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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름] region  
[변수설명] 조사지역
변수값 설명 변수값
서울 ……………………………………………………… 1 153    11.3 11.3
인천 ……………………………………………………… 2 150    11.1 11.1
대전 ……………………………………………………… 3 151    11.1 11.1
울산 ……………………………………………………… 4 150    11.1 11.1
청주 ……………………………………………………… 5 150    11.1 11.1
마산 ……………………………………………………… 6 150    11.1 11.1
천안 ……………………………………………………… 7 150    11.1 11.1
익산 ……………………………………………………… 8 150    11.1 11.1
속초 ……………………………………………………… 9 152    11.2 11.2
합계 1,356 100.0 100.0

1

1) 남편이 부인 몰래 바람을 피우는 행위 
[변수이름] q1_1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남편이 바람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82     6.0 6.0
부정부패 아닌 편 ……………………………………… 2 138    10.2 10.2
부정부패인 편 …………………………………………… 3 552    40.7 40.7
극도의 부정부패 ………………………………………… 4 580    42.8 42.8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2) 부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는 행위 
[변수이름] q1_2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부인이 바람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73     5.4 5.4
부정부패 아닌 편 ……………………………………… 2 113    8.3 8.3
부정부패인 편 …………………………………………… 3 472    34.8 34.8
극도의 부정부패 ………………………………………… 4 695    51.3 51.3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부패로 인식되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들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 중 부정부패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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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부인 몰래 비자금을 소지하는 행위
[변수이름] q1_3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남편이 비자금 소지하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55    18.8 18.8
부정부패 아닌 편 ……………………………………… 2 629    46.4 46.4
부정부패인 편 …………………………………………… 3 364    26.8 26.8
극도의 부정부패 ………………………………………… 4 104    7.7 7.7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4) 부인이 남편 몰래 비싼 보석을 사는 행위            
[변수이름] q1_4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부인이 비싼 보석 사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34    9.9 9.9
부정부패 아닌 편 ……………………………………… 2 409    30.2 30.2
부정부패인 편 …………………………………………… 3 597    44.0 44.0
극도의 부정부패 ………………………………………… 4 210    15.5 15.5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5) 택시운전사가 소액의 거스럼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변수이름] q1_5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택시운전사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67     4.9 4.9
부정부패 아닌 편 ……………………………………… 2 239    17.6 17.6
부정부패인 편 …………………………………………… 3 778    57.4 57.4
극도의 부정부패 ………………………………………… 4 265    19.5 19.5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6) 새로 이사온 사람이 이웃들에게 떡을 돌림
[변수이름] q1_6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새로 이사온 사람이 떡을 돌림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056 77.9 77.9
부정부패 아닌 편 ……………………………………… 2 239    17.6 17.6
부정부패인 편 …………………………………………… 3 33     2.4 2.4
극도의 부정부패 ………………………………………… 4 22     1.6 1.6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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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선거자금을 제공해주었던 사람을 정부요직에 임명    
[변수이름] q1_7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대통령이 선거자금 제공한 사람을 정부요직에 임명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4     1.8 1.8
부정부패 아닌 편 ……………………………………… 2 66     4.9 4.9
부정부패인 편 …………………………………………… 3 352    26.0 26.0
극도의 부정부패 ………………………………………… 4 914    67.4 67.4
합계 1,356 100.0 100.0

8) 정치인이 기업인들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8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정치인이 기업인들에게 금품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6     1.2 1.2
부정부패 아닌 편 ……………………………………… 2 45     3.3 3.3
부정부패인 편 …………………………………………… 3 292    21.5 21.5
극도의 부정부패 ………………………………………… 4 1,000 73.7 73.7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9) 기업인들이 정치인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9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금품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3     1.0 1.0
부정부패 아닌 편 ……………………………………… 2 54     4.0 4.0
부정부패인 편 …………………………………………… 3 382    28.2 28.2
극도의 부정부패 ………………………………………… 4 892    65.8 65.8
무응답 …………………………………………………… 9 15     1.1 1.1
합계 1,356 100.0 100.0

10) 기업의 홍보실 직원들이 실제 내용을 과장한 광고를 제작하는 행위   
[변수이름] q1_10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기업에서 과장 광고 제작하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8     2.1 2.1
부정부패 아닌 편 ……………………………………… 2 212    15.6 15.6
부정부패인 편 …………………………………………… 3 725    53.5 53.5
극도의 부정부패 ………………………………………… 4 387    28.5 28.5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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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무원이 빠른 일처리를 대가로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11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빠른 일처리 대가로 금품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4     1.0 1.0
부정부패 아닌 편 ……………………………………… 2 54     4.0 4.0
부정부패인 편 …………………………………………… 3 427    31.5 31.5
극도의 부정부패 ………………………………………… 4 855    63.1 63.1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2) 공무원이 빠른 일처리를 대가로 민원인에게 구두상품권을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12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빠른 일처리 대가로 상품권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1     1.5 1.5
부정부패 아닌 편 ……………………………………… 2 109    8.0 8.0
부정부패인 편 …………………………………………… 3 556    41.0 41.0
극도의 부정부패 ………………………………………… 4 665    49.0 49.0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3) 민원인이 빠른 일처리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줌
[변수이름] q1_13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빠른 일처리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4     1.0 1.0
부정부패 아닌 편 ……………………………………… 2 105    7.7 7.7
부정부패인 편 …………………………………………… 3 634    46.8 46.8
극도의 부정부패 ………………………………………… 4 592    43.7 43.7
무응답 …………………………………………………… 9 11     0.8 0.8
합계 1,356 100.0 100.0

14)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비교적 공정하게 담당업무를 하는 경우
[변수이름] q1_14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금품 받았으나 공정하게 담당업무를 하는 경우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80     5.9 5.9
부정부패 아닌 편 ……………………………………… 2 329    24.3 24.3
부정부패인 편 …………………………………………… 3 691    51.0 51.0
극도의 부정부패 ………………………………………… 4 247    18.2 18.2
무응답 …………………………………………………… 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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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무원이 조직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채용 함
[변수이름] q1_15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채용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4     1.8 1.8
부정부패 아닌 편 ……………………………………… 2 146    10.8 10.8
부정부패인 편 …………………………………………… 3 717    52.9 52.9
극도의 부정부패 ………………………………………… 4 461    34.0 34.0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16) 구청의 공무원이 관내의 유흥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16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유흥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0     0.7 0.7
부정부패 아닌 편 ……………………………………… 2 25     1.8 1.8
부정부패인 편 …………………………………………… 3 192    14.2 14.2
극도의 부정부패 ………………………………………… 4 1,126 83.0 83.0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17) 구청의 공무원이 관내의 유흥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술 회식을 제공받는 경우
[변수이름] q1_17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공무원이 유흥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술 회식 제공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5     1.1 1.1
부정부패 아닌 편 ……………………………………… 2 44     3.2 3.2
부정부패인 편 …………………………………………… 3 319    23.5 23.5
극도의 부정부패 ………………………………………… 4 977    72.1 72.1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18) 관내의 유흥업주가 구청의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18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유흥업주가 구청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돈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2     0.9 0.9
부정부패 아닌 편 ……………………………………… 2 23     1.7 1.7
부정부패인 편 …………………………………………… 3 365    26.9 26.9
극도의 부정부패 ………………………………………… 4 956    70.5 70.5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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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통을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19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교통 위반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금품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1     0.8 0.8
부정부패 아닌 편 ……………………………………… 2 67     4.9 4.9
부정부패인 편 …………………………………………… 3 686    50.6 50.6
극도의 부정부패 ………………………………………… 4 589    43.4 43.4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20) 경찰관이 빠른 일처리를 위해 실제위반보다 낮은 범칙금을 제의하는 행위
[변수이름] q1_20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경찰관이 빠른 일처리 위해 낮은 범칙금을 제의하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42     3.1 3.1
부정부패 아닌 편 ……………………………………… 2 237    17.5 17.5
부정부패인 편 …………………………………………… 3 765    56.4 56.4
극도의 부정부패 ………………………………………… 4 309    22.8 22.8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21) 교통을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싼 걸로 딱지를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변수이름] q1_21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운전자가 싼 걸로 딱지를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79     5.8 5.8
부정부패 아닌 편 ……………………………………… 2 373    27.5 27.5
부정부패인 편 …………………………………………… 3 717    52.9 52.9
극도의 부정부패 ………………………………………… 4 186    13.7 13.7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22)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22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5     1.1 1.1
부정부패 아닌 편 ……………………………………… 2 64     4.7 4.7
부정부패인 편 …………………………………………… 3 494    36.4 36.4
극도의 부정부패 ………………………………………… 4 780    57.5 57.5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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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구두상품권을 선물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23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구두상품권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36     2.7 2.7
부정부패 아닌 편 ……………………………………… 2 258    19.0 19.0
부정부패인 편 …………………………………………… 3 631    46.5 46.5
극도의 부정부패 ………………………………………… 4 426    31.4 31.4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24)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24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을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2     0.9 0.9
부정부패 아닌 편 ……………………………………… 2 90     6.6 6.6
부정부패인 편 …………………………………………… 3 610    45.0 45.0
극도의 부정부패 ………………………………………… 4 639    47.1 47.1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25)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구두상품권을 선물함 
[변수이름] q1_25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학부모가 교사에게 상품권을 선물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56     4.1 4.1
부정부패 아닌 편 ……………………………………… 2 357    26.3 26.3
부정부패인 편 …………………………………………… 3 616    45.4 45.4
극도의 부정부패 ………………………………………… 4 317    23.4 23.4
무응답 …………………………………………………… 9 10     0.7 0.7
합계 1,356 100.0 100.0

