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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김해공항의 확장 1 118        25.7       25.7          

새로운 공항의 건설 2 294        64.1       64.1          

판단유보기타 3 44          9.6         9.6            

무응답 9 3           0.7         0.7            

459        100.0     100.0        

q2 지난해 실시된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의 후보지 부적합 판정에 대한 신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당히 신뢰 1 74          16.1       16.1          

신뢰하지 않는 편 2 282        61.4       61.4          

판단유보기타 3 100        21.8       21.8          

무응답 9 3           0.7         0.7            

459        100.0     100.0        

q3 신공항 재추진에 역정을 두어야 할 정책목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균형발전 1 172        37.5       37.5          

부산항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2 231        50.3       50.3          

판단유보기타 3 51          11.1       11.1          

무응답 9 5           1.1         1.1            

459        100.0     100.0        

1. 귀하께서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까?

2. 지난해 실시된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의 2개 후보지(가덕도, 밀양)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신공항을 재추진한다면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목표는 무엇이라고 보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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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항공기 이착률이 안정성보다 높은 후보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산 가덕도 1 197        42.9       42.9          

밀양 하남 2 163        35.5       35.5          

비슷함 3 44          9.6         9.6            

판단유보 4 46          10.0       10.0          

무응답 9 9           2.0         2.0            

459        100.0     100.0        

q5 공항의 24시간 가동에 유리한 후보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산 가덕도 1 199        43.4       43.4          

밀양 하남 2 166        36.2       36.2          

비슷함 3 46          10.0       10.0          

판단유보 4 39          8.5         8.5            

무응답 9 9           2.0         2.0            

459        100.0     100.0        

q6 국제경쟁력과 영남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후보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산 가덕도 1 198        43.1       43.1          

밀양 하남 2 183        39.9       39.9          

비슷함 3 41          8.9         8.9            

판단유보 4 35          7.6         7.6            

무응답 9 2           0.4         0.4            

459        100.0     100.0        

6. 국제경쟁력과 영남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곳은 어디로 보십니까?

4.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성이 보다 높은 곳은 어느 후보지라고 보십니까?

5. 공항의 24시간 가동에 보다 유리한 곳은 어느 후보지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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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만약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 건설 중 선택해야 한다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김해공항 확장 1 240        52.3       52.3          

밀양신공항 건설 2 181        39.4       39.4          

판단유보기타 3 30          6.5         6.5            

무응답 9 8           1.7         1.7            

459        100.0     100.0        

q8 만약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거설 중 선택해야 한다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김해공항 확장 1 216        47.1       47.1          

가덕도신공항 건설 2 173        37.7       37.7          

판단유보기타 3 61          13.3       13.3          

무응답 9 9           2.0         2.0            

459        100.0     100.0        

q9 가덕도를 정밀평가 하되 타당성이 낮을 경우 밀양을 검토하는 방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찬성 1 94          20.5       20.5          

비교적 찬성 2 75          16.3       16.3          

비교적 반대 3 97          21.1       21.1          

매우반대 4 124        27.0       27.0          

판단유보기타 5 63          13.7       13.7          

무응답 9 6           1.3         1.3            

459        100.0     100.0        

7. 만약, 가덕도 대안이 불가능해지고,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 건설 중
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8. 만약, 밀양의 대안이 불가능해지고,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9. 김해공항과 근접한 가덕도를 우선적 후보지로 선정하여 정밀평가 하되, 타
당성이 낮을 경우 밀양을 검토하는 방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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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신공항에 대한 정부투자사업 공약방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찬성 1 71          15.5       15.5          

비교적 찬성 2 95          20.7       20.7          

비교적 반대 3 106        23.1       23.1          

매우반대 4 98          21.4       21.4          

판단유보기타 5 83          18.1       18.1          

무응답 9 6           1.3         1.3            

459        100.0     100.0        

q11 응답자 소속의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구광역시의회 1 80          17.4       17.4          

부산광역시의회 2 141        30.7       30.7          

울산광역시의회 3 41          8.9         8.9            

경상남도의회 4 99          21.6       21.6          

경상북도의회 5 96          20.9       20.9          

무응답 9 2           0.4         0.4            

459        100.0     100.0        

10. 가덕도를 우선적 후보지로 선정하는 대신, 대구․경북권에 상응하는 정부투
자사업을 대선과정에서 공약하는 방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11. 귀하의 소속의회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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