다.............................. 99 8 1.0 

합계 800 100.0 

●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변수설명: educ]
[변수이름: 응답자 교육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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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죽음,살인,피........................ 1 96 12.0 

시 데모.............................. 2 94 11.8 

계엄군,군 ......................... 3 42 5.3 

민주화................................... 4 110 13.8 

김 ................................... 5 2 0.3 

한(恨).................................... 6 4 0.5 

지역감정,차별..................... 7 14 1.8 

상처멍에.............................. 8 5 0.6 

총소리,탱크......................... 9 8 1.0 

독재불의.............................. 10 14 1.8 

폭동....................................... 11 21 2.6 

폭도....................................... 12 11 1.4 

남로................................... 13 6 0.8 

도청....................................... 15 6 0.8 

망월동................................... 16 17 2.1 

분노....................................... 17 1 0.1 

주사태.............................. 19 135 16.9 

화꽃잎.............................. 20 2 0.3 

두환................................... 22 24 3.0 

주....................................... 25 51 6.4 

학생시민.............................. 26 4 0.5 

군사정권.............................. 27 6 0.8 

잔인함................................... 29 5 0.6 

비참슬픔.............................. 30 2 0.3 

유가족................................... 32 2 0.3 

역사  큰 사건.................. 33 1 0.1 

있을 수 없는 일................ 34 1 0.1 

과잉진압.............................. 35 2 0.3 

학살....................................... 36 7 0.9 

지나치다.............................. 37 1 0.1 

나쁜놈들.............................. 38 1 0.1 

기념일................................... 39 1 0.1 

피해의식.............................. 40 1 0.1 

삼청교육 .......................... 41 1 0.1 

희생자................................... 42 2 0.3 

학생운동.............................. 43 1 0.1 

모르겠다.............................. 99 99 12.4 

합계 800 100.0 

1. 5・18하면 무엇이 가장 먼  떠오르세요?

[변수설명: q1]
[변수이름: 5․18에 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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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불순분자들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었다................... 1 54 6.8 

신군부의 집권에 반 하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2 500 62.5 

체제 복을 한 민 명이었다............................ 3 69 8.6 

살아남기 한 자기 방어  투쟁이었다................. 4 122 15.3 

기타................................................................. 5 3 0.4 

심없다......................................................... 88 1 0.1 

모르겠다......................................................... 99 51 6.4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그 다............................................... 1 135 16.9

아니다............................................... 2 385 48.1

당시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 3 209 26.1

모르겠다........................................... 9 71 8.9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시  진압과정에서 우연한 사고에 의한 죽음이었다.......... 1 100 12.5

공수부 의 과잉진압에 의한 죽음이었다............................... 2 631 78.9

우발 (1) + 과잉진압(2)............................................................... 3 16 2.0

모르겠다...................................................................... 9 53 6.6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그 다................................... 1 406 50.8

아니다................................... 2 206 25.8

모르겠다.............................. 9 188 23.5

합계 800 100.0 

2. 5・18은 다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2]
[변수이름: 5․18에 한 인식]

3. 80년 당시 언론에서는 주시민을 폭도라고 불 는데, ○○님께서도 당시에 그 게 생각하셨나요? 

[변수설명: q3]
[변수이름: 5․18 당시 주시민을 폭도라고 칭한 언론에 한 동의여부]

4. 5・18 당시 사망한 주시민들의 죽음에 해 공수부 의 계획 인 과잉진압에 의한 죽음

이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시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에 의한 죽음이라는 주

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4]
[변수이름: 5․18 당시 사망한 주시민의 사망원인에 한 인식]

5. ○○님께서는, 5・18에 미국이 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5]
[변수이름: 5․18과 미국의 련성 여부]



- 5 -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분명한 사실이다................ 1 185 23.1

어느정도 사실일 것이다....... 2 374 46.8

과장된 것 같다.................. 3 145 18.1

유언비어일 것이다............ 4 17 2.1

모르겠다.............................. 9 79 9.9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분명한 사실이다................ 1 237 29.6

어느정도 사실일 것이다....... 2 406 50.8

과장된 것 같다.................. 3 63 7.9

유언비어일 것이다............ 4 16 2.0

모르겠다.............................. 9 78 9.8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분명한 사실이다................ 1 278 34.8

어느정도 사실일 것이다....... 2 340 42.5

과장된 것 같다.................. 3 57 7.1

유언비어일 것이다............ 4 24 3.0

모르겠다.............................. 9 101 12.6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분명한 사실이다................ 1 139 17.4

어느정도 사실일 것이다....... 2 280 35.0

과장된 것 같다.................. 3 123 15.4

유언비어일 것이다............ 4 67 8.4

모르겠다.............................. 9 191 23.9

합계 800 100.0 

6. 재까지 5・18에 해 알려진 사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꾸 히 제기되고 있

습니다. 다음의 주장들에 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 해 주세요.