26)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작년에 가르켰던 중학교 때의 선생님에게 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26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학부모가 작년 담임교사에게 돈을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08    15.3 15.3
부정부패 아닌 편 ……………………………………… 2 470    34.7 34.7
부정부패인 편 …………………………………………… 3 432    31.9 31.9
극도의 부정부패 ………………………………………… 4 243    17.9 17.9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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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자가 기사의 게재나 삭제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27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기자가 기사 게재/삭제 대가로 금품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2     0.9 0.9
부정부패 아닌 편 ……………………………………… 2 43     3.2 3.2
부정부패인 편 …………………………………………… 3 450    33.2 33.2
극도의 부정부패 ………………………………………… 4 841    62.0 62.0
무응답 …………………………………………………… 9 10     0.7 0.7
합계 1,356 100.0 100.0

28) 자신 또는 소속조직에 대한 기사게재 또는 삭제를 대가로 기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28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소속조직에 대한 기사 게재/삭제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1     0.8 0.8
부정부패 아닌 편 ……………………………………… 2 49     3.6 3.6
부정부패인 편 …………………………………………… 3 515    38.0 38.0
극도의 부정부패 ………………………………………… 4 778    57.4 57.4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29) 예능계열 교수가 입시생의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실기점수를 후하게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29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예능계열 교수가 입시생 학부모에게 돈 받고 실기점수 후하게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7       0.5 0.5
부정부패 아닌 편 ……………………………………… 2 31     2.3 2.3
부정부패인 편 …………………………………………… 3 260    19.2 19.2
극도의 부정부패 ………………………………………… 4 1,056 77.9 77.9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30) 예능계열 교수가 입시생의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실기 점수는 공정하게 채점하는 경우  
[변수이름] q1_30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예능계열 교수가 입시생 학부모에게 돈 받았으나 공정하게 채점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78     5.8 5.8
부정부패 아닌 편 ……………………………………… 2 239    17.6 17.6
부정부패인 편 …………………………………………… 3 666    49.1 49.1
극도의 부정부패 ………………………………………… 4 368    27.1 27.1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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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능계열 입시생의 학부모가 합격을 위하여 교수에게 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31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예능계열 입시생 학부모가 합격 위해 교수에게 돈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5     1.1 1.1
부정부패 아닌 편 ……………………………………… 2 37     2.7 2.7
부정부패인 편 …………………………………………… 3 349    25.7 25.7
극도의 부정부패 ………………………………………… 4 946    69.8 69.8
무응답 …………………………………………………… 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32) 합법적인 기여입학제를 통해 1억을 내고 대학에 입학
[변수이름] q1_32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합법적인 기여입학제를 통해 대학 입학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13    15.7 15.7
부정부패 아닌 편 ……………………………………… 2 383    28.2 28.2
부정부패인 편 …………………………………………… 3 349    25.7 25.7
극도의 부정부패 ………………………………………… 4 402    29.6 29.6
무응답 …………………………………………………… 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33) 대학교수가 논문심사 후 고급음식점에서 지도학생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33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대학교수가 논문 심사후 지도학생으로부터 식사 대접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84     6.2 6.2
부정부패 아닌 편 ……………………………………… 2 427    31.5 31.5
부정부패인 편 …………………………………………… 3 597    44.0 44.0
극도의 부정부패 ………………………………………… 4 245    18.1 18.1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34) 논문제출자가 논문심사 후 교수들에게 고급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행위
[변수이름] q1_34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논문제출자가 논문 심사후 교수들에게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하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06    7.8 7.8
부정부패 아닌 편 ……………………………………… 2 429    31.6 31.6
부정부패인 편 …………………………………………… 3 592    43.7 43.7
극도의 부정부패 ………………………………………… 4 226    16.7 16.7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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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의사가 돈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변수이름] q1_35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의사가 돈 받고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0     0.7 0.7
부정부패 아닌 편 ……………………………………… 2 23     1.7 1.7
부정부패인 편 …………………………………………… 3 386    28.5 28.5
극도의 부정부패 ………………………………………… 4 937    69.1 69.1
합계 1,356 100.0 100.0

36) 의사에게 돈을 주고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36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의사에게 돈 주고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6       0.4 0.4
부정부패 아닌 편 ……………………………………… 2 27     2.0 2.0
부정부패인 편 …………………………………………… 3 431    31.8 31.8
극도의 부정부패 ………………………………………… 4 892    65.8 65.8
합계 1,356 100.0 100.0

37)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 외에 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37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 외에 돈을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60     4.4 4.4
부정부패 아닌 편 ……………………………………… 2 346    25.5 25.5
부정부패인 편 …………………………………………… 3 697    51.4 51.4
극도의 부정부패 ………………………………………… 4 247    18.2 18.2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38) 의사가 진료비 외에 환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38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의사가 진표비 외에 환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33     2.4 2.4
부정부패 아닌 편 ……………………………………… 2 192    14.2 14.2
부정부패인 편 …………………………………………… 3 711    52.4 52.4
극도의 부정부패 ………………………………………… 4 407    30.0 30.0
무응답 …………………………………………………… 9 13     1.0 1.0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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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환자가 치료기간 중에 구두상품권을 의사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39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환자가 치료기간 중에 상품권을 의사에게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66    12.2 12.2
부정부패 아닌 편 ……………………………………… 2 650    47.9 47.9
부정부패인 편 …………………………………………… 3 423    31.2 31.2
극도의 부정부패 ………………………………………… 4 111    8.2 8.2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40)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 담당의사에게 구두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40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환자가 치료 마치고 상품권을 의사에게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476    35.1 35.1
부정부패 아닌 편 ……………………………………… 2 672    49.6 49.6
부정부패인 편 …………………………………………… 3 160    11.8 11.8
극도의 부정부패 ………………………………………… 4 43     3.2 3.2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41) 의사가 환자로부터 구두상품권을 선물로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41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의사가 환자로부터 상품권을 선물로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81    13.3 13.3
부정부패 아닌 편 ……………………………………… 2 581    42.8 42.8
부정부패인 편 …………………………………………… 3 439    32.4 32.4
극도의 부정부패 ………………………………………… 4 145    10.7 10.7
무응답 …………………………………………………… 9 10     0.7 0.7
합계 1,356 100.0 100.0

42)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42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돈 받고 승진시켜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4     1.0 1.0
부정부패 아닌 편 ……………………………………… 2 44     3.2 3.2
부정부패인 편 …………………………………………… 3 343    25.3 25.3
극도의 부정부패 ………………………………………… 4 947    69.8 69.8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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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능력도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43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승진을 대가로 돈 받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67     4.9 4.9
부정부패 아닌 편 ……………………………………… 2 208    15.3 15.3
부정부패인 편 …………………………………………… 3 728    53.7 53.7
극도의 부정부패 ………………………………………… 4 351    25.9 25.9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44) 승진을 위해 돈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44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승진을 위해 돈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3     1.0 1.0
부정부패 아닌 편 ……………………………………… 2 32     2.4 2.4
부정부패인 편 …………………………………………… 3 461    34.0 34.0
극도의 부정부패 ………………………………………… 4 833    61.4 61.4
무응답 …………………………………………………… 9 17     1.3 1.3
합계 1,356 100.0 100.0

45)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능력이 뒤떨어지는 대학후배를 승진시키는 행위
[변수이름] q1_45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능력 없는 후배를 승진시키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15     1.1 1.1
부정부패 아닌 편 ……………………………………… 2 76     5.6 5.6
부정부패인 편 …………………………………………… 3 600    44.2 44.2
극도의 부정부패 ………………………………………… 4 662    48.8 48.8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46) 회사원이 직장상사에게 명절에 고급양주를 들고 인사를 가는 행위
[변수이름] q1_46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회사원이 직장상사에게 명절에 고급양주 들고 인사가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73     5.4 5.4
부정부패 아닌 편 ……………………………………… 2 459    33.8 33.8
부정부패인 편 …………………………………………… 3 657    48.5 48.5
극도의 부정부패 ………………………………………… 4 163    12.0 12.0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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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회사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명절에 고급양주를 선물로 받는 행위
[변수이름] q1_47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회사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명절에 고급양주 받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72     5.3 5.3
부정부패 아닌 편 ……………………………………… 2 444    32.7 32.7
부정부패인 편 …………………………………………… 3 660    48.7 48.7
극도의 부정부패 ………………………………………… 4 175    12.9 12.9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48) 특별한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48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특별한 요구 없이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39     2.9 2.9
부정부패 아닌 편 ……………………………………… 2 292    21.5 21.5
부정부패인 편 …………………………………………… 3 696    51.3 51.3
극도의 부정부패 ………………………………………… 4 329    24.3 24.3
합계 1,356 100.0 100.0

