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2007-0029

자 료 명     현대리서치 정치지표조사,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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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고 있다"     ____ 2 "잘못하고 있다"

     ____ 3 "보통이다"               ____ 4 "잘하고 있다"

     ____ 5 "매우 잘하고 있다"       ____ 6 "잘모름"

문2. 귀하께서는 올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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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2-1. (없음/무응답)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호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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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3. 만약 이명박씨가 한나라당 후보가 안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____ 1 "박근혜"              ____ 2 "원희룡"

     ____ 3 "지지후보 없음"       ____ 4 "잘모름"

     ____ 5 "기타"

문4. 만약 박근혜씨가 한나라당 후보가 안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____ 1 "이명박"              ____ 2 "원희룡"

     ____ 3 "지지후보 없음"       ____ 4 "잘모름"

     ____ 5 "기타"

문5. 4월 25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____ 1 "잘 알고 있다"        ____ 2 "어느정도 알고있다"

     ____ 3 "모른다"

   문5-1. 4월 25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의 9개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자가 2개 지역에서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

니까?

           ____ 1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____ 2 "다소영향 미치나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____ 3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____ 4 "잘모름"

문6. 대통령 후보 중 '인터넷'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는 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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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7. 대통령 후보의 팬클럽사이트나 정치인이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등의 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_ 1 "있다"       ____ 2 "없다"

   문7-1. 있다면, 누구의 사이트를 방문하셨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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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름/ 무응답"    ____ 18 "기타"

   문7-2. 인터넷을 통해 얻게 된 정보가 특정 정치인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전혀 그렇지 않다"       ____ 2 "별로 그렇지 않다"

           ____ 3 "어느정도 그렇다"        ____ 4 "매우 그렇다"

           ____ 5 "잘모름"

문8. 현 정부가 대북관련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____ 1 "매우 잘못하고 있다"       ____ 2 "다소 잘못하고 있다"

     ____ 3 "그저 그렇다"              ____ 4 "어느정도 잘하고 있다"

     ____ 5 "매우 잘하고 있다"         ____ 6 "잘모름"

문9.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십니까?

     ____ 1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____ 2 "다소 어려워질 것이다"

     ____ 3 "변화없을 것이다"            ____ 4 "다소 나아질 것이다"

     ____ 5 "많이 나아질 것이다"         ____ 6 "잘모름"

문10. 향후, 부동산값이 현재보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____ 1 "오를 것이다"                ____ 2 "떨어질 것이다"

      ____ 3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____ 4 "잘모름"

문11. 현재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각 언론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____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____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____ 3 "어느정도 신뢰한다"          ____ 4 "매우 신뢰한다"

      ____ 5 "잘모름"



문12.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그리고 

최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탈당한 신당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중 어느 정당

을 지지하십니까?

       ____ 1 "한나라당"                 ____ 2 "열린 우리당"

       ____ 3 "민주당"                   ____ 4 "민주 노동당"

       ____ 5 "국민 중심당"              ____ 6 "통합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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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2-1. (없음/무응답)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은 무엇입니까?

            ____ 1 "한나라당"                 ____ 2 "열린 우리당"

            ____ 3 "민주당"                   ____ 4 "민주 노동당"

            ____ 5 "국민 중심당"              ____ 6 "통합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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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