6-1 사망자가 2천명이 넘는다

[변수설명: q6_1]
[변수이름: 5․18 련 주장들에 한 진 여부1: 사망자가 2천명 이상]

6-2 시신이 암매장되었다

[변수설명: q6_2]
[변수이름: 5․18 련 주장들에 한 진 여부2: 시신의 암매장]

6-3 공수부 에 의해 임산부가 살해되었다

[변수설명: q6_3]
[변수이름: 5․18 련 주장들에 한 진 여부3: 공수부 의 임산부 살해]

6-4 공수부 가 부녀자를 성폭행했다

[변수설명: q6_4]
[변수이름: 5․18 련 주장들에 한 진 여부4: 공수부 의 부녀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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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분명한 사실이다................ 1 96 12.0

어느정도 사실일 것이다....... 2 234 29.3

과장된 것 같다.................. 3 112 14.0

유언비어일 것이다............ 4 127 15.9

모르겠다.............................. 9 231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모두 밝 졌다.................... 1 16 2.0

부분 밝 졌다................... 2 259 32.4

아직까지 미흡하다............ 3 486 60.8

밝 진 것은 하나도 없다......... 4 18 2.3

모르겠다.............................. 9 21 2.6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확실히 상했던 일이다............. 1 52 6.5

어느정도 상은 했었다............. 2 325 40.6

조  뜻밖이다................................ 3 189 23.6

 뜻밖의 일이다..................... 4 120 15.0

심없다.............................. 8 5 0.6

모르겠다.............................. 9 109 13.6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공개 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1 213 26.6

희생자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2 154 19.3

아무것도 필요없다........................... 3 188 23.5

일단반성 책마련........................... 4 79 9.9

완  진상공개................................... 12 4 0.5

사과보상.............................................. 14 5 0.6

심없다.............................................. 88 6 0.8

모르겠다.............................................. 99 151 18.9

합계 800 100.0 

6-5 공수부 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 에 투입되었다

[변수설명: q6_5]
[변수이름: 5․18 련 주장들에 한 진 여부5: 공수부 원의 만취상태 작 투입]

7. ○○님께서는 재까지 5・18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 졌다고 보세요?

[변수설명: q7]
[변수이름: 5․18의 진상규명 정도]

8. 얼마  공개된 미국 국무성의 비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80년 당시 신군부의 집권을 묵인

하 고 주로의 병력투입을 사 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님께서는 여기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8]
[변수이름: 5․18 병력투입에 한 미국의 사 승인 인지]

9. 그 다면, 5・18 당시 주시민들의 희생에 해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9]
[변수이름: 5․18 주시민 희생자들에 한 미국의 합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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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1 414 51.8

어떤 형태로든 사과는 해야 한다............... 2 216 27.0

아무것도 필요없다........................... 3 85 10.6

심없다.............................................. 8 6 0.8

모르겠다.............................................. 9 79 9.9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그 다.................................................. 1 422 52.8

그 지 않다.......................................... 2 20 2.5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것 같다......... 3 309 38.6

모르겠다.............................................. 9 49 6.1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깊게 남아 있을 것이다................... 1 653 81.6

조 은 남아 있을 것이다............... 2 120 15.0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3 16 2.0

완 히 해소되었을 것이다............. 4 1 0.1

모르겠다.............................................. 9 10 1.3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그 다................................... 1 391 48.9

그 지 않다........................... 2 297 37.1

모르겠다.............................. 9 112 14.0

합계 800 100.0 

10. 재 5・18 련단체에서는 미국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변수설명: q10]
[변수이름: 5․18에 한 미국의 공개사과 필요성]

11. 주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 비해 유난히 시 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 어떻

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11]
[변수이름: 주사람이 시 를 많이 한다는 의견에 한 동의여부]

12. ○○님은 주사람들에게 5・18에 한 한(恨)이 아직도 남아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12]
[변수이름: 주사람들에게 5․18에 한 한(恨)이 남음에 한 의견]