49) 특별한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10만원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49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특별한 요구 없이 학부모가 교사에게 10만원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0     1.5 1.5
부정부패 아닌 편 ……………………………………… 2 190    14.0 14.0
부정부패인 편 …………………………………………… 3 749    55.2 55.2
극도의 부정부패 ………………………………………… 4 397    29.3 29.3
합계 1,356 100.0 100.0

50) 특별한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20만원을 주는 행위
[변수이름] q1_50  
[변수설명] 부정부패의 인지여부: 특별한 요구 없이 학부모가 교사에게 20만원 주는 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결코 부정부패 아님 …………………………………… 1 20     1.5 1.5
부정부패 아닌 편 ……………………………………… 2 120    8.8 8.8
부정부패인 편 …………………………………………… 3 680    50.1 50.1
극도의 부정부패 ………………………………………… 4 536    39.5 39.5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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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사회에서 다음의 여러 가지 주요 직업집단들에 대해 부정부패의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1) 검사 
[변수이름] q2_1  
[변수설명] 검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361    26.6 26.6
다소 부패 ………………………………………………… 2 746    55.0 55.0
다소 청렴 ………………………………………………… 4 230    17.0 17.0
매우청렴 ………………………………………………… 5 14     1.0 1.0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2) 경찰공무원
[변수이름] q2_2  
[변수설명] 경찰관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659    48.6 48.6
다소 부패 ………………………………………………… 2 615    45.4 45.4
다소 청렴 ………………………………………………… 4 76     5.6 5.6
매우청렴 ………………………………………………… 5 3       0.2 0.2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3) 교사  
[변수이름] q2_3  
[변수설명] 교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175    12.9 12.9
다소 부패 ………………………………………………… 2 745    54.9 54.9
다소 청렴 ………………………………………………… 4 409    30.2 30.2
매우청렴 ………………………………………………… 5 22     1.6 1.6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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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부     
[변수이름] q2_4  
[변수설명] 농부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5       0.4 0.4
다소 부패 ………………………………………………… 2 50     3.7 3.7
다소 청렴 ………………………………………………… 4 472    34.8 34.8
매우청렴 ………………………………………………… 5 824    60.8 60.8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5) 대기업 노동자    
[변수이름] q2_5 
[변수설명] 대기업 노동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23     1.7 1.7
다소 부패 ………………………………………………… 2 183    13.5 13.5
다소 청렴 ………………………………………………… 4 734    54.1 54.1
매우청렴 ………………………………………………… 5 409    30.2 30.2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6) 대기업 사장       
[변수이름] q2_6  
[변수설명] 대기업 사장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626    46.2 46.2
다소 부패 ………………………………………………… 2 631    46.5 46.5
다소 청렴 ………………………………………………… 4 87     6.4 6.4
매우청렴 ………………………………………………… 5 8       0.6 0.6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7) 대학교수
[변수이름] q2_7  
[변수설명] 대학교수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138    10.2 10.2
다소 부패 ………………………………………………… 2 700    51.6 51.6
다소 청렴 ………………………………………………… 4 473    34.9 34.9
매우청렴 ………………………………………………… 5 39     2.9 2.9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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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생     
[변수이름] q2_8  
[변수설명] 대학생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42     3.1 3.1
다소 부패 ………………………………………………… 2 351    25.9 25.9
다소 청렴 ………………………………………………… 4 695    51.3 51.3
매우청렴 ………………………………………………… 5 265    19.5 19.5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9) 목사      
[변수이름] q2_9  
[변수설명] 종교인(목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106    7.8 7.8
다소 부패 ………………………………………………… 2 444    32.7 32.7
다소 청렴 ………………………………………………… 4 592    43.7 43.7
매우청렴 ………………………………………………… 5 205    15.1 15.1
무응답 …………………………………………………… 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10) 민원공무원(구, 동사무소)
[변수이름] q2_10  
[변수설명] 공무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157    11.6 11.6
다소 부패 ………………………………………………… 2 753    55.5 55.5
다소 청렴 ………………………………………………… 4 417    30.8 30.8
매우청렴 ………………………………………………… 5 24     1.8 1.8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1) 변호사         
[변수이름] q2_11  
[변수설명] 변호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456    33.6 33.6
다소 부패 ………………………………………………… 2 736    54.3 54.3
다소 청렴 ………………………………………………… 4 152    11.2 11.2
매우청렴 ………………………………………………… 5 7       0.5 0.5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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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무공무원 
[변수이름] q2_12  
[변수설명]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801    59.1 59.1
다소 부패 ………………………………………………… 2 484    35.7 35.7
다소 청렴 ………………………………………………… 4 64     4.7 4.7
매우청렴 ………………………………………………… 5 3       0.2 0.2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13) 스님     
[변수이름] q2_13  
[변수설명] 종교인(스님)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98     7.2 7.2
다소 부패 ………………………………………………… 2 431    31.8 31.8
다소 청렴 ………………………………………………… 4 575    42.4 42.4
매우청렴 ………………………………………………… 5 244    18.0 18.0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14) 신부     
[변수이름] q2_14  
[변수설명] 종교인(신부)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32     2.4 2.4
다소 부패 ………………………………………………… 2 176    13.0 13.0
다소 청렴 ………………………………………………… 4 604    44.5 44.5
매우청렴 ………………………………………………… 5 540    39.8 39.8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15) 은행원         
[변수이름] q2_15  
[변수설명] 은행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102    7.5 7.5
다소 부패 ………………………………………………… 2 704    51.9 51.9
다소 청렴 ………………………………………………… 4 489    36.1 36.1
매우청렴 ………………………………………………… 5 55     4.1 4.1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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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
[변수이름] q2_16  
[변수설명] 의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115    8.5 8.5
다소 부패 ………………………………………………… 2 695    51.3 51.3
다소 청렴 ………………………………………………… 4 503    37.1 37.1
매우청렴 ………………………………………………… 5 39     2.9 2.9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17) 재벌총수
[변수이름] q2_17  
[변수설명] 재벌총수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899    66.3 66.3
다소 부패 ………………………………………………… 2 380    28.0 28.0
다소 청렴 ………………………………………………… 4 62     4.6 4.6
매우청렴 ………………………………………………… 5 11     0.8 0.8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18) 전업주부(가정주부)  
[변수이름] q2_18  
[변수설명] 전업주부(가정주부)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21     1.5 1.5
다소 부패 ………………………………………………… 2 154    11.4 11.4
다소 청렴 ………………………………………………… 4 627    46.2 46.2
매우청렴 ………………………………………………… 5 545    40.2 40.2
무응답 …………………………………………………… 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19) 정치인        
[변수이름] q2_19  
[변수설명] 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1,144 84.4 84.4
다소 부패 ………………………………………………… 2 168    12.4 12.4
다소 청렴 ………………………………………………… 4 34     2.5 2.5
매우청렴 ………………………………………………… 5 6       0.4 0.4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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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 소기업 노동자    
[변수이름] q2_20  
[변수설명] 중소기업 노동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22     1.6 1.6
다소 부패 ………………………………………………… 2 112    8.3 8.3
다소 청렴 ………………………………………………… 4 757    55.8 55.8
매우청렴 ………………………………………………… 5 457    33.7 33.7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21) 중. 소기업 사장 
[변수이름] q2_21  
[변수설명] 중소기업 사장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134    9.9 9.9
다소 부패 ………………………………………………… 2 652    48.1 48.1
다소 청렴 ………………………………………………… 4 513    37.8 37.8
매우청렴 ………………………………………………… 5 51     3.8 3.8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22) 체신공무원(집배원) 
[변수이름] q2_22  
[변수설명] 체신공무원(집배원)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7       0.5 0.5
다소 부패 ………………………………………………… 2 68     5.0 5.0
다소 청렴 ………………………………………………… 4 602    44.4 44.4
매우청렴 ………………………………………………… 5 672    49.6 49.6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23) 판사 
[변수이름] q2_23  
[변수설명] 판사의 부정부패/부조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부패 ………………………………………………… 1 271    20.0 20.0
다소 부패 ………………………………………………… 2 657    48.5 48.5
다소 청렴 ………………………………………………… 4 372    27.4 27.4
매우청렴 ………………………………………………… 5 54     4.0 4.0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19/48



