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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 1 210     21.0 21.0

부산 2 74       7.4 7.4

대구 3 50       5.0 5.0

인천 4 54       5.4 5.4

광주 5 27       2.7 2.7

대전 6 28       2.8 2.8

울산 7 22       2.2 2.2

경기 8 226     22.6 22.6

강원 9 30       3.0 3.0

충북 10 31       3.1 3.1

충남 11 40       4.0 4.0

전북 12 38       3.8 3.8

전남 13 39       3.9 3.9

경북 14 55       5.5 5.5

경남 15 65       6.5 6.5

제주 16 11       1.1 1.1

1,000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자 1 495     49.5 49.5

여자 2 505     50.5 50.5

1,000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9-29세 1 194     19.4 19.4

30대 2 214     21.4 21.4

40대 3 225     22.5 22.5

50대 4 172     17.2 17.2

60대 이상 5 195     19.5 19.5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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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98       9.8 9.8

다소 잘하고 있다 2 279     27.9 27.9

다소 잘못하고 있다 3 264     26.4 26.4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135     13.5 13.5

잘 모르겠다/무응답 5 225     22.5 22.5

1,000  100.0 100.0

q01_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잘하는 편이다 1 70       7.0 51.5

잘못하는 편이다 2 66       6.6 48.5

모름/ 무응답 3 88       8.8

비해당 8 775     77.5

1,000  100.0 100.0

q02 연평도 포격 사태의 책임 당사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북한의 책임 1 873     87.3 94.9

남한의 책임 2 47       4.7 5.1

모름/무응답 3 79       7.9

1,000  100.0 100.0

문01.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011. (⑤ 잘모르겠다/무응답인 경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편이라고 보십니까?

문02.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것에 대해 북한은 남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남한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누구의 책임이
라고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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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3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54       5.4 5.9

다소 잘하고 있다 2 205     20.5 22.4

다소 잘못하고 있다 3 427     42.7 46.6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230     23.0 25.1

잘 모르겠다 /무응답 5 84       8.4

1,000  100.0 100.0

q04 연평도 사태 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 주장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동의 1 514     51.4 53.0

다소 동의하는 편 2 289     28.9 29.8

다소 동의하지 않는 편 3 130     13.0 13.4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37       3.7 3.8

잘 모르겠다 /무응답 5 29       2.9

1,000  100.0 100.0

q05 향후 북한 재도발 시 적절한 정부 대응 방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한 군사적 응징 1 250     25.0 25.8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제한된 범위의 군사력을 동원 2 406     40.6 41.9

국가경제 안정을 고려하여 외교적으로 대응 3 164     16.4 16.9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태 해결 4 150     15.0 15.4

잘 모르겠다 /무응답 5 30       3.0

1,000  100.0 100.0

문03.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문04. 그럼,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와 군이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했
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05. 선생님께서는 향후 연평도 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
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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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 연평도 사태 이후 전면적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높음 1 32       3.2 3.4

다소 높은 편 2 311     31.1 32.7

별로 높지 않은 편 3 485     48.5 50.9

전혀 높지 않음 4 124     12.4 13.0

잘 모르겠다 /무응답 5 47       4.7

1,000  100.0 100.0

q07 향후 남북 군사 대결 시 희망하는 대응 방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 1 330     33.0 33.6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652     65.2 66.4

잘 모르겠다 /무응답 3 18       1.8

1,000  100.0 100.0

q08 향후 우리 정부 대북정책 방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현재와 같이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1 648     64.8 68.0

지금보다는 더 완화된 온건한 입장을 유지해야 2 304     30.4 32.0

잘 모르겠다 /무응답 3 48       4.8

1,000  100.0 100.0

문08)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06) 선생님께서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남북한 사이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은 어느 정도 높다고 보십니까?

문07)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결할 경우 선생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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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 서해상의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북한의 도발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1 759     75.9 80.2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2 188     18.8 19.8

잘 모르겠다 /무응답 3 53       5.3

1,000  100.0 100.0

q10 북한의 지속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책임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 1 354     35.4 45.0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김대중 정부 2 433     43.3 55.0

잘 모르겠다 /무응답 3 213     21.3

1,000  100.0 100.0

q11 정부의 북한 핵프로그램 대응 전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제 제재 등 강한 압박을 통해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1 507     50.7 53.7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438     43.8 46.3

잘 모르겠다 /무응답 3 56       5.6

1,000  100.0 100.0

문10) 최근 북한은 핵무기로 개발이 가능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
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09) 선생님께서는 이번달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상에서 우리 군과 합
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1) 선생님께서는 향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인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어떤 대응이 좋다고
보십니까?

