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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 사회지도층에서 가장 핵심적인 집단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위공무원 1 73 9.1 9.1

국회의원 및 정치인 2 451 56.4 56.4

대기업 최고 경영자 및 고위임원 3 102 12.7 12.7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4 63 7.9 7.9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5 16 2.0 2.0

대학교수 6 27 3.4 3.4

언론인 7 49 6.1 6.1

노동조합 간부 8 2 .3 .3

시민단체 간부 9 17 2.1 2.1

800 100.0 100.0

q1_2 사회지도층에서 가장 핵심적인 집단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고위공무원 1 68 8.5 8.5

국회의원 및 정치인 2 148 18.5 18.5

대기업 최고 경영자 및 고위임원 3 199 24.9 24.9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4 198 24.8 24.8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5 23 2.9 2.9

대학교수 6 37 4.6 4.6

언론인 7 95 11.9 11.9

노동조합 간부 8 13 1.7 1.7

시민단체 간부 9 18 2.2 2.2

800 100.0 100.0

1.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대기업의 CEO나 임원, 판사, 검사
등 고위법조인, 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직 등을 일컬어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부르고 있습
니다. 다음 집단 중 사회지도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순서에 따라 두 집단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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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제도와 법 체계가 중요하다 1 256 32.0 32.0

  : 2 56 7.0 7.0

  : 3 84 10.6 10.6

  : 4 32 4.0 4.0

  : 5 68 8.5 8.5

  : 6 42 5.2 5.2

  : 7 52 6.6 6.6

  : 8 30 3.7 3.7

개개인의 도덕적 행동이 중요하다 9 179 22.4 22.4

800 100.0 100.0

q3_1 사회지도층을 잘 표현해 주는 특징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덕성 1 220 27.5 27.5

리더쉽 2 174 21.8 21.8

준법성 3 72 9.0 9.0

전문성 4 90 11.2 11.2

친화력 5 32 4.1 4.1

보기중에없음 6 211 26.4 26.4

800 100.0 100.0

2.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
해서는 이를 강제하는 제도와 법적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회지도층을 이루
는 개개인의 도덕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3. 다음 중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을 잘 표현해주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드
러지는 특징을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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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2 사회지도층을 잘 표현해 주는 특징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덕성 1 119 14.9 14.9

리더쉽 2 127 15.9 15.9

준법성 3 147 18.4 18.4

전문성 4 146 18.3 18.3

친화력 5 69 8.7 8.7

보기중에없음 6 191 23.9 23.9

800 100.0 100.0

q4_1 사회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부족한 것1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덕성 1 610 76.2 76.2

리더쉽 2 23 2.9 2.9

준법성 3 135 16.9 16.9

전문성 4 19 2.4 2.4

친화력 5 13 1.6 1.6

800 100.0 100.0

q4_2 사회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부족한 것2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도덕성 1 117 14.6 14.6

리더쉽 2 69 8.6 8.6

준법성 3 465 58.1 58.1

전문성 4 74 9.3 9.3

친화력 5 75 9.4 9.4

800 100.0 100.0

4.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이 갖추어야할 덕목 중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가장 부족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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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a1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1: 고위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118 14.7 14.7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398 49.8 49.8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272 34.0 34.0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12 1.5 1.5

800 100.0 100.0

q5a2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2: 국회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253 31.7 31.7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376 47.0 47.0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167 20.9 20.9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3 .4 .4

800 100.0 100.0

q5a3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49 6.2 6.2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144 18.0 18.0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485 60.7 60.7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121 15.2 15.2

800 100.0 100.0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회의원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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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a4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4: 고위 법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134 16.7 16.7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374 46.7 46.7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286 35.8 35.8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6 .8 .8

800 100.0 100.0

q5a5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5: 전문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68 8.5 8.5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305 38.1 38.1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390 48.7 48.7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38 4.7 4.7

800 100.0 100.0

q5a6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6: 대학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38 4.8 4.8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199 24.9 24.9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513 64.1 64.1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50 6.2 6.2

800 100.0 100.0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6) 대학교수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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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a7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7: 언론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80 10.0 10.0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226 28.3 28.3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437 54.7 54.7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56 7.0 7.0