3

1) 도 공무원이 공사가액을 5% 축소, 차액을 착복함        
[변수이름] q3_1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도 공무원 공사가액 5% 축소, 차액 착복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9       0.7 0.7
가벼운 부패 ……………………………………………… 2 135    10.0 10.0
상당한 부패 ……………………………………………… 3 531    39.2 39.2
극도의 부패 ……………………………………………… 4 679    50.1 50.1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2) 도 공무원이 공사가액을 5% 축소, 차액을 기부함
[변수이름] q3_2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도 공무원 공사가액 5% 축소, 차액 기부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101    7.4 7.4
가벼운 부패 ……………………………………………… 2 371    27.4 27.4
상당한 부패 ……………………………………………… 3 517    38.1 38.1
극도의 부패 ……………………………………………… 4 364    26.8 26.8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3) 도 공무원이 공사가액을 5% 축소, 차액을 치료비로 씀 
[변수이름] q3_3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도 공무원 고상가액 5% 축소, 차액 치료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24     1.8 1.8
가벼운 부패 ……………………………………………… 2 275    20.3 20.3
상당한 부패 ……………………………………………… 3 555    40.9 40.9
극도의 부패 ……………………………………………… 4 497    36.7 36.7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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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회계담당 공무원이 50만원을 착복함    
[변수이름] q3_4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군 회계담당 공무원이 50만원 착복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5       0.4 0.4
가벼운 부패 ……………………………………………… 2 188    13.9 13.9
상당한 부패 ……………………………………………… 3 514    37.9 37.9
극도의 부패 ……………………………………………… 4 648    47.8 47.8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5) 군 회계담당 공무원이 1천만원을 착복함  
[변수이름] q3_5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군 회계담당 공무원이 1천만원 착복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13     1.0 1.0
가벼운 부패 ……………………………………………… 2 40     2.9 2.9
상당한 부패 ……………………………………………… 3 325    24.0 24.0
극도의 부패 ……………………………………………… 4 960    70.8 70.8
무응답 …………………………………………………… 9 18     1.3 1.3
합계 1,356 100.0 100.0

6) 생활보호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의 슈퍼에서 생계보조비가 나오는 날 식료품의 가격을 인상함   
[변수이름] q3_6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74     5.5 5.5
가벼운 부패 ……………………………………………… 2 361    26.6 26.6
상당한 부패 ……………………………………………… 3 561    41.4 41.4
극도의 부패 ……………………………………………… 4 354    26.1 26.1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7) 보모가 보수를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함   
[변수이름] q3_7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보모가 보수를 현금으로 줄 것 요구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911    67.2 67.2
가벼운 부패 ……………………………………………… 2 288    21.2 21.2
상당한 부패 ……………………………………………… 3 101    7.4 7.4
극도의 부패 ……………………………………………… 4 36     2.7 2.7
무응답 …………………………………………………… 9 20     1.5 1.5
합계 1,356 100.0 100.0

부정부패 척도: 생활보호자 사는 동네의 슈퍼에서 생계보조비 나오는 날 식료품 가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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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까페주인이 경찰관에게 공짜 음식을 대접함  
[변수이름] q3_8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까페주인이 경찰관에게 공짜포 음식 대접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89     6.6 6.6
가벼운 부패 ……………………………………………… 2 700    51.6 51.6
상당한 부패 ……………………………………………… 3 400    29.5 29.5
극도의 부패 ……………………………………………… 4 159    11.7 11.7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9) 공직자가 경영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함      
[변수이름] q3_9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공직자가 경영학 학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68     5.0 5.0
가벼운 부패 ……………………………………………… 2 460    33.9 33.9
상당한 부패 ……………………………………………… 3 535    39.5 39.5
극도의 부패 ……………………………………………… 4 287    21.2 21.2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0) 경찰관이 2만원을 주면 속도위반 딱지를 발부하지 않겠다고 제의     
[변수이름] q3_10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경찰관이 2만원 주면 속도위반 딱지 발부하지 않겠다고 제의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6       0.4 0.4
가벼운 부패 ……………………………………………… 2 344    25.4 25.4
상당한 부패 ……………………………………………… 3 542    40.0 40.0
극도의 부패 ……………………………………………… 4 463    34.1 34.1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11)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돈(2만원)을 줌   
[변수이름] q3_11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돈 2만원 줌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30     2.2 2.2
가벼운 부패 ……………………………………………… 2 529    39.0 39.0
상당한 부패 ……………………………………………… 3 519    38.3 38.3
극도의 부패 ……………………………………………… 4 272    20.1 20.1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2/48



12) 회사 구매담당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음 
[변수이름] q3_12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회사 구매담당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선물 받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99     7.3 7.3
가벼운 부패 ……………………………………………… 2 586    43.2 43.2
상당한 부패 ……………………………………………… 3 502    37.0 37.0
극도의 부패 ……………………………………………… 4 165    12.2 12.2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13) 시의원이 지지자에게 시청에 일자리를 구해줌 
[변수이름] q3_13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시의원이 지지자에게 시청에 일자리 구해줌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108    8.0 8.0
가벼운 부패 ……………………………………………… 2 444    32.7 32.7
상당한 부패 ……………………………………………… 3 502    37.0 37.0
극도의 부패 ……………………………………………… 4 295    21.8 21.8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14) 시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시청에 일자리를 구해줌  
[변수이름] q3_14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시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시청에 일자리 구해줌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75     5.5 5.5
가벼운 부패 ……………………………………………… 2 298    22.0 22.0
상당한 부패 ……………………………………………… 3 512    37.8 37.8
극도의 부패 ……………………………………………… 4 459    33.8 33.8
무응답 …………………………………………………… 9 12     0.9 0.9
합계 1,356 100.0 100.0

15) 공무원이 장거리 전화에 사무실 전화를 씀 
[변수이름] q3_15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공무원이 장거리 전화를 사무실에서 씀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196    14.5 14.5
가벼운 부패 ……………………………………………… 2 713    52.6 52.6
상당한 부패 ……………………………………………… 3 334    24.6 24.6
극도의 부패 ……………………………………………… 4 107    7.9 7.9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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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은행에 충분한 돈이 없으면서도, 수표를 발행함  
[변수이름] q3_16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은행에 충분한 돈 없으면서도 수표 발행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115    8.5 8.5
가벼운 부패 ……………………………………………… 2 295    21.8 21.8
상당한 부패 ……………………………………………… 3 603    44.5 44.5
극도의 부패 ……………………………………………… 4 333    24.6 24.6
무응답 …………………………………………………… 9 10     0.7 0.7
합계 1,356 100.0 100.0

17) 은행에 충분한 돈이 없으면서도, 자녀들의 옷구입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함      
[변수이름] q3_17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은행에 충분한 돈 없으면서도 자녀 옷 구입 위해 수표 발행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96     7.1 7.1
가벼운 부패 ……………………………………………… 2 307    22.6 22.6
상당한 부패 ……………………………………………… 3 611    45.1 45.1
극도의 부패 ……………………………………………… 4 334    24.6 24.6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18) 지하실 개축사실을 세무공무원에게 숨김 
[변수이름] q3_18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지하실 개축사실을 세무공무원에게 숨김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49     3.6 3.6
가벼운 부패 ……………………………………………… 2 466    34.4 34.4
상당한 부패 ……………………………………………… 3 585    43.1 43.1
극도의 부패 ……………………………………………… 4 250    18.4 18.4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9) 직원이 아프다고 전화하고 운동경기에 감  
[변수이름] q3_19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직원이 아프다고 전화하고 운동경기 감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82     6.0 6.0
가벼운 부패 ……………………………………………… 2 626    46.2 46.2
상당한 부패 ……………………………………………… 3 433    31.9 31.9
극도의 부패 ……………………………………………… 4 202    14.9 14.9
무응답 …………………………………………………… 9 13     1.0 1.0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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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화원에게 가져갈 의무가 없는 쓰레기를 가져가도록 2만원을 줌 
[변수이름] q3_20  
[변수설명] 부정부패 척도: 미화원에게 가져갈 의무 없는 쓰레기 가져가도록 2만원 줌
변수값 설명 변수값
전혀 부패 아님 ………………………………………… 1 223    16.4 16.4
가벼운 부패 ……………………………………………… 2 710    52.4 52.4
상당한 부패 ……………………………………………… 3 313    23.1 23.1
극도의 부패 ……………………………………………… 4 108    8.0 8.0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4

1)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일단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변수이름] q4_1  
[변수설명]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다소 부정하더라도 일단 재산 늘리는 것이 필요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26     1.9 1.9
대체로 그렇다 …………………………………………… 2 212    15.6 15.6
보통이다 ………………………………………………… 3 233    17.2 17.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78    35.3 35.3
매우 그렇지 않다 ……………………………………… 5 404    29.8 29.8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2) 직장 동료들 대부분이 촌지나 뇌물을 받는다면, 내가 받는 것도 괜찮다.    
[변수이름] q4_2  
[변수설명]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대부분 촌지나 뇌물 받으면 내가 받는 것도 괜찮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8       0.6 0.6
대체로 그렇다 …………………………………………… 2 156    11.5 11.5
보통이다 ………………………………………………… 3 220    16.2 16.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548    40.4 40.4
매우 그렇지 않다 ……………………………………… 5 422    31.1 31.1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다음은 귀하가 생활 중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동의의 정
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8



