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A1-20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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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입니다.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시민 의견을 알아보고 있으니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Q1) 실례지만, 00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 세 ----> 만 19세 미만 조사 중단

SQ2) 성 별 : 1. 남 자 2. 여 자

문 1) 00님께선 6월 2일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면접원: 읽어줄 것)

1. 매우 관심이 많다 3. 별로 관심이 없는 편
2. 다소 관심이 있는 편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2) 00님께선 6월 2일 실시될 지방선거 때 투표하실
생각입니까?

1. 반드시 할 것 3. 투표할 생각 없음
2. 가급적 할 것

문 3) 00님께선 6월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지역 살림꾼을 뽑는 선거’라고 보십니까,
‘현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라고 보십니까,
‘살림꾼 선출과 정권 평가 둘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역 살림꾼 뽑는 선거
2. 현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
3. 살림꾼 선출 + 정권 평가 선거

문 4) 차기 서울시장을 뽑을 때 다음 중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어줄 것)

1. 시정 운영 능력
2. 인품이나 도덕성
3. 정당 혹은 이념

문 5) 00님께선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김충환 의원,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 원희룡 의원 중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김충환 의원
2. 나경원 의원
3. 오세훈 시장
4. 원희룡 의원
5. 기타, 모름 무응답

문 6) 00님께선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김성순 의원, 이계안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중
민주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김성순 의원
2. 이계안 전 의원
3. 한명숙 전 총리
4. 기타, 모름 무응답

문 7) 만약 서울시장 후보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출마할 경우, 00님께선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2.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
3.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4. 기타, 모름 무응답

문 8) 만약 서울시장 후보로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출마할 경우, 00님께선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
2.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
3.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4. 기타, 모름 무응답

문 9) 만약 서울시장 후보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출마할 경우, 00님께선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2.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
3.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4. 기타, 모름 무응답

문10) 00님께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3. 잘못하고 있는 편
2. 잘하고 있는 편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11)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했을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

1.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2. 민주당 강금실 후보
3. 기타 정당 후보
4. 말할 수 없음 기억나지 않음
5. 투표하지 않았음

▣ 00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 고 졸
3. 대졸 이상(전문대 및 대재 포함)

▣ 00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2. 자영업
3. 블루칼라 (판매서비스,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4. 화이트칼라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5. 가정 주부 6. 학 생 7. 무직․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