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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5-0005
인문학에 대한 설문조사, 2015

q1_1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 국가(플라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68        90.8 90.8

그렇다 1 98          9.2 9.2

1,066      100.0 100.0

q1_2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 국부론 (애덤 스미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98        84.2 84.2

그렇다 1 168        15.8 15.8

1,066      100.0 100.0

q1_3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 군주론 (마키아벨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06        84.9 84.9

그렇다 1 160        15.1 15.1

1,066      100.0 100.0

q1_4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 권리를 위한 투쟁 (예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6      99.0 99.0

그렇다 1 10          1.0 1.0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 국가(플라톤)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국부론 (애덤 스미스)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군주론 (마키아벨리)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 권리를 위한 투쟁 (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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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5-0005
인문학에 대한 설문조사, 2015

q1_5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5: 기학 (최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62      99.7 99.7

그렇다 1 4            .3 .3

1,066      100.0 100.0

q1_6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6: 꿈의 해석 (프로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92        83.7 83.7

그렇다 1 174        16.3 16.3

1,066      100.0 100.0

q1_7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7: 논어 (공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78        73.0 73.0

그렇다 1 288        27.0 27.0

1,066      100.0 100.0

q1_8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8: 대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1        92.9 92.9

그렇다 1 75          7.1 7.1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6. 꿈의 해석 (프로이트)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7. 논어 (공자)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8. 대학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5. 기학 (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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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에 대한 설문조사, 2015

q1_9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9: 도덕경 (노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83        92.2 92.2

그렇다 1 83          7.8 7.8

1,066      100.0 100.0

q1_10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0: 동경대전 (최제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61      99.6 99.6

그렇다 1 5            .4 .4

1,066      100.0 100.0

q1_11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1: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갈릴레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63      99.7 99.7

그렇다 1 3            .3 .3

1,066      100.0 100.0

q1_12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2: 리바이어던 (홉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6      98.2 98.2

그렇다 1 20          1.8 1.8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1.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갈릴레이)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9. 도덕경 (노자)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0. 동경대전 (최제우)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2. 리바이어던 (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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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5-0005
인문학에 대한 설문조사, 2015

q1_13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3: 맹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59        90.0 90.0

그렇다 1 107        10.0 10.0

1,066      100.0 100.0

q1_14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4: 명심보감 (추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68        72.1 72.1

그렇다 1 298        27.9 27.9

1,066      100.0 100.0

q1_15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5: 목민심서 (정약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75        72.7 72.7

그렇다 1 291        27.3 27.3

1,066      100.0 100.0

q1_16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6: 방법서설 (데카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6      99.0 99.0

그렇다 1 10          1.0 1.0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3. 맹자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4. 명심보감 (추적)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5. 목민심서 (정약용)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6. 방법서설 (데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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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에 대한 설문조사, 2015

q1_17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7: 백범일지 (김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52        70.5 70.5

그렇다 1 314        29.5 29.5

1,066      100.0 100.0

q1_18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8: 법구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2      95.0 95.0

그렇다 1 54          5.0 5.0

1,066      100.0 100.0

q1_19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19: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2      97.8 97.8

그렇다 1 24          2.2 2.2

1,066      100.0 100.0

q1_20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0: 북학의 (박제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7      98.2 98.2

그렇다 1 19          1.8 1.8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8. 법구경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9.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0. 북학의 (박제가)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17. 백범일지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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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에 대한 설문조사, 2015

q1_21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1: 사기열전 (사마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1      94.9 94.9

그렇다 1 55          5.1 5.1

1,066      100.0 100.0

q1_22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2: 사회계약론 (루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24      96.1 96.1

그렇다 1 42          3.9 3.9

1,066      100.0 100.0

q1_23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3: 삼국사기 (김부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09        75.9 75.9

그렇다 1 257        24.1 24.1

1,066      100.0 100.0

q1_24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4: 삼국유사 (일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757        71.0 71.0

그렇다 1 309        29.0 29.0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3. 삼국사기 (김부식)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1. 사기열전 (사마천)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2. 사회계약론 (루소)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4. 삼국유사 (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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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에 대한 설문조사, 2015

q1_25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5: 삼민주의 (쑨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6      99.1 99.1

그렇다 1 10          .9 .9

1,066      100.0 100.0

q1_26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6: 성호사설 (이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0      98.5 98.5

그렇다 1 16          1.5 1.5

1,066      100.0 100.0

q1_27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7: 신논리학 (베이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63      99.7 99.7

