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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산 1 622       33.4       33.4         

울산 2 630       33.9       33.9         

경남 3 609       32.7       32.7         

1,861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923       49.6       49.6         

여성 2 938       50.4       50.4         

1,861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이하 1 470       25.3       25.3         

30대 2 455       24.4       24.4         

40대 3 468       25.1       25.1         

50대 이상 4 468       25.1       25.1         

1,861     100.0     100.0        

q1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꼭 필요하다 1 703       37.8       37.8         

김행공항을 확장하면 된다 2 797       42.8       42.8         

기타 3 357       19.2       19.2         

무응답 9 4           0.2        0.2           

1,861     100.0     100.0        

1.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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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신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경쟁력 있는 공항 건설 1 847       45.5       45.5         

경쟁력이 다소 낮아도 동남권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항 건설

2 679       36.5       36.5         

기타 3 328       17.6       17.6         

무응답 9 7           0.4        0.4           

1,861     100.0     100.0        

q3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공항후보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덕도 1 979       52.6       52.6         

밀양 2 245       13.2       13.2         

비숫하다 3 358       19.2       19.2         

기타 4 276       14.8       14.8         

무응답 9 3           0.2        0.2           

1,861     100.0     100.0        

q4 신공항의 바람직한 추진방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산,울산,경남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 1 1,166     62.7       62.7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하고 추진 2 400       21.5       21.5         

기타 3 290       15.6       15.6         

무응답 9 5           0.3        0.3           

1,861     100.0     100.0        

4. 다음 중 신공항의 추진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신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공항후보지는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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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구경북의 입장의 반영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1 790       42.5       42.5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다

2 638       34.3       34.3         

기타 3 423       22.7       22.7         

무응답 9 10         0.5        0.5           

1,861     100.0     100.0        

q6 떤 부호지 보다 더 나은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덕도 1 1,082     58.1       58.1         

밀양 2 301       16.2       16.2         

기타 3 475       25.5       25.5         

무응답 9 3           0.2        0.2           

1,861     100.0     100.0        

q7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재정부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담이 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1 709       38.1       38.1         

재정 부담이 따른다면 반대한다 2 1,145     61.5       61.5         

무응답 9 7           0.4        0.4           

1,861     100.0     100.0        

7. 동남권 주도로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
하시겠습니까?(참여지역 가구당 10년간 100만원 수준 가정)

5. 신공항의 건설에서 대구․경북의 입장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후보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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