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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조사지역: 울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구 1 133 22.2 22.2

남구 2 192 32.0 32.0

동구 3 102 17.0 17.0

북구 4 75 12.5 12.5

울주군 5 98 16.3 16.3

600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값

유효합계 600

최소값 19

최대값 85

평균 41.36

표준편차 13.334

aage [R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29세 1 136 22.7 22.7

30대 2 158 26.3 26.3

40대 3 157 26.2 26.2

50대이상 4 149 24.8 24.8

600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302 50.3 50.3

여자 2 298 49.7 49.7

600 100.0 100.0

SQ1)  실례지만, 00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SQ2)  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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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1 5.31 울산시장 선거 투표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꼭 할 것이다 1 410 68.4 68.4

아마 할 것 같다 2 104 17.4 17.4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3 85 14.2 14.2

600 100.0 100.0

q02 심규명, 박맹우, 노옥희 중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 우리당 심규명 (변호사) 1 47 7.9 7.9

한나라당 박맹우 (現 울산 시장) 2 305 50.8 50.8

민주 노동당 노옥희 (前 민노총 울산 본부장) 3 74 12.3 12.3

그 때 가봐야/지지 후보 없음 4 162 27.0 27.0

투표하지 않을 것 5 12 2.0 2.0

600 100.0 100.0

q03 현 울산시장의 시정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잘했다 1 56 9.3 9.3

잘한 편이다 2 407 67.8 67.8

못한 편이다 3 79 13.2 13.2

아주 못했다 4 12 2.0 2.0

모름/무응답 9 46 7.7 7.7

600 100.0 100.0

q04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9 1.5 1.5

잘하는 편이다 2 196 32.7 32.7

잘못하는 편이다 3 284 47.3 47.3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70 11.6 11.6

모름/무응답 9 41 6.8 6.8

600 100.0 100.0

문 1) 이번달 31일 울산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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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열린우리당 심규명 후보,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 민주노
동당 노옥희 후보 중 00님께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예정입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 누가 울산시장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

문 3) 00님께선 현재의 울산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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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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 지지하는 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열린 우리당 1 71 11.9 11.9

한나라당 2 240 40.0 40.0

민주당 3 11 1.8 1.8

민주 노동당 4 86 14.3 14.3

국민 중심당 5 4 0.7 0.7

지지정당 없음 6 143 23.8 23.8

모름/ 무응답 7 45 7.5 7.5

600 100.0 100.0

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림어업 1 11 1.8 1.8

자영업 2 71 11.8 11.8

블루칼라 3 91 15.1 15.1

화이트칼라 4 134 22.4 22.4

주부 5 192 31.9 31.9

학생 6 54 9.0 9.0

무직/기타 7 47 7.9 7.9

600 100.0 100.0

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130 21.7 21.7

고졸 2 229 38.1 38.1

대재이상 3 241 40.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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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님의 직업은?

00님의 학력은?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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