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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란1. (rawdata) ?

원자료 소개■

원자료 는 수치화된 데이터 로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 생산물(raw data) (numeric data)

의 재료인프라를 말합니다 수치데이터의 경우 연구수행을 위해 수집 획득 정리된 수량화된 데이터를( ) . , ,

지칭하며 문자데이터와 상반된 개념입니다 특히 학술적으로는 통계자료 여론조사자료 실험자료 등 연. , ,

구 기초자료를 의미합니다.

원자료의 필요성■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복잡한 사회 속에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구 국민소득 교육수준 정. , , ,

당 지지도 등 복잡한 사회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초통계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현.

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정책수립 의사결정 및 올바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나 학습자는 스스로 기초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 등을 제시하고 사회적 현상의 이해,

및 문제점 파악 해결책 도출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정보를 재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 .

사회현상 발현에 작용하는 원인규명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현상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원인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도 통계자료,

는 실로 중요합니다 사회현상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발견해 내는 핵심이 바로 통계자료입니다. .

과학적 검증을 통한 미래예측

통계자료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사회현상 발현에 작용하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함으로

써 미래를 예측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는 말과 같이 통계는 자료 속에 포, . ' .' ,

함된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료의 종류■

집합자료 통계자료(aggregate data ; )

집합자료란 집단의 특성을 자료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률 혼인률 등의 특. ,

성을 자료화 할 때 그 자료를 집합자료라 말합니다 이러한 집합자료는 분산되어 존재하거나 자료의. ,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분석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수준의 자료 설문조사자료(individual level data ; )

개인수준의 자료는 개인의 특성을 자료화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혈액형 신장에서부터 삶의 만족도 업. , ,

무성취도 등의 자료가 개인 수준의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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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 KSDC DB

는 정부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통계 및 조사자료를KSDC DB ,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년대부터 국내 및 해외기관에서 수집된 여건의 통계항목 및 여건의 설문조사자료1970 34,000 2,000 (Data

설문지 코드북 등를 표준화하여 구축서비스하고 있습니다file, Syntax file, , ) .․
● 자료를 통계분석하고 온라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주제의 통계자료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주제 및 학문분야의 통계자료를 제공합니다.

횡단적 종단적 연구가능한 조사자료·

국가 지역 단위의 횡단적 자료와 시계열 연구가 가능한 종단적 조사자료를 제공합니다.

객관성 신뢰성 있는 학술연구용 조사자료,

정부 공공기관 언론 등에서 실시한 조사와 학술연구용 조사의 관련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 .

웹기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시스템

설문조사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웹기반 조사시스템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통계분석을 웹에

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양적연구지원1:1

연구원이 연구자료의 자료탐색 설문지 검증 설문조사 통계분석 과정을 로 지원합니다KSDC , , , 1:1 .

세미나 및 교육지원

대학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양적연구 관련 강의 및 이용교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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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방법3. KSDC DB

교내 에서 접속 시pc

는 기관회원 교내의 모든 에서 를 사용할 수 있도록 를 통해 인증하고 있KSDC PC KSDC DB IP

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접속할 때는 로그인 과정 없이. URL(www.ksdcdb.kr 로 접근하면 자)

동 로그인이 되어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외 에서 접속 시pc

인증 방식Proxy Server

교내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자료실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로그인 후 외부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

프로그램 설치를 확인하고 로 접근하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KSDC DB .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 방식/

기관회원마다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접속 확인

교내 외 에서 접속 시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접속멘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접속멘/ PC , .

트가 뜨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로그인이 실패한 것으로 도서관 자료실 또는 학술정보연, / KSDC

구팀 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02-460-9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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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법4. KSDC DB

조사자료 검색법4.1.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언론기관 등에서 생산된 공신력 있는 설문지 데이터셋 보고서 등의 조사자료를 검, , , , ,

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명 검색

조사자료의 조사제목 조사목적 및 내용 연구기관 정보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

단계 검색어 입력 일반검색[ 1-1] -

좌측 구분탭은 전체 조사제목 조사, ,

내용 세 개의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구분탭 중 조사제목 을 선택합니다‘ ’ .→

키워드 창에→ 선거‘ ’입력 후 검

색합니다.

