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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응답자 소속 사업체 유형: 일반기업체 vs 자영업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업체 1 600        60.0       60.0          

자영업 2 400        40.0       40.0          

1,000     100.0     100.0        

type1 (일반기업체라면) 응답자 소속 사업체 세부업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제조업 1 71          7.1         11.8          

건설업 2 22          2.2         3.7            

숙박위생업 3 142        14.2       23.7          

사회복지업 4 22          2.2         3.7            

서비스업 5 150        15.0       25.0          

도소매업 7 193        19.3       32.2          

비해당 0 400        40.0       

1,000     100.0     100.0        

type2 (자영업종이라면) 응답자 소속 사업체 세부업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소매업 1 185        18.5       46.3          

음식/숙박업 2 148        14.8       37.0          

기타서비스업 3 67          6.7         16.8          

비해당 0 600        60.0       

1,000     100.0     100.0        

※ 이하의 내용은 귀하의 직종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 부탁드립니다.
[일반 기업체인 경우] 세부업종

※ 이하의 내용은 귀하의 직종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종인 경우] 세부업종

1



A1-2010-0192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0

area1 (일반기업체라면) 응답자 소속 사업체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126        12.6       21.0          

부산 2 49          4.9         8.2            

대구 3 34          3.4         5.7            

인천 4 30          3.0         5.0            

광주 5 19          1.9         3.2            

대전 6 18          1.8         3.0            

울산 7 12          1.2         2.0            

경기 8 118        11.8       19.7          

강원 9 23          2.3         3.8            

충북 10 19          1.9         3.2            

충남 11 26          2.6         4.3            

경북 12 36          3.6         6.0            

경남 13 42          4.2         7.0            

전북 14 23          2.3         3.8            

전남 15 25          2.5         4.2            

비해당 0 400        40.0       

1,000     100.0     100.0        

area2 (자영업종이라면) 응답자 소속 사업체 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82          8.2         20.5          

부산 2 35          3.5         8.8            

대구 3 23          2.3         5.8            

인천 4 18          1.8         4.5            

광주 5 12          1.2         3.0            

※ 이하의 내용은 귀하의 직종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 부탁드립니다.
[일반 기업체인 경우] 지역

※ 이하의 내용은 귀하의 직종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종인 경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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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6 11          1.1         2.8            

울산 7 10          1.0         2.5            

경기 8 74          7.4         18.5          

강원 9 17          1.7         4.3            

충북 10 13          1.3         3.3            

충남 11 18          1.8         4.5            

경북 12 25          2.5         6.3            

경남 13 29          2.9         7.3            

전북 14 16          1.6         4.0            

전남 15 17          1.7         4.3            

비해당 0 600        60.0       

1,000     100.0     100.0        

emp1 (일반기업체라면) 응답자 소속 사업체 종업원수

값

유효합계 598

최소값 1

최대값 3041

평균 144.38

표준편차 267.829

emp2 (자영업종이라면) 응답자 소속 사업체 종업원수

값

유효합계 400

최소값 1

최대값 64

평균 1.73

표준편차 3.364

※ 이하의 내용은 귀하의 직종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 부탁드립니다.
[일반 기업체인 경우] 종업원 수

※ 이하의 내용은 귀하의 직종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종인 경우]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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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공무원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보편적 1 11          1.1         1.1            

보편적 2 156        15.6       15.6          

약간 보편적 3 326        32.6       32.6          

약간 예외적 4 327        32.7       32.7          

예외적 5 158        15.8       15.8          

매우 예외적 6 22          2.2         2.2            

1,000     100.0     100.0        

a02 공무원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각함 1 35          3.5         3.5            

심각함 2 142        14.2       14.2          

약간 심각함 3 335        33.5       33.5          

별로 심각하지 않음 4 365        36.5       36.5          

심각하지 않음 5 109        10.9       10.9          

전혀 심각하지 않음 6 14          1.4         1.4            

1,000     100.0     100.0        

a03 공무원 부패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증가했음 1 10          1.0         1.0            

증가했음 2 38          3.8         3.8            

약간 증가했음 3 191        19.1       19.1          

약간 감소했음 4 577        57.7       57.7          

문1. 귀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민원인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한국사회에서 어
느 정도 보편적 또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 귀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
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 귀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도나 수준이 1년 전과 비
교하여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또는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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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음 5 169        16.9       16.9          

매우 감소했음 6 15          1.5         1.5            

1,000     100.0     100.0        

a031 시민의식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높아졌다 1 48          4.8         4.8            

높아졌다 2 359        35.9       35.9          

약간 높아졌다 3 382        38.2       38.2          

약간 낮아졌다 4 172        17.2       17.2          

낮아졌다 5 35          3.5         3.5            

매우 낮아졌다 6 4            0.4         0.4            

1,000     100.0     100.0        

a032 시민단체활동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높아졌다 1 32          3.2         3.2            

높아졌다 2 244        24.4       24.4          

약간 높아졌다 3 402        40.2       40.2          

약간 낮아졌다 4 258        25.8       25.8          

낮아졌다 5 60          6.0         6.0            

매우 낮아졌다 6 4            0.4         0.4            

1,000     100.0     100.0        

 

문3-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졌
다" 에 1점을 주고 "매우 낮아졌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 시민의식

문3-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졌
다" 에 1점을 주고 "매우 낮아졌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 시민단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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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3 반부패 관련 정부 법집행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높아졌다 1 10          1.0         1.0            

높아졌다 2 124        12.4       12.4          

약간 높아졌다 3 380        38.0       38.0          

약간 낮아졌다 4 399        39.9       39.9          

낮아졌다 5 75          7.5         7.5            

매우 낮아졌다 6 12          1.2         1.2            

1,000     100.0     100.0        

a034 행정의 투명성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높아졌다 1 9            0.9         0.9            

높아졌다 2 153        15.3       15.3          

약간 높아졌다 3 430        43.0       43.0          

약간 낮아졌다 4 316        31.6       31.6          

낮아졌다 5 82          8.2         8.2            

매우 낮아졌다 6 10          1.0         1.0            

1,000     100.0     100.0        

a035 공무원 청렴의식 변화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높아졌다 1 9            0.9         0.9            

높아졌다 2 176        17.6       17.6          

약간 높아졌다 3 445        44.5       44.5          

문3-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졌
다" 에 1점을 주고 "매우 낮아졌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 반부패 관련 정부의 법집행

문3-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졌
다" 에 1점을 주고 "매우 낮아졌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 행정의 투명성

문3-1.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지난 1년간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졌
다" 에 1점을 주고 "매우 낮아졌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 공무원의 청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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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낮아졌다 4 287        28.7       28.7          

낮아졌다 5 76          7.6         7.6            

매우 낮아졌다 6 7            0.7         0.7            

1,000     100.0     100.0        

a04 업무처리 시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함 1 1            0.1         0.1            

필요함 2 20          2.0         2.0            

약간 필요함 3 84          8.4         8.4            

별로 필요하지 않음 4 139        13.9       13.9          

필요하지 않음 5 361        36.1       36.1          

전혀 필요하지 않음 6 395        39.5       39.5          

1,000     100.0     100.0        

a05 금품 제공이 공무원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침 1 54          5.4         5.4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175        17.5       17.5          

약간 긍정적 영향을 미침 3 336        33.6       33.6          

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202        20.2       20.2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5 123        12.3       12.3          

전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6 110        11.0       11.0          

1,000     100.0     100.0        

문4. 귀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할 때, 귀하가 금품 등을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면 그것이
업무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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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11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8          1.8         1.8            

심하다 2 177        17.7       17.7          

약간 심하다 3 401        40.1       40.1          

별로 심하지 않다 4 324        32.4       32.4          

심하지 않다 5 73          7.3         7.3            

전혀 심하지 않다 6 7            0.7         0.7            

1,000     100.0     100.0        

a0612 민간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6          1.6         1.6            

심하다 2 102        10.2       10.2          

약간 심하다 3 331        33.1       33.1          

별로 심하지 않다 4 426        42.6       42.6          

심하지 않다 5 120        12.0       12.0          

전혀 심하지 않다 6 5            0.5         0.5            

1,000     100.0     100.0        

문6. 귀하는 공공부문(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과 민간부문(기업 또는 개인 간 업무처리)에
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
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 공공부문(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

문6. 귀하는 공공부문(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과 민간부문(기업 또는 개인 간 업무처리)에
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
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 민간부문(기업 또는 개인간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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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1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 세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49          4.9         4.9            

심하다 2 227        22.7       22.7          

약간 심하다 3 351        35.1       35.1          

별로 심하지 않다 4 292        29.2       29.2          

심하지 않다 5 74          7.4         7.4            

전혀 심하지 않다 6 7            0.7         0.7            

1,000     100.0     100.0        

a0702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2: 경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65          6.5         6.5            

심하다 2 267        26.7       26.7          

약간 심하다 3 373        37.3       37.3          

별로 심하지 않다 4 221        22.1       22.1          

심하지 않다 5 67          6.7         6.7            

전혀 심하지 않다 6 7            0.7         0.7            

1,000     100.0     100.0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 세무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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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3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3: 소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7            0.7         0.7            

