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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일보] 21대 총선 선거구 여론조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02-3014-1000번입니다.
저희는 KBS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21대 총선 관련한 간단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선정 질문]

선문1. 선생님의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1. 경기 안양시 -> 선문 1-1

   99. 이외 지역 -> 조사중단

선문 1-1. 안양시의 어느 동에 거주하시나요?

1. 안양시동안구을 1권역 1.갈산동, 2.귀인동, 3.범계동, 5.평안동, 6.평촌동

2. 안양시동안구을 2권역 4.신촌동, 7.호계1동, 8.호계2동, 9.호계3동

99. 이외 지역(조사 중단)

선문2. 성별

  1. 남자

  2. 여자

선문3. 선생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는지요? _______세

  1. 17세 이하 -> 조사중단

  2. 18∼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투표 의향]

문1. 선생님께서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을 생

각이십니까?

  1. 투표하지 않겠다

  2. 그 때 가봐야 알 것 같다

  3. 아마 투표할 것이다

  4.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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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가상대결 : 이재정 vs 심재철 vs 추혜선]

문2. 만약 이번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 후보들 간에 대결한다면, 누구

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호명은 무작위 순서입니다.(보기 1-3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현)제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2-1

2. 미래통합당 심재철, (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문2-1

3. 정의당 추혜선, (현)제20대 국회의원 ->문2-1

97. 기타 후보 ->문3

98. 투표할 후보가 없다 ->문3

99. 모름/무응답 ->문3

[후보 선택 요인 : 소속정당 VS 인물]

문2-1. 선생님께서 앞선 문항의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소속 정당과 인물 중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보기 1-2 Rotation)

1. 소속정당

2. 인물

99. 모름/무응답

[당선 가능성(지지여부 관계없이)]

문3. 지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만약 이번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 후보들 간

에 대결한다면 누가 당선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명은 무작위 순서입니다.(보기 1-3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현)제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미래통합당 심재철, (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3. 정의당 추혜선, (현)제20대 국회의원

97. 기타 후보

98. 없다

99. 모름/무응답

[비례대표 정당]

문4.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보기는 무작

위 순서입니다. (보기 1-9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논의 중인 비례연합정당

  2. 미래한국당

  3. 민생당

  4. 정의당

  5. 자유공화당

  6. 민중당

  7. 국민의당

  8. 친박신당

  9. 가칭 열린민주당

  10. 그 외 정당이나 단체

  97.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98. 투표할 정당이나 단체가 없다

  9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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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안정론 vs 정부여당 심판론]

문5. 이번 4월 총선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보기 1-2 Rotation)

1.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2.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99. 모름/무응답

문6. 만약 이념과 정책 방향이 비슷한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후보단일화가 안양

동안구을 지역구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99. 모름/무응답

[국정운영 평가]

문7.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하고 있다

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4. 매우 잘 못하고 있다

99. 모름/무응답

[코로나19 사태 정부 대응 평가]

문8.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1. 매우 잘 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하고 있다

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4. 매우 잘 못하고 있다

99. 모름/무응답

[정당지지도]

문9.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하십니까? 보기는 무작위 순서입니다. 

(보기 1-8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 배문1

  2. 미래통합당 -> 배문1

  3. 민생당 -> 배문1

  4. 정의당 -> 배문1

  5. 자유공화당 -> 배문1

  6. 민중당 -> 배문1

  7. 국민의당 -> 배문1

  8. 친박신당 -> 배문1

  9. 기타 정당이나 단체 -> 배문1

  98. 지지하는 정당이나 단체 없음 -> 문9-1

  99. 모름/무응답 -> 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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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9-1. 그럼, 어느 정당 또는 단체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편인가요? 보기는 무작

위 순서입니다.(보기 1-8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2. 미래통합당

  3. 민생당

  4. 정의당

  5. 자유공화당

  6. 민중당

  7. 국민의당

  8. 친박신당

  9. 기타 정당이나 단체

  98.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이나 단체 없음

  99. 모름/무응답

[배경 문항]
배문1.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1. 고졸이하 
  2. 전문대 재학 이상
  9. 모름/무응답

배문2.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1. 농/임/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생산/기능/노무직
  5. 사무/관리/전문직
  6. 주부
  7. 학생
  8. 무직/퇴직/기타
  9. 모름/무응답

배문3. 선생님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

으로 말씀해 주세요.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1000만원 미만
  9. 1,000~1,500만원 미만
  10. 1,500만원 이상
  99.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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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4.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정치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이면 0점, 중도

적이면 5점, 매우 보수적이면 10점으로 하여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0. 매우 진보

  1. 

  2. 

  3. 

  4. 

  5. 중도

  6. 

  7. 

  8. 

  9. 

  10. 매우 보수

  99. 모름/무응답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리서치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79 H-Tower에 위치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