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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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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1. 「시사정보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 전국 CODE 

BOOK」. pp. 5-10.

이 자료의 코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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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          울 1 190     18.8 18.8

부          산 2 80       7.9 7.9

대          구 3 53       5.2 5.2

인          천 4 55       5.4 5.4

광          주 5 34       3.4 3.4

대          전 6 27       2.7 2.7

울          산 7 29       2.9 2.9

경          기 8 211     20.8 20.8

강          원 9 35       3.5 3.5

충          북 10 32       3.2 3.2

충          남 11 39       3.8 3.8

전          북 12 47       4.6 4.6

전          남 13 40       3.9 3.9

경          북 14 61       6.0 6.0

경          남 15 68       6.7 6.7

제          주 16 12       1.2 1.2

1,013  100.0 100.0

ara 거주지역 (리코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수도권 1 456     45.0 45.0

대전/충남/충북 4 98       9.7 9.7

광주/전남/전북 5 121     11.9 11.9

대구/경북 6 114     11.3 11.3

부산/울산/경남 7 177     17.5 17.5

강원/제 주 8 47       4.6 4.6

1,01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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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473     46.7 46.7

여자 2 540     53.3 53.3

1,013  100.0 100.0

sq3 응답자 연령

==> 데이터 참조

age 응답자 연령 (리코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 -  29세 1 172     17.0 17.0

30 대 2 214     21.1 21.1

40 대 3 240     23.7 23.7

50 대 4 177     17.5 17.5

60세 이상 5 210     20.7 20.7

1,013  100.0 100.0

q1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지상파 채널 시청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820     80.9 80.9

아니오 2 189     18.7 18.7

모름/ 무응답 9 4         .4 .4

1,013  100.0 100.0

문1. OO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5분 이상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신방법이나 수신
기 종류는 상관없고, YTN, mbn 등의 뉴스전문채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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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라디오 청취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327     32.3 32.3

아니오 2 679     67.0 67.0

모름/ 무응답 9 7         .7 .7

1,013  100.0 100.0

q3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종이일간신문 본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450     44.4 44.4

아니오 2 562     55.5 55.5

모름/ 무응답 9 1         .1 .1

1,013  100.0 100.0

q4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무료신문 본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119     11.7 11.7

아니오 2 892     88.1 88.1

모름/ 무응답 9 2         .2 .2

1,013  100.0 100.0

문2. OO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라디오에서 뉴스나 시사 토
론 프로그램을 5분 이상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수신방법, 수신기 종류 상관없음)

문3. OO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종이일간신문을 5분 이상 보
신 적이 있습니까? 지하철 등에서 나눠주는 무료신문과 인터넷에서 본 것은 제외됩니다.

문4. OO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지하철 등에서 무료로 나눠
주는 메트로, 포커스, 등의 무료신문을 5분 이상 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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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뉴스전문채널 시청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615     60.7 60.7

아니오 2 383     37.8 37.8

모름/ 무응답 9 15       1.5 1.5

1,013  100.0 100.0

q6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한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557     55.0 55.0

아니오 2 452     44.6 44.6

모름/ 무응답 9 4         .4 .4

1,013  100.0 100.0

dq1 출퇴근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중교통 1 451     44.5 44.5

자가 2 423     41.8 41.8

도보 / 기타 3 126     12.4 12.4

무응답 9 13       1.3 1.3

1,013  100.0 100.0

dq2 유료TV 가입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673     66.4 66.4

아니오 2 300     29.6 29.6

무응답 9 40       3.9 3.9

1,013  100.0 100.0

DQ1. OO님께서 출퇴근 또는 이동 시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DQ2. OO님 댁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같은 유료TV에 가입하셨습니까?

문5. OO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YTN, MBN 등 뉴스전문 채
널을 5분 이상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수신방법, 수신기 종류 상관없음)

문6. OO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 ․경제․사회․문화 뉴스 같은 국내 소식을 접하기
위해 인터넷을 5분 이상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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