단계[ 1-2]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세검색은 불리언 검색과 연도 설정

을 통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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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검색결과 확인[ 2]

조사자료의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자료유형설문지 데이터 보. ( , ,

고서별 소장여부와 통계분석 가능여)

부를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검색된 자료 중 ‘제 대 국회의18

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2008.

04.09)’의 조사제목을 선택합니다.

단계 자료정보 확인[ 3]

해당 조사자료의 개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18

사 의 조사의 상세개요(2008. 04.09)

화면입니다.

→설문지 보기 선택하여 해당 자료의

설문지를 확인합니다.

→통계분석하기 선택하여 해당 조사자

료를 별도의 통계소프트웨어(SPSS

등 없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통계분)

석합니다.

→설문지 데이터 전체다운로드 선택, ,

하여 자료이용약관 동의 후 자료를

저장합니다.

→우측 상단 와 를 선택하여SAVE PRINT

개요정보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6

단계 설문지 보기 선택 시[ 4] ‘ ’

해당 조사자료의 설문지를 확인하는 단

계입니다.

설문지를 확인합니다.→

→우측 상단 와 를 선택하SAVE PRINT

여 설문지를 저장하고 인쇄합니다.

단계 통계분석하기 선택 시[ 5] ‘ ’

해당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량에서부터 회귀분석까지 온라인에

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방법 선택 후 변수설정과정을 거

쳐 온라인 분석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통계분석하기의 자세한 과정은 4.3

조사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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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문지 데이터 전체 다[ 6] , ,

운로드 선택 시

해당 조사자료의 설문지 데이터 그리, ,

고 통합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자료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단계 파일 다운로드 설문지[ 7-1] _

설문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7-2] _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거나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설치되. SPSS

어 있지 않은 경우 저장은 가능하나 열,

어서 편집할 수 없습니다 평가. (SPSS

판 또는 시범판은 설치하셔야 합니다, .)

단계 파일 다운로드 전체[ 7-3] _

설문지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압축된

형태 파일로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zip )

수 있습니다.

8

설문항 검색

조사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질문지에 있는지.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단계 검색어 입력 일반검색[ 1-1] _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선정 후 입력창

에 기입하여 설문항을 검색합니다.

키워드 창에 선거 입력 후 검색합‘ ’→

니다.

단계[ 1-2]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_

상세검색은 불리언 검색과 연도 설정

을 통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창에→ 선거‘ ’입력 후 검

색합니다.

연도설정은 ‘→ 1970’부터 ‘2012’

로 설정합니다.

단계 검색결과 확인[ 2]

설문항 검색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검색된 자료 중 문 님께서는‘ 5) OO→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어떻게 하시겠

습니까 의 설문항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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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자료정보 확인[ 3]

해당 설문항과 관련 조사자료의 개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18→

사 의 조사의 상세개요(2008. 04.09)

화면입니다.

→설문지 보기를 선택하여 해당 자료의

설문지를 확인합니다.

→통계분석하기를 선택하여 해당 조사

자료를 별도의 통계소프트웨어(SPSS

등 없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통계분)

석합니다.

→설문지 데이터 전체다운로드 선택하, ,

여 자료이용약관 동의 후 자료를 저

장합니다.

→우측 상단 와 를 선택하‘SAVE PRINT

여 개요정보를 저장하고 인쇄합니다.

이후과정은조사명검색과동일합니다.※

주제별 검색

정확한 조사명칭을 모르거나 막연히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경우 주제에 해당하는 모든

조사자료를 브라우징할 수 있는 검색방법입니다.

단계 주제분야 선택[ ]

검색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며 분야,

에 속한 모든 조사자료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선거‘ ’주제분야를 선택합니다.

이후과정은조사명검색과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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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자료

정치 사회 문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즈 조사자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단간 비교, , .

