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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219        54.8       54.8          

여자 2 181        45.3       45.3          

400        100.0     100.0        

S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세 미만 1 0 0.0 0.0

20-29세 2 125        31.3       31.3          

30-39세 3 140        35.0       35.0          

40-49세 4 135        33.8       33.8          

50세 이상 5 0 0.0 0.0

400        100.0     100.0        

SQ3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졸 이하 1 47          11.8       11.8          

대재 2 32          8.0         8.0            

대졸 3 283        70.8       70.8          

대학원졸 이상 4 38          9.5         9.5            

400        100.0     100.0        

SQ4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무직, 회사원 등 기업 종사자 1 209        52.3       52.3          

공무원 연구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 2 11          2.8         2.8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기관 종사자 3 4            1.0         1.0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SQ2. 귀하의 나이를 적어 주십시오. (양력 생일 기준)

S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S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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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4 14          3.5         3.5            

자영업 종사자 5 37          9.3         9.3            

파트 타임 및 프리랜서 6 15          3.8         3.8            

학생 7 43          10.8       10.8          

구직자 및 무직 8 10          2.5         2.5            

주부 9 44          11.0       11.0          

기타 10 13          3.3         3.3            

400        100.0     100.0        

SQ5 '나는 꼼수다' 청취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400        100.0     100.0        

없다 2 0 0.0 0.0

400        100.0     100.0        

SQ6S1N (경험 있는 경우) 청취 횟수

값

유효합계 400

최소값 1

최대값 60

평균 8.55

표준편차 11.144

SQ7 '나는 꼼수다'에 대한 입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80          20.0       20.0          

긍정적 2 120        30.0       30.0          

중립 3 0 0.0 0.0

부정적 4 131        32.8       32.8          

매우 부정적 5 69          17.3       17.3          

잘 모르겠다 6 0 0.0 0.0

400        100.0     100.0        

SQ7. ‘나는 꼼수다’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SQ5. 귀하께서는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SQ6. ‘나는 꼼수다’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청취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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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8 정치적 성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진보적 1 28          7.0         7.0            

진보적 2 126        31.5       31.5          

중립 3 168        42.0       42.0          

보수적 4 72          18.0       18.0          

매우 보수적 5 6            1.5         1.5            

400        100.0     100.0        

Q1S1 나는 꼼수다'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1: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          8.8         8.8            

그렇지 않다 2 48          12.0       12.0          

그저 그렇다 3 81          20.3       20.3          

그렇다 4 142        35.5       35.5          

매우 그렇다 5 93          23.3       23.3          

모르겠다 6 1            0.3         0.3            

400        100.0     100.0        

Q1S2 나는 꼼수다'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2: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8          9.5         9.5            

그렇지 않다 2 62          15.5       15.5          

그저 그렇다 3 77          19.3       19.3          

그렇다 4 132        33.0       33.0          

매우 그렇다 5 87          21.8       21.8          

모르겠다 6 4            1.0         1.0            

400        100.0     100.0        

SQ8.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하십니까?

Q1. 다음은 ‘나는 꼼수다’가 귀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꼼수다’는 한국정치에 대한 나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

Q1. 다음은 ‘나는 꼼수다’가 귀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꼼수다’는 정부/정당에 대한 나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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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S3 나는 꼼수다'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3: 서울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          9.8         9.8            

그렇지 않다 2 62          15.5       15.5          

그저 그렇다 3 90          22.5       22.5          

그렇다 4 124        31.0       31.0          

매우 그렇다 5 79          19.8       19.8          

모르겠다 6 6            1.5         1.5            

400        100.0     100.0        

Q1S4 나는 꼼수다'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4: 4.11 총선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8          12.0       12.0          

그렇지 않다 2 59          14.8       14.8          

그저 그렇다 3 75          18.8       18.8          

그렇다 4 122        30.5       30.5          

매우 그렇다 5 90          22.5       22.5          

모르겠다 6 6            1.5         1.5            

400        100.0     100.0        

Q1S5 나는 꼼수다'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5: 4.11 총선에 대한 투표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7          14.3       14.3          

그렇지 않다 2 67          16.8       16.8          

그저 그렇다 3 67          16.8       16.8          

그렇다 4 108        27.0       27.0          

매우 그렇다 5 91          22.8       22.8          

모르겠다 6 10          2.5         2.5            

400        100.0     100.0        

Q1. 다음은 ‘나는 꼼수다’가 귀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나의 투표행위 영향을 줄 것이다.

