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2007-0028

자 료 명     현대리서치 정치지표조사, 4차

== <일러두기> ==============================================

KOSSDA는 코드북과 데이터를 토 로 본 설문지를 재구성하 다.

==========================================================

성   별   1 "남성"   2 "여성"

연   령   _________ 세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전북"  15 "경남"  .16 "제주"

학   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재 이상"

직   업
  1 "농/임/어업"        2 "경영/관리/전문직"        3 "사무/기술직"

  4 "판매/서비스직"     5 "자영업"                 .6 "가정주부"
  7 "생산/단순노무직"   8 "학생"                    9 "무직/기타"

문1. 귀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

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____ 1 "매우 잘하고 있다"            ____ 2 "잘하고 있다"

     ____ 3 "보통이다"                    ____ 4 "잘못하고 있다"

     ____ 5 "매우 잘못하고 있다"          ____ 6 "잘모름"

문2. 귀하께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이명박"        ____ 2 "박근혜"       ____ 3 "정동영"                      

     ____ 4 "손학규"        ____ 5 "정운찬"       ____ 6 "한명숙"

     ____ 7 "천정배"        ____ 8 "권영길"       ____ 9 "김근태"

     ____ 10 "강금실"       ____ 11 "노회찬"      ____ 12 "이해찬"

     ____ 13 "류시민"       ____ 14 "원희룡"      ____ 15 "김원웅"

     ____ 16 "문국현"       ____ 17 "없음"        ____ 18 "모름/ 무응답"

     ____ 19 "기타"         ____ 20 "고건"        ____ 21 "심상정"

     ____ 22 "오세훈"       ____ 23 "이회창"



   문2-1. (없음/무응답)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 1 "이명박"        ____ 2 "박근혜"       ____ 3 "정동영"                 

          ____ 4 "손학규"        ____ 5 "정운찬"       ____ 6 "한명숙"

          ____ 7 "천정배"        ____ 8 "권영길"       ____ 9 "김근태"

          ____ 10 "강금실"       ____ 11 "노회찬"      ____ 12 "이해찬"

          ____ 13 "류시민"       ____ 14 "원희룡"      ____ 15 "김원웅"

          ____ 16 "문국현"       ____ 17 "없음"        ____ 18 "모름/ 무응답"

          ____ 19 "기타"         ____ 20 "고건"        ____ 21 "심상정"

          ____ 22 "오세훈"       ____ 23 "이회창"

문3. 지난 2월 김유찬씨의 제기로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으로 논란이 있었습니

다. 귀하께서는 이명박 후보 검증논란으로 지지후보가 바뀌었습니까?

     ____ 1 "바뀌었다"     ____ 2 "바뀌지 않았다"     ____ 3 "잘모름"

   문3-1. 지난 2월 김유찬씨의 제기로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으로 논란이 있

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명박 후보 검증논란 이전에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셨습니

까?

          ____ 1 "이명박"        ____ 2 "박근혜"       ____ 3 "정동영"                 

          ____ 4 "손학규"        ____ 5 "정운찬"       ____ 6 "한명숙"

          ____ 7 "천정배"        ____ 8 "권영길"       ____ 9 "김근태"

          ____ 10 "강금실"       ____ 11 "노회찬"      ____ 12 "이해찬"

          ____ 13 "류시민"       ____ 14 "원희룡"      ____ 15 "김원웅"

          ____ 16 "문국현"       ____ 17 "없음"        ____ 18 "모름/ 무응답"

          ____ 19 "기타"         ____ 20 "고건"        ____ 21 "심상정"

          ____ 22 "오세훈"       ____ 23 "이회창"

문4. 한나라당 후보 경선방식은 당원 50%, 일반국빈 50%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

약, 귀하께서 한나라당 후보 경선여론조사에 참여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가?

     ____ 1 "이명박"     ____ 2 "박근혜"     ____ 3 "잘모름"

문5. 지지후보와 상관없이 누가 한나라당 후보로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____ 1 "이명박"     ____ 2 "박근혜"     ____ 3 "잘모름"

문6. 한나라당 대선후보간의 검증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측은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

격'이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전대표측은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며 네거티브 공격이 아

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 1 "후보검증 빙자한 네거티브 공격이다"

     ____ 2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다"

     ____ 3 "잘모름"



문7. 한나라당에서는 대선후보 경선방식을 놓고 이명박 전시장측과 박근혜 전대표측의 의견

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대선후보 경선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고 두 후보가 

갈라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선과정을 거쳐 단일 후보로 될 것으로 생각하

십니까?

     ____ 1 "경선방식 미합의로 각자 출마"

     ____ 2 "경선방식 합의로 단일후보 출마"

     ____ 3 "잘모름"

문8. 다음은 여권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범 여권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정동영"          ____ 2 "김근태"         ____ 3 "한명숙"

     ____ 4 "손학규"          ____ 5 "정운찬"         ____ 6 "문국현"

     ____ 7 "모름/ 무응답"    ____ 8 "없다"           ____ 9 "이해찬"

     ____ 10 "고건"          .____ 11 "조순영"        ____ 12 "류시민"

문9. 이번 대선에 있어 대통령이 갖춰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____ 1 "정직/ 도덕성"           ____ 2 "성실성"

     ____ 3 "풍부한 국정 경험"       ____ 4 "경제적 지식"

     ____ 5 "리더쉽"                 ____ 6 "모름/ 무응답"

     ____ 8 "모두다"                 ____ 9 "국민여론 수렴"

문10.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그리고 

최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탈당한 신당이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이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____ 1 "한나라당"              ____ 2 "열린 우리당"

     ____ 3 "민주당"                ____ 4 "민주 노동당"

     ____ 5 "국민 중심당"           ____ 6 "신당"

     ____ 7 "모름/ 무응답"          ____ 8 "없음".

   문10-1. (없음/무응답)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은 무엇입니까?

            ____ 1 "한나라당"              ____ 2 "열린 우리당"

            ____ 3 "민주당"                ____ 4 "민주 노동당"

            ____ 5 "국민 중심당"           ____ 6 "신당"

            ____ 7 "모름/ 무응답"          ____ 8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