가능한 횡단적 특성과 시계열 연구가 가능한 종단적 특성을 가지는 시리즈 조사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학술

및 정책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시리즈자료 선택[ ]

각 시리즈 조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누르면 해당 시리즈 조사→

자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 시리즈 조사자료 페이지에서 시계→

열별로 구성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

습니다.

이후과정은조사명검색과동일합니다.※

주요 시리즈자료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vey)①

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현재 여 개국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 정치 등을 포함한 가치관과 인식을 연구하1980 180 / /

는 세계적 조사 프로젝트의 한국 조사자료 및 국가별 조사자료설문지 코드북 데이터파일 제공( / / )

선거제도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②

년부터 세계 여러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공동연구 프로1996

그램의 한국 조사자료 및 국가별 조사자료 제공

역대 선거별 조사자료 (Korean Election Survey)③

년 이후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선거 후 유권자의 의식을 조사한 시계열자료1992 , ,

와 시기별 설문항 비교자료 제공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Sexual Harassment Survey)④

공공기관의 성희롱 실태를 연도별로 파악하여 그 변화추이를 확인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로 시계열별로 조사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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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지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는 주요 조사항목을 연도별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 , .

단계 시계열지표 선택[ 1]

주제분야별 시계열지표를 검색 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지표 중 한국인자긍심 을‘ ’

선택합니다.

단계 자료정보 확인[ 2]

해당 지표의 문항정보 응답정보 주석, , ,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표를 다

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통계표 를 선택하여 자료‘ ’

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12

통계자료 검색법4.2.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서 작성한 공신력 있는 통계를 학술연구용으로 재가공하여 제공하고, , ,

있습니다.

통계항목 검색

통계자료 검색 후 항목선택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검색어 입력항목 선택[ 1] /

통계항목을 검색한 후 조회 및 분

석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입력창을 통해 가계소득 이라는‘ ’

키워드를 선정하여 검색했을 때 결과

값은 검색항목에 나타나게 됩니다.

→검색항목에서 가계소득 을 선택하‘ ’

여 선택항목으로 이동한 후 자료 확

인버튼을 누릅니다.

※재검색을 통해 다양한 통계항목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분류 선택[ 2]

선택항목의 상세한 분류정보를 선

택합니다.

가구구분의 전체가구 좌측 체크박‘ ’→

스를 선택합니다.

시작년도와 끝년도를 선택합니다.→

가구구분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하위분류가 모두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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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자료조회 및 분석[ 3]

최종 자료확인 단계로서 최종 결과

값을 볼 수 있으며 통계분, e-stat

석 서비스를 통해 으로One-Stop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서비스를 이용하One-Stop→

기 위해서는 통계분석하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통계분석하기의 자세한 과정은 4.3※

조사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법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검색

주제별 검색은 정확한 항목명을 모르거나 막연히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면

편리한 검색법입니다 특히 통계자료의 경우 분야별로 복수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주제 분야의 자료들.

을 비교할 때 유용한 검색법입니다.

단계 주제분야 선택[ 1]

단계로 구성된 주제분야를 선택하2

면 해당 검색항목을 열람할 수 있

습니다.

→선택창에 인구 인구일반을 선택하,

여 해당 항목을 조회합니다.

국내인구구성비를 선택항목으로→

이동한 후 자료확인 버튼을 누릅

니다.

14

단계 분류 선택[ 2]

선택항목의 상세한 분류정보를 선

택합니다.

인구구조구분의 세 좌측 체크박0-14→

스를 선택합니다.

시작년도와 끝년도를 선택합니다.→

단계 자료조회 및 분석[ 3]

최종 자료확인 단계로서 최종 결과

값을 볼 수 있으며 통계분, e-stat

석 서비스를 통해 으로One-Stop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서비스를 이용하One-Stop→

기 위해서는 통계분석하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통계분석하기의 자세한 과정은 4.3※

조사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법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학문별 검색

학문별 검색은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면 편리한 검색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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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문분야 선택[ 1]

학문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검색항

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택창에 정치외교학 선거 를‘ ’,‘ ’→

선택하여 해당 항목을 조회합니다.

