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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연구 및 저작에 이용, 참고 및 인용할 경우에는 KOSSDA의 자
료인용표준서식에 준하여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중앙일보. 2012. 중앙일보 대선 여론조사, 2012 : 3차 . 연구수행기관: 중앙

일보.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3년. 자료번호: 

A1-2012-0074.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3. 중앙일보 대선 여론조사, 2012 : 3차 CODE 

BOOK . pp. 1-6.

 

주의사항

    이 코드북의 빈도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것임.

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
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A1-2012-0074
중앙일보 대선 여론조사, 2012 : 3차

1

sq1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414        20.7       20.7           

부산 2 144        7.2         7.2             

대구 3 98          4.9         4.9             

인천 4 110        5.5         5.5             

광주 5 55          2.8         2.8             

대전 6 58          2.9         2.9             

울산 7 44          2.2         2.2             

경기 8 461        23.0       23.0           

강원 9 61          3.1         3.1             

충북 10 61          3.1         3.1             

충남 11 83          4.2         4.2             

전북 12 73          3.7         3.7             

전남 13 76          3.8         3.8             

경북 14 108        5.4         5.4             

경남 15 129        6.4         6.4             

제주 16 22          1.1         1.1             

2,000     100.0     100.0         

sq2 응답자 연령

==> 연속형 값은 데이터 참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29세 1 366        18.3       18.3           

30-39세 2 408        20.4       20.4           

40-49세 3 439        22.0       22.0           

50-59세 4 378        18.9       18.9           

60세 이상 5 409        20.4       20.4           

2,000     100.0     100.0         

sq3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991        49.5       49.5           

여자 2 1,009     50.5       50.5           

2,000     100.0     100.0         

실례지만, 00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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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8대 대선 투표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1 1,489     74.4       74.4           

아마 할 것 같다 2 406        20.3       20.3           

투표하기 힘들 것 같다 3 104        5.2         5.2             

무응답 999 1            0.0         0.0             

2,000     100.0     100.0         

q2 (투표의향 있는 응답자만) 지지후보 결정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마음 속으로 결정해 놨다 1 771        38.6       40.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 1,122     56.1       59.2           

무응답 999 2            0.1         0.1             

비해당 888 105        5.3         

2,000     100.0     100.0         

q3 다자 대결 대선 지지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김두관 전 지사 1 28          1.4         1.4             

김문수 지사 2 30          1.5         1.5             

문재인 고문 3 183        9.2         9.2             

박근혜 전 위원장 4 783        39.2       39.2           

손학규 고문 5 40          2.0         2.0             

안철수 원장 6 511        25.5       25.5           

유시민 전 대표 7 10          0.5         0.5             

이회창 전 대표 8 15          0.8         0.8             

정세균 의원 9 6            0.3         0.3             

기타 후보 10 13          0.6         0.6             

모름/무응답 999 381        19.1       19.1           

2,000     100.0     100.0         

문1) 00님께선 올 12월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할 생각입니까? '반드시 투표할 것',
'아마 할 것 같다', '투표하기 힘들 것 같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3) 00님께선 김두관, 김문수, 문재인, 박근혜, 손학규, 안철수, 유시민, 이회창, 정세균(가나다
순) 등을 비롯한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 어떤 후보를 가장 지지하는 편입니까?  한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장 호감이 가는 후보 한 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Q1의 1, 2번 응답자만)
문2) 00님께선 올 대통령 선거 때 지지할 후보를 마음 속으로 결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아직 결
정하지 못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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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안철수 지지 응답자만) 향후 안철수 원장의 행보에 대한 의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야당 후보와의 경선 통해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 1 218        10.9       42.7           

야당과 연대하지 말고 제3의 독자 후보로 출마 2 277        13.8       54.2           

모름/무응답 999 16          0.8         3.1             

비해당 888 1,489     74.5       

2,000     100.0     100.0         

q5 대선후보 일대일 가상대결1: 박근혜 vs 김두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박근혜 1 1,315     65.7       65.7           

