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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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1차 : 

광주시장」. 연구수행기관: 중앙일보.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

료공개년도: 2010년. 자료번호: A1-2006-0113-5.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0. 「5.31 지방선거 16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

사, 1차 : 광주시장 CODE BOOK」. p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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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응답자 연령

값

유효합계 600

최소값 19

최대값 85

평균 41.99

표준편차 15.452

age [R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1 150 25.0 25.0

30대 2 148 24.7 24.7

40대 3 133 22.2 22.2

50대이상 4 169 28.1 28.1

600 100.0 100.0

s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292 48.7 48.7

여자 2 308 51.3 51.3

600 100.0 100.0

sage [CRE] 응답자 성별과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20대 1 88 14.7 14.7

남 30대 2 59 9.8 9.8

남 40대 3 53 8.9 8.9

남 50대 이상 4 92 15.3 15.3

여 20대 11 62 10.3 10.3

여 30대 12 89 14.9 14.9

여 40대 13 80 13.3 13.3

여 50대 이상 14 77 12.9 12.9

600 100.0 100.0

SQ1)  실례지만, 00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SQ2)  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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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5.31 광주시장 선거 투표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꼭 할 것이다 1 356 59.3 59.3

아마 할 것 같다 2 128 21.3 21.3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3 116 19.4 19.4

600 100.0 100.0

a11 김재균, 박광태, 오병윤 중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김재균 1 146 24.3 24.3

민주당 박광태 2 242 40.4 40.4

민주노동당 오병윤 3 44 7.4 7.4

그 때 가봐야/지지 후보 없음 8 150 25.1 25.1

투표하지 않을 것 9 17 2.8 2.8

600 100.0 100.0

a12 조영택, 박광태, 오병윤 중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조영택 1 108 17.9 17.9

민주당  박광태 2 280 46.6 46.6

민주노동당 오병윤 3 54 9.0 9.0

그 때 가봐야/지지 후보 없음 8 142 23.6 23.6

투표하지 않을 것 9 17 2.9 2.9

600 100.0 100.0

문2-1) 만약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민주당 후
보로 박광태 현 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오병윤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어
떤 후보에게 투표할 예정입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누가 광주시장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 1) 이번달 31일 광주시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00님께선 이번 지방선거 때 투
표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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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후보로
박광태 현 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오병윤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어떤 후
보에게 투표할 예정입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 누가 광주시장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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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현 광주시장의 시정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잘했다 1 17 2.8 2.8

잘한 편이다 2 397 66.2 66.2

못한 편이다 3 127 21.2 21.2

아주 못했다 4 13 2.1 2.1

모름/무응답 9 46 7.7 7.7

600 100.0 100.0

a14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14 2.3 2.3

잘하는 편이다 2 272 45.4 45.4

잘못하는 편이다 3 225 37.5 37.5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38 6.3 6.3

모름/무응답 9 51 8.6 8.6

600 100.0 100.0

a15 지지하는 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우리당 1 164 27.3 27.3

한나라당 2 26 4.4 4.4

민주당 3 160 26.6 26.6

민주노동당 4 57 9.4 9.4

없음/무응답 6 194 32.3 32.3

6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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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3) 00님께선 현재의 광주시장이 그동안 시정을 얼마나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했다, 잘한 편이다, 못한 편이다, 아주 못했다 중에서 답해 주십시오.

문 4) 00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
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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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림어업 1 4 0.7 0.7

자영업 2 56 9.4 9.4

블루칼라 3 65 10.8 10.8

화이트칼라 4 127 21.1 21.1

주부 5 190 31.7 31.7

학생 6 93 15.6 15.6

무직/기타 7 65 10.8 10.8

600 100.0 100.0

edc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97 16.1 16.1

고졸 2 172 28.7 28.7

대재이상 3 320 53.3 53.3

무응답 9 11 1.9 1.9

600 100.0 100.0

00님의 직업은?

00님의 학력은?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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