800 100.0 100.0

q5a8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8: 노동조합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99 12.4 12.4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225 28.1 28.1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419 52.4 52.4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57 7.1 7.1

800 100.0 100.0

q5a9 각 사회지도층의 사회발전 공헌도9: 시민단체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공헌이 없었다 1 57 7.1 7.1

별로 공헌이 없었다 2 157 19.6 19.6

어느 정도 공헌이 있었다 3 462 57.7 57.7

매우 큰 공헌을 했다 4 125 15.6 15.6

800 100.0 100.0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9) 시민단체 간부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7) 언론인

5.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8) 노동조합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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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a1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1: 고위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148 18.5 18.5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411 51.4 51.4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219 27.4 27.4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22 2.7 2.7

800 100.0 100.0

q6a2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2: 국회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356 44.5 44.5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297 37.2 37.2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115 14.4 14.4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32 4.0 4.0

800 100.0 100.0

q6a3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72 9.0 9.0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220 27.5 27.5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432 54.0 54.0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76 9.5 9.5

800 100.0 100.0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위공무원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회의원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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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a4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4: 고위 법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121 15.2 15.2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318 39.7 39.7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291 36.4 36.4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70 8.7 8.7

800 100.0 100.0

q6a5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5: 전문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55 6.9 6.9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248 31.0 31.0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437 54.7 54.7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59 7.4 7.4

800 100.0 100.0

q6a6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6: 대학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28 3.5 3.5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137 17.2 17.2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520 65.0 65.0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114 14.3 14.3

800 100.0 100.0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6) 대학교수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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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6a7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7: 언론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73 9.2 9.2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346 43.3 43.3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360 45.0 45.0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21 2.6 2.6

800 100.0 100.0

q6a8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8: 노동조합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148 18.5 18.5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439 54.9 54.9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206 25.8 25.8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7 .9 .9

800 100.0 100.0

q6a9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도9: 시민단체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 1 107 13.3 13.3

별로 존경받지 못했다 2 358 44.7 44.7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왔다 3 306 38.2 38.2

매우 큰 존경을 받아왔다 4 30 3.7 3.7

800 100.0 100.0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9) 시민단체 간부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7) 언론인

6.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존경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8) 노동조합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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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7a1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1: 고위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5 .6 .6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22 2.7 2.7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320 40.0 40.0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453 56.7 56.7

800 100.0 100.0

q7a2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2: 국회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3 .4 .4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5 .6 .6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102 12.7 12.7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690 86.3 86.3

800 100.0 100.0

q7a3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4 .5 .5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9 1.1 1.1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142 17.8 17.8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645 80.6 80.6

800 100.0 100.0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3)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위공무원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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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7a4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4: 고위 법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2 .3 .3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9 1.1 1.1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222 27.8 27.8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567 70.9 70.9

800 100.0 100.0

q7a5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5: 전문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2 .2 .2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24 3.0 3.0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408 51.0 51.0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366 45.8 45.8

800 100.0 100.0

q7a6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6: 대학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7 .9 .9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153 19.1 19.1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526 65.8 65.8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113 14.2 14.2

800 100.0 100.0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6) 대학교수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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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7a7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7: 언론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10 1.2 1.2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159 19.9 19.9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469 58.6 58.6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163 20.3 20.3

800 100.0 100.0

q7a8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8: 노동조합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89 11.1 11.1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363 45.4 45.4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276 34.4 34.4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72 9.0 9.0

800 100.0 100.0

q7a9 각 사회지도층이 우리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린 정도9: 시민단체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1 145 18.1 18.1

별로 권력과 부를 누리지 못했다 2 412 51.6 51.6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3 204 25.6 25.6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4 38 4.8 4.8

800 100.0 100.0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8) 노동조합 간부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9) 시민단체 간부

7. 귀하는 다음의 집단들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누
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7)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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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8a1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1: 고위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264 33.0 33.0

못하는 편이다 2 455 56.9 56.9

잘하는 편이다 3 75 9.3 9.3

매우 잘 하고 있다 4 6 .7 .7

800 100.0 100.0

q8a2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2: 국회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467 58.4 58.4

