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 지방선거 5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CODE BOOK

  

자료번호 A1-2006-0112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관 중앙일보

조사년도 2006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0년

코드북제작년도 2009년



이 자료를 연구 및 저작에 이용, 참고 및 인용할 경우에는 KOSSDA의 자

료인용표준서식에 준하여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중앙일보. 2006. 「5.31 지방선거 5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 서울시

장, 경기도지사, 광주시장, 대전시장, 제주도지사, 서울시장 후보결정 직전, 서울

시장 후보결정 직후」. 연구수행기관: 중앙일보.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

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0년. 자료번호: A1-2006-0112.

 

     ❚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9. 「5.31 지방선거 5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

사 CODE BOOK」. pp. 5-10.

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

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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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응답자 연령

값

유효합계 612

최소값 19

최대값 90

평균 44.09

표준편차 16.260

age [R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1 136 22.2 22.2

30대 2 146 23.8 23.8

40대 3 128 21.0 21.0

50대이상 4 202 33.0 33.0

612 100.0 100.0

s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299 48.9 48.9

여자 2 313 51.1 51.1

612 100.0 100.0

sage [CRE] 응답자 성별과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20대 1 65 10.6 10.6

남 30대 2 51 8.4 8.4

남 40대 3 53 8.7 8.7

남 50대 이상 4 130 21.2 21.2

여 20대 11 71 11.5 11.5

여 30대 12 94 15.4 15.4

여 40대 13 75 12.3 12.3

여 50대 이상 14 73 11.9 11.9

61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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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5.31 광주시장 지방선거 투표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꼭 할 것이다 1 358 58.5 58.5

아마 할 것 같다 2 139 22.7 22.7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3 115 18.8 18.8

612 100.0 100.0

q2 김재균, 진선수, 박광태, 오병윤 중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김재균 1 128 20.9 20.9

한나라당 진선수 2 17 2.8 2.8

민주당  박광태 3 244 39.8 39.8

민주노동당 오병윤 4 38 6.2 6.2

그 때 가봐야/지지 후보 없음 5 164 26.8 26.8

투표하지 않을 것 6 21 3.4 3.4

612 100.0 100.0

q3 조영택, 진선수, 박광태, 오병윤 중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조영택 1 92 15.0 15.0

한나라당 진선수 2 20 3.3 3.3

민주당 박광태 3 268 43.8 43.8

민주노동당 오병윤 4 40 6.5 6.5

그 때 가봐야/지지 후보 없음 5 170 27.8 27.8

투표하지 않을 것 6 22 3.6 3.6

612 100.0 100.0

문 1) 다음달 31일 광주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00님께선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하실 겁니까, 투표하지 않으실 겁니까?  ‘꼭 할 것’, ‘아마 할 것’, ‘아마 하지 않을
것’ 중에서 답해 주십시오.

문 2) 만약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김재균 전 북구청장, 한나라당 후보
로 진선수 전 부대변인, 민주당 후보로 박광태 광주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오병윤 시당 위
원장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 누가 광주시장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

문 3) 만약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한나라당
후보로 진선수 전 부대변인, 민주당 후보로 박광태 광주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오병윤 시
당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 누가 광주시장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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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지하는 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1 149 24.4 24.4

한나라당 2 26 4.3 4.3

민주당 3 193 31.6 31.6

민주노동당 4 43 7.0 7.0

국민중심당 5 1 0.1 0.1

없음/무응답 6 200 32.7 32.7

612 100.0 100.0

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임어업 1 16 2.7 2.7

자영업 2 83 13.5 13.5

블루칼라 3 43 7.0 7.0

화이트칼라 4 97 15.9 15.9

주부 5 212 34.6 34.6

학생 6 69 11.3 11.3

무직/기타 7 92 15.0 15.0

612 100.0 100.0

edc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108 17.6 17.6

고졸 2 159 26.1 26.1

대재이상 3 336 54.8 54.8

무응답 9 9 1.5 1.5

612 100.0 100.0

wt 성별/연령별 인구비 기준 가중치

00님의 직업은?

00님의 학력은?

문 4) 현재 우리 나라 정당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이 있
습니다. 00님께선 이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