심하다 2 64          6.4         6.4            

약간 심하다 3 278        27.8       27.8          

별로 심하지 않다 4 411        41.1       41.1          

심하지 않다 5 192        19.2       19.2          

전혀 심하지 않다 6 48          4.8         4.8            

1,000     100.0     100.0        

a0704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4: 법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61          6.1         6.1            

심하다 2 302        30.2       30.2          

약간 심하다 3 378        37.8       37.8          

별로 심하지 않다 4 196        19.6       19.6          

심하지 않다 5 52          5.2         5.2            

전혀 심하지 않다 6 11          1.1         1.1            

1,000     100.0     100.0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 소방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 법조(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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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5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5: 환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9            0.9         0.9            

심하다 2 83          8.3         8.3            

약간 심하다 3 259        25.9       25.9          

별로 심하지 않다 4 452        45.2       45.2          

심하지 않다 5 176        17.6       17.6          

전혀 심하지 않다 6 21          2.1         2.1            

1,000     100.0     100.0        

a0706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6: 보건/의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9            0.9         0.9            

심하다 2 71          7.1         7.1            

약간 심하다 3 250        25.0       25.0          

별로 심하지 않다 4 434        43.4       43.4          

심하지 않다 5 214        21.4       21.4          

전혀 심하지 않다 6 22          2.2         2.2            

1,000     100.0     100.0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 환경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6)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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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7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7: 식품/위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6          1.6         1.6            

심하다 2 143        14.3       14.3          

약간 심하다 3 288        28.8       28.8          

별로 심하지 않다 4 383        38.3       38.3          

심하지 않다 5 161        16.1       16.1          

전혀 심하지 않다 6 9            0.9         0.9            

1,000     100.0     100.0        

a0708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8: 건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82          8.2         8.2            

심하다 2 288        28.8       28.8          

약간 심하다 3 387        38.7       38.7          

별로 심하지 않다 4 188        18.8       18.8          

심하지 않다 5 49          4.9         4.9            

전혀 심하지 않다 6 6            0.6         0.6            

1,000     100.0     100.0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7) 식품/위생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8) 건축/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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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9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9: 조달/발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40          4.0         4.0            

심하다 2 201        20.1       20.1          

약간 심하다 3 388        38.8       38.8          

별로 심하지 않다 4 316        31.6       31.6          

심하지 않다 5 45          4.5         4.5            

전혀 심하지 않다 6 10          1.0         1.0            

1,000     100.0     100.0        

a0710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0: 교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38          3.8         3.8            

심하다 2 188        18.8       18.8          

약간 심하다 3 328        32.8       32.8          

별로 심하지 않다 4 329        32.9       32.9          

심하지 않다 5 105        10.5       10.5          

전혀 심하지 않다 6 12          1.2         1.2            

1,000     100.0     100.0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9) 조달/발주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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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11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1: 병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30          3.0         3.0            

심하다 2 139        13.9       13.9          

약간 심하다 3 311        31.1       31.1          

별로 심하지 않다 4 381        38.1       38.1          

심하지 않다 5 120        12.0       12.0          

전혀 심하지 않다 6 19          1.9         1.9            

1,000     100.0     100.0        

a0712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2: 사회복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0          1.0         1.0            

심하다 2 82          8.2         8.2            

약간 심하다 3 234        23.4       23.4          

별로 심하지 않다 4 450        45.0       45.0          

심하지 않다 5 197        19.7       19.7          

전혀 심하지 않다 6 27          2.7         2.7            

1,000     100.0     100.0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1) 병무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2)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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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13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3: 출입국관리(관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9            0.9         0.9            

심하다 2 67          6.7         6.7            

약간 심하다 3 262        26.2       26.2          

별로 심하지 않다 4 467        46.7       46.7          

심하지 않다 5 180        18.0       18.0          

전혀 심하지 않다 6 15          1.5         1.5            

1,000     100.0     100.0        

a0714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4: 교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5            0.5         0.5            

심하다 2 52          5.2         5.2            

약간 심하다 3 258        25.8       25.8          

별로 심하지 않다 4 477        47.7       47.7          

심하지 않다 5 186        18.6       18.6          

전혀 심하지 않다 6 22          2.2         2.2            

1,000     100.0     100.0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3) 출입국관리(관세)

문7-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4)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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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21 가장 부패한 행정기능분야: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세무 1 175        17.5       17.5          

경찰 2 218        21.8       21.8          

소방 3 20          2.0         2.0            

법조 4 195        19.5       19.5          

환경 5 9            0.9         0.9            

보건/ 의료 6 15          1.5         1.5            

식품/ 위생 7 29          2.9         2.9            

건축/ 건설/ 공사 8 193        19.3       19.3          

조달/ 발주 9 27          2.7         2.7            

교육 10 72          7.2         7.2            

병무 11 28          2.8         2.8            

사회복지 12 9            0.9         0.9            

출입국 관리 (관세) 13 7            0.7         0.7            

교정 14 3            0.3         0.3            

1,000     100.0     100.0        

a0722 가장 부패한 행정기능분야: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세무 1 67          6.7         6.7            

경찰 2 156        15.6       15.6          

소방 3 21          2.1         2.1            

법조 4 144        14.4       14.4          

환경 5 24          2.4         2.4            

보건/ 의료 6 19          1.9         1.9            

식품/ 위생 7 60          6.0         6.0            

건축/ 건설/ 공사 8 207        20.7       20.7          

문7-2. 귀하는 위의 14개 행정기능분야 가운데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위의 항목 중 2분야를 선정하여 순서대로 우측 공란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1 순위

문7-2. 귀하는 위의 14개 행정기능분야 가운데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위의 항목 중 2분야를 선정하여 순서대로 우측 공란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2) 2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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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발주 9 134        13.4       13.4          

교육 10 73          7.3         7.3            

병무 11 55          5.5         5.5            

사회복지 12 17          1.7         1.7            

출입국 관리 (관세) 13 13          1.3         1.3            

교정 14 6            0.6         0.6            

무응답 99 4            0.4         0.4            

1,000     100.0     100.0        

a0811 행정기관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 중앙행정기관 본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30          3.0         3.0            

심하다 2 216        21.6       21.6          

약간 심하다 3 377        37.7       37.7          

별로 심하지 않다 4 301        30.1       30.1          

심하지 않다 5 64          6.4         6.4            

전혀 심하지 않다 6 12          1.2         1.2            

1,000     100.0     100.0        

a0812 행정기관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2: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지방관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37          3.7         3.7            

심하다 2 267        26.7       26.7          

약간 심하다 3 409        40.9       40.9          

별로 심하지 않다 4 244        24.4       24.4          

심하지 않다 5 42          4.2         4.2            

전혀 심하지 않다 6 1            0.1         0.1            

1,000     100.0     100.0        

문8-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 중앙행정기관 본청

문8-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경찰서/세무서/교육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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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13 행정기관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3: 광역자치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4          1.4         1.4            

심하다 2 121        12.1       12.1          

약간 심하다 3 449        44.9       44.9          

별로 심하지 않다 4 350        35.0       35.0          

심하지 않다 5 60          6.0         6.0            

전혀 심하지 않다 6 6            0.6         0.6            

1,000     100.0     100.0        

a0814 행정기관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4: 기초자치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20          2.0         2.0            

심하다 2 103        10.3       10.3          

약간 심하다 3 354        35.4       35.4          

별로 심하지 않다 4 419        41.9       41.9          

심하지 않다 5 96          9.6         9.6            

전혀 심하지 않다 6 8            0.8         0.8            

1,000     100.0     100.0        

문8-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 광역자치단체(시ㆍ도 본청)

문8-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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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15 행정기관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5: 최일선 지방행정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2          1.2         1.2            

심하다 2 91          9.1         9.1            

약간 심하다 3 282        28.2       28.2          

별로 심하지 않다 4 396        39.6       39.6          

심하지 않다 5 192        19.2       19.2          

전혀 심하지 않다 6 27          2.7         2.7            

1,000     100.0     100.0        

a0816 행정기관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6: 공기업 포함 공직유관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8          1.8         1.8            

심하다 2 99          9.9         9.9            

약간 심하다 3 400        40.0       40.0          

별로 심하지 않다 4 397        39.7       39.7          

심하지 않다 5 79          7.9         7.9            

전혀 심하지 않다 6 7            0.7         0.7            

1,000     100.0     100.0        

a082 가장 부패한 행정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앙행정기관 본청 1 224        22.4       22.4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2 444        44.4       44.4          

문8-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읍ㆍ면ㆍ동사무소)

문8-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6) 공기업 포함 공직유관기관

문8-2. 귀하는 위의 6개 행정기관 가운데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
니까. 위의 항목 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우측 공란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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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3 122        12.2       12.2          

기초자치단체 4 62          6.2         6.2            

최일선 지방행정기관 5 70          7.0         7.0            

공기업 포함 공직유관기관 6 78          7.8         7.8            

1,000     100.0     100.0        

a0911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 입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47          4.7         4.7            