3) 촌지나 뇌물도 어떤 점에서는 한국사회를  활력있게 하는 요소이다.
[변수이름] q4_3  
[변수설명]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촌지나 뇌물은 어떤점에서 한국사회에 활력있게 하는 요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8     1.3 1.3
대체로 그렇다 …………………………………………… 2 138    10.2 10.2
보통이다 ………………………………………………… 3 198    14.6 14.6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35    32.1 32.1
매우 그렇지 않다 ……………………………………… 5 562    41.4 41.4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4)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촌지나 뇌물 등을 받아도 괜찮다.  
[변수이름] q4_4  
[변수설명]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피해주지 않는다면 촌지나 뇌물 받아도 괜찮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9     1.4 1.4
대체로 그렇다 …………………………………………… 2 116    8.6 8.6
보통이다 ………………………………………………… 3 200    14.7 14.7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98    36.7 36.7
매우 그렇지 않다 ……………………………………… 5 520    38.3 38.3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5)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고려할 때, 다소의 부정한 부수입은 필요하다  
[변수이름] q4_5  
[변수설명]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으로 다소 부정한 부수입은 필요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3     1.0 1.0
대체로 그렇다 …………………………………………… 2 93     6.9 6.9
보통이다 ………………………………………………… 3 171    12.6 12.6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59    33.8 33.8
매우 그렇지 않다 ……………………………………… 5 617    45.5 45.5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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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사가 월급 외의 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굳이 주는 촌지를 마다할 필요도 없다.   
[변수이름] q4_6  
[변수설명]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교사가 굳이 주는 촌지를 마다할 필요가 없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9     1.4 1.4
대체로 그렇다 …………………………………………… 2 129    9.5 9.5
보통이다 ………………………………………………… 3 199    14.7 14.7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85    35.8 35.8
매우 그렇지 않다 ……………………………………… 5 523    38.6 38.6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7) 친한 사람의 부탁은 약간의 무리가 가더라도 들어주어야 한다.   
[변수이름] q4_7  
[변수설명]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친한사람 부탁은 약간 무리가 있어도 들어주어야 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22     1.6 1.6
대체로 그렇다 …………………………………………… 2 225    16.6 16.6
보통이다 ………………………………………………… 3 348    25.7 25.7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518    38.2 38.2
매우 그렇지 않다 ……………………………………… 5 241    17.8 17.8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8) 나는 촌지를 주고받는 것이 나쁜 범죄라기 보다는 한국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다. 
[변수이름] q4_8  
[변수설명]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촌지 주고 받는 것은 한국의 미풍양속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9     1.4 1.4
대체로 그렇다 …………………………………………… 2 107    7.9 7.9
보통이다 ………………………………………………… 3 209    15.4 15.4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500    36.9 36.9
매우 그렇지 않다 ……………………………………… 5 519    38.3 38.3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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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평소에 다음의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평소의 빈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  
[변수이름] q5_1  
[변수설명]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공무원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1       0.1 0.1
대체로 자주 ……………………………………………… 2 18     1.3 1.3
보통 ……………………………………………………… 3 101    7.4 7.4
가끔 하는 편 …………………………………………… 4 204    15.0 15.0
전혀 한적 없음 ………………………………………… 5 1,032 76.1 76.1
합계 1,356 100.0 100.0

2)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
[변수이름] q5_2  
[변수설명]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교사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1       0.1 0.1
대체로 자주 ……………………………………………… 2 35     2.6 2.6
보통 ……………………………………………………… 3 146    10.8 10.8
가끔 하는 편 …………………………………………… 4 457    33.7 33.7
전혀 한적 없음 ………………………………………… 5 707    52.1 52.1
무응답 …………………………………………………… 9 10     0.7 0.7
합계 1,356 100.0 100.0

3) 내가 교통위반을 한 후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 
[변수이름] q5_3  
[변수설명]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경찰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7       0.5 0.5
대체로 자주 ……………………………………………… 2 32     2.4 2.4
보통 ……………………………………………………… 3 125    9.2 9.2
가끔 하는 편 …………………………………………… 4 315    23.2 23.2
전혀 한적 없음 ………………………………………… 5 875    64.5 64.5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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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직장의 전화로 사적인 용도의 장거리 시외전화를 자주 사용    
[변수이름] q5_4  
[변수설명]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사적인 용도의 장거리 전화 사용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18     1.3 1.3
대체로 자주 ……………………………………………… 2 76     5.6 5.6
보통 ……………………………………………………… 3 203    15.0 15.0
가끔 하는 편 …………………………………………… 4 476    35.1 35.1
전혀 한적 없음 ………………………………………… 5 568    41.9 41.9
무응답 …………………………………………………… 9 15     1.1 1.1
합계 1,356 100.0 100.0

5)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 나와 같은 출신을 우대
[변수이름] q5_5  
[변수설명]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연고주의 고려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20     1.5 1.5
대체로 자주 ……………………………………………… 2 127    9.4 9.4
보통 ……………………………………………………… 3 307    22.6 22.6
가끔 하는 편 …………………………………………… 4 392    28.9 28.9
전혀 한적 없음 ………………………………………… 5 499    36.8 36.8
무응답 …………………………………………………… 9 11     0.8 0.8
합계 1,356 100.0 100.0

6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공무원(민원, 세무, 소방, 경찰 등)에게 돈을 제공  
[변수이름] q6_1  
[변수설명]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공무원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214    15.8 15.8
없다 ……………………………………………………… 2 1,140 84.1 84.1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2) 공무원(민원, 세무, 소방, 경찰 등)에게 선물을 제공
[변수이름] q6_2  
[변수설명]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공무원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192    14.2 14.2
없다 ……………………………………………………… 2 1,162 85.7 85.7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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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돈을 제공 
[변수이름] q6_3  
[변수설명]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교사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301    22.2 22.2
없다 ……………………………………………………… 2 701    51.7 51.7
취학자녀 없음 …………………………………………… 3 349    25.7 25.7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4) 선생님에게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제공            
[변수이름] q6_4  
[변수설명]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교사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159    11.7 11.7
없다 ……………………………………………………… 2 853    62.9 62.9
취학자녀 없음 …………………………………………… 3 337    24.9 24.9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5) 직장의 상급자에게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제공
[변수이름] q6_5  
[변수설명] 지난 3년간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유무: 직장 상사에게 선물 제공
변수값 설명 변수값
있다 ……………………………………………………… 1 149    11.0 11.0
없다 ……………………………………………………… 2 895    66.0 66.0
직장에 다니지 않음 …………………………………… 3 304    22.4 22.4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7 귀하의 주변사람들(동료, 선후배, 친인척, 가족 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1) 나의 주변사람들이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
[변수이름] q7_1  
[변수설명]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공무원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19     1.4 1.4
대체로 자주 ……………………………………………… 2 105    7.7 7.7
보통 ……………………………………………………… 3 218    16.1 16.1
가끔 하는 편 …………………………………………… 4 508    37.5 37.5
전혀 한적 없음 ………………………………………… 5 500    36.9 36.9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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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주변사람들이 그들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   
[변수이름] q7_2  
[변수설명]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교사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32     2.4 2.4
대체로 자주 ……………………………………………… 2 187    13.8 13.8
보통 ……………………………………………………… 3 232    17.1 17.1
가끔 하는 편 …………………………………………… 4 606    44.7 44.7
전혀 한적 없음 ………………………………………… 5 291    21.5 21.5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3) 나의 주변사람들이 교통위반을 한 후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   
[변수이름] q7_3  
[변수설명]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경찰에게 수뇌행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31     2.3 2.3
대체로 자주 ……………………………………………… 2 186    13.7 13.7
보통 ……………………………………………………… 3 235    17.3 17.3
가끔 하는 편 …………………………………………… 4 552    40.7 40.7
전혀 한적 없음 ………………………………………… 5 347    25.6 25.6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4) 나의 주변사람들이 직장의 전화로 사적인 용도의 장거리 시외전화를 자주 사용  
[변수이름] q7_4  
[변수설명]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사적인 용도의 장거리 전화 사용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66     4.9 4.9
대체로 자주 ……………………………………………… 2 185    13.6 13.6
보통 ……………………………………………………… 3 284    20.9 20.9
가끔 하는 편 …………………………………………… 4 565    41.7 41.7
전혀 한적 없음 ………………………………………… 5 247    18.2 18.2
무응답 …………………………………………………… 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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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의 주변사람들이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 자신과 같은 출신을 우대
[변수이름] q7_5  
[변수설명]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행위 빈도: 연고주의 고려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자주 ………………………………………………… 1 76     5.6 5.6
대체로 자주 ……………………………………………… 2 271    20.0 20.0
보통 ……………………………………………………… 3 306    22.6 22.6
가끔 하는 편 …………………………………………… 4 463    34.1 34.1
전혀 한적 없음 ………………………………………… 5 231    17.0 17.0
무응답 …………………………………………………… 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8