13. ○○님은, 주를 민주화의 고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13]
[변수이름: “ 주는 민주화의 고장”이라는 의견에 한 동의]



- 8 -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매우 큰 향을 끼쳤다............... 1 256 32.0

어느정도 향을 끼쳤다............. 2 382 47.8

별로 향을 끼치지 않았다....... 3 104 13.0

 향을 끼치지 않았다....... 4 13 1.6

모르겠다.............................. 9 45 5.6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매우 큰 향을 끼쳤다............... 1 103 12.9

어느정도 향을 끼쳤다............. 2 320 40.0

별로 향을 끼치지 않았다....... 3 189 23.6

 향을 끼치지 않았다....... 4 46 5.8

기타....................................... 5 2 0.3

모르겠다.............................. 9 140 17.5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매우 큰 향을 끼쳤다............... 1 288 36.0

어느정도 향을 끼쳤다............. 2 234 29.3

별로 향을 끼치지 않았다....... 3 139 17.4

 향을 끼치지 않았다....... 4 65 8.1

기타....................................... 5 3 0.4

모르겠다.............................. 9 71 8.9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반드시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 1 284 35.5

뜻은 좋지만 굳이 기념일로까지는 할 필요없다... 2 403 50.3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3 63 7.9

모르겠다......................................................... 9 51 6.4

합계 800 100.0 

14. 다음의 항목에 주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의 보기에서 

선택해 주세요.

14-1 한국의민주화

[변수설명: q14_1]
[변수이름: 주민주화 운동의 향1: 한국의 민주화]

14-2 반미운동의 시작

[변수설명: q14_2]
[변수이름: 주민주화 운동의 향2: 반미운동의 시작]

14-3 지역감정의 심화

[변수설명: q14_3]
[변수이름: 주민주화 운동의 향3: 지역감정의 심화]

15. 5월 18일을 충일이나 학생의 날과 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15]
[변수이름: 5․18 국가기념일 제정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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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반드시 국립묘지로 승격시켜야 한다.......................................... 1 359 44.9

뜻은 좋지만 굳이 국립묘지로까지는 할 필요없다................. 2 324 40.5

국립묘지로 승격시켜서는 안된다................................................ 3 55 6.9

모르겠다........................................................................ 9 62 7.8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완 히 해결할 수 있다.................................. 1 24 3.0

부분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530 66.3

로 해결할 수 없다.................................. 3 197 24.6

모르겠다.............................................. 9 49 6.1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지나치게 피해자 주로 과장되어 있다.................... 1 79 9.9

조 은 피해자 주로 과장되어 있다........................ 2 309 38.6

과장된 것은 없는 것 같다............................................. 3 328 41.0

모르겠다........................................................... 9 84 10.5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지 까지 충분히 거론되었으니 이제는 그만 거론해야 한다................ 1 89 11.1

조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만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336 42.0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계속 거론이 되어야 한다...................... 3 343 42.9

모르겠다...................................................................................... 9 32 4.0

합계 800 100.0 

16. 그 다면 5・18묘지(잘 모르면 5・18당시 희생자들이 묻 있는 곳이라고 알려 것)를 국립

묘지로 승격시키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16]
[변수이름: 5․18 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는 것에 한 의견]

17.  정부가 5 .18문제를 완 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 삼정부하에서 5・18

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

[변수설명: q17]
[변수이름: 5․18 문제에 한  정부의 해결능력 평가]

18. 재까지 알려진 5・18의 실상이 지나치게 피해자 주로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

다. 여기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18]
[변수이름: 5․18 실상이 피해자 주로 되어 있음에 한 의견]

19. 5・18 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도 16년이 지났습니다. 사회일각에서는 5・18은 이미 16

년 의 일이고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5・18에 해 거론하지 말자라

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계속 거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

니다. 여기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19]
[변수이름:  시 에서 5․18 문제 거론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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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잘한 일이다........................ 1 563 70.4

그  그 다............................. 2 132 16.5

못한 일이다............................. 3 25 3.1

심없다.................................... 8 3 0.4

모르겠다.............................. 9 77 9.6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김 삼 통령.................... 1 114 14.3

5.18 련단체와 주시민.... 2 500 62.5

국의 지식인......................... 3 89 11.1

정치인........................................ 4 43 5.4

모르겠다.............................. 9 54 6.8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지나치게 성 했다....................................................... 1 94 11.8

