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자료번호 A1-2014-0016

자 료 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여론조사, 2014 

문1. 2014년 올해는,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온전히 부활한 지방자치가 실
시된 지 꼭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이다
2) 대체로 긍정적이다
3) 대체로 부정적이다
4) 매우 부정적이다
5) 모르겠다

문2.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광역단체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과 광역의회의원(시의원 또는 도의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1) 둘 다 안다
2) 단체장은 알지만 의원은 모른다
3) 의원은 알지만 단체장은 모른다
4) 둘 다 모른다

문3.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과 기초
의회의원(시의원 또는 군의원 또는 구의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1) 둘 다 안다
2) 단체장은 알지만 의원은 모른다
3) 의원은 알지만 단체장은 모른다
4) 둘 다 모른다

문4. 귀하께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셨습니까?
1) 투표를 했다
2) 투표하지 않았다(☞문 6으로)
3) 투표권이 없었다(☞문 6으로)

문5. 2010년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셨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 후보들
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투표를 하셨습니까?
1) 소속 정당과 인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정확히 알았다
2) 인물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소속 정당 위주로 선택했다
3) 거의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했다
4)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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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즉 기초단체
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1) 지금처럼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
2)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문 8로)
3) 모르겠다(☞문 9로)

문7.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지방자치 행정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검증을 통해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다
3) 정당별 추천을 통해 여성과 신인의 정치권 진출 통로 역할을 한다
4) 기타
(☞응답자 전체 문 9로)

문8.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1) 중앙 정치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좌우하는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다
2) 후보자 정당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정성 시비와 비리 잡음을 없앨 수 있
다
3) 정당이나 기호가 아닌 후보자의 인물과 공약에 근거한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4) 기타

문9.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귀하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1) 현 정권 중간평가
2) 정당에 대한 지지
3)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
4) 지역 발전
5) 모르겠다

문10.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 귀하의 의견은 오직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과 개인 정
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오니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대
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누리당  
2) 민주당  
3)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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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당
5) 안철수신당
6) 기타 정당
7) 지지 정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