1) 여성은 가정의 중요한 일에 관해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변수이름] q8_1  
[변수설명] 근대적 가치: 여성은 가정의 중요한 일에 독자적으로 결정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4     2.5 2.5
대체로 그렇다 …………………………………………… 2 80     5.9 5.9
보통이다 ………………………………………………… 3 157    11.6 11.6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588    43.4 43.4
매우 그렇지 않다 ……………………………………… 5 496    36.6 36.6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2)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것이 훨씬 품위있게 사는 것이다.     
[변수이름] q8_2  
[변수설명] 근대적 가치: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것이 품위있게 사는 것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4     2.5 2.5
대체로 그렇다 …………………………………………… 2 223    16.4 16.4
보통이다 ………………………………………………… 3 290    21.4 21.4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517    38.1 38.1
매우 그렇지 않다 ……………………………………… 5 291    21.5 21.5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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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가 3명이라면 큰 가족에 속한다. 
[변수이름] q8_3  
[변수설명] 근대적 가치: 자녀가 3명이라면 큰 가족에 속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74     5.5 5.5
대체로 그렇다 …………………………………………… 2 378    27.9 27.9
보통이다 ………………………………………………… 3 536    39.5 39.5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255    18.8 18.8
매우 그렇지 않다 ……………………………………… 5 108    8.0 8.0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4) 나는 신앙생활에 열중하는 편이다.  
[변수이름] q8_4  
[변수설명] 신앙심 평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21    8.9 8.9
대체로 그렇다 …………………………………………… 2 174    12.8 12.8
보통이다 ………………………………………………… 3 297    21.9 21.9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328    24.2 24.2
매우 그렇지 않다 ……………………………………… 5 429    31.6 31.6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5) 나는 대체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변수이름] q8_5  
[변수설명] 근대적 가치: 대체로 최신의 정보아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편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49     3.6 3.6
대체로 그렇다 …………………………………………… 2 290    21.4 21.4
보통이다 ………………………………………………… 3 662    48.8 4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281    20.7 20.7
매우 그렇지 않다 ……………………………………… 5 69     5.1 5.1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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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식은 1-2년 정도의 간격(터울)을 두고 낳아야 한다.   
[변수이름] q8_6  
[변수설명] 근대적 가치: 자식은 1-2년 정도의 간격두고 낳아야 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30    9.6 9.6
대체로 그렇다 …………………………………………… 2 578    42.6 42.6
보통이다 ………………………………………………… 3 361    26.6 26.6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212    15.6 15.6
매우 그렇지 않다 ……………………………………… 5 71     5.2 5.2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7) 요즘은 공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든 하나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변수이름] q8_7  
[변수설명] 근대적 가치: 공부 못해도 무엇이든 하나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94    29.1 29.1
대체로 그렇다 …………………………………………… 2 605    44.6 44.6
보통이다 ………………………………………………… 3 162    11.9 11.9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157    11.6 11.6
매우 그렇지 않다 ……………………………………… 5 36     2.7 2.7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8) 친구나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한다면, 각자가 따로 계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변수이름] q8_8  
[변수설명] 근대적 가치: 점심식사 한다면 각자 따로 계산 하는 것이 좋은 방법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236    17.4 17.4
대체로 그렇다 …………………………………………… 2 442    32.6 32.6
보통이다 ………………………………………………… 3 339    25.0 25.0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292    21.5 21.5
매우 그렇지 않다 ……………………………………… 5 46     3.4 3.4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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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약 직장인이 연고가 없는 타지역으로 발령난다면, 당연히 가야한다.  
[변수이름] q8_9  
[변수설명] 직장관련 변인: 연고가 없는 타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당연히 가야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08    22.7 22.7
대체로 그렇다 …………………………………………… 2 644    47.5 47.5
보통이다 ………………………………………………… 3 263    19.4 19.4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115    8.5 8.5
매우 그렇지 않다 ……………………………………… 5 25     1.8 1.8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10) 젋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든 사람에게 순응해야 한다.    
[변수이름] q8_10  
[변수설명] 전통적 가치: 젋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든 사람에게 순응해야 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95     7.0 7.0
대체로 그렇다 …………………………………………… 2 376    27.7 27.7
보통이다 ………………………………………………… 3 371    27.4 27.4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22    31.1 31.1
매우 그렇지 않다 ……………………………………… 5 87     6.4 6.4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1) 연장자의 권위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변수이름] q8_11  
[변수설명] 전통적 가치: 연장자의 권위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32    9.7 9.7
대체로 그렇다 …………………………………………… 2 527    38.9 38.9
보통이다 ………………………………………………… 3 362    26.7 26.7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260    19.2 19.2
매우 그렇지 않다 ……………………………………… 5 68     5.0 5.0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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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장에서 나의 상사로 여성이 온다면, 싫어할 것이다.        
[변수이름] q8_12  
[변수설명] 전통적 가치: 나의 상사로 여성이 온다면 싫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58     4.3 4.3
대체로 그렇다 …………………………………………… 2 250    18.4 18.4
보통이다 ………………………………………………… 3 418    30.8 30.8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27    31.5 31.5
매우 그렇지 않다 ……………………………………… 5 194    14.3 14.3
무응답 …………………………………………………… 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13) 나 개인보다는 항상 직장이나, 국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변수이름] q8_13  
[변수설명] 전통적 가치: 나보다는 직장, 국가가 우선시 되어야 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55    11.4 11.4
대체로 그렇다 …………………………………………… 2 342    25.2 25.2
보통이다 ………………………………………………… 3 473    34.9 34.9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310    22.9 22.9
매우 그렇지 않다 ……………………………………… 5 68     5.0 5.0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14) 결혼한 여성은 직업을 갖기보다는 가정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변수이름] q8_14  
[변수설명] 전통적 가치: 결혼한 여성은 직업 갖기보다 가정 일에 충실하는 것이 좋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12    8.3 8.3
대체로 그렇다 …………………………………………… 2 304    22.4 22.4
보통이다 ………………………………………………… 3 323    23.8 23.8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51    33.3 33.3
매우 그렇지 않다 ……………………………………… 5 165    12.2 12.2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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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질문에 귀하의 동의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내가 만약 촌지나 뇌물을 받더라도 들킬 위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변수이름] q9_1  
[변수설명]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촌지나 뇌물 받더라도 들킬 위험 거의 없을 것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46     3.4 3.4
대체로 그렇다 …………………………………………… 2 220    16.2 16.2
보통이다 ………………………………………………… 3 248    18.3 18.3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89    36.1 36.1
매우 그렇지 않다 ……………………………………… 5 338    24.9 24.9
무응답 …………………………………………………… 9 15     1.1 1.1
합계 1,356 100.0 100.0

2) 내가 만약 부정부패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나와 가족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변수이름] q9_2  
[변수설명]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부패로 처벌 받으면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 질 것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75    27.7 27.7
대체로 그렇다 …………………………………………… 2 485    35.8 35.8
보통이다 ………………………………………………… 3 195    14.4 14.4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177    13.1 13.1
매우 그렇지 않다 ……………………………………… 5 114    8.4 8.4
무응답 …………………………………………………… 9 10     0.7 0.7
합계 1,356 100.0 100.0

3) 부정한 방법이라도 써서 재산을 늘릴 수 있다면, 가족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변수이름] q9_3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22     1.6 1.6
대체로 그렇다 …………………………………………… 2 88     6.5 6.5
보통이다 ………………………………………………… 3 185    13.6 13.6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521    38.4 38.4
매우 그렇지 않다 ……………………………………… 5 537    39.6 39.6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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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만약 부정부패에 개입한다면 동료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다.    
[변수이름] q9_4  
[변수설명]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부패 개입한다면 동료들이 나를 멸시할 것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97    29.3 29.3
대체로 그렇다 …………………………………………… 2 528    38.9 38.9
보통이다 ………………………………………………… 3 197    14.5 14.5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148    10.9 10.9
매우 그렇지 않다 ……………………………………… 5 78     5.8 5.8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5) 동료들 대부분이 뇌물을 받는 직장에 내가 근무한다면 나도 결국 뇌물을 받게 될 것이다.  
[변수이름] q9_5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76     5.6 5.6
대체로 그렇다 …………………………………………… 2 488    36.0 36.0
보통이다 ………………………………………………… 3 303    22.3 22.3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283    20.9 20.9
매우 그렇지 않다 ……………………………………… 5 202    14.9 14.9
무응답 …………………………………………………… 9 4       0.3 0.3
합계 1,356 100.0 100.0

6) 내가 뇌물을 받는다면, 나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숨길 것이다
[변수이름] q9_6  
[변수설명]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뇌물 받는다면 가족들에게 숨길 것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179    13.2 13.2
대체로 그렇다 …………………………………………… 2 474    35.0 35.0
보통이다 ………………………………………………… 3 198    14.6 14.6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312    23.0 23.0
매우 그렇지 않다 ……………………………………… 5 180    13.3 13.3
무응답 …………………………………………………… 9 13     1.0 1.0
합계 1,356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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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대부분이 뇌물 받는 직장에 근무하면 나도 결국 뇌물
받게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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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정부패로 처벌받는 괴로움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  
[변수이름] q9_7  
[변수설명]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부패로 처벌받는 괴로움 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큼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88     6.5 6.5
대체로 그렇다 …………………………………………… 2 211    15.6 15.6
보통이다 ………………………………………………… 3 199    14.7 14.7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19    30.9 30.9
매우 그렇지 않다 ……………………………………… 5 427    31.5 31.5
무응답 …………………………………………………… 9 12     0.9 0.9
합계 1,356 100.0 100.0