국회의원수를 선택항목으로 이동→

한 후 자료확인 버튼을 누릅니

다.

단계 분류 선택[ 2]

선택항목의 상세한 분류정보를 선

택합니다.

국가구분의 미국 좌측 체크박스를‘ ’→

선택합니다.

시작년도와 끝년도를 선택합니다.→

16

단계 자료조회 및 분석[ 3]

최종 자료확인 단계로서 최종 결과

값을 볼 수 있으며 통계분, e-stat

석 서비스를 통해 으로One-Stop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서비스를 이용하One-Stop→

기 위해서는 통계분석하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통계분석하기의 자세한 과정은 4.3※

조사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법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정보원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통계제공사이트를 주제분야별로 분류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계[ ] 주제선택 검색어 입력/

주제를 선택하여 주제별 검색을 진행하

거나 검색어를 입력하여 키워드 검색,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주제분야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주제분야에 해당하는 통계제→

공 웹정보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기관명 소개내용 등에 검색어가 포,→

함된 웹정보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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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분석하기4.3.

소장자료조사 및 통계자료에 대한 실시간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기술통계( ) . ,

량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검정 대응표본 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할 수 있, , , T , T , , ,

습니다.

구분 통계분석

조사자료 분석하기
기술통계량 그래프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검정 대응표본 검정 분산분석 상관, , , , T , T , ,

분석 회귀분석,

통계자료 분석하기 기술통계량 시계열 그래프 상관분석 회귀분석, , ,

조사자료 분석하기4.3.1

조사자료의 조사명 검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예제 자료를 검색합니다.

예 제 기술통계량< >

◦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조사 공직자용2005 - (2005.09-10)

조사명 검색 키워드 창에 남녀차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 .①

자료 선택 : ‘②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조사 공직자용 선택합니다2005 - (2005.09-10)’ .

개요정보 확인 연구주관기관 수행기관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시기 조사지역 모집단과 표본틀 표본크: , , , , , ,③

기 등 자료의 개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분석하기 선택 개요정보 하단의 통계분석하기 를 선택합니다‘ ’ : ‘ ’ .④

이상 자료 검색과정은 조사자료 검색법 을 참조하세요‘4.1 ’ .※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은 조사된 변수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량으로 평균 표준편차 분산 최대값 최소값 사분, , , , ,

위수 왜도 첨도 등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단계 분석방법 및[ 1] 변수 선

택

통계분석 메뉴 중 기술통계량을→

선택합니다.

문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직장에서1.→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고 생각하십니까 변수를 클릭?

후 화살표 버튼을 눌러 선택변수

로 이동합니다.’

분석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18

단계 기술통계량 확인[ 2]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 기술통, ,→

계량을 확인합니다.

조사자료의 조사명 검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예제 자료를 검색합니다.

예 제 빈도분석 교차분석< > ,

◦ 통일관련 국민의식변화 파악을 위한 지표개발조사(2006.11)

조사명 검색 키워드 창에 국민의식변화 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 .①

자료 선택 :② 통일관련 국민의식변화 파악을 위한 지표개발조사 를 선택합니‘ (2006.11)’ 다.

개요정보 확인 연구주관기관 수행기관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시기 조사지역 모집단과 표본틀 표본: , , , , , ,③

크기 등 자료의 개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분석하기 선택 개요정보 하단의 통계분석하기 를 선택합니다‘ ’ : ‘ ’ .④

이상 자료 검색과정은 조사자료 검색법 을 참조하세요‘4.1 ’ .※

빈도분석

빈도분석은 본격적인 통계분석에 앞서 분석대상이 될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종 언론기관이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빈도분석은 조사자료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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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수옵션 선택[ 1] /

문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가 추진11)→

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변수를?

클릭하고 선택변수로 이동시킵니

다 그래프 종류 선택에서 원 그.

래프를 선택한 뒤 분석버튼을 클

릭합니다.

단계 빈도분석 확인[ 2]

선택한 설문항의 빈도 누적빈도, ,→

상대백분율 누적백분율을 확인,

합니다.

원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그래.→

프를 다운로드 받고자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합니다Image Down .

