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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입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으니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1-9720

SQ1) 실례지만, 00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 세 ───> 만 19세 미만은 조사중단

SQ2) 성 별 : 1. 남 자 2. 여 자

문 1) 이번달 31일 대전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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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꼭 할 것이다
2. 아마 할 것 같다
3.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문 2) 이번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민주당 최기복 후보,
민주노동당 박춘호 후보, 국민중심당 남충희 후보,
한미준 고낙정 후보 중
00님께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예정입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일 경우)
누가 대전시장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열린우리당 염홍철 (現 대전시장)
2. 한나라당 박성효 (前 대전 정무부시장)
3. 민주당 최기복 (범충청하나로연합 상임의장)
4. 민주노동당 박춘호 (現 대전통일연대 대표)
5. 국민중심당 남충희 (前 부산 정무부시장)
6. 한미준 고낙정 (서남부주민권익투쟁위원장)
---------------------------------------------
8. 그 때 가봐야/ 지지 후보 없음
9. 투표하지 않을 것

문 3) 00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하는 편이다
3. 잘못하는 편이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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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당
4. 민주노동당
5. 국민중심당
6. 지지 정당 없음
7. 모름/무응답

▣ 00님의 직업은?

1. 농/임/ 어업
2. 자 영 업
3. 블루 칼라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4. 화이트칼라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5. 가정 주부
6. 학 생
7. 무직 / 기타

▣ 00님의 학력은?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1. 중졸 이하
2. 고 졸
3. 대재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