5



A1-2010-0097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q12 연평도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불만족 1 572     57.2 59.2

다소 불만족 2 347     34.7 36.0

다소 만족 3 40       4.0 4.2

매우 만족 4 6         .6 .6

잘 모르겠다 /무응답 5 34       3.4

1,000  100.0 100.0

q13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한중간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 1 582     58.2 62.7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함 2 346     34.6 37.3

잘 모르겠다 /무응답 3 72       7.2

1,000  100.0 100.0

q14 한미 군사훈련 예정 직후 중국 외교부장 방한 연기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북한 도발을 묵인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무례한 결정이다 1 601     60.1 66.8

한미군사 훈련이 중국에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당연한 결정이다 2 299     29.9 33.2

잘 모르겠다 /무응답 3 100     10.0

1,000  100.0 100.0

문12) 선생님께서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문13)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북한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
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이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에 대해 분명하지 못한 태도
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14) 서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의 외교부장이 돌연 한국 방
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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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연평도 사태 이후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의 방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연평도 포격 사태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1 161     16.1 17.0

북한의 사과와 책임배상이 있을 때까지는 중지되어야 2 575     57.5 60.8

전면 중지하고 향후에도 지속하지 말아야 3 210     21.0 22.2

잘 모르겠다 /무응답 4 54       5.4

1,000  100.0 100.0

q16 지지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한나라당 1 232     23.2 53.2

민주당 2 158     15.8 36.2

자유선진당 3 6         .5 1.3

민주노동당 4 14       1.4 3.1

미래희망연대 5 2         .2 .4

창조한국당 6 1         .1 .2

진보신당 7 7         .7 1.6

국민참여당 8 12       1.2 2.6

기타 정당 9 6         .6 1.4

없음/ 모름 /무응답 10 563     56.3

1,000  100.0 100.0

문15) 선생님께서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개성공단과 북한 수해 복구 지원 등 북한과
관련된 각종 교류 및 협력 사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6)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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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_1 지지정당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한나라당 1 82       8.2 51.4

민주당 2 56       5.6 35.2

자유선진당 3 5         .5 2.9

민주노동당 4 11       1.1 6.8

미래희망연대 5 4         .4 2.4

진보신당 7 2         .2 1.3

없음/ 모름 /무응답 10 404     40.4

비해당 11 437     43.7

1,000  100.0 100.0

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중졸 이하 1 149     14.9 15.0

고졸 2 295     29.5 29.7

초대졸/대졸 3 505     50.5 50.8

대학원 졸) 4 44       4.4 4.5

모름 /무응답 5 7         .7

1,000  100.0 100.0

문161) (⑩번 응답자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시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EDU.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8



A1-2010-0097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농/임/어업 종사자 1 40       4.0 4.0

자영업자 2 139     13.9 14.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5         .5 .5

전문가 4 29       2.9 3.0

기술공 및 준전문가 5 22       2.2 2.2

사무종사자 6 182     18.2 18.2

서비스종사자 7 42       4.2 4.3

판매종사자 8 11       1.1 1.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 17       1.7 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 4         .4 .4

단순노무종사자 11 10       1.0 1.0

학생 12 114     11.4 11.4

전업주부 13 274     27.4 27.5

직업군인 14 5         .5 .5

무직 15 90       9.0 9.1

기타 16 12       1.2 1.2

모름 /무응답 17 4         .4

1,000  100.0 100.0

inc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0만원 이하 1 123     12.3 15.6

101~150만원 2 33       3.3 4.1

151~200만원 3 66       6.6 8.3

201~250만원 4 66       6.6 8.4

251~300만원 5 92       9.2 11.6

301~400만원 6 160     16.0 20.3

401~500만원 7 101     10.1 12.7

501~600만원 8 73       7.3 9.2

601만원 이상 9 77       7.7 9.8

모름 /무응답 10 208     20.8

1,000  100.0 100.0

INC. 선생님 댁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JOB.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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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TV 1 530     53.0 53.4

라디오 2 24       2.4 2.4

신문 3 119     11.9 12.0

잡지 4 4         .4 .4

인터넷 포털 또는 블로그 5 308     30.8 31.1

트위터 6 6         .6 .6

기타 7 1         .1 .1

모름 /무응답 8 9         .9

1,000  100.0 100.0

channel2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TV 1 297     29.7 34.6

라디오 2 40       4.0 4.7

신문 3 247     24.7 28.8

잡지 4 5         .5 .6

인터넷 포털 또는 블로그 5 224     22.4 26.0

트위터 6 22       2.2 2.6

기타 7 24       2.4 2.8

모름 /무응답 8 140     14.0

1,000  100.0 100.0

incline 정치성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보수적 1 39       3.9 4.4

보수적인 편 2 343     34.3 38.5

중도적 3 330     33.0 37.2

진보적인 편 4 159     15.9 17.9

매우 진보적 5 18       1.8 2.0

모름 /무응답 6 111     11.1

1,000  100.0 100.0

CHANNEL. 선생님께서는 요즘 돌아가는 소식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트위터’
중 무엇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십니까?

INCLINE. 선생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정치적 측면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
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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