심하다 2 178        17.8       17.8          

약간 심하다 3 452        45.2       45.2          

별로 심하지 않다 4 283        28.3       28.3          

심하지 않다 5 38          3.8         3.8            

전혀 심하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a0912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2: 사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40          4.0         4.0            

심하다 2 236        23.6       23.6          

약간 심하다 3 435        43.5       43.5          

별로 심하지 않다 4 248        24.8       24.8          

심하지 않다 5 38          3.8         3.8            

전혀 심하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1) 입법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2)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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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3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3: 행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34          3.4         3.4            

심하다 2 178        17.8       17.8          

약간 심하다 3 434        43.4       43.4          

별로 심하지 않다 4 302        30.2       30.2          

심하지 않다 5 50          5.0         5.0            

전혀 심하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a0921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4: 대기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34          3.4         3.4            

심하다 2 220        22.0       22.0          

약간 심하다 3 372        37.2       37.2          

별로 심하지 않다 4 292        29.2       29.2          

심하지 않다 5 79          7.9         7.9            

전혀 심하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3) 행정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1)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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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22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5: 중소기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2          1.2         1.2            

심하다 2 64          6.4         6.4            

약간 심하다 3 273        27.3       27.3          

별로 심하지 않다 4 490        49.0       49.0          

심하지 않다 5 147        14.7       14.7          

전혀 심하지 않다 6 14          1.4         1.4            

1,000     100.0     100.0        

a0923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6: 자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심하다 2 41          4.1         4.1            

약간 심하다 3 214        21.4       21.4          

별로 심하지 않다 4 465        46.5       46.5          

심하지 않다 5 213        21.3       21.3          

전혀 심하지 않다 6 67          6.7         6.7            

1,000     100.0     100.0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2) 중소기업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3)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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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31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7: 언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5          1.5         1.5            

심하다 2 175        17.5       17.5          

약간 심하다 3 372        37.2       37.2          

별로 심하지 않다 4 360        36.0       36.0          

심하지 않다 5 73          7.3         7.3            

전혀 심하지 않다 6 5            0.5         0.5            

1,000     100.0     100.0        

a0932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8: 의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7            0.7         0.7            

심하다 2 86          8.6         8.6            

약간 심하다 3 316        31.6       31.6          

별로 심하지 않다 4 437        43.7       43.7          

심하지 않다 5 148        14.8       14.8          

전혀 심하지 않다 6 6            0.6         0.6            

1,000     100.0     100.0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1) 언론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2)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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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33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9: 법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3          1.3         1.3            

심하다 2 176        17.6       17.6          

약간 심하다 3 416        41.6       41.6          

별로 심하지 않다 4 311        31.1       31.1          

심하지 않다 5 81          8.1         8.1            

전혀 심하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a0934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0: 사회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6            0.6         0.6            

심하다 2 83          8.3         8.3            

약간 심하다 3 292        29.2       29.2          

별로 심하지 않다 4 422        42.2       42.2          

심하지 않다 5 173        17.3       17.3          

전혀 심하지 않다 6 24          2.4         2.4            

1,000     100.0     100.0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3) 법률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4)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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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41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1: 교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28          2.8         2.8            

심하다 2 191        19.1       19.1          

약간 심하다 3 371        37.1       37.1          

별로 심하지 않다 4 304        30.4       30.4          

심하지 않다 5 97          9.7         9.7            

전혀 심하지 않다 6 9            0.9         0.9            

1,000     100.0     100.0        

a0942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2: 예술문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7            0.7         0.7            

심하다 2 60          6.0         6.0            

약간 심하다 3 249        24.9       24.9          

별로 심하지 않다 4 512        51.2       51.2          

심하지 않다 5 154        15.4       15.4          

전혀 심하지 않다 6 18          1.8         1.8            

1,000     100.0     100.0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1) 교육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2) 예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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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43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3: 체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6          1.6         1.6            

심하다 2 120        12.0       12.0          

약간 심하다 3 334        33.4       33.4          

별로 심하지 않다 4 429        42.9       42.9          

심하지 않다 5 94          9.4         9.4            

전혀 심하지 않다 6 7            0.7         0.7            

1,000     100.0     100.0        

a0951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4: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25          2.5         2.5            

심하다 2 59          5.9         5.9            

약간 심하다 3 181        18.1       18.1          

별로 심하지 않다 4 431        43.1       43.1          

심하지 않다 5 257        25.7       25.7          

전혀 심하지 않다 6 47          4.7         4.7            

1,000     100.0     100.0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3) 체육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1) 종교

26



A1-2010-0192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0

a0952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5: 노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0          1.0         1.0            

심하다 2 89          8.9         8.9            

약간 심하다 3 281        28.1       28.1          

별로 심하지 않다 4 488        48.8       48.8          

심하지 않다 5 124        12.4       12.4          

전혀 심하지 않다 6 8            0.8         0.8            

1,000     100.0     100.0        

a0953 사회 직업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6: 군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1          1.1         1.1            

심하다 2 96          9.6         9.6            

약간 심하다 3 282        28.2       28.2          

별로 심하지 않다 4 433        43.3       43.3          

심하지 않다 5 158        15.8       15.8          

전혀 심하지 않다 6 20          2.0         2.0            

1,000     100.0     100.0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2) 노조

문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유형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3)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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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2 가장 부패한 사회 직업분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직분야(입법, 사법, 행정 등) 1 435        43.5       43.5          

경제분야(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2 173        17.3       17.3          

사회분야(언론, 의료, 법률, 사회단체 등) 3 181        18.1       18.1          

교육/ 문화분야(교육, 예술문화, 체육 등) 4 149        14.9       14.9          

기타(종교, 노조, 군대 등) 5 62          6.2         6.2            

1,000     100.0     100.0        

a10101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 정치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269        26.9       26.9          

심하다 2 504        50.4       50.4          

약간 심하다 3 172        17.2       17.2          

별로 심하지 않다 4 45          4.5         4.5            

심하지 않다 5 10          1.0         1.0            

1,000     100.0     100.0        

a10102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2: 법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02        10.2       10.2          

심하다 2 406        40.6       40.6          

약간 심하다 3 332        33.2       33.2          

별로 심하지 않다 4 138        13.8       13.8          

문9-2. 귀하는 위의 여러 직업유형 가운데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
니까. 위의 항목 중 1분야만을 선정하여 우측 공란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 정치인(국회의원 등)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 법조인(판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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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 않다 5 20          2.0         2.0            

전혀 심하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a10103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3: 고위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09        10.9       10.9          

심하다 2 398        39.8       39.8          

약간 심하다 3 358        35.8       35.8          

별로 심하지 않다 4 108        10.8       10.8          

심하지 않다 5 27          2.7         2.7            

1,000     100.0     100.0        

a10104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4: 세무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50          5.0         5.0            

심하다 2 219        21.9       21.9          

약간 심하다 3 369        36.9       36.9          

별로 심하지 않다 4 292        29.2       29.2          

심하지 않다 5 64          6.4         6.4            

전혀 심하지 않다 6 6            0.6         0.6            

1,000     100.0     100.0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3) 고위공직자(장차관, 국과장 등)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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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05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5: 경찰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58          5.8         5.8            

심하다 2 212        21.2       21.2          

약간 심하다 3 401        40.1       40.1          

별로 심하지 않다 4 258        25.8       25.8          

심하지 않다 5 66          6.6         6.6            

전혀 심하지 않다 6 5            0.5         0.5            

1,000     100.0     100.0        

a10106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6: 소방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4          1.4         1.4            

심하다 2 62          6.2         6.2            

약간 심하다 3 249        24.9       24.9          

별로 심하지 않다 4 456        45.6       45.6          

심하지 않다 5 186        18.6       18.6          

전혀 심하지 않다 6 33          3.3         3.3            

1,000     100.0     100.0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 경찰공무원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6)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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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07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7: 환경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0          1.0         1.0            

심하다 2 71          7.1         7.1            

약간 심하다 3 235        23.5       23.5          

별로 심하지 않다 4 461        46.1       46.1          

심하지 않다 5 200        20.0       20.0          

전혀 심하지 않다 6 23          2.3         2.3            

1,000     100.0     100.0        

a10108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8: 보건/의료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0          1.0         1.0            

심하다 2 80          8.0         8.0            

약간 심하다 3 220        22.0       22.0          

별로 심하지 않다 4 467        46.7       46.7          

심하지 않다 5 205        20.5       20.5          

전혀 심하지 않다 6 18          1.8         1.8            

1,000     100.0     100.0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7) 환경공무원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8) 보건/의료공무원

31



A1-2010-0192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0

a10109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9: 식품/위생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9            0.9         0.9            

심하다 2 106        10.6       10.6          

약간 심하다 3 267        26.7       26.7          

별로 심하지 않다 4 430        43.0       43.0          

심하지 않다 5 181        18.1       18.1          

전혀 심하지 않다 6 7            0.7         0.7            

1,000     100.0     100.0        

a10110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0: 건축/건설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53          5.3         5.3            