Q1. 다음은 ‘나는 꼼수다’가 귀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꼼수다’는 지난 서울시장선거(박원순 대 나경원)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Q1. 다음은 ‘나는 꼼수다’가 귀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총선후보자들과 그들이 속한 정당에 대한 나의 태도
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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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S1 나는 꼼수다'로부터 청취자들이 받을 영향1: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2.8         2.8            

그렇지 않다 2 21          5.3         5.3            

그저 그렇다 3 55          13.8       13.8          

그렇다 4 193        48.3       48.3          

매우 그렇다 5 118        29.5       29.5          

모르겠다 6 2            0.5         0.5            

400        100.0     100.0        

Q2S2 나는 꼼수다'로부터 청취자들이 받을 영향2: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          2.5         2.5            

그렇지 않다 2 25          6.3         6.3            

그저 그렇다 3 55          13.8       13.8          

그렇다 4 190        47.5       47.5          

매우 그렇다 5 116        29.0       29.0          

모르겠다 6 4            1.0         1.0            

400        100.0     100.0        

Q2S3 나는 꼼수다'로부터 청취자들이 받을 영향3: 서울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            2.3         2.3            

그렇지 않다 2 18          4.5         4.5            

그저 그렇다 3 66          16.5       16.5          

그렇다 4 173        43.3       43.3          

매우 그렇다 5 124        31.0       31.0          

모르겠다 6 10          2.5         2.5            

400        100.0     100.0        

Q2.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
문입니다.
1) ‘나는 꼼수다’는 한국정치에 대한 일반 청취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2.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
문입니다.
2) ‘나는 꼼수다’는 정부/정당에 대한 일반 청취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2.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
문입니다.
3) ‘나는 꼼수다’는 지난 서울시장선거(박원순 대 나경원)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일반 청취자
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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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S4 나는 꼼수다'로부터 청취자들이 받을 영향4: 4.11 총선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4.0         4.0            

그렇지 않다 2 28          7.0         7.0            

그저 그렇다 3 63          15.8       15.8          

그렇다 4 185        46.3       46.3          

매우 그렇다 5 101        25.3       25.3          

모르겠다 6 7            1.8         1.8            

400        100.0     100.0        

Q2S5 나는 꼼수다'로부터 청취자들이 받을 영향5: 4.11 총선에 대한 투표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4.0         4.0            

그렇지 않다 2 32          8.0         8.0            

그저 그렇다 3 69          17.3       17.3          

그렇다 4 170        42.5       42.5          

매우 그렇다 5 103        25.8       25.8          

모르겠다 6 10          2.5         2.5            

400        100.0     100.0        

Q3S1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전문가들이 받을 영향1: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          7.8         7.8            

그렇지 않다 2 59          14.8       14.8          

그저 그렇다 3 117        29.3       29.3          

그렇다 4 138        34.5       34.5          

매우 그렇다 5 50          12.5       12.5          

모르겠다 6 5            1.3         1.3            

400        100.0     100.0        

Q3.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정치전문가 등 한국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꼼수다’는 정치 전문가 등 한국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2.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
문입니다.
4)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총선후보자들과 그들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일반 청취
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Q2.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
문입니다.
5)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일반 청취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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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S2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전문가들이 받을 영향2: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1          7.8         7.8            

그렇지 않다 2 70          17.5       17.5          

그저 그렇다 3 106        26.5       26.5          

그렇다 4 128        32.0       32.0          

매우 그렇다 5 56          14.0       14.0          

모르겠다 6 9            2.3         2.3            

400        100.0     100.0        

Q3S3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전문가들이 받을 영향3: 서울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22          5.5         5.5            

그렇지 않다 2 62          15.5       15.5          

그저 그렇다 3 105        26.3       26.3          

그렇다 4 132        33.0       33.0          

매우 그렇다 5 67          16.8       16.8          

모르겠다 6 12          3.0         3.0            

400        100.0     100.0        

Q3S4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전문가들이 받을 영향4: 4.11 총선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5          8.8         8.8            

그렇지 않다 2 66          16.5       16.5          

그저 그렇다 3 93          23.3       23.3          

그렇다 4 134        33.5       33.5          

Q3.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정치전문가 등 한국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꼼수다’는 정치 전문가 등 한국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정부/정당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3.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정치전문가 등 한국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꼼수다’는 지난 서울시장선거(박원순 대 나경원)에서 정치 전문가 등 한국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3.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정치전문가 등 한국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정치 전문가 등 한국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
람들의， 총선 후보자/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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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 64          16.0       16.0          