그렇다 1 3            .3 .3

1,066      100.0 100.0

q1_28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8: 역사 (헤로도토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6      99.0 99.0

그렇다 1 10          1.0 1.0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5. 삼민주의 (쑨원)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6. 성호사설 (이익)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7. 신논리학 (베이컨)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8. 역사 (헤로도토스)

7



A1-2015-0005
인문학에 대한 설문조사, 2015

q1_29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29: 역사 철학 강의 (헤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2      98.7 98.7

그렇다 1 14          1.3 1.3

1,066      100.0 100.0

q1_30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0: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04      94.2 94.2

그렇다 1 62          5.8 5.8

1,066      100.0 100.0

q1_31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1: 의무론 (키케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63      99.7 99.7

그렇다 1 3            .3 .3

1,066      100.0 100.0

q1_32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2: 자본론 (마르크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85        92.4 92.4

그렇다 1 81          7.6 7.6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0.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1. 의무론 (키케로)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2. 자본론 (마르크스)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9. 역사 철학 강의 (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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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33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3: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슘패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1      98.6 98.6

그렇다 1 15          1.4 1.4

1,066      100.0 100.0

q1_34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4: 자서전 (간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89        92.8 92.8

그렇다 1 77          7.2 7.2

1,066      100.0 100.0

q1_35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5: 자유론 (존 S. 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2      97.8 97.8

그렇다 1 24          2.2 2.2

1,066      100.0 100.0

q1_36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6: 정부론 (존 로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4      98.9 98.9

그렇다 1 12          1.1 1.1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5. 자유론 (존 S. 밀)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3.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슘패터)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4. 자서전 (간디)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6. 정부론 (존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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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37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7      98.3 98.3

그렇다 1 19          1.7 1.7

1,066      100.0 100.0

q1_38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8: 조선상고사 (신채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32      96.9 96.9

그렇다 1 34          3.1 3.1

1,066      100.0 100.0

q1_39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39: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4      98.9 98.9

그렇다 1 12          1.1 1.1

1,066      100.0 100.0

q1_40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0: 종의 기원 (찰스 다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53        89.4 89.4

그렇다 1 113        10.6 10.6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8. 조선상고사 (신채호)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9.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0. 종의 기원 (찰스 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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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41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1: 중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01      93.9 93.9

그렇다 1 65          6.1 6.1

1,066      100.0 100.0

q1_42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2: 징비록 (유성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60        90.0 90.0

그렇다 1 106        10.0 10.0

1,066      100.0 100.0

q1_43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61        90.1 90.1

그렇다 1 105        9.9 9.9

1,066      100.0 100.0

q1_44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4: 창조적 진화 (베르그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4      98.8 98.8

그렇다 1 12          1.2 1.2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2. 징비록 (유성룡)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4. 창조적 진화 (베르그송)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1.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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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45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5: 철학적 탐구 (비트겐슈타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8      99.3 99.3

그렇다 1 8            .7 .7

1,066      100.0 100.0

q1_46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6: 택리지 (이중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0        92.8 92.8

그렇다 1 76          7.2 7.2

1,066      100.0 100.0

q1_47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7: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6      98.2 98.2

그렇다 1 20          1.8 1.8

1,066      100.0 100.0

q1_48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8: 프린키피아 (뉴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60      99.4 99.4

그렇다 1 6            .6 .6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7.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5. 철학적 탐구 (비트겐슈타인)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6. 택리지 (이중환)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8. 프린키피아 (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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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49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49: 한국통사 (박은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31      96.8 96.8

그렇다 1 35          3.2 3.2

1,066      100.0 100.0

q1_50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50: 한비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0        92.9 92.9

그렇다 1 76          7.1 7.1

1,066      100.0 100.0

q1_51 읽어 본 적 있는 인문고전51: 읽어본 적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53        80.0 80.0

그렇다 1 213        20.0 20.0

1,066      100.0 100.0

q2_1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 국가(플라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9        93.7 93.7

그렇다 1 67          6.3 6.3

1,066      100.0 100.0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9. 한국통사 (박은식)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50. 한비자

Q1.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도서 50선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읽어본 적 있
는 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축약본 또는 해설서를 읽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51. 읽어본 적 없다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 국가(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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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2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 국부론 (애덤 스미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49        89.0 89.0

그렇다 1 117        11.0 11.0

1,066      100.0 100.0

q2_3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 군주론 (마키아벨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69        90.9 90.9