심하다 2 271        27.1       27.1          

약간 심하다 3 419        41.9       41.9          

별로 심하지 않다 4 207        20.7       20.7          

심하지 않다 5 47          4.7         4.7            

전혀 심하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9) 식품/위생공무원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 건축/건설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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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11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1: 조달/발주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38          3.8         3.8            

심하다 2 177        17.7       17.7          

약간 심하다 3 430        43.0       43.0          

별로 심하지 않다 4 293        29.3       29.3          

심하지 않다 5 60          6.0         6.0            

전혀 심하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a10112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2: 교육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39          3.9         3.9            

심하다 2 162        16.2       16.2          

약간 심하다 3 339        33.9       33.9          

별로 심하지 않다 4 348        34.8       34.8          

심하지 않다 5 100        10.0       10.0          

전혀 심하지 않다 6 12          1.2         1.2            

1,000     100.0     100.0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1) 조달/발주공무원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2)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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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13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3: 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20          2.0         2.0            

심하다 2 92          9.2         9.2            

약간 심하다 3 233        23.3       23.3          

별로 심하지 않다 4 439        43.9       43.9          

심하지 않다 5 187        18.7       18.7          

전혀 심하지 않다 6 29          2.9         2.9            

1,000     100.0     100.0        

a10114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4: 사회복지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5            0.5         0.5            

심하다 2 59          5.9         5.9            

약간 심하다 3 223        22.3       22.3          

별로 심하지 않다 4 452        45.2       45.2          

심하지 않다 5 231        23.1       23.1          

전혀 심하지 않다 6 30          3.0         3.0            

1,000     100.0     100.0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3) 군인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4) 사회복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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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15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5: 출입국관리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7            0.7         0.7            

심하다 2 69          6.9         6.9            

약간 심하다 3 242        24.2       24.2          

별로 심하지 않다 4 462        46.2       46.2          

심하지 않다 5 206        20.6       20.6          

전혀 심하지 않다 6 14          1.4         1.4            

1,000     100.0     100.0        

a10116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6: 교정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7            0.7         0.7            

심하다 2 53          5.3         5.3            

약간 심하다 3 224        22.4       22.4          

별로 심하지 않다 4 480        48.0       48.0          

심하지 않다 5 216        21.6       21.6          

전혀 심하지 않다 6 20          2.0         2.0            

1,000     100.0     100.0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5) 출입국관리(관세)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6) 교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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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17 공직자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17: 공기업 임직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심하다 1 13          1.3         1.3            

심하다 2 91          9.1         9.1            

약간 심하다 3 367        36.7       36.7          

별로 심하지 않다 4 399        39.9       39.9          

심하지 않다 5 117        11.7       11.7          

전혀 심하지 않다 6 13          1.3         1.3            

1,000     100.0     100.0        

a102 가장 부패한 공직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치인 1 611        61.1       61.1          

법조인 2 117        11.7       11.7          

고위 공직자 3 73          7.3         7.3            

세무 공무원 4 24          2.4         2.4            

경찰 공무원 5 25          2.5         2.5            

소방 공무원 6 8            0.8         0.8            

환경 공무원 7 7            0.7         0.7            

보건/ 의료 공무원 8 2            0.2         0.2            

식품/ 위생 공무원 9 4            0.4         0.4            

건축/ 건설 공무원 10 55          5.5         5.5            

조달/ 발주 공무원 11 19          1.9         1.9            

교육 공무원 12 28          2.8         2.8            

군인 13 7            0.7         0.7            

사회복지 공무원 14 6            0.6         0.6            

출입국 관리 (관세) 15 4            0.4         0.4            

교정 공무원 16 2            0.2         0.2            

공기업 임직원 17 8            0.8         0.8            

1,000     100.0     100.0        

문10-1. 귀하는 다음의 각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는 심각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심하지 않다" 에 6점을 준
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7) 공기업 임직원

문10-2. 귀하는 위의 17개 공직유형 가운데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은 어디라고 생각하
십니까. 위의 항목 중 1분야만을 선정하여 우측 공란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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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3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높다 1 3            0.3         0.3            

높다 2 8            0.8         0.8            

약간 높다 3 45          4.5         4.5            

약간 낮다 4 236        23.6       23.6          

낮다 5 437        43.7       43.7          

매우 낮다 6 271        27.1       27.1          

1,000     100.0     100.0        

a104 부패공직자 적발수준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19% 1 490        49.0       49.0          

20-39% 2 395        39.5       39.5          

40-59% 3 93          9.3         9.3            

60-79% 4 19          1.9         1.9            

80-100% 5 3            0.3         0.3            

1,000     100.0     100.0        

a11 가장 부패한 사회집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치인 1 662        66.2       66.2          

고위 공직자 2 231        23.1       23.1          

중하위 공직자 3 52          5.2         5.2            

대기업인 4 41          4.1         4.1            

중소 기업인 5 4            0.4         0.4            

자영업자 6 4            0.4         0.4            

문10-3.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
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0-4. 귀하는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이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십니까?

문11.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 중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많은 집단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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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7 2            0.2         0.2            

기타 8 4            0.4         0.4            

1,000     100.0     100.0        

a12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되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공무원이 강요 1 20          2.0         2.0            

공무원이 암묵적 요구 2 258        25.8       25.8          

업무 처리상 관행 3 635        63.5       63.5          

기타 4 5            0.5         0.5            

본인이 자원하여 5 82          8.2         8.2            

1,000     100.0     100.0        

a121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업무 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 10          1.0         12.2          

원만한 관계유지 위해 2 11          1.1         13.4          

본인의 불법/ 부당행위 무마차원 3 8            0.8         9.8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4 34          3.4         41.5          

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5 19          1.9         23.2          

비해당 0 918        91.8       

1,000     100.0     100.0        

a13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6          2.6         2.6            

없다 2 974        97.4       97.4          

1,000     100.0     100.0        

문12. 귀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는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문12-1. 만약 "자원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1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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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1 (금품 제공 경험 있다면) 지난 1년간 금품을 제공한 주된 행정분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세무 1 3            0.3         11.5          

경찰 2 3            0.3         11.5          

소방 3 1            0.1         3.8            

식품/ 위생 7 5            0.5         19.2          

건축/ 건설/ 공사 8 4            0.4         15.4          

교육 10 4            0.4         15.4          

조달/ 납품 12 3            0.3         11.5          

기타 14 3            0.3         11.5          

비해당 0 974        97.4       

1,000     100.0     100.0        

a132 (금품 제공 경험 있다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만원 미만 1 6            0.6         23.1          

30만원 내외 2 8            0.8         30.8          

50만원 내외 3 5            0.5         19.2          

100만원 내외 4 3            0.3         11.5          

200만원 내외 5 2            0.2         7.7            

300만원 이상 6 2            0.2         7.7            

비해당 0 974        97.4       

1,000     100.0     100.0        

문13-1. 귀하께서 지난 1년간 금품 등을 제공한 행정분야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주로 제공한
분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13-2. 귀하가 위에서 응답하신 행정분야에 지난 1년간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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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3 (금품 제공 경험 있다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및 향응의 종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선물 1 3            0.3         11.5          

현금/ 수표 2 12          1.2         46.2          

식사/술 접대 3 8            0.8         30.8          

상품권 4 3            0.3         11.5          

비해당 0 974        97.4       

1,000     100.0     100.0        

a134 (금품 제공 경험 있다면)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시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업무처리 전 1 7            0.7         26.9          

업무처리 중 2 9            0.9         34.6          

업무처리 후 3 2            0.2         7.7            

수시로 4 5            0.5         19.2          

명절/ 행사때 5 3            0.3         11.5          

비해당 0 974        97.4       

1,000     100.0     100.0        

a135 (금품 제공 경험 있다면) 금품제공 업무처리시간 단축효과에 대한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            0.7         26.9          

그렇다 2 9            0.9         34.6          

약간 그렇다 3 9            0.9         34.6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1         3.8            

비해당 0 974        97.4       

1,000     100.0     100.0        

문13-3. 귀하가 주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문13-4. 귀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로 언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셨습니까? 다음 중 하나
만 골라주십시오.

문13-5. 귀하는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업무처리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 것으로 생
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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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지난 1년간 민간사업자와 업무 시 금품 제공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126        12.6       12.6          

없다 2 874        87.4       87.4          

1,000     100.0     100.0        

a141 지난 1년간 민간사업자와 업무 시 금품 제공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39          3.9         3.9            

없다 2 961        96.1       96.1          

1,000     100.0     100.0        

a142 (금품 제공 경험 있다면) 지난 1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만원 미만 1 16          1.6         41.0          

30만원 내외 2 8            0.8         20.5          

50만원 내외 3 9            0.9         23.1          

100만원 내외 4 3            0.3         7.7            

200만원 내외 5 2            0.2         5.1            

300만원 이상 6 1            0.1         2.6            

비해당 0 961        96.1       

1,000     100.0     100.0        

문14. 귀하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문14-1. 귀하는 지난 1년간 민간사업자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
니까?

