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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 선거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도봉갑 12 500 100.0 100.0

s1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29세 1 111 22.2 22.2

30~39세 2 105 21.0 21.0

40~49세 3 108 21.6 21.6

50~59세 4 75 15.0 15.0

60세이상 5 101 20.2 20.2

500 100.0 100.0

s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232 46.4 46.4

여자 2 268 53.6 53.6

500 100.0 100.0

q1 투표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할 것이다 1 316 63.2 63.5

아마 할 것이다 2 142 28.4 28.5

아마 못할 것 같다 3 40 8.0 8.0

무응답 999 2 .4

500 100.0 100.0

SQ1)  실례지만, 00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SQ2)  성 별

문 1) 올 4월 도봉갑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00님께선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할 생
각입니까, 투표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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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투표할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새누리당 신지호 현 의원 1 95 19.0 31.4

민주통합당 인재근 김근태 전 의원 부인 2 151 30.2 49.8

통합진보당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3 26 5.2 8.6

무소속 이종원 전 국참당 지역위원장 4 26 5.2 8.6

투표하지 않음 9 5 1.0 1.7

무응답 999 197 39.4

500 100.0 100.0

q3 지지 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새누리당 후보 1 114 22.8 28.0

민주통합당 후보 2 202 40.4 49.6

자유선진당 후보 3 3 .6 .7

통합진보당 후보 4 25 5.0 6.1

기타 정당 후보 5 10 2.0 2.5

무소속 후보 6 53 10.6 13.0

없음/무응답 999 93 18.6

500 100.0 100.0

q4 박근혜/안철수 가상대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박근혜 1 178 35.6 40.0

안철수 2 267 53.4 60.0

모름/무응답 999 55 11.0

500 100.0 100.0

문 4) 올 12월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야권 후보로 안철수 서울
대 융합과학 기술대학원장이 나올 경우, 00님께선 두 사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 2) 만약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도봉갑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신지호 현 의원, 민주통합당 후보로
인재근 김근태 전 의원 부인, 통합진보당 후보로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무소속 후보로 이종원
씨 등이 출마할 경우, 00님께선 이들 중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문 3) 만약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도봉갑에서 출마한 인물을 정당만 보고 뽑는다면, 00님께선 어
떤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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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9 1.8 1.9

잘하고 있는 편 2 128 25.6 26.4

잘못하고 있는 편 3 201 40.2 41.4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147 29.4 30.3

모름/무응답 999 15 3.0

500 100.0 100.0

x1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임어업 1 2 .4 .4

자영업 2 64 12.8 12.8

블루칼라 3 31 6.2 6.2

화이트칼라 4 160 32.0 32.0

가정주부 5 127 25.4 25.4

학생 6 65 13.0 13.0

무직/기타 7 51 10.2 10.2

500 100.0 100.0

x2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 이하 1 60 12.0 12.1

고졸 2 122 24.4 24.5

대재 이상 3 315 63.0 63.4

무응답 999 3 .6

500 100.0 100.0

문 5) 00님께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00님의 직업은?

00님의 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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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 조사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선전화 1 250 50.0 50.0

휴대폰패널 2 250 50.0 50.0

500 100.0 100.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