못하는 편이다 2 302 37.7 37.7

잘하는 편이다 3 30 3.8 3.8

매우 잘 하고 있다 4 1 .1 .1

800 100.0 100.0

q8a3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312 39.0 39.0

못하는 편이다 2 386 48.3 48.3

잘하는 편이다 3 95 11.9 11.9

매우 잘 하고 있다 4 7 .8 .8

800 100.0 100.0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위공무원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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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8a4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4: 고위 법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284 35.5 35.5

못하는 편이다 2 406 50.8 50.8

잘하는 편이다 3 109 13.7 13.7

매우 잘 하고 있다 4 1 .1 .1

800 100.0 100.0

q8a5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5: 전문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156 19.6 19.6

못하는 편이다 2 474 59.2 59.2

잘하는 편이다 3 165 20.6 20.6

매우 잘 하고 있다 4 5 .6 .6

800 100.0 100.0

q8a6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6: 대학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79 9.8 9.8

못하는 편이다 2 400 50.0 50.0

잘하는 편이다 3 309 38.6 38.6

매우 잘 하고 있다 4 12 1.5 1.5

800 100.0 100.0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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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8a7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7: 언론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98 12.3 12.3

못하는 편이다 2 392 49.0 49.0

잘하는 편이다 3 304 38.0 38.0

매우 잘 하고 있다 4 6 .7 .7

800 100.0 100.0

q8a8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8: 노동조합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49 6.1 6.1

못하는 편이다 2 222 27.8 27.8

잘하는 편이다 3 466 58.2 58.2

매우 잘 하고 있다 4 63 7.9 7.9

800 100.0 100.0

q8a9 각 사회지도층의 본인/가족의 병역의무 수행정도9: 시민단체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42 5.3 5.3

못하는 편이다 2 166 20.7 20.7

잘하는 편이다 3 490 61.2 61.2

매우 잘 하고 있다 4 102 12.8 12.8

800 100.0 100.0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노동조합 간부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시민단체 간부

8.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본인과 가족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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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9a1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1: 고위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202 25.2 25.2

못하는 편이다 2 387 48.4 48.4

잘하는 편이다 3 196 24.5 24.5

매우 잘 하고 있다 4 16 1.9 1.9

800 100.0 100.0

q9a2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2: 국회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360 45.0 45.0

못하는 편이다 2 344 43.1 43.1

잘하는 편이다 3 94 11.7 11.7

매우 잘 하고 있다 4 2 .3 .3

800 100.0 100.0

q9a3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297 37.1 37.1

못하는 편이다 2 340 42.5 42.5

잘하는 편이다 3 150 18.7 18.7

매우 잘 하고 있다 4 13 1.7 1.7

800 100.0 100.0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위공무원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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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9a4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4: 고위 법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189 23.7 23.7

못하는 편이다 2 346 43.3 43.3

잘하는 편이다 3 246 30.7 30.7

매우 잘 하고 있다 4 18 2.3 2.3

800 100.0 100.0

q9a5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5: 전문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289 36.1 36.1

못하는 편이다 2 383 47.9 47.9

잘하는 편이다 3 124 15.6 15.6

매우 잘 하고 있다 4 4 .4 .4

800 100.0 100.0

q9a6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6: 대학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66 8.2 8.2

못하는 편이다 2 286 35.8 35.8

잘하는 편이다 3 420 52.5 52.5

매우 잘 하고 있다 4 28 3.5 3.5

800 100.0 100.0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대학교수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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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9a7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7: 언론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81 10.1 10.1

못하는 편이다 2 325 40.6 40.6

잘하는 편이다 3 384 48.0 48.0

매우 잘 하고 있다 4 10 1.2 1.2

800 100.0 100.0

q9a8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8: 노동조합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55 6.9 6.9

못하는 편이다 2 220 27.5 27.5

잘하는 편이다 3 455 56.9 56.9

매우 잘 하고 있다 4 70 8.7 8.7

800 100.0 100.0

q9a9 각 사회지도층의 납세의무 수행정도9: 시민단체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44 5.5 5.5

못하는 편이다 2 180 22.5 22.5

잘하는 편이다 3 483 60.4 60.4

매우 잘 하고 있다 4 93 11.6 11.6

800 100.0 100.0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언론인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노동조합 간부