문14-2. 귀하가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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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1 공직부패 발생요인1: 떡값, 촌지 등의 관행이 존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55        15.5       15.5          

그렇다 2 346        34.6       34.6          

약간 그렇다 3 369        36.9       36.9          

별로 그렇지 않다 4 111        11.1       11.1          

그렇지 않다 5 15          1.5         1.5            

전혀 그렇지 않다 6 4            0.4         0.4            

1,000     100.0     100.0        

a1502 공직부패 발생요인2: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94          9.4         9.4            

그렇다 2 315        31.5       31.5          

약간 그렇다 3 359        35.9       35.9          

별로 그렇지 않다 4 192        19.2       19.2          

그렇지 않다 5 37          3.7         3.7            

전혀 그렇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2)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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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3 공직부패 발생요인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35        13.5       13.5          

그렇다 2 323        32.3       32.3          

약간 그렇다 3 373        37.3       37.3          

별로 그렇지 않다 4 141        14.1       14.1          

그렇지 않다 5 25          2.5         2.5            

전혀 그렇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a1504 공직부패 발생요인4: 지연이나 학연의 사적인 관계 작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24        12.4       12.4          

그렇다 2 320        32.0       32.0          

약간 그렇다 3 377        37.7       37.7          

별로 그렇지 않다 4 151        15.1       15.1          

그렇지 않다 5 25          2.5         2.5            

전혀 그렇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4)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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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5 공직부패 발생요인5: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제와 기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56          5.6         5.6            

그렇다 2 261        26.1       26.1          

약간 그렇다 3 360        36.0       36.0          

별로 그렇지 않다 4 275        27.5       27.5          

그렇지 않다 5 45          4.5         4.5            

전혀 그렇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a1506 공직부패 발생요인6: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62          6.2         6.2            

그렇다 2 244        24.4       24.4          

약간 그렇다 3 410        41.0       41.0          

별로 그렇지 않다 4 246        24.6       24.6          

그렇지 않다 5 38          3.8         3.8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5)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6)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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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7 공직부패 발생요인7: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47          4.7         4.7            

그렇다 2 225        22.5       22.5          

약간 그렇다 3 412        41.2       41.2          

별로 그렇지 않다 4 274        27.4       27.4          

그렇지 않다 5 40          4.0         4.0            

전혀 그렇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a1508 공직부패 발생요인8: 부당한 처분에 대한 대응수단 미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84          8.4         8.4            

그렇다 2 294        29.4       29.4          

약간 그렇다 3 383        38.3       38.3          

별로 그렇지 않다 4 197        19.7       19.7          

그렇지 않다 5 40          4.0         4.0            

전혀 그렇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7)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미비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8)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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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9 공직부패 발생요인9: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8            0.8         0.8            

그렇다 2 38          3.8         3.8            

약간 그렇다 3 105        10.5       10.5          

별로 그렇지 않다 4 201        20.1       20.1          

그렇지 않다 5 343        34.3       34.3          

전혀 그렇지 않다 6 305        30.5       30.5          

1,000     100.0     100.0        

a1510 공직부패 발생요인10: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30        13.0       13.0          

그렇다 2 350        35.0       35.0          

약간 그렇다 3 271        27.1       27.1          

별로 그렇지 않다 4 161        16.1       16.1          

그렇지 않다 5 79          7.9         7.9            

전혀 그렇지 않다 6 9            0.9         0.9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9)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0)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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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11 공직부패 발생요인11: 공직사회 내부 관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81        18.1       18.1          

그렇다 2 283        28.3       28.3          

약간 그렇다 3 346        34.6       34.6          

별로 그렇지 않다 4 126        12.6       12.6          

그렇지 않다 5 57          5.7         5.7            

전혀 그렇지 않다 6 7            0.7         0.7            

1,000     100.0     100.0        

a1512 공직부패 발생요인12: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임의적 처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44          4.4         4.4            

그렇다 2 243        24.3       24.3          

약간 그렇다 3 414        41.4       41.4          

별로 그렇지 않다 4 251        25.1       25.1          

그렇지 않다 5 46          4.6         4.6            

전혀 그렇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2)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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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13 공직부패 발생요인13: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44          4.4         4.4            

그렇다 2 177        17.7       17.7          

약간 그렇다 3 377        37.7       37.7          

별로 그렇지 않다 4 305        30.5       30.5          

그렇지 않다 5 92          9.2         9.2            

전혀 그렇지 않다 6 5            0.5         0.5            

1,000     100.0     100.0        

a1514 공직부패 발생요인14: 공직내부의 자체적 통제기능 미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68          6.8         6.8            

그렇다 2 282        28.2       28.2          

약간 그렇다 3 350        35.0       35.0          

별로 그렇지 않다 4 221        22.1       22.1          

그렇지 않다 5 74          7.4         7.4            

전혀 그렇지 않다 6 5            0.5         0.5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3)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4)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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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15 공직부패 발생요인15: 민간역할의 미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43          4.3         4.3            

그렇다 2 197        19.7       19.7          

약간 그렇다 3 344        34.4       34.4          

별로 그렇지 않다 4 297        29.7       29.7          

그렇지 않다 5 112        11.2       11.2          

전혀 그렇지 않다 6 7            0.7         0.7            

1,000     100.0     100.0        

a1516 공직부패 발생요인16: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63          6.3         6.3            

그렇다 2 257        25.7       25.7          

약간 그렇다 3 388        38.8       38.8          

별로 그렇지 않다 4 237        23.7       23.7          

그렇지 않다 5 55          5.5         5.5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5)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미비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6) 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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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17 공직부패 발생요인17: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47        14.7       14.7          

그렇다 2 348        34.8       34.8          

약간 그렇다 3 308        30.8       30.8          

별로 그렇지 않다 4 126        12.6       12.6          

그렇지 않다 5 67          6.7         6.7            

전혀 그렇지 않다 6 4            0.4         0.4            

1,000     100.0     100.0        

a1518 공직부패 발생요인18: 단기적 징계시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02        10.2       10.2          

그렇다 2 313        31.3       31.3          

약간 그렇다 3 407        40.7       40.7          

별로 그렇지 않다 4 151        15.1       15.1          

그렇지 않다 5 26          2.6         2.6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1         0.1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7)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8) 단기적 징계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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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19 공직부패 발생요인19: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시스템 결측값 1,000     100.0     

1,000     100.0      

a15111 가장 중요한 공직부패 발생요인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1 234        23.4       23.4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2 72          7.2         7.2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3 109        10.9       10.9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4 74          7.4         7.4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5 65          6.5         6.5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6 36          3.6         3.6            

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미비 7 37          3.7         3.7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8 54          5.4         5.4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9 6            0.6         0.6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0 90          9.0         9.0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11 64          6.4         6.4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12 6            0.6         0.6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 13 5            0.5         0.5            

공직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14 16          1.6         1.6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미비 15 8            0.8         0.8            

사정 (비리 적발) 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16 21          2.1         2.1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17 84          8.4         8.4            

단기적 징계시효 18 19          1.9         1.9            

1,000     100.0     100.0        

문15.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
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
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9) 기타

문15-1. 위에 제시된 항목들 중 공직부패의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세 개만 골라 번호
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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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112 가장 중요한 공직부패 발생요인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1 60          6.0         6.0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2 88          8.8         8.8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3 87          8.7         8.7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4 97          9.7         9.7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5 50          5.0         5.0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6 49          4.9         4.9            

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미비 7 36          3.6         3.6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8 72          7.2         7.2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9 12          1.2         1.2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0 112        11.2       11.2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11 115        11.5       11.5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12 26          2.6         2.6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 13 21          2.1         2.1            

공직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14 23          2.3         2.3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미비 15 7            0.7         0.7            

사정 (비리 적발) 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16 24          2.4         2.4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17 82          8.2         8.2            

단기적 징계시효 18 39          3.9         3.9            

1,000     100.0     100.0        

a15113 가장 중요한 공직부패 발생요인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1 59          5.9         5.9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2 48          4.8         4.8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3 67          6.7         6.7            

문15-1. 위에 제시된 항목들 중 공직부패의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세 개만 골라 번호
를 기입해 주십시오.
2) 두 번째

문15-1. 위에 제시된 항목들 중 공직부패의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세 개만 골라 번호
를 기입해 주십시오.
3)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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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4 71          7.1         7.1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5 41          4.1         4.1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6 28          2.8         2.8            

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미비 7 24          2.4         2.4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8 49          4.9         4.9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9 10          1.0         1.0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0 89          8.9         8.9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11 109        10.9       10.9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12 49          4.9         4.9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 13 31          3.1         3.1            

공직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14 58          5.8         5.8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미비 15 13          1.3         1.3            

사정 (비리 적발) 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16 30          3.0         3.0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17 154        15.4       15.4          

단기적 징계시효 18 56          5.6         5.6            

무응답 99 14          1.4         1.4            

1,000     100.0     100.0        

a1601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타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23        22.3       22.3          

그렇다 2 380        38.0       38.0          

약간 그렇다 3 279        27.9       27.9          

별로 그렇지 않다 4 101        10.1       10.1          

그렇지 않다 5 16          1.6         1.6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1         0.1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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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2 공직부패의 해소방안2: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33        23.3       23.3          