검토는 된 것 같은데 조 은 성 했다.................. 2 347 43.4

성 한 면도 있었지만 검토는 충분했다................ 3 153 19.1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4 49 6.1

모르겠다........................................................ 9 157 19.6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순수한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1 103 12.9

정치 인 이용도 있지만 역사바로세우기의 의미가 더 크다................................................. 2 184 23.0

역사바로세우기의 의미도 있지만 조 은 정치 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3 351 43.9

정치 으로 이용하고 있다.............................................................................................. 4 58 7.3

모르겠다................................................................................................................. 9 104 13.0

합계 800 100.0 

※ 다음은 5・18특별법에 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20. 5・18특별법제정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20]
[변수이름: 5․18 특별법 제정에 한 지지 정도]

21. 5・18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님께서는 이 가운

데 가 가장 결정 인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변수설명: q21]
[변수이름: 5․18 특별법 제정에 결정 인 역할을 한 사람]

22. 5・18특별법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주장이 있고 반

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님께서는 여기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22]
[변수이름: 5․18 특별법 제정시 성 함에 한 의견]

23. 5・18특별법이 순수한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
서는 두 직 통령을 비롯한 5・6공 세력과의 단 을 해 정치 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23]
[변수이름: 5․18 특별법 제정의 의미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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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완 히 해결될 것이다................. 1 25 3.1

부분 해결될 것이다................. 2 254 31.8

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3 394 49.3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4 64 8.4

모르겠다.............................. 9 60 7.5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1 570 71.3

직 통령 우차원에서 약간의 용이 필요하다............... 2 169 21.1

지 까지의 처벌로도 충분하다..................................................... 3 39 4.9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4 5 0.6

모르겠다........................................................................ 9 17 2.1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1 568 71.0

이들은 주모자가 아니므로 약간의 용이 필요하다................................ 2 147 18.4

이들은 주모자가 아니므로지 까지의 처벌로도 충분하다...................... 3 50 6.3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4 5 0.6

모르겠다....................................................................................... 9 30 3.8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본  있다.......................... 1 580 72.5

본  없다.......................... 2 198 24.8

기억안남.............................. 9 22 2.8

합계 800 100.0 

24. 5・18특별법 제정으로 주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세요?

[변수설명: q24]
[변수이름: 주문제 해결에 한 5․18 특별법 제정의 효과]

25. 재 5・18 련 재 이 진행 인데요, ○○님께서는 두 직 통령을 어떻게 사법처리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25]
[변수이름: 5․18 련 두 직 통령의 사법처리에 한 의견]

26. 두 직 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5・18 련 인사들은 어떻게 사법처리 해야한다고 생각하

세요? (비자 문제에 해 언 을 하는 것 같으면 5・18에 한 사법처리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것, 련인사를 잘 모르고 있으면 정호용, 박 병등 몇 명을 불러 것)

[변수설명: q26]
[변수이름: 5․18 련 인사들의 사법처리에 한 의견

27. SBS에서 방 되었던 모래시계라는 TV 드라마에서 5・18과 삼청교육 를 다뤘던 부분을 

본 이 있으세요? 

[변수설명: q27]
[변수이름: TV 드라마 “모래시계” 시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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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본  있다.......................... 1 578 72.3

본  없다.......................... 2 191 23.9

기억안남.............................. 9 31 3.9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본  있다.......................... 1 434 54.3

본  없다.......................... 2 318 39.8

기억안남.............................. 9 48 6.0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좋은 일 아님...................... 1 381 47.6

어쩔 수 없다........................... 2 54 6.8

지역감정 때문......................... 3 264 33.0

좋은 일...................................... 4 47 5.9

심없다.................................... 88 7 0.9

모르겠다.............................. 99 47 5.9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선에 출마해야 한다..................... 1 125 15.6

당 정비후 2인자로 물러나야 한다..... 2 191 23.9

당 정비후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3 170 21.3

지  바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4 231 28.9

심없다.................................................... 88 8 1.0

모르겠다.............................................. 99 75 9.4

합계 800 100.0 

28. MBC에서 방 되었던 제4공화국이라는 TV 드라마에서 12・12와 5・18을 다뤘던 부분을 

본 이 있으세요?

[변수설명: q28]
[변수이름: TV 드라마 “제4공화국” 시청여부]

29. SBS에서 방 되었던 코리아 게이트라는 TV 드라마에서 12・12와 5・18을 다뤘던 부분을 

본 이 있으세요?