9.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시민단체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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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10a1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1: 고위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302 37.8 37.8

못하는 편이다 2 442 55.2 55.2

잘하는 편이다 3 55 6.8 6.8

매우 잘 하고 있다 4 1 .1 .1

800 100.0 100.0

q10a2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2: 국회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428 53.5 53.5

못하는 편이다 2 329 41.2 41.2

잘하는 편이다 3 42 5.3 5.3

매우 잘 하고 있다 4 1 .1 .1

800 100.0 100.0

q10a3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178 22.3 22.3

못하는 편이다 2 342 42.8 42.8

잘하는 편이다 3 254 31.8 31.8

매우 잘 하고 있다 4 26 3.2 3.2

800 100.0 100.0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1) 고위공무원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2)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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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10a4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4: 고위 법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279 34.9 34.9

못하는 편이다 2 446 55.8 55.8

잘하는 편이다 3 72 9.1 9.1

매우 잘 하고 있다 4 2 .2 .2

800 100.0 100.0

q10a5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5: 전문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216 27.0 27.0

못하는 편이다 2 462 57.7 57.7

잘하는 편이다 3 120 15.0 15.0

매우 잘 하고 있다 4 2 .2 .2

800 100.0 100.0

q10a6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6: 대학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138 17.3 17.3

못하는 편이다 2 465 58.1 58.1

잘하는 편이다 3 193 24.1 24.1

매우 잘 하고 있다 4 4 .5 .5

800 100.0 100.0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6) 대학교수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5)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4)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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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10a7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7: 언론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158 19.7 19.7

못하는 편이다 2 469 58.6 58.6

잘하는 편이다 3 172 21.5 21.5

매우 잘 하고 있다 4 1 .1 .1

800 100.0 100.0

q10a8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8: 노동조합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127 15.9 15.9

못하는 편이다 2 436 54.4 54.4

잘하는 편이다 3 227 28.3 28.3

매우 잘 하고 있다 4 11 1.3 1.3

800 100.0 100.0

q10a9 각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정도9: 시민단체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못하고 있다 1 93 11.6 11.6

못하는 편이다 2 316 39.5 39.5

잘하는 편이다 3 356 44.5 44.5

매우 잘 하고 있다 4 36 4.4 4.4

800 100.0 100.0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8) 노동조합 간부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9) 시민단체 간부

10.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기부활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7)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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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11a1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1: 고위공무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368 45.9 45.9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369 46.2 46.2

청렴한 편이다 3 62 7.7 7.7

매우 청렴하다 4 1 .1 .1

800 100.0 100.0

q11a2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2: 국회의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590 73.7 73.7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187 23.4 23.4

청렴한 편이다 3 23 2.9 2.9

매우 청렴하다 4 0 .0 .0

800 100.0 100.0

q11a3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337 42.1 42.1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380 47.5 47.5

청렴한 편이다 3 81 10.1 10.1

매우 청렴하다 4 2 .3 .3

800 100.0 100.0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3)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1) 고위공무원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2)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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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11a4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4: 고위 법조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300 37.5 37.5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354 44.2 44.2

청렴한 편이다 3 141 17.7 17.7

매우 청렴하다 4 5 .6 .6

800 100.0 100.0

q11a5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5: 전문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189 23.7 23.7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453 56.7 56.7

청렴한 편이다 3 156 19.5 19.5

매우 청렴하다 4 1 .1 .1

800 100.0 100.0

q11a6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6: 대학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83 10.4 10.4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280 35.0 35.0

청렴한 편이다 3 423 52.9 52.9

매우 청렴하다 4 14 1.7 1.7

800 100.0 100.0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6) 대학교수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4) 검찰간부,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5)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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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q11a7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7: 언론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162 20.2 20.2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362 45.3 45.3

청렴한 편이다 3 274 34.3 34.3

매우 청렴하다 4 2 .3 .3

800 100.0 100.0

q11a8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8: 노동조합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104 12.9 12.9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295 36.8 36.8