모르겠다 6 8            2.0         2.0            

400        100.0     100.0        

Q3S5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전문가들이 받을 영향5: 4.11 총선에 대한 투표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0          7.5         7.5            

그렇지 않다 2 71          17.8       17.8          

그저 그렇다 3 100        25.0       25.0          

그렇다 4 124        31.0       31.0          

매우 그렇다 5 66          16.5       16.5          

모르겠다 6 9            2.3         2.3            

400        100.0     100.0        

Q4S1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를 모르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1: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0          2.5         2.5            

그렇지 않다 2 28          7.0         7.0            

그저 그렇다 3 61          15.3       15.3          

그렇다 4 139        34.8       34.8          

매우 그렇다 5 158        39.5       39.5          

모르겠다 6 4            1.0         1.0            

400        100.0     100.0        

Q3.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정치전문가 등 한국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정치 전문가 등 한국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Q4.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꼼수다’는 한국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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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S2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를 모르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2: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3.3         3.3            

그렇지 않다 2 29          7.3         7.3            

그저 그렇다 3 53          13.3       13.3          

그렇다 4 146        36.5       36.5          

매우 그렇다 5 152        38.0       38.0          

모르겠다 6 7            1.8         1.8            

400        100.0     100.0        

Q4S3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를 모르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3: 서울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9            2.3         2.3            

그렇지 않다 2 29          7.3         7.3            

그저 그렇다 3 62          15.5       15.5          

그렇다 4 147        36.8       36.8          

매우 그렇다 5 142        35.5       35.5          

모르겠다 6 11          2.8         2.8            

400        100.0     100.0        

Q4S4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를 모르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4: 4.11 총선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2.8         2.8            

그렇지 않다 2 32          8.0         8.0            

그저 그렇다 3 56          14.0       14.0          

그렇다 4 168        42.0       42.0          

Q4.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꼼수다’는 한국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4.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꼼수다’는 지난 서울시장선거(박원순 대 나경원)에서 한국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
르고 있는 사람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4.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한국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총
선 후보자/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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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 125        31.3       31.3          

모르겠다 6 8            2.0         2.0            

400        100.0     100.0        

Q4S5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를 모르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5: 4.11 총선에 대한 투표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0         3.0            

그렇지 않다 2 26          6.5         6.5            

그저 그렇다 3 66          16.5       16.5          

그렇다 4 155        38.8       38.8          

매우 그렇다 5 120        30.0       30.0          

모르겠다 6 21          5.3         5.3            

400        100.0     100.0        

Q5S1 나는 꼼수다'로부터 진보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1: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2.8         2.8            

그렇지 않다 2 37          9.3         9.3            

그저 그렇다 3 71          17.8       17.8          

그렇다 4 141        35.3       35.3          

매우 그렇다 5 132        33.0       33.0          

모르겠다 6 8            2.0         2.0            

400        100.0     100.0        

Q4.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한국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Q5.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꼼수다’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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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S2 나는 꼼수다'로부터 진보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2: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3.3         3.3            

그렇지 않다 2 32          8.0         8.0            

그저 그렇다 3 74          18.5       18.5          

그렇다 4 150        37.5       37.5          

매우 그렇다 5 125        31.3       31.3          

모르겠다 6 6            1.5         1.5            

400        100.0     100.0        

Q5S3 나는 꼼수다'로부터 진보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3: 서울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          4.3         4.3            

그렇지 않다 2 32          8.0         8.0            

그저 그렇다 3 64          16.0       16.0          

그렇다 4 150        37.5       37.5          

매우 그렇다 5 130        32.5       32.5          

모르겠다 6 7            1.8         1.8            

400        100.0     100.0        

Q5S4 나는 꼼수다'로부터 진보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4: 4.11 총선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2.8         2.8            

그렇지 않다 2 38          9.5         9.5            

그저 그렇다 3 65          16.3       16.3          

그렇다 4 158        39.5       39.5          

Q5.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꼼수다’는 지난 서울시장선거(박원순 대 나경원)에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
의， 후보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5.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의， 총선 후보자/정당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Q5.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꼼수다’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의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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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 117        29.3       29.3          

모르겠다 6 11          2.8         2.8            

400        100.0     100.0        

Q5S5 나는 꼼수다'로부터 진보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5: 4.11 총선에 대한 투표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3.8         3.8            

그렇지 않다 2 33          8.3         8.3            

그저 그렇다 3 60          15.0       15.0          

그렇다 4 156        39.0       39.0          

매우 그렇다 5 125        31.3       31.3          

모르겠다 6 11          2.8         2.8            

400        100.0     100.0        

Q6S1 나는 꼼수다'로부터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1: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2          8.0         8.0            