8) 나의 친한 친구와 동료들 중에는 촌지나 뇌물을 수시로 주거나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변수이름] q9_8  
[변수설명] 차별 접촉: 친한 친구나 동료들 중 촌지나 뇌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45     3.3 3.3
대체로 그렇다 …………………………………………… 2 208    15.3 15.3
보통이다 ………………………………………………… 3 354    26.1 26.1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84    35.7 35.7
매우 그렇지 않다 ……………………………………… 5 257    19.0 19.0
무응답 …………………………………………………… 9 8       0.6 0.6
합계 1,356 100.0 100.0

9) 나의 주변사람들은 선생님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촌지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변수이름] q9_9  
[변수설명] 차별 접촉: 주변사람들은 선생님의 노고를 보답하기 위해 촌지 드리는 것 당연히 생각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5     2.6 2.6
대체로 그렇다 …………………………………………… 2 265    19.5 19.5
보통이다 ………………………………………………… 3 390    28.8 2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81    35.5 35.5
매우 그렇지 않다 ……………………………………… 5 173    12.8 12.8
무응답 …………………………………………………… 9 12     0.9 0.9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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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촌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주위에서 자주 듣는 편이다.   
[변수이름] q9_10  
[변수설명] 차별 접촉: 촌지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주위에서 자주 듣는 편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63     4.6 4.6
대체로 그렇다 …………………………………………… 2 320    23.6 23.6
보통이다 ………………………………………………… 3 417    30.8 30.8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08    30.1 30.1
매우 그렇지 않다 ……………………………………… 5 141    10.4 10.4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11) 내가 부정을 한 사실을 주위사람들이 안다면 나는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변수이름] q9_11  
[변수설명] 공식/비공식적 처벌의 지각 정도: 부정한 사실을 주위사람들이 안다면 수치심 느낄 것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602    44.4 44.4
대체로 그렇다 …………………………………………… 2 513    37.8 37.8
보통이다 ………………………………………………… 3 134    9.9 9.9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66     4.9 4.9
매우 그렇지 않다 ……………………………………… 5 38     2.8 2.8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12) 내가 부정을 저지른다면, 내가 중시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다. 
[변수이름] q9_12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518    38.2 38.2
대체로 그렇다 …………………………………………… 2 536    39.5 39.5
보통이다 ………………………………………………… 3 168    12.4 12.4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87     6.4 6.4
매우 그렇지 않다 ……………………………………… 5 42     3.1 3.1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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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멸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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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귀하가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 및 행동양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별로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    
[변수이름] q10_1  
[변수설명] 직무만족: 나의 일에 애착을 느끼지 못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41     3.0 3.0
대체로 그렇다 …………………………………………… 2 175    12.9 12.9
보통이다 ………………………………………………… 3 380    28.0 28.0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64    34.2 34.2
매우 그렇지 않다 ……………………………………… 5 296    21.8 21.8
합계 1,356 100.0 100.0

2)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매우 자랑스럽다.  
[변수이름] q10_2  
[변수설명] 조직몰입: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자랑스러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230    17.0 17.0
대체로 그렇다 …………………………………………… 2 301    22.2 22.2
보통이다 ………………………………………………… 3 524    38.6 38.6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152    11.2 11.2
매우 그렇지 않다 ……………………………………… 5 74     5.5 5.5
무응답 …………………………………………………… 9 75     5.5 5.5
합계 1,356 100.0 100.0

 3) 나는 나의 가족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긴다.         
[변수이름] q10_3  
[변수설명] 가족응집성: 가족들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김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959    70.7 70.7
대체로 그렇다 …………………………………………… 2 279    20.6 20.6
보통이다 ………………………………………………… 3 67     4.9 4.9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26     1.9 1.9
매우 그렇지 않다 ……………………………………… 5 25     1.8 1.8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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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항상 장기적인 목표하에 신중히 행동하는 편이다.   
[변수이름] q10_4  
[변수설명] 자아통제력: 항상 장기적인 목표하에 신중히 행동하는 편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30    24.3 24.3
대체로 그렇다 …………………………………………… 2 537    39.6 39.6
보통이다 ………………………………………………… 3 370    27.3 27.3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98     7.2 7.2
매우 그렇지 않다 ……………………………………… 5 19     1.4 1.4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5) 나는 생각하기 복잡한 일은 주로 피하는 편이다.         
[변수이름] q10_5  
[변수설명] 자아통제력: 생각하기 복잡한 일은 피하는 편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76     5.6 5.6
대체로 그렇다 …………………………………………… 2 322    23.7 23.7
보통이다 ………………………………………………… 3 407    30.0 3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25    31.3 31.3
매우 그렇지 않다 ……………………………………… 5 125    9.2 9.2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6) 나는 가끔 약간의 위험이 따르는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변수이름] q10_6  
[변수설명] 자아통제력: 위험이 따르는 일을 할때 즐거움 느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51     3.8 3.8
대체로 그렇다 …………………………………………… 2 223    16.4 16.4
보통이다 ………………………………………………… 3 360    26.5 26.5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99    36.8 36.8
매우 그렇지 않다 ……………………………………… 5 221    16.3 16.3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7)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문적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변수이름] q10_7  
[변수설명] 자아통제력: 세상 살아가는데 학문적 지식은 별로 중요치 않음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4     2.5 2.5
대체로 그렇다 …………………………………………… 2 177    13.1 13.1
보통이다 ………………………………………………… 3 312    23.0 23.0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540    39.8 39.8
매우 그렇지 않다 ……………………………………… 5 292    21.5 21.5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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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변수이름] q10_8  
[변수설명] 자아통제력: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0     2.2 2.2
대체로 그렇다 …………………………………………… 2 244    18.0 18.0
보통이다 ………………………………………………… 3 504    37.2 37.2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50    33.2 33.2
매우 그렇지 않다 ……………………………………… 5 127    9.4 9.4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9)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편이다  
[변수이름] q10_9  
[변수설명] 자아통제력: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편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66     4.9 4.9
대체로 그렇다 …………………………………………… 2 331    24.4 24.4
보통이다 ………………………………………………… 3 446    32.9 32.9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414    30.5 30.5
매우 그렇지 않다 ……………………………………… 5 97     7.2 7.2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10) 나는 사고 싶은 물건은 당장 사야 된다.
[변수이름] q10_10  
[변수설명] 자아통제력: 사고 싶은 물건은 당장사야 함
변수값 설명 변수값
매우 그렇다 ……………………………………………… 1 39     2.9 2.9
대체로 그렇다 …………………………………………… 2 124    9.1 9.1
보통이다 ………………………………………………… 3 296    21.8 21.8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 598    44.1 44.1
매우 그렇지 않다 ……………………………………… 5 298    22.0 22.0
무응답 …………………………………………………… 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43/48



※ 다음은 귀하나 귀하의 주변사람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피해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11 귀하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변수이름] q11  
[변수설명] 부정부패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경험 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예 ………………………………………………………… 1 74     5.5 5.5
아니오 …………………………………………………… 2 1,277 94.2 94.2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2 귀하는 어떤 사람의 부정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변수이름] q12  
[변수설명] 부정부패로 피해를 입은 경험 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예 ………………………………………………………… 1 495    36.5 36.5
아니오 …………………………………………………… 2 856    63.1 63.1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3 귀하의 가족이나 친지가 어떤 사람의 부정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변수이름] q13  
[변수설명] 부정부패로 가족이나 친지가 피해를 입은 경험 유무
변수값 설명 변수값
예 ………………………………………………………… 1 578    42.6 42.6
아니오 …………………………………………………… 2 771    56.9 56.9
무응답 …………………………………………………… 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 < 배경질문 >
14 출생연도