그렇다 1 97          9.1 9.1

1,066      100.0 100.0

q2_4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 권리를 위한 투쟁 (예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35      97.1 97.1

그렇다 1 31          2.9 2.9

1,066      100.0 100.0

q2_5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5: 기학 (최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8      99.2 99.2

그렇다 1 8            .8 .8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5. 기학 (최한기)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 군주론 (마키아벨리)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 권리를 위한 투쟁 (예링)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 국부론 (애덤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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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6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6: 꿈의 해석 (프로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59        80.6 80.6

그렇다 1 207        19.4 19.4

1,066      100.0 100.0

q2_7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7: 논어 (공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42        79.0 79.0

그렇다 1 224        21.0 21.0

1,066      100.0 100.0

q2_8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8: 대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01      93.9 93.9

그렇다 1 65          6.1 6.1

1,066      100.0 100.0

q2_9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9: 도덕경 (노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63        90.4 90.4

그렇다 1 103        9.6 9.6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8. 대학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6. 꿈의 해석 (프로이트)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7. 논어 (공자)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9. 도덕경 (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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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0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0: 동경대전 (최제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5      98.0 98.0

그렇다 1 21          2.0 2.0

1,066      100.0 100.0

q2_11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1: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갈릴레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8        93.6 93.6

그렇다 1 68          6.4 6.4

1,066      100.0 100.0

q2_12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2: 리바이어던 (홉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35      97.1 97.1

그렇다 1 31          2.9 2.9

1,066      100.0 100.0

q2_13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3: 맹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3        93.1 93.1

그렇다 1 73          6.9 6.9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0. 동경대전 (최제우)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1.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갈릴레이)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2. 리바이어던 (홉스)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3. 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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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4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4: 명심보감 (추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80        82.5 82.5

그렇다 1 186        17.5 17.5

1,066      100.0 100.0

q2_15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5: 목민심서 (정약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21        77.0 77.0

그렇다 1 245        23.0 23.0

1,066      100.0 100.0

q2_16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6: 방법서설 (데카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5      99.0 99.0

그렇다 1 11          1.0 1.0

1,066      100.0 100.0

q2_17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7: 백범일지 (김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03        84.7 84.7

그렇다 1 163        15.3 15.3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6. 방법서설 (데카르트)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7. 백범일지 (김구)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5. 목민심서 (정약용)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4. 명심보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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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8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8: 법구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3      95.0 95.0

그렇다 1 53          5.0 5.0

1,066      100.0 100.0

q2_19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19: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33      96.9 96.9

그렇다 1 33          3.1 3.1

1,066      100.0 100.0

q2_20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0: 북학의 (박제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29      96.5 96.5

그렇다 1 37          3.5 3.5

1,066      100.0 100.0

q2_21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1: 사기열전 (사마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9        93.7 93.7

그렇다 1 67          6.3 6.3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8. 법구경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9.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0. 북학의 (박제가)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1. 사기열전 (사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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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22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2: 사회계약론 (루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4      95.1 95.1

그렇다 1 52          4.9 4.9

1,066      100.0 100.0

q2_23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3: 삼국사기 (김부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58        89.9 89.9

그렇다 1 108        10.1 10.1

1,066      100.0 100.0

q2_24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4: 삼국유사 (일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36        87.8 87.8

그렇다 1 130        12.2 12.2

1,066      100.0 100.0

q2_25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5: 삼민주의 (쑨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7      98.2 98.2

그렇다 1 19          1.8 1.8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2. 사회계약론 (루소)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3. 삼국사기 (김부식)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4. 삼국유사 (일연)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5. 삼민주의 (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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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26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6: 성호사설 (이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0      97.6 97.6

그렇다 1 26          2.4 2.4

1,066      100.0 100.0

q2_27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7: 신논리학 (베이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2      97.8 97.8

그렇다 1 24          2.2 2.2

1,066      100.0 100.0

q2_28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8: 역사 (헤로도토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28      96.4 96.4

그렇다 1 38          3.6 3.6

1,066      100.0 100.0

q2_29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29: 역사 철학 강의 (헤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23      96.0 96.0

그렇다 1 43          4.0 4.0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8. 역사 (헤로도토스)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9. 역사 철학 강의 (헤겔)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6. 성호사설 (이익)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27. 신논리학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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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30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0: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45        88.6 88.6