[변수설명: q29]
[변수이름:  TV 드라마 “코리아게이트”시청여부]

30.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 라도에서는 국민회의, 충청도에서는 자민련, 경남지역에서는 신한

국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는데요, ○○님께서는 이러한 지역별 싹쓸이 상에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말 해 주세요.

[변수설명: q30]
[변수이름: 96년 총선의 지역주의  투표행 에 한 의견]

31. 총선 이후 김 씨의 향후 거취가 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김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변수설명: q31]
[변수이름: 총선이후 김 씨의 거취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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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내각제로 바뀔 것이다................................................ 1 38 4.8

확실히는 아니지만 내각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2 139 17.4

내각제로 바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3 278 34.8

내각제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 4 198 24.8

모르겠다........................................................................ 9 147 18.4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찬성하겠다.......................... 1 289 36.1

반 하겠다.......................... 2 327 40.9

기권하겠다.......................... 3 15 1.9

심없다.............................. 8 25 3.1

모르겠다.............................. 9 144 18.0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출마할 것이다.................... 1 622 77.8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2 101 12.6

심없다.............................. 8 4 0.5

모르겠다.............................. 9 73 9.1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당선될 것이다.................... 1 76 9.5

안될 것이다............................. 2 586 73.3

심없다.............................. 8 2 0.6

모르겠다.............................. 9 136 17.0

합계 800 100.0 

32. 재 정치권에서는 선거 이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내각책임제 문제가본격 으로 두될 것

으로 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님께서는 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뀔 가능성

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변수설명: q32]
[변수이름: 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뀔 가능성]

33. 만약 통령 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두고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님께서는 내각책임

제에 찬성하시겠어요? 반 하시겠어요?

[변수설명: q33]
[변수이름: 내각책임제에 한 찬성여부]

34. ○○님께서는 97년 통령선거에 김 씨가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변수설명: q34]
[변수이름: 97년 선에 김  출마 가능성]

35. 만약 통령 선거에 김 씨가 출마한다면 당선되리라고 보세요?

[변수설명: q35]
[변수이름: 97년 선에서 김  당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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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억압,불 ,동정.................... 1 150 18.8 

정평가.............................. 2 109 13.6 

부정평가.............................. 3 142 17.8 

같은 사람........................ 4 111 13.9 

기타....................................... 5 9 1.1 

5.18 련................................ 7 19 2.4 

별 생각없다........................ 88 199 24.9 

모르겠다.............................. 99 61 7.6 

합계 800 100.0 

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서울....................................... 1 35 4.4 

부산....................................... 2 12 1.5 

구....................................... 3 15 1.9 

인천....................................... 4 6 0.8 

주....................................... 5 4 0.5 

....................................... 6 2 0.3 

경기....................................... 7 66 8.3 

강원....................................... 8 52 6.5 

충북....................................... 9 51 6.4 

충남....................................... 10 91 11.4 

북....................................... 11 74 9.3 

남....................................... 12 87 10.9 

경북....................................... 13 126 15.8 

경남....................................... 14 131 16.4 

제주....................................... 15 4 0.5 

황해도................................... 16 7 0.9 

이북....................................... 17 32 4.0 

일본....................................... 18 1 0.1 

모르겠다.............................. 99 4 0.5 

합계 800 100.0 

※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 ○○님은 주에 해 듣거나 주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나시는 로 말

해 주세요?

[변수설명: q36]
[변수이름: 주, 주사람에 한 이미지]

37. ○○님의 아버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변수설명: q37]
[변수이름: 응답자 부친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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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값 설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서울....................................... 1 40 5.0

부산....................................... 2 14 1.8

구....................................... 3 16 2.0

인천....................................... 4 6 0.8

주....................................... 5 3 0.4

....................................... 6 3 0.4

경기....................................... 7 69 8.6

강원....................................... 8 54 6.8

충북....................................... 9 56 7.0

충남....................................... 10 91 11.4

북....................................... 11 69 8.6

남....................................... 12 90 11.3

경북....................................... 13 119 14.9

경남....................................... 14 131 16.4

제주....................................... 15 4 0.5

황해도................................... 16 4 0.5

이북....................................... 17 19 2.4

일본....................................... 18 5 0.6

모르겠다.............................. 99 7 0.9

합계 800 100.0 

38. ○○님의 어머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변수설명: q38]
[변수이름: 응답자 모친의 고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