[변수이름] q14  
[변수설명] 응답자 출생연도
변수값 설명 변수값
22 년 …………………………………………………… 22 1       0.1 0.1
26 년 …………………………………………………… 26 1       0.1 0.1
31 년 …………………………………………………… 31 1       0.1 0.1
35 년 …………………………………………………… 35 3       0.2 0.2
36 년 …………………………………………………… 36 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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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년 …………………………………………………… 37 1       0.1 0.1
38 년 …………………………………………………… 38 4       0.3 0.3
39 년 …………………………………………………… 39 18     1.3 1.3
40 년 …………………………………………………… 40 28     2.1 2.1
41 년 …………………………………………………… 41 26     1.9 1.9
42 년 …………………………………………………… 42 33     2.4 2.4
43 년 …………………………………………………… 43 38     2.8 2.8
44 년 …………………………………………………… 44 34     2.5 2.5
45 년 …………………………………………………… 45 44     3.2 3.2
46 년 …………………………………………………… 46 58     4.3 4.3
47 년 …………………………………………………… 47 64     4.7 4.7
48 년 …………………………………………………… 48 90     6.6 6.6
49 년 …………………………………………………… 49 37     2.7 2.7
50 년 …………………………………………………… 50 47     3.5 3.5
51 년 …………………………………………………… 51 37     2.7 2.7
52 년 …………………………………………………… 52 58     4.3 4.3
53 년 …………………………………………………… 53 41     3.0 3.0
54 년 …………………………………………………… 54 40     2.9 2.9
55 년 …………………………………………………… 55 49     3.6 3.6
56 년 …………………………………………………… 56 49     3.6 3.6
57 년 …………………………………………………… 57 43     3.2 3.2
58 년 …………………………………………………… 58 52     3.8 3.8
59 년 …………………………………………………… 59 28     2.1 2.1
60 년 …………………………………………………… 60 34     2.5 2.5
61 년 …………………………………………………… 61 35     2.6 2.6
62 년 …………………………………………………… 62 30     2.2 2.2
63 년 …………………………………………………… 63 36     2.7 2.7
64 년 …………………………………………………… 64 41     3.0 3.0
65 년 …………………………………………………… 65 56     4.1 4.1
66 년 …………………………………………………… 66 39     2.9 2.9
67 년 …………………………………………………… 67 59     4.4 4.4
68 년 …………………………………………………… 68 87     6.4 6.4
69 년 …………………………………………………… 69 10     0.7 0.7
70 년 …………………………………………………… 70 2       0.1 0.1
무응답 …………………………………………………… 99 1       0.1 0.1
합계 1,356 100.0 100.0

15 성별   
[변수이름] q15  
[변수설명] 응답자 성별
변수값 설명 변수값
남 ………………………………………………………… 1 676    49.9 49.9
여 ………………………………………………………… 2 678    50.0 50.0
무응답 …………………………………………………… 9 2       0.1 0.1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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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혼인상태
[변수이름] q16  
[변수설명]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설명 변수값
미혼 ……………………………………………………… 1 90     6.6 6.6
기혼 ……………………………………………………… 2 1,252 92.3 92.3
기타 ……………………………………………………… 3 8       0.6 0.6
무응답 …………………………………………………… 9 6       0.4 0.4
합계 1,356 100.0 100.0

17 총가구원수 (본인 포함   총              명)  
[변수이름] q17  
[변수설명] 가구원수
변수값 설명 변수값
1 명 ……………………………………………………… 1 17     1.3 1.3
2 명 ……………………………………………………… 2 52     3.8 3.8
3 명 ……………………………………………………… 3 220    16.2 16.2
4 명 ……………………………………………………… 4 553    40.8 40.8
5 명 ……………………………………………………… 5 334    24.6 24.6
6 명 ……………………………………………………… 6 106    7.8 7.8
7 명 ……………………………………………………… 7 44     3.2 3.2
8 명 ……………………………………………………… 8 10     0.7 0.7
9 명 ……………………………………………………… 9 1       0.1 0.1
10 명 …………………………………………………… 10 3       0.2 0.2
무응답 …………………………………………………… 99 16     1.2 1.2
합계 1,356 100.0 100.0

18 귀하 가정의 연간 총수입액(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변수이름] q18  
[변수설명]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설명 변수값
고정수입 없음 …………………………………………… 1 144    10.6 10.6
1000만원 미만 ………………………………………… 2 85     6.3 6.3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 3 189    13.9 13.9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4 225    16.6 16.6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5 237    17.5 17.5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6 217    16.0 16.0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7 150    11.1 11.1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8 51     3.8 3.8
5000만원 이상 ………………………………………… 9 45     3.3 3.3
무응답 …………………………………………………… 99 13     1.0 1.0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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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의 학력은?
[변수이름] q19  
[변수설명] 응답자 학력
변수값 설명 변수값
무학 ……………………………………………………… 1 4       0.3 0.3
국졸 이하 ………………………………………………… 2 62     4.6 4.6
중졸(퇴) ………………………………………………… 3 189    13.9 13.9
고졸(퇴) ………………………………………………… 4 547    40.3 40.3
전문대졸(퇴) …………………………………………… 5 133    9.8 9.8
4년제 대졸(퇴) ………………………………………… 6 336    24.8 24.8
대학원 졸(재,퇴) 이상 ………………………………… 7 80     5.9 5.9
무응답 …………………………………………………… 9 5       0.4 0.4
합계 1,356 100.0 100.0

20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변수이름] q20  
[변수설명] 응답자 출신지역
변수값 설명 변수값
경기도(서울, 인천) …………………………………… 1 241    17.8 17.8
제주도 …………………………………………………… 2 6       0.4 0.4
강원도 …………………………………………………… 3 149    11.0 11.0
충청북 …………………………………………………… 4 164    12.1 12.1
충청남도(대전) ………………………………………… 5 210    15.5 15.5
전라북도 ………………………………………………… 6 152    11.2 11.2
전라남도(광주) ………………………………………… 7 71     5.2 5.2
경상북도(대구) ………………………………………… 8 107    7.9 7.9
경상남도(부산) ………………………………………… 9 249    18.4 18.4
무응답 …………………………………………………… 99 7       0.5 0.5
합계 1,356 100.0 100.0

21 현재 살고 계시는 도시에는 언제부터 살게 되셨습니까?
[변수이름] q21  
[변수설명] 현 지역의 거주기간
변수값 설명 변수값
1년 이내 ………………………………………………… 1 36     2.7 2.7
1년 이상 - 3년 미만 …………………………………… 2 80     5.9 5.9
3년 이상 - 6년 미만 …………………………………… 3 127    9.4 9.4
6년 이상 - 10년 미만 ………………………………… 4 153    11.3 11.3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 211    15.6 15.6
15년 이상- 21년 미만 ………………………………… 6 212    15.6 15.6
21년 이상 ……………………………………………… 7 291    21.5 21.5
태어난 곳임 ……………………………………………… 8 243    17.9 17.9
무응답 …………………………………………………… 9 3       0.2 0.2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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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 살고 계시는 도시로 이사오기 전의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변수이름] q22  
[변수설명] 이주전 거주지역
변수값 설명 변수값
5대 광역시 ……………………………………………… 1 444    32.7 32.7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 …………………………… 2 373    27.5 27.5
농촌의 읍,면 사무소 소재지 …………………………… 3 316    23.3 23.3
기타 농촌지역 …………………………………………… 4 120    8.8 8.8
무응답 …………………………………………………… 9 103    7.6 7.6
합계 1,356 100.0 100.0

23 귀하의 직업은?
[변수이름] q23  
[변수설명] 응답자 직업
변수값 설명 변수값
의사 ……………………………………………………… 1 14     1.0 1.0
약사, 간호사 …………………………………………… 2 4       0.3 0.3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 3 34     2.5 2.5
대학교수, 과학자, 연구원 ……………………………… 4 82     6.0 6.0
교사, 학원강사 ………………………………………… 5 5       0.4 0.4
언론인, 방송인 ………………………………………… 6 14     1.0 1.0
종교인, 체육인, 예술가 ………………………………… 7 6       0.4 0.4
전문기술직, 건축설계사 ……………………………… 8 53     3.9 3.9
기업체 경영주(5인이상 고용) ………………………… 11 23     1.7 1.7
대기업체 간부(부장급이상) …………………………… 12 7       0.5 0.5
고급공무원 (중앙관서 과장 및 지방관서 국장이상) 13 12     0.9 0.9
사회단체 간부(부장 이상) …………………………… 14 11     0.8 0.8
영관급 군인, 경정급이상 경찰 ………………………… 15 3       0.2 0.2
회사원, 은행원(과장급 이하) ………………………… 21 181    13.3 13.3
일반공무원(사무관이하) ……………………………… 22 52     3.8 3.8
사회단체 직원 (과장급이하) ………………………… 23 18     1.3 1.3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 24 15     1.1 1.1
소규모 가게주인(5인미만 고용) ……………………… 31 59     4.4 4.4
음식점, 다방, 까페, 술집 등 주인 …………………… 32 25     1.8 1.8
숙박업소, 미용업소, 목욕장업소 등의 주인 ………… 33 22     1.6 1.6
부동산 중개인, 직업소개소 업주, 보험설계사 ……… 34 32     2.4 2.4
도/소매업 판매원(점원) ……………………………… 35 31     2.3 2.3

36 16     1.2 1.2
외판원, 파출부, 수위, 청소원, 경비원 ……………… 37 36     2.7 2.7
운전기사 ………………………………………………… 38 36     2.7 2.7
생산감독 (주임 및 반장) ……………………………… 41 29     2.1 2.1
숙련공, 기능공, 중장비 운전사 ……………………… 42 53     3.9 3.9
반숙련공, 미숙련공, 견습공 …………………………… 43 8       0.6 0.6
건설현장 인부, 막노동자, 광부 ……………………… 44 14     1.0 1.0
자작농 …………………………………………………… 51 11     0.8 0.8
소작농 및 농업노동자(품일꾼) ……………………… 52 4       0.3 0.3
가정주부 ………………………………………………… 61 399    29.4 29.4
무직, 실업자 …………………………………………… 62 13     1.0 1.0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 63 25     1.8 1.8
무응답 …………………………………………………… 99 9       0.7 0.7
합계 1,35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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