그렇다 1 121        11.4 11.4

1,066      100.0 100.0

q2_31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1: 의무론 (키케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3      98.7 98.7

그렇다 1 13          1.3 1.3

1,066      100.0 100.0

q2_32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2: 자본론 (마르크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61        90.2 90.2

그렇다 1 105        9.8 9.8

1,066      100.0 100.0

q2_33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3: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슘패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0      94.7 94.7

그렇다 1 56          5.3 5.3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0.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1. 의무론 (키케로)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2. 자본론 (마르크스)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3.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슘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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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34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4: 자서전 (간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77        91.7 91.7

그렇다 1 89          8.3 8.3

1,066      100.0 100.0

q2_35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5: 자유론 (존 S. 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39      97.4 97.4

그렇다 1 27          2.6 2.6

1,066      100.0 100.0

q2_36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6: 정부론 (존 로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55      99.0 99.0

그렇다 1 11          1.0 1.0

1,066      100.0 100.0

q2_37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37      97.3 97.3

그렇다 1 29          2.7 2.7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4. 자서전 (간디)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5. 자유론 (존 S. 밀)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6. 정부론 (존 로크)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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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38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8: 조선상고사 (신채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64        90.5 90.5

그렇다 1 102        9.5 9.5

1,066      100.0 100.0

q2_39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39: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8        93.7 93.7

그렇다 1 68          6.3 6.3

1,066      100.0 100.0

q2_40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0: 종의 기원 (찰스 다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83        92.3 92.3

그렇다 1 83          7.7 7.7

1,066      100.0 100.0

q2_41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1: 중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2        93.1 93.1

그렇다 1 74          6.9 6.9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0. 종의 기원 (찰스 다윈)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1. 중용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8. 조선상고사 (신채호)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9.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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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42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2: 징비록 (유성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862        80.9 80.9

그렇다 1 204        19.1 19.1

1,066      100.0 100.0

q2_43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2        93.0 93.0

그렇다 1 74          7.0 7.0

1,066      100.0 100.0

q2_44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4: 창조적 진화 (베르그송)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3      95.0 95.0

그렇다 1 53          5.0 5.0

1,066      100.0 100.0

q2_45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5: 철학적 탐구 (비트겐슈타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22      95.9 95.9

그렇다 1 44          4.1 4.1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2. 징비록 (유성룡)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4. 창조적 진화 (베르그송)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5. 철학적 탐구 (비트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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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46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6: 택리지 (이중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00      93.8 93.8

그렇다 1 66          6.2 6.2

1,066      100.0 100.0

q2_47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28      96.4 96.4

그렇다 1 38          3.6 3.6

1,066      100.0 100.0

q2_48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8: 프린키피아 (뉴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49      98.4 98.4

그렇다 1 17          1.6 1.6

1,066      100.0 100.0

q2_49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9: 한국통사 (박은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04      94.1 94.1

그렇다 1 62          5.9 5.9

1,066      100.0 100.0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6. 택리지 (이중환)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7.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8. 프린키피아 (뉴턴)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49. 한국통사 (박은식)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47: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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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50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50: 한비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13      95.0 95.0

그렇다 1 53          5.0 5.0

1,066      100.0 100.0

q2_51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51: 특별히 없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994        93.3 93.3

그렇다 1 72          6.7 6.7

1,066      100.0 100.0

q2_99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52: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니다 0 1,063      99.7 99.7

그렇다 1 3            .3 .3

1,066      100.0 100.0

q2_et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52: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52. 기타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50. 한비자

Q2. 그렇다면 다음 중 읽어 보고 싶은(또는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최대 5권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51. 특별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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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평소 인문학에 대한 관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관심있다 1 115        10.8 10.8

대체로 관심있는 편이다 2 520        48.8 48.8

별로 관심없는 편이다 3 400        37.5 37.5

전혀 관심없다 4 31          2.9 2.9

1,066      100.0 100.0

q4 한국사회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높아졌다 1 42          3.9 3.9

어느 정도 높아졌다 2 327        30.7 30.7

과거와 비슷하다 3 301        28.2 28.2

어느 정도 낮아졌다 4 226        21.2 21.2

매우 낮아졌다 5 171        16.0 16.0

1,066      100.0 100.0

q5 현재 한국사회의 인문교양지수 평가 (10점 척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낮음 0 8            .7 .7