청렴한 편이다 3 369 46.1 46.1

매우 청렴하다 4 33 4.1 4.1

800 100.0 100.0

q11a9 각 사회지도층의 부패정도9: 시민단체 간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62 7.8 7.8

부패가 심한 편이다 2 189 23.6 23.6

청렴한 편이다 3 484 60.4 60.4

매우 청렴하다 4 65 8.2 8.2

800 100.0 100.0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7) 언론인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8) 노동조합 간부

11. 다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9) 시민단체 간부

24



A1-2009-0219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조사, 2009

sq1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174 21.8 21.8

부산 2 59 7.4 7.4

대구 3 41 5.1 5.1

인천 4 45 5.6 5.6

광주 5 23 2.8 2.8

대전 6 24 3.0 3.0

울산 7 19 2.3 2.3

경기 8 184 23.0 23.0

강원 9 23 2.9 2.9

충북 10 23 2.9 2.9

충남 11 30 3.8 3.8

전북 12 28 3.4 3.4

전남 13 27 3.4 3.4

경북 14 41 5.1 5.1

경남 15 51 6.3 6.3

제주 16 8 1.1 1.1

800 100.0 100.0

sq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408 51.0 51.0

여자 2 392 49.0 49.0

800 100.0 100.0

선문1. 지역

선문2.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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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3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 세 19 9 1.1 1.1

20 세 20 8 1.0 1.0

21 세 21 9 1.1 1.1

22 세 22 23 2.9 2.9

23 세 23 25 3.1 3.1

24 세 24 18 2.2 2.2

25 세 25 20 2.5 2.5

26 세 26 25 3.1 3.1

27 세 27 25 3.1 3.1

28 세 28 27 3.3 3.3

29 세 29 14 1.8 1.8

30 세 30 29 3.7 3.7

31 세 31 22 2.7 2.7

32 세 32 20 2.5 2.5

33 세 33 18 2.3 2.3

34 세 34 27 3.4 3.4

35 세 35 16 2.0 2.0

36 세 36 26 3.2 3.2

37 세 37 20 2.5 2.5

38 세 38 19 2.4 2.4

39 세 39 21 2.6 2.6

40 세 40 27 3.4 3.4

41 세 41 28 3.5 3.5

42 세 42 35 4.4 4.4

43 세 43 34 4.2 4.2

44 세 44 22 2.7 2.7

45 세 45 13 1.6 1.6

46 세 46 11 1.4 1.4

47 세 47 9 1.2 1.2

48 세 48 20 2.5 2.5

49 세 49 23 2.9 2.9

50 세 50 32 3.9 3.9

선문3. _____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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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 51 19 2.4 2.4

52 세 52 18 2.3 2.3

53 세 53 19 2.3 2.3

54 세 54 20 2.5 2.5

55 세 55 10 1.2 1.2

56 세 56 13 1.6 1.6

57 세 57 11 1.4 1.4

58 세 58 9 1.2 1.2

59 세 59 6 .8 .8

800 100.0 100.0

dq1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농/임/어업 1 7 .8 .8

자영업 2 68 8.5 8.5

판매/영업/서비스직 3 70 8.8 8.8

생산/기능/노무직 4 36 4.5 4.5

사무/관리/전문직 5 334 41.8 41.8

주부 6 145 18.2 18.2

학생 7 81 10.1 10.1

무직/퇴직/기타 8 59 7.3 7.3

800 100.0 100.0

dq2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졸이하 1 4 .5 .5

고졸 2 185 23.2 23.2

대학 재학 이상 (전문대 포함) 3 519 64.9 64.9

대학원 재학 이상 4 92 11.5 11.5

800 100.0 100.0

배문1.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배문3. ____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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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3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70만원이하 1 9 1.1 1.1

71-100만원 2 10 1.3 1.3

101-150만원 3 61 7.6 7.6

151-200만원 4 92 11.5 11.5

201-250만원 5 112 14.0 14.0

251-300만원 6 112 14.0 14.0

301-400만원 7 166 20.7 20.7

401-500만원 8 106 13.2 13.2

501만원이상 9 133 16.6 16.6

800 100.0 100.0

배문4. ____님 댁의 한달 가구소득은 얼마인가요? 보너스, 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
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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