김두관 2 452        22.6       22.6           

모름/무응답 999 233        11.6       11.6           

2,000     100.0     100.0         

q6 대선후보 일대일 가상대결2: 박근혜 vs 문재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박근혜 1 1,158     57.9       57.9           

문재인 2 743        37.2       37.2           

모름/무응답 999 98          4.9         4.9             

2,000     100.0     100.0         

문4) (안철수 원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에게만) 00님께선 안 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다음
두 가지 행보 중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만약 올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야권 통합 후보로 김두관 경남도
지사가 출마한다면, 00님께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문6) 만약 올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야권 통합 후보로 문재인 민주당
고문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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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대선후보 일대일 가상대결3: 박근혜 vs 안철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박근혜 1 969        48.5       48.5           

안철수 2 943        47.2       47.2           

모름/무응답 999 87          4.4         4.4             

2,000     100.0     100.0         

q8 대선후보 일대일 가상대결4: 박근혜 vs 손학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박근혜 1 1,322     66.1       66.1           

손학규 2 521        26.0       26.0           

모름/무응답 999 157        7.8         7.8             

2,000     100.0     100.0         

q9 새누리당 적합 대통령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김문수 지사 1 238        11.9       11.9           

김태호 의원 2 35          1.8         1.8             

박근혜 전 위원장 3 1,392     69.6       69.6           

안상수 전 시장 4 39          1.9         1.9             

임태희 전 실장 5 29          1.4         1.4             

기타 후보 6 5            0.2         0.2             

모름/무응답 999 262        13.1       13.1           

2,000     100.0     100.0         

문7) 만약 올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야권 통합 후보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
까?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문8) 만약 올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야권 통합 후보로 손학규 민주당
고문이 출마한다면, 00님께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문9)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태호 의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안
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00님께선 새누리당 대통령 후
보로 이들 중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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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민주통합당 적합 대통령 후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김두관 지사 1 180        9.0         9.0             

문재인 고문 2 854        42.7       42.7           

박준영 지사 3 15          0.7         0.7             

손학규 고문 4 344        17.2       17.2           

정세균 의원 5 50          2.5         2.5             

기타 후보 6 9            0.5         0.5             

모름/무응답 999 548        27.4       27.4           

2,000     100.0     100.0         

q11 이명박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하고 있다 1 20          1.0         1.0             

잘하고 있는 편이다 2 495        24.7       24.7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3 903        45.2       45.2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531        26.6       26.6           

모름/무응답 999 51          2.5         2.5             

2,000     100.0     100.0         

q12 지지 정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새누리당 1 764        38.2       38.2           

민주통합당 2 526        26.3       26.3           

통합진보당 3 65          3.2         3.2             

선진통일당 4 14          0.7         0.7             

기타 정당 5 10          0.5         0.5             

모름/무응답 999 622        31.1       31.1           

2,000     100.0     100.0         

문12)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등이 있습니다.
00님께선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할 경우)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10)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문재인 고문, 박준영 전남도지사,
손학규 고문, 정세균 의원 등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00님께선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이들 중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1) 00님께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
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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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 이하 1 297        14.9       14.9           

고졸 2 563        28.1       28.1           

대졸 이상 3 1,124     56.2       56.2           

무응답 999 16          0.8         0.8             

2,000     100.0     100.0         

dq2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임/어업 1 70          3.5         3.5             

자영업 2 358        17.9       17.9           

블루칼라 3 191        9.5         9.5             

화이트칼라 4 560        28.0       28.0           

가정주부 5 485        24.2       24.2           

학생 6 156        7.8         7.8             

무직/기타 7 180        9.0         9.0             

무응답 999 1            0.0         0.0             

2,000     100.0     100.0         

dq3 RDD 구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선 1 892        44.6       44.6           

무선 2 1,108     55.4       55.4           

2,000     100.0     100.0         

00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00님 직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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