   : 1 31          2.9 2.9

   : 2 90          8.5 8.5

   : 3 201        18.8 18.8

   : 4 176        16.5 16.5

   : 5 218        20.5 20.5

   : 6 189        17.8 17.8

   : 7 96          9.0 9.0

   : 8 45          4.2 4.2

   : 9 9            .9 .9

높음 10 3            .3 .3

1,066      100.0 100.0

Q3. 귀하께서는 평소 인문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Q4. 귀하께서는 인문학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수준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Q5.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인문교양지수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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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향후 인문학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수준 전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높아질 것이다 1 44          4.1 4.1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다 2 420        39.4 39.4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367        34.5 34.5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다 4 160        15.0 15.0

매우 낮아질 것이다 5 75          7.0 7.0

1,066      100.0 100.0

q7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연예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하니(EXID) 1 1            .1 .1

감우성 2 1            .1 .1

갓세븐 주니어 3 1            .1 .1

강석우 5 5            .4 .4

강소라 6 1            .1 .1

강용석 8 4            .4 .4

강호동 9 2            .1 .1

공효진 10 1            .1 .1

구봉서 11 1            .1 .1

권영찬 12 1            .1 .1

김구라 13 11          1.1 1.1

김국진 14 1            .1 .1

김도향 15 1            .1 .1

김동완 (신화) 17 3            .2 .2

김명민 18 4            .4 .4

김범수 19 2            .2 .2

김병조 20 17          1.6 1.6

김상중 22 13          1.2 1.2

Q6. 귀하께서는 인문학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Q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연예인은 누구입니까? 국내
연예인 중에서 한 명만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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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23 1            .1 .1

김석훈 24 1            .1 .1

김연아 25 1            .1 .1

김영민 26 1            .1 .1

김영철 27 1            .1 .1

김용만 29 1            .1 .1

김의성 30 2            .2 .2

김장훈 31 2            .2 .2

김제동 32 190        17.8 17.8

김정훈 33 0            .0 .0

김창완 35 4            .4 .4

김태훈 36 1            .1 .1

김태희 37 14          1.3 1.3

김혜수 39 3            .3 .3

김혜자 40 2            .1 .1

김희애 42 3            .3 .3

문근영 43 2            .2 .2

문성근 44 6            .5 .5

박건형 45 3            .2 .2

박근형 46 1            .1 .1

박명수 47 1            .1 .1

박미선 48 1            .1 .1

박상원 49 8            .7 .7

박수홍 50 1            .1 .1

박재범 51 1            .1 .1

박정현 52 1            .1 .1

박지선 53 3            .2 .2

박진영 54 2            .2 .2

배철수 55 3            .3 .3

백지연 56 1            .1 .1

사미자 57 1            .1 .1

서경석 58 11          1.1 1.1

서세원 59 1            .1 .1

서현(소녀시대) 60 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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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구 61 1            .1 .1

성시경 62 19          1.7 1.7

성유리 63 1            .1 .1

션 64 4            .4 .4

손동운 65 1            .1 .1

손범수 66 3            .3 .3

손석희 67 8            .8 .8

손예진 68 1            .1 .1

송도영 70 1            .1 .1

송승헌 71 1            .1 .1

송일국 72 7            .7 .7

승리(빅뱅) 73 1            .1 .1

신구 74 7            .6 .6

신성일 75 1            .1 .1

신승훈 76 2            .2 .2

신해철 77 6            .5 .5

심수봉 78 1            .1 .1

아이유 79 1            .1 .1

안내상 80 1            .1 .1

안성기 81 53          5.0 5.0

양지운 82 1            .1 .1

양희은 83 1            .1 .1

엄용수 84 1            .1 .1

오상진 85 2            .1 .1

옥주현 86 2            .2 .2

유동근 87 5            .4 .4

유병재 88 1            .1 .1

유인촌 89 8            .7 .7

유재석 90 45          4.2 4.2

유준상 91 1            .1 .1

유해진 92 11          1.1 1.1

유희열 93 6            .6 .6

윤시윤 94 1            .1 .1

윤정희 95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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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96 0            .0 .0