그렇지 않다 2 97          24.3       24.3          

그저 그렇다 3 108        27.0       27.0          

그렇다 4 116        29.0       29.0          

매우 그렇다 5 43          10.8       10.8          

모르겠다 6 4            1.0         1.0            

400        100.0     100.0        

Q5.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Q6.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꼼수다’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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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S2 나는 꼼수다'로부터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2: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9          9.8         9.8            

그렇지 않다 2 89          22.3       22.3          

그저 그렇다 3 111        27.8       27.8          

그렇다 4 111        27.8       27.8          

매우 그렇다 5 45          11.3       11.3          

모르겠다 6 5            1.3         1.3            

400        100.0     100.0        

Q6S3 나는 꼼수다'로부터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3: 서울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37          9.3         9.3            

그렇지 않다 2 80          20.0       20.0          

그저 그렇다 3 107        26.8       26.8          

그렇다 4 117        29.3       29.3          

매우 그렇다 5 53          13.3       13.3          

모르겠다 6 6            1.5         1.5            

400        100.0     100.0        

Q6S4 나는 꼼수다'로부터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4: 4.11 총선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46          11.5       11.5          

그렇지 않다 2 89          22.3       22.3          

그저 그렇다 3 91          22.8       22.8          

그렇다 4 111        27.8       27.8          

Q6.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의 총선 후보자/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Q6.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꼼수다’는 대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의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
었을 것이다.

Q6.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꼼수다’는 지난 서울시장선거(박원순 대 나경원)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
의， 후보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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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 54          13.5       13.5          

모르겠다 6 9            2.3         2.3            

400        100.0     100.0        

Q6S5 나는 꼼수다'로부터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받을 영향5: 4.11 총선에 대한 투표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56          14.0       14.0          

그렇지 않다 2 72          18.0       18.0          

그저 그렇다 3 96          24.0       24.0          

그렇다 4 113        28.3       28.3          

매우 그렇다 5 50          12.5       12.5          

모르겠다 6 13          3.3         3.3            

400        100.0     100.0        

Q7S1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성향이 없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1: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4          3.5         3.5            

그렇지 않다 2 37          9.3         9.3            

그저 그렇다 3 81          20.3       20.3          

그렇다 4 181        45.3       45.3          

매우 그렇다 5 84          21.0       21.0          

모르겠다 6 3            0.8         0.8            

400        100.0     100.0        

Q6.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히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를 청
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청취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Q7.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꼼수
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나는 꼼수다’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청취자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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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S2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성향이 없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2: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4.0         4.0            

그렇지 않다 2 35          8.8         8.8            

그저 그렇다 3 91          22.8       22.8          

그렇다 4 160        40.0       40.0          

매우 그렇다 5 93          23.3       23.3          

모르겠다 6 5            1.3         1.3            

400        100.0     100.0        

Q7S3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성향이 없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3: 서울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2          3.0         3.0            

그렇지 않다 2 37          9.3         9.3            

그저 그렇다 3 88          22.0       22.0          

그렇다 4 159        39.8       39.8          

매우 그렇다 5 99          24.8       24.8          

모르겠다 6 5            1.3         1.3            

400        100.0     100.0        

Q7.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꼼수
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나는 꼼수다’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청취자들의 정부/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Q7.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꼼수
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나는 꼼수다’는 지난 서울시장선거(박원순 대 나경원)에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청취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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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S4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성향이 없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4: 4.11 총선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7          4.3         4.3            

그렇지 않다 2 41          10.3       10.3          

그저 그렇다 3 91          22.8       22.8          

그렇다 4 156        39.0       39.0          

매우 그렇다 5 84          21.0       21.0          

모르겠다 6 11          2.8         2.8            

400        100.0     100.0        

Q7S5 나는 꼼수다'로부터 정치성향이 없는 시민들이 받을 영향5: 4.11 총선에 대한 투표행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 18          4.5         4.5            

그렇지 않다 2 46          11.5       11.5          

그저 그렇다 3 74          18.5       18.5          

그렇다 4 161        40.3       40.3          

매우 그렇다 5 84          21.0       21.0          

모르겠다 6 17          4.3         4.3            

400        100.0     100.0        

Q7.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꼼수
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청취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Q7. 다음은 귀하가 아닌 일반시민 중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꼼수
다’를 청취하였을 경우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꼼수다’는 오는 4.11총선에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청취자들의， 총
선 후보자/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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