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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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최소값 19

최대값 88

평균 42.00

표준편차 15.138

age [R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1 184 22.9 22.9

30대 2 215 26.8 26.8

40대 3 192 23.9 23.9

50대이상 4 211 26.4 26.4

802 100.0 100.0

s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400 49.9 49.9

여자 2 402 50.1 50.1

802 100.0 100.0

sage [CRE] 응답자 성별과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20대 1 112 14.0 14.0

남 30대 2 64 8.0 8.0

남 40대 3 91 11.4 11.4

남 50대 이상 4 132 16.5 16.5

여 20대 11 71 8.9 8.9

여 30대 12 151 18.8 18.8

여 40대 13 101 12.5 12.5

여 50대 이상 14 79 9.9 9.9

802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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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5.31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투표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꼭 할 것이다 1 481 59.9 59.9

아마 할 것 같다 2 180 22.4 22.4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3 140 17.5 17.5

모름/무응답 9 1 0.2 0.2

802 100.0 100.0

q2 진대제, 김문수, 김용한 중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진대제 1 170 21.2 21.2

한나라당 김문수 2 281 35.1 35.1

민주노동당 김용한 3 40 5.0 5.0

그 때 가봐야/지지 후보 없음 4 277 34.5 34.5

투표하지 않을 것 5 34 4.2 4.2

802 100.0 100.0

q3 진대제, 김영선, 김용한 중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진대제 1 197 24.5 24.5

한나라당 김영선 2 204 25.5 25.5

민주노동당 김용한 3 45 5.6 5.6

그 때 가봐야/지지 후보 없음 4 320 39.9 39.9

투표하지 않을 것 5 36 4.5 4.5

802 100.0 100.0

문 1) 다음달 31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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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장관, 한나라당
후보로 김문수 의원, 민주노동당 후보로 김용한 중앙위원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어떤 후보
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 누가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

문 3) 만약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장관, 한나라당
후보로 김영선 의원, 민주노동당 후보로 김용한 중앙위원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어떤 후보
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 누가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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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진대제, 전재희, 김용한 중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진대제 1 187 23.4 23.4

한나라당 전재희 2 227 28.4 28.4

민주노동당 김용한 3 46 5.7 5.7

그 때 가봐야/지지 후보 없음 4 305 38.0 38.0

투표하지 않을 것 5 37 4.6 4.6

802 100.0 100.0

q5 지지하는 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1 169 21.1 21.1

한나라당 2 308 38.4 38.4

민주당 3 14 1.8 1.8

민주노동당 4 57 7.1 7.1

국민중심당 5 4 0.5 0.5

없음/무응답 6 250 31.2 31.2

802 100.0 100.0

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임어업 1 25 3.1 3.1

자영업 2 122 15.2 15.2

블루칼라 3 89 11.2 11.2

화이트칼라 4 127 15.9 15.9

주부 5 282 35.2 35.2

학생 6 78 9.7 9.7

무직/기타 7 79 9.8 9.8

802 100.0 100.0

문 5) 현재 우리 나라 정당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이 있
습니다. 00님께선 이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00님의 직업은?

문 4) 만약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장관, 한나라당
후보로 전재희 의원, 민주노동당 후보로 김용한 중앙위원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어떤 후보
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 누가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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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126 15.8 15.8

고졸 2 269 33.5 33.5

대재이상 3 391 48.8 48.8

무응답 9 16 2.0 2.0

802 100.0 100.0

wt 성별/연령별 인구비 기준 가중치

00님의 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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