윤주상 97 1            .1 .1

이경규 98 4            .4 .4

이덕화 99 2            .2 .2

이동진 100 1            .1 .1

이상용 102 1            .1 .1

이상윤 103 1            .1 .1

이서진 104 9            .8 .8

이순재 105 98          9.2 9.2

이승기 106 17          1.6 1.6

이영애 108 5            .4 .4

이용식 110 1            .1 .1

이윤석 111 73          6.9 6.9

이인혜 112 1            .1 .1

이장훈 113 1            .1 .1

이재룡 114 1            .1 .1

이적 115 12          1.1 1.1

이정재 116 1            .1 .1

이지애 117 1            .1 .1

이진욱 118 1            .1 .1

임동진 119 1            .1 .1

임성훈 120 2            .2 .2

임시완 121 1            .1 .1

임태경 122 3            .2 .2

임현식 123 1            .1 .1

장기하 124 2            .1 .1

장동건 125 1            .1 .1

장미희 126 1            .1 .1

전유성 127 1            .1 .1

전인화 128 1            .1 .1

전현무 129 11          1.0 1.0

전혜진 130 1            .1 .1

정겨운 131 1            .1 .1

정동하 13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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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133 1            .1 .1

정윤호 134 1            .1 .1

정재영 135 2            .2 .2

정지영 136 2            .2 .2

정진영 137 7            .6 .6

정태춘 138 1            .1 .1

정한용 139 1            .1 .1

정형돈 140 1            .1 .1

정혜영 141 1            .1 .1

정재환 142 1            .1 .1

조영남 143 9            .8 .8

주병진 145 1            .1 .1

지성 146 1            .1 .1

지진희 147 1            .1 .1

차승원 149 3            .3 .3

차인표 150 14          1.3 1.3

최민수 151 1            .1 .1

최민식 152 3            .3 .3

최불암 153 80          7.5 7.5

최수종 154 20          1.8 1.8

최일구 155 0            .0 .0

타블로 156 6            .6 .6

한가인 158 2            .2 .2

한석규 159 3            .3 .3

한준희 161 2            .2 .2

한지민 162 1            .1 .1

한창완 163 1            .1 .1

한혜진 164 1            .1 .1

허지웅 165 5            .4 .4

헨리 166 1            .1 .1

홍석천 167 0            .0 .0

황보 168 1            .1 .1

휘성 169 1            .1 .1

없음/모름 900 73          6.8 6.8

응답오류 990 12          1.1 1.1

무응답 999 6            .6 .6

1,06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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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높을 것 같은 현대 정치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강용석 1 24          2.2 2.2

고건 2 10          .9 .9

고승덕 3 1            .1 .1

권영길 4 1            .1 .1

김구 5 15          1.4 1.4

김경재 6 2            .2 .2

김근태 7 0            .0 .0

고 김대중 대통령 8 138        13.0 13.0

김동길 9 9            .8 .8

김무성 11 14          1.3 1.3

김문수 12 5            .5 .5

김부겸 13 3            .3 .3

김영삼 전 대통령 14 1            .1 .1

김을동 17 2            .2 .2

김재경 18 1            .1 .1

김재순 19 1            .1 .1

김종필 20 41          3.8 3.8

김진 21 1            .1 .1

김학렬 22 1            .1 .1

김한길 24 15          1.4 1.4

김홍식 25 1            .1 .1

김홍신 26 6            .6 .6

김희선 27 1            .1 .1

나경원 28 4            .4 .4

남경필 29 4            .4 .4

고 노무현 대통령 31 119        11.2 11.2

노태우 전 태동령 32 2            .2 .2

노회찬 33 7            .7 .7

도종환 34 1            .1 .1

Q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높을 것 같은 현대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국내 정치인 중에서 한 명만 적어 주십시오. (작고한 현대 정치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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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7 94          8.8 8.8

민병두 38 2            .2 .2

박근혜 대통령 39 40          3.8 3.8

박석무 40 2            .2 .2

박원순 42 28          2.6 2.6

고 박정희 대통령 43 28          2.6 2.6

박찬종 44 4            .4 .4

박철언 45 1            .1 .1

박태준 46 1            .1 .1

박희태 47 1            .1 .1

반기문 48 10          1.0 1.0

백기완 49 1            .1 .1

백두진 50 2            .2 .2

서청원 51 1            .1 .1

손학규 54 5            .5 .5

신익희 55 1            .1 .1

심상정 56 2            .2 .2

안경률 57 1            .1 .1

안철수 59 81          7.6 7.6

안희정 60 1            .1 .1

오세훈 61 1            .1 .1

원희룡 62 1            .1 .1

유성엽 63 1            .1 .1

유승민 64 3            .3 .3

유시민 65 46          4.3 4.3

유진산 66 1            .1 .1

윤보선 전 대통령 67 2            .2 .2

이강래 68 1            .1 .1

이계진 69 1            .1 .1

이노근 70 1            .1 .1

이만섭 71 2            .2 .2

이명박 전 대통령 72 4            .4 .4

이석현 73 1            .1 .1

이수성 74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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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승만 대통령 75 9            .8 .8