그렇다 2 298        29.8       29.8          

약간 그렇다 3 303        30.3       30.3          

별로 그렇지 않다 4 146        14.6       14.6          

그렇지 않다 5 18          1.8         1.8            

전혀 그렇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a1603 공직부패의 해소방안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27        22.7       22.7          

그렇다 2 302        30.2       30.2          

약간 그렇다 3 333        33.3       33.3          

별로 그렇지 않다 4 120        12.0       12.0          

그렇지 않다 5 16          1.6         1.6            

전혀 그렇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2)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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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4 공직부패의 해소방안4: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축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06        20.6       20.6          

그렇다 2 313        31.3       31.3          

약간 그렇다 3 327        32.7       32.7          

별로 그렇지 않다 4 130        13.0       13.0          

그렇지 않다 5 23          2.3         2.3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1         0.1            

1,000     100.0     100.0        

a1605 공직부패의 해소방안5: 각종 행정규제와 기준의 절차 간소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26        12.6       12.6          

그렇다 2 296        29.6       29.6          

약간 그렇다 3 339        33.9       33.9          

별로 그렇지 않다 4 209        20.9       20.9          

그렇지 않다 5 29          2.9         2.9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1         0.1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4)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축소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5) 각종 행정규제와 기준의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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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6 공직부패의 해소방안6: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43        14.3       14.3          

그렇다 2 281        28.1       28.1          

약간 그렇다 3 359        35.9       35.9          

별로 그렇지 않다 4 194        19.4       19.4          

그렇지 않다 5 23          2.3         2.3            

1,000     100.0     100.0        

a1607 공직부패의 해소방안7: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확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88          8.8         8.8            

그렇다 2 314        31.4       31.4          

약간 그렇다 3 381        38.1       38.1          

별로 그렇지 않다 4 199        19.9       19.9          

그렇지 않다 5 17          1.7         1.7            

전혀 그렇지 않다 6 1            0.1         0.1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6)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7)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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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8 공직부패의 해소방안8: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강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60        16.0       16.0          

그렇다 2 341        34.1       34.1          

약간 그렇다 3 332        33.2       33.2          

별로 그렇지 않다 4 141        14.1       14.1          

그렇지 않다 5 23          2.3         2.3            

전혀 그렇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a1609 공직부패의 해소방안9: 공무원의 보수수준 개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6          2.6         2.6            

그렇다 2 53          5.3         5.3            

약간 그렇다 3 125        12.5       12.5          

별로 그렇지 않다 4 217        21.7       21.7          

그렇지 않다 5 324        32.4       32.4          

전혀 그렇지 않다 6 255        25.5       25.5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8)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강화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9) 공무원의 보수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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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10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0: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22        22.2       22.2          

그렇다 2 354        35.4       35.4          

약간 그렇다 3 244        24.4       24.4          

별로 그렇지 않다 4 132        13.2       13.2          

그렇지 않다 5 45          4.5         4.5            

전혀 그렇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a1611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타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69        26.9       26.9          

그렇다 2 296        29.6       29.6          

약간 그렇다 3 299        29.9       29.9          

별로 그렇지 않다 4 106        10.6       10.6          

그렇지 않다 5 27          2.7         2.7            

전혀 그렇지 않다 6 3            0.3         0.3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0)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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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12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2: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30        13.0       13.0          

그렇다 2 304        30.4       30.4          

약간 그렇다 3 347        34.7       34.7          

별로 그렇지 않다 4 194        19.4       19.4          

그렇지 않다 5 20          2.0         2.0            

전혀 그렇지 않다 6 5            0.5         0.5            

1,000     100.0     100.0        

a1613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3: 공무원의 재량범위 축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69          6.9         6.9            

그렇다 2 212        21.2       21.2          

약간 그렇다 3 399        39.9       39.9          

별로 그렇지 않다 4 253        25.3       25.3          

그렇지 않다 5 61          6.1         6.1            

전혀 그렇지 않다 6 6            0.6         0.6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2)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3) 공무원의 재량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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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14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4: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강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30        13.0       13.0          

그렇다 2 303        30.3       30.3          

약간 그렇다 3 338        33.8       33.8          

별로 그렇지 않다 4 172        17.2       17.2          

그렇지 않다 5 55          5.5         5.5            

전혀 그렇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a1615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5: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강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29        12.9       12.9          

그렇다 2 237        23.7       23.7          

약간 그렇다 3 333        33.3       33.3          

별로 그렇지 않다 4 229        22.9       22.9          

그렇지 않다 5 62          6.2         6.2            

전혀 그렇지 않다 6 10          1.0         1.0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4)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강화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5)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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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16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6: 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강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54        15.4       15.4          

그렇다 2 323        32.3       32.3          

약간 그렇다 3 312        31.2       31.2          

별로 그렇지 않다 4 162        16.2       16.2          

그렇지 않다 5 47          4.7         4.7            

전혀 그렇지 않다 6 2            0.2         0.2            

1,000     100.0     100.0        

a1617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7: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82        28.2       28.2          

그렇다 2 373        37.3       37.3          

약간 그렇다 3 255        25.5       25.5          

별로 그렇지 않다 4 73          7.3         7.3            

그렇지 않다 5 17          1.7         1.7            

1,000     100.0     100.0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6) 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강화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7)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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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18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8: 공직비리 징계시효 연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02        20.2       20.2          

그렇다 2 341        34.1       34.1          

약간 그렇다 3 319        31.9       31.9          

별로 그렇지 않다 4 116        11.6       11.6          

그렇지 않다 5 22          2.2         2.2            

1,000     100.0     100.0        

a1619 공직부패의 해소방안19: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            0.1         50.0          

약간 그렇다 3 1            0.1         50.0          

시스템 결측값 998        99.8       

1,000     100.0     100.0        

a16111 가장 중요한 공직부패 해소방안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타파 1 171        17.1       17.1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 2 89          8.9         8.9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개선 3 98          9.8         9.8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축소 4 69          6.9         6.9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8) 공직비리 징계시효 연장

문16. 다음은 공직부패의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
를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에 1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9) 기타

문16-1. 위에 제시된 항목들중 공직부패의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을 세 개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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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 규제와 기준의 절차 간소화 5 82          8.2         8.2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6 33          3.3         3.3            

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확대 7 31          3.1         3.1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강화 8 59          5.9         5.9            

공무원의 보수수준 개선 9 3            0.3         0.3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10 80          8.0         8.0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타파 11 59          5.9         5.9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12 17          1.7         1.7            

공무원의 재량범위 축소 13 4            0.4         0.4            

공직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강화 14 24          2.4         2.4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강화 15 12          1.2         1.2            

사정 (비리 적발) 기관 활동의 강화 16 24          2.4         2.4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17 124        12.4       12.4          

공직비리 징계시효 연장 18 21          2.1         2.1            

1,000     100.0     100.0        

a16112 가장 중요한 공직부패 해소방안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타파 1 52          5.2         5.2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 2 91          9.1         9.1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개선 3 84          8.4         8.4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축소 4 73          7.3         7.3            

각종 행정 규제와 기준의 절차 간소화 5 53          5.3         5.3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6 68          6.8         6.8            

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확대 7 34          3.4         3.4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강화 8 61          6.1         6.1            

공무원의 보수수준 개선 9 13          1.3         1.3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10 102        10.2       10.2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타파 11 89          8.9         8.9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12 37          3.7         3.7            

공무원의 재량범위 축소 13 22          2.2         2.2            

문16-1. 위에 제시된 항목들중 공직부패의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을 세 개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2)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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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강화 14 31          3.1         3.1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강화 15 11          1.1         1.1            

사정 (비리 적발) 기관 활동의 강화 16 32          3.2         3.2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17 95          9.5         9.5            

공직비리 징계시효 연장 18 52          5.2         5.2            

1,000     100.0     100.0        

a16113 가장 중요한 공직부패 해소방안3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타파 1 75          7.5         7.5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 개선 2 28          2.8         2.8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개선 3 64          6.4         6.4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축소 4 66          6.6         6.6            

각종 행정 규제와 기준의 절차 간소화 5 34          3.4         3.4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6 37          3.7         3.7            

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확대 7 33          3.3         3.3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강화 8 58          5.8         5.8            

공무원의 보수수준 개선 9 8            0.8         0.8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10 107        10.7       10.7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타파 11 81          8.1         8.1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12 51          5.1         5.1            

공무원의 재량범위 축소 13 32          3.2         3.2            

공직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강화 14 42          4.2         4.2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강화 15 22          2.2         2.2            

사정 (비리 적발) 기관 활동의 강화 16 36          3.6         3.6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17 151        15.1       15.1          

공직비리 징계시효 연장 18 64          6.4         6.4            

무응답 99 11          1.1         1.1            

1,000     100.0     100.0        

문16-1. 위에 제시된 항목들중 공직부패의 해소방안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을 세 개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3)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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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1 부패 통제 및 감시 기제별 역할수행 평가1: 정당자체 감시/통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작동됨 1 1            0.1         0.1            

잘 작동됨 2 18          1.8         1.8            

약간 잘 작동됨 3 172        17.2       17.2          

약간 작동되지 않음 4 368        36.8       36.8          

작동되지 않음 5 341        34.1       34.1          

전혀 작동되지 않음 6 100        10.0       10.0          

1,000     100.0     100.0        

a172 부패 통제 및 감시 기제별 역할수행 평가2: 국회차원의 감시/통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작동됨 1 1            0.1         0.1            

잘 작동됨 2 14          1.4         1.4            

약간 잘 작동됨 3 131        13.1       13.1          

약간 작동되지 않음 4 311        31.1       31.1          

작동되지 않음 5 395        39.5       39.5          

전혀 작동되지 않음 6 148        14.8       14.8          

1,000     100.0     100.0        

a173 부패 통제 및 감시 기제별 역할수행 평가3: 시민사회의 감시/통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작동됨 1 9            0.9         0.9            

잘 작동됨 2 54          5.4         5.4            

약간 잘 작동됨 3 346        34.6       34.6          

문17. 귀하는 다음 각각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가 어느 정도 잘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당자체 감시/통제

문17. 귀하는 다음 각각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가 어느 정도 잘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회차원의 감시/통제

문17. 귀하는 다음 각각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가 어느 정도 잘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 시민사회의 감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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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작동되지 않음 4 372        37.2       37.2          

작동되지 않음 5 175        17.5       17.5          

전혀 작동되지 않음 6 44          4.4         4.4            

1,000     100.0     100.0        

a174 부패 통제 및 감시 기제별 역할수행 평가4: 언론기관의 감시/통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작동됨 1 1            0.1         0.1            

잘 작동됨 2 42          4.2         4.2            

약간 잘 작동됨 3 281        28.1       28.1          

약간 작동되지 않음 4 411        41.1       41.1          

작동되지 않음 5 209        20.9       20.9          

전혀 작동되지 않음 6 56          5.6         5.6            

1,000     100.0     100.0        

a175 부패 통제 및 감시 기제별 역할수행 평가5: 사법기관의 감시/통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작동됨 1 1            0.1         0.1            

잘 작동됨 2 42          4.2         4.2            

약간 잘 작동됨 3 232        23.2       23.2          

약간 작동되지 않음 4 360        36.0       36.0          

작동되지 않음 5 292        29.2       29.2          

전혀 작동되지 않음 6 73          7.3         7.3            

1,000     100.0     100.0        

문17. 귀하는 다음 각각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가 어느 정도 잘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4) 언론기관의 감시/통제

문17. 귀하는 다음 각각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가 어느 정도 잘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5) 사법기관의 감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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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6 부패 통제 및 감시 기제별 역할수행 평가6: 부처내부의 감시/통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작동됨 1 1            0.1         0.1            

잘 작동됨 2 21          2.1         2.1            

약간 잘 작동됨 3 162        16.2       16.2          

약간 작동되지 않음 4 393        39.3       39.3          

작동되지 않음 5 343        34.3       34.3          

전혀 작동되지 않음 6 80          8.0         8.0            

1,000     100.0     100.0        

a177 부패 통제 및 감시 기제별 역할수행 평가7: 감사원 포함 사법당국 감시/통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작동됨 1 4            0.4         0.4            

잘 작동됨 2 87          8.7         8.7            

약간 잘 작동됨 3 251        25.1       25.1          

약간 작동되지 않음 4 375        37.5       37.5          

작동되지 않음 5 224        22.4       22.4          

전혀 작동되지 않음 6 59          5.9         5.9            

1,000     100.0     100.0        

a18 공무원의 행정정보공개 충분성에 대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충분했다 1 4            0.4         0.4            

충분했다 2 157        15.7       15.7          

약간 충분했다 3 359        35.9       35.9          

문17. 귀하는 다음 각각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가 어느 정도 잘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6) 부처내부의 감시/통제

문17. 귀하는 다음 각각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가 어느 정도 잘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7) 감사원의 감시/통제

문18. 귀하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기준과 진행절차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는 어느 정도 충분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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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충분하지 않았다 4 296        29.6       29.6          

충분하지 않았다 5 163        16.3       16.3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6 21          2.1         2.1            

1,000     100.0     100.0        

a181 공무원의 행정정보공개 시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업무처리 이전 1 421        42.1       42.1          

업무처리 중간 2 278        27.8       27.8          

업무 처리가 끝날 즈음 3 191        19.1       19.1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4 110        11.0       11.0          

1,000     100.0     100.0        

a19 행정기관 웹사이트 이용 업무처리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385        38.5       38.5          

없다 2 615        61.5       61.5          

1,000     100.0     100.0        

a191 행정기관 웹사이트 이용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28          2.8         7.3            

약간 만족 2 225        22.5       58.4          

보통 3 107        10.7       27.8          

약간 불만족 4 23          2.3         6.0            

매우 불만족 5 2            0.2         0.5            

비해당 0 615        61.5       

1,000     100.0     100.0        

문18-1.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문19. 귀하는 행정기관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험
이 있습니까?

문19-1. (웹사이트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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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민간기관 웹사이트 이용 업무처리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83        28.3       28.3          

없다 2 717        71.7       71.7          

1,000     100.0     100.0        

a201 민간기관 웹사이트 이용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17          1.7         6.0            

약간 만족 2 189        18.9       66.8          

보통 3 66          6.6         23.3          

약간 불만족 4 10          1.0         3.5            

매우 불만족 5 1            0.1         0.4            

비해당 0 717        71.7       

1,000     100.0     100.0        

a21 행정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적절했다 1 4            0.4         0.4            

적절했다 2 193        19.3       19.3          

약간 적절했다 3 508        50.8       50.8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4 219        21.9       21.9          

적절하지 않았다 5 67          6.7         6.7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6 9            0.9         0.9            

1,000     100.0     100.0        

문20. 귀하는 민간기관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험
이 있습니까?

문20-1. (민간기관과 웹사이트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셨습니까?

문21. 귀하의 업무처리시에 적용되었던 기준과 절차는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
였습니까 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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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정부규제가 과도하다는 여론에 대한 동의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 1 53          5.3         5.3            

동의 2 308        30.8       30.8          

약간 동의 3 444        44.4       44.4          

약간 반대 4 147        14.7       14.7          

반대 5 45          4.5         4.5            

매우 반대 6 3            0.3         0.3            

1,000     100.0     100.0        

a231 정부에 대한 신뢰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7            0.7         0.7            

신뢰 2 67          6.7         6.7            

다소 신뢰 3 315        31.5       31.5          

다소 불신 4 405        40.5       40.5          

불신 5 160        16.0       16.0          

매우 불신 6 46          4.6         4.6            

1,000     100.0     100.0        

a23201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1: 경제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4            0.4         0.4            

신뢰 2 78          7.8         7.8            

다소 신뢰 3 250        25.0       25.0          

별로 신뢰 안함 4 382        38.2       38.2          

문22. 귀하는 정부의 인허가 등에서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 여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문23-1. 귀하는 현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 또는 불신하십니까?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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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안함 5 254        25.4       25.4          

전혀 신뢰 안함 6 32          3.2         3.2            

1,000     100.0     100.0        

a23202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2: 보건복지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7            0.7         0.7            

신뢰 2 112        11.2       11.2          

다소 신뢰 3 422        42.2       42.2          

별로 신뢰 안함 4 328        32.8       32.8          

신뢰 안함 5 108        10.8       10.8          

전혀 신뢰 안함 6 23          2.3         2.3            

1,000     100.0     100.0        

a23203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3: 노동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2            0.2         0.2            

신뢰 2 71          7.1         7.1            

다소 신뢰 3 306        30.6       30.6          

별로 신뢰 안함 4 443        44.3       44.3          

신뢰 안함 5 151        15.1       15.1          

전혀 신뢰 안함 6 27          2.7         2.7            

1,000     100.0     100.0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2) 보건복지정책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3)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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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204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4: 환경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4            0.4         0.4            

신뢰 2 96          9.6         9.6            

다소 신뢰 3 389        38.9       38.9          

별로 신뢰 안함 4 386        38.6       38.6          

신뢰 안함 5 103        10.3       10.3          

전혀 신뢰 안함 6 22          2.2         2.2            

1,000     100.0     100.0        

a23205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5: 건설교통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8            0.8         0.8            

신뢰 2 67          6.7         6.7            

다소 신뢰 3 318        31.8       31.8          

별로 신뢰 안함 4 428        42.8       42.8          

신뢰 안함 5 151        15.1       15.1          

전혀 신뢰 안함 6 28          2.8         2.8            

1,000     100.0     100.0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4) 환경정책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5) 건설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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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206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6: 방송통신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5            0.5         0.5            

신뢰 2 71          7.1         7.1            

다소 신뢰 3 384        38.4       38.4          

별로 신뢰 안함 4 412        41.2       41.2          

신뢰 안함 5 96          9.6         9.6            

전혀 신뢰 안함 6 32          3.2         3.2            

1,000     100.0     100.0        

a23207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7: 외교/안보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5            0.5         0.5            