이어령 76 11          1.1 1.1

이언주 77 1            .1 .1

이완구 78 6            .5 .5

이인재 79 1            .1 .1

이정희 80 1            .1 .1

이종찬 81 1            .1 .1

이철희 82 1            .1 .1

이택돈 83 1            .1 .1

이한구 84 4            .3 .3

이해찬 85 1            .1 .1

이회창 86 13          1.2 1.2

이효상 87 1            .1 .1

임채진 88 1            .1 .1

장면 90 2            .2 .2

전여옥 91 1            .1 .1

정대철 92 1            .1 .1

정동영 93 2            .2 .2

정몽준 95 7            .7 .7

정문헌 96 1            .1 .1

정운찬 97 1            .1 .1

정주영 98 7            .6 .6

정홍원 99 2            .2 .2

조병옥 101 1            .1 .1

조순 102 3            .3 .3

조순형 103 5            .4 .4

주호영 104 1            .1 .1

최규하 105 6            .6 .6

최재천 106 1            .1 .1

추미애 107 1            .1 .1

한광옥 108 0            .0 .0

한덕수 109 1            .1 .1

한선교 110 1            .1 .1

한화갑 11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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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 112 1            .1 .1

홍사덕 114 2            .1 .1

홍준표 115 11          1.0 1.0

황우여 116 1            .1 .1

없음/모름 900 127        11.9 11.9

응답오류 990 14          1.3 1.3

무응답 999 17          1.6 1.6

1,066      100.0 100.0

q9 가장 관심 있는 인문학 분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문학 1 179        16.8 16.8

역사 2 445        41.7 41.7

철학 3 107        10.1 10.1

예술 4 112        10.5 10.5

사회과학 5 152        14.3 14.3

특별히 없다 6 71          6.7 6.7

1,066      100.0 100.0

q10 관심 있는 문학 분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한국 고전문학 1 34          3.2 18.9

한국 근대문학 2 31          2.9 17.4

한국 현대문학 3 54          5.1 30.1

동양 고전문학 4 10          .9 5.5

동양 근대문학 5 2            .2 1.2

동양 현대문학 6 8            .7 4.4

서양 고전문학 7 20          1.9 11.3

서양 근대문학 8 7            .6 3.7

서양 현대문학 9 13          1.3 7.5

비해당 -1 887        83.2

1,066      100.0 100.0

Q9. 다음 중 귀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인문학 분야는 무엇입니까?

Q10.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떠한 문학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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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관심 있는 역사 분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한국 고대사 1 141        13.2 31.7

한국 근대사 2 150        14.1 33.8

한국 현대사 3 48          4.5 10.7

동양 고대사 4 33          3.1 7.4

동양 근대사 5 20          1.8 4.4

동양 현대사 6 6            .6 1.4

서양 고대사 7 24          2.2 5.3

서양 근대사 8 21          2.0 4.7

서양 현대사 9 2            .2 .5

비해당 -1 621        58.3

1,066      100.0 100.0

q12 관심 있는 철학 분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한국 전통철학 1 23          2.2 21.7

동양 고대철학 2 22          2.0 20.1

동양 중세철학 3 10          .9 9.0

동양 현대철학 4 10          1.0 9.6

서양 고대철학 5 8            .8 7.5

서양 중세철학 6 12          1.2 11.6

서양 현대철학 7 22          2.1 20.5

비해당 -1 959        89.9

1,066      100.0 100.0

Q11.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떠한 역사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Q12.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떠한 철학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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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관심 있는 예술 장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미술 1 26          2.5 23.5

음악 2 30          2.8 26.9

공연 예술 3 32          3.0 28.3

행위 예술 4 7            .6 6.2

사진/영상/미디어아트 5 16          1.5 13.9

기타 6 1            .1 1.1

비해당 -1 954        89.5

1,066      100.0 100.0

q14 관심 있는 사회과학 분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정치학 1 6            .6 3.9

경제학 2 40          3.8 26.5

사회학 3 37          3.5 24.6

심리학 4 43          4.0 28.1

언론학 5 6            .5 3.8

경영학 6 10          1.0 6.9

법학 7 5            .5 3.6

기타 8 4            .4 2.6

비해당 -1 914        85.7

1,066      100.0 100.0

Q14.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떠한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Q13.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떠한 예술 장르에 관심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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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독서와 글쓰기 1 425        39.9 39.9