신뢰 2 103        10.3       10.3          

다소 신뢰 3 296        29.6       29.6          

별로 신뢰 안함 4 409        40.9       40.9          

신뢰 안함 5 162        16.2       16.2          

전혀 신뢰 안함 6 25          2.5         2.5            

1,000     100.0     100.0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6) 방송통신정책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7) 외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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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208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8: 교육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3            0.3         0.3            

신뢰 2 54          5.4         5.4            

다소 신뢰 3 240        24.0       24.0          

별로 신뢰 안함 4 400        40.0       40.0          

신뢰 안함 5 253        25.3       25.3          

전혀 신뢰 안함 6 50          5.0         5.0            

1,000     100.0     100.0        

a23209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9: 문화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6            0.6         0.6            

신뢰 2 148        14.8       14.8          

다소 신뢰 3 387        38.7       38.7          

별로 신뢰 안함 4 379        37.9       37.9          

신뢰 안함 5 68          6.8         6.8            

전혀 신뢰 안함 6 12          1.2         1.2            

1,000     100.0     100.0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8) 교육정책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9)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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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210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10: 재난방지 및 치안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4            0.4         0.4            

신뢰 2 91          9.1         9.1            

다소 신뢰 3 325        32.5       32.5          

별로 신뢰 안함 4 411        41.1       41.1          

신뢰 안함 5 144        14.4       14.4          

전혀 신뢰 안함 6 25          2.5         2.5            

1,000     100.0     100.0        

a23211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11: 조세정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3            0.3         0.3            

신뢰 2 50          5.0         5.0            

다소 신뢰 3 311        31.1       31.1          

별로 신뢰 안함 4 425        42.5       42.5          

신뢰 안함 5 180        18.0       18.0          

전혀 신뢰 안함 6 31          3.1         3.1            

1,000     100.0     100.0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0) 재난방지 및 치안정책

문23-2.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
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11)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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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301 기관신뢰도1: 중앙정부부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2            0.2         0.2            

신뢰 2 59          5.9         5.9            

다소 신뢰 3 308        30.8       30.8          

별로 신뢰 안함 4 376        37.6       37.6          

신뢰 안함 5 215        21.5       21.5          

전혀 신뢰 안함 6 40          4.0         4.0            

1,000     100.0     100.0        

a23302 기관신뢰도2: 지방자치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1            0.1         0.1            

신뢰 2 53          5.3         5.3            

다소 신뢰 3 327        32.7       32.7          

별로 신뢰 안함 4 410        41.0       41.0          

신뢰 안함 5 179        17.9       17.9          

전혀 신뢰 안함 6 30          3.0         3.0            

1,000     100.0     100.0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1) 중앙정부부처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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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303 기관신뢰도3: 국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3            0.3         0.3            

신뢰 2 39          3.9         3.9            

다소 신뢰 3 74          7.4         7.4            

별로 신뢰 안함 4 236        23.6       23.6          

신뢰 안함 5 454        45.4       45.4          

전혀 신뢰 안함 6 194        19.4       19.4          

1,000     100.0     100.0        

a23304 기관신뢰도4: 대법원 및 검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3            0.3         0.3            

신뢰 2 42          4.2         4.2            

다소 신뢰 3 193        19.3       19.3          

별로 신뢰 안함 4 382        38.2       38.2          

신뢰 안함 5 308        30.8       30.8          

전혀 신뢰 안함 6 72          7.2         7.2            

1,000     100.0     100.0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3) 국회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4) 대법원 및 검찰

77



A1-2010-0192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0

a23305 기관신뢰도5: 청와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6            0.6         0.6            

신뢰 2 75          7.5         7.5            

다소 신뢰 3 294        29.4       29.4          

별로 신뢰 안함 4 378        37.8       37.8          

신뢰 안함 5 187        18.7       18.7          

전혀 신뢰 안함 6 60          6.0         6.0            

1,000     100.0     100.0        

a23306 기관신뢰도6: 신문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2            0.2         0.2            

신뢰 2 83          8.3         8.3            

다소 신뢰 3 296        29.6       29.6          

별로 신뢰 안함 4 371        37.1       37.1          

신뢰 안함 5 220        22.0       22.0          

전혀 신뢰 안함 6 28          2.8         2.8            

1,000     100.0     100.0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5) 청와대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6)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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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307 기관신뢰도7: TV방송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1            0.1         0.1            

신뢰 2 117        11.7       11.7          

다소 신뢰 3 369        36.9       36.9          

별로 신뢰 안함 4 337        33.7       33.7          

신뢰 안함 5 159        15.9       15.9          

전혀 신뢰 안함 6 17          1.7         1.7            

1,000     100.0     100.0        

a23308 기관신뢰도8: 노동조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5            0.5         0.5            

신뢰 2 61          6.1         6.1            

다소 신뢰 3 335        33.5       33.5          

별로 신뢰 안함 4 436        43.6       43.6          

신뢰 안함 5 142        14.2       14.2          

전혀 신뢰 안함 6 21          2.1         2.1            

1,000     100.0     100.0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7) TV방송국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8)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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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309 기관신뢰도9: 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2            0.2         0.2            

신뢰 2 53          5.3         5.3            

다소 신뢰 3 342        34.2       34.2          

별로 신뢰 안함 4 413        41.3       41.3          

신뢰 안함 5 173        17.3       17.3          

전혀 신뢰 안함 6 17          1.7         1.7            

1,000     100.0     100.0        

a23310 기관신뢰도10: 군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18          1.8         1.8            

신뢰 2 106        10.6       10.6          

다소 신뢰 3 321        32.1       32.1          

별로 신뢰 안함 4 425        42.5       42.5          

신뢰 안함 5 114        11.4       11.4          

전혀 신뢰 안함 6 16          1.6         1.6            

1,000     100.0     100.0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9) 공무원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10) 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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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311 기관신뢰도11: 교육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3            0.3         0.3            

신뢰 2 52          5.2         5.2            

다소 신뢰 3 285        28.5       28.5          

별로 신뢰 안함 4 410        41.0       41.0          

신뢰 안함 5 208        20.8       20.8          

전혀 신뢰 안함 6 42          4.2         4.2            

1,000     100.0     100.0        

a23312 기관신뢰도12: 대기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13          1.3         1.3            

신뢰 2 93          9.3         9.3            

다소 신뢰 3 302        30.2       30.2          

별로 신뢰 안함 4 385        38.5       38.5          

신뢰 안함 5 188        18.8       18.8          

전혀 신뢰 안함 6 19          1.9         1.9            

1,000     100.0     100.0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11) 교육계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12) 대기업

81



A1-2010-0192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10

a23313 기관신뢰도13: 종교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13          1.3         1.3            

신뢰 2 134        13.4       13.4          

다소 신뢰 3 355        35.5       35.5          

별로 신뢰 안함 4 315        31.5       31.5          

신뢰 안함 5 140        14.0       14.0          

전혀 신뢰 안함 6 43          4.3         4.3            

1,000     100.0     100.0        

a23314 기관신뢰도14: 시민운동단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신뢰 1 14          1.4         1.4            

신뢰 2 99          9.9         9.9            

다소 신뢰 3 311        31.1       31.1          

별로 신뢰 안함 4 405        40.5       40.5          

신뢰 안함 5 147        14.7       14.7          

전혀 신뢰 안함 6 24          2.4         2.4            

1,000     100.0     100.0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13) 종교단체

문23-3. 다음은 현시점에서 각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는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매우 신뢰" 에 1점을 주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 에 6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
십시오.
14) 시민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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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현 정부 업무에 대한 시민참여의 충분성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충분하다 1 4            0.4         0.4            

충분하다 2 45          4.5         4.5            

약간 충분하다 3 216        21.6       21.6          

별로 충분하지 않다 4 407        40.7       40.7          

충분하지 않다 5 282        28.2       28.2          

전혀 충분하지 않다 6 46          4.6         4.6            

1,000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성 1 474        47.4       47.4          

여성 2 526        52.6       52.6          

1,000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1 184        18.4       18.4          

30대 2 317        31.7       31.7          

40대 3 259        25.9       25.9          

50대 4 173        17.3       17.3          

60세 이상 5 67          6.7         6.7            

1,000     100.0     100.0        

문24. 귀하는 현재 정부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또는 충분하지 않
다고 생각하십니까?

DQ1. 귀하의 성별은?

DQ2. 귀하의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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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 이하 1 81          8.1         8.1            

고졸 2 269        26.9       26.9          

전문대졸 3 186        18.6       18.6          

대학중퇴자 4 12          1.2         1.2            

대졸 5 446        44.6       44.6          

대학원졸 이상 6 6            0.6         0.6            

1,000     100.0     100.0        

inc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0-99만원 2 11          1.1         1.1            

100-199만원 3 109        10.9       10.9          

200-299만원 4 276        27.6       27.6          

300-399만원 5 334        33.4       33.4          

400-499만원 6 188        18.8       18.8          

500-599만원 7 63          6.3         6.3            

600만원 이상 8 19          1.9         1.9            

1,000     100.0     100.0        

DQ3. 귀하의 교육정도는?

DQ4. 귀하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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