인문학 관련 방송 청취 2 213        19.9 19.9

인문학 관련 강좌 참여 3 133        12.5 12.5

여행 및 다양한 체험 4 263        24.7 24.7

인문학과 관련한 모임 참여 5 27          2.5 2.5

기타 99 6            .5 .5

1,066      100.0 100.0

q15_et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기타

==> 데이터 참조

q16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인문학 관련 학과 및 학술활동 지원 1 129        12.1 12.1

교과과정에서의 인문학 교육 강화 2 334        31.3 31.3

인문학 관련 시민 대상 프로그램 및 강좌 지
원

3 235        22.0 22.0

인문학을 소재로 한 미디어 콘텐츠 확대 4 355        33.3 33.3

기타 99 13          1.2 1.2

1,066      100.0 100.0

q16_et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점: 기타

==> 데이터 참조

Q15. 다음 중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16.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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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최근 1년 동안 읽은 인문고전 서적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0권 0 329        30.9 30.9

1권 1 299        28.0 28.0

2권 2 202        18.9 18.9

3권 3 104        9.7 9.7

4권 4 22          2.1 2.1

5권 5 43          4.1 4.1

6권 6 14          1.3 1.3

7권 7 8            .7 .7

8권 8 1            .1 .1

9권 9 2            .2 .2

10권 10 14          1.3 1.3

11권 이상 11 28          2.7 2.7

1,066      100.0 100.0

q18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 데이터 참조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성 1 521        48.9 48.9

여성 2 545        51.1 51.1

1,066      100.0 100.0

Q17. 귀하께서 최근 1년 동안 읽은 인문고전 서적은 몇 권입니까?

Q1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Q1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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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대 2 191        17.9 17.9

30대 3 226        21.2 21.2

40대 4 238        22.3 22.3

50대 5 190        17.9 17.9

60대 이상 6 221        20.7 20.7

1,066      100.0 100.0

ara 거주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 1 222        20.8 20.8

부산 2 144        13.5 13.5

대구 3 43          4.1 4.1

인천 4 54          5.1 5.1

광주 5 28          2.6 2.6

대전 6 45          4.2 4.2

울산 7 25          2.4 2.4

경기 8 256        24.0 24.0

강원 9 23          2.2 2.2

충북 10 31          2.9 2.9

충남 11 33          3.1 3.1

전북 12 62          5.8 5.8

전남 13 26          2.4 2.4

경북 14 30          2.8 2.8

경남 15 39          3.7 3.7

제주 16 4            .4 .4

1,066      100.0 100.0

Q20.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Q21.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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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기업체 경영주 1 4            .3 .3

자영업주 2 71          6.7 6.7

전문직/준 전문직 3 106        9.9 9.9

관리직 4 41          3.9 3.9

사무직 5 262        24.6 24.6

서비스직 6 46          4.3 4.3

기술직/기능직 7 59          5.5 5.5

판매직 8 16          1.5 1.5

생산직 9 16          1.5 1.5

농/임/수산/축산업 10 23          2.1 2.1

군인,경찰,소방관 11 3            .3 .3

학생 12 118        11.1 11.1

전업주부 13 179        16.8 16.8

일용직/노무직 14 7            .7 .7

무직/실업상태 15 103        9.7 9.7

기타 99 11          1.0 1.0

1,066      100.0 100.0

jobt 응답자 직업: 기타

==> 데이터 참조

edu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중졸이하 1 40          3.7 3.7

고졸 2 233        21.9 21.9

대재 3 118        11.1 11.1

대졸이상 4 675        63.3 63.3

1,066      100.0 100.0

Q22.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Q2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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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응답자 혼인상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미혼 1 381        35.7 35.7

기혼 2 635        59.5 59.5

이혼 3 28          2.6 2.6

사별 4 23          2.2 2.2

1,066      100.0 100.0

inc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0만원 미만 1 84          7.9 7.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 128        12.0 12.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193        18.1 18.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 246        23.1 23.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 155        14.5 14.5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 98          9.2 9.2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7 49          4.6 4.6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8 46          4.3 4.3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9 24          2.3 2.3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 15          1.4 1.4

1000만원 이상 11 27          2.5 2.5

1,066      100.0 100.0

Q2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Q25.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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