20

교차분석

교차분석은 한 변수의 분류와 다른 변수의 분류를 교차 시킨 교차표 작성을 통해 두 변수간의 관계의 양상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차분석은 조사자료만 가능합니다( )

단계 변수옵션 선택[ 1] /

교차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설문항→

을 선택합니다.

행변수에 성별 열변수에 문SQ1. , 11)→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고 계십니까 를 선택합니다? .

행 백분율과 Chi-square-based→

를 체크하고 분석버튼을Measure

클릭합니다.

단계 교차분석 확인[ 2]

남자와 여자의 응답률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확인[ 3] P-value

값이 으로 보P-value ‘0.000’ 0.05→

다 작으므로 유의수준에서 통5%

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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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표본 검정T

조사자료의 조사명 검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예제 자료를 검색합니다.

예 제 독립표본 검정< > T

◦ 제 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15 (1997.12.18)

조사명 검색 키워드 창에 대 대통령선거 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15 ’ .①

자료 선택 :② ‘제 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15 (1997.12.18) 를 선택합니’ 다.

개요정보 확인 연구주관기관 수행기관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시기 조사지역 모집단과 표: , , , , ,③

본틀 표본크기 등 자료의 개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분석하기 선택 개요정보 하단의 통계분석하기 를 선택합니다‘ ’ : ‘ ’ .④

이상 자료 검색과정은 조사자료 검색법 을 참조하세요‘4.1 ’ .※

독립표본 검정T 은 서로 독립적인 두 집단 간의 표본을 바탕으로 두 집단 간 평균치 차이를 비교

하여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남학생과 여학생 도시학생과 농촌학생 상위집단과 하위. , ,

집단 전통적 교수법과 새 교수법 등은 서로 독립적인 표본의 예입니다, .

단계 변수 선택[ 1]

선택변수에 ‘→ 각종 시민 사회48) ,

단체가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

하여 기여한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선택하고 그룹?’

변수에 성별 을 선택합니다‘ ’ .

다음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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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표본 검정 결과[ 2] T

값 확인

→기술통계량 성별 에 따른 각종: ‘ ’ ‘

시민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분위,

기 조성 에 대한 관측치 평균’ , ,

표준편차 표준오차 등 기술통계,

량이 제시됩니다 예컨대 남성의. ,

평균은 이고 여성의 평균2.477 ,

은 으로 나타났습니다2.653 .

→두 변수사이의 분산의 동질성 검

정 를 가: Levene Test Statistics

지고 검정한 결과입니다.

가 으로 수준에P-value 0.0 0.01

서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가설은

기각됩니다.

→독립표본 검정 분산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 와 분산의 동(Equal)

질성이 없는 경우 각각(Unequal)

검정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두T .

번째 표에서 동질성이 기각되었

으므로 의 를 가Unequal T-value

지고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

정합니다 검정결과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2.665, p<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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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표본 검정T

대응표본 검정은T 두 집단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대응표본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용합니다 예.

컨대 대응표본 검정은 의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약을 주기 전과 약을 준 후의, T

변화를 통해서 투약한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신약을 투약할 것인

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전검사 사후검사

68 62

52 49

62 60

56 60

62 59

55 58

72 66

67 70

단계 변수 입력[ 1]

다음은 토론학습 효과의 유무를 알

기 위하여 명에게 토론학습을 실8

시하기 직전과 직후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 좌측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분(

석해봅니다 사용자데이터 사용법.

은 온라인통계분석4.4. (My-Stat)

이용법을 참고하세요.)

자료를 엑셀에 입력한 다음 파일을

업로드하여 대응표본 검정을 선T

택합니다.

단계 변수 선택[ 2]

동일표본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를 실시한 예를 가지고 대응표본의

검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T .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선택된변수,→

로 이동시키고 분석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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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응표본 검정 결과[ 3] T

값 확인

→Pearson Correlation : 상관도는

두 검사 간의 관련성 정도를 수

치로 나타낸 것이며 상관계수의,

유 의 도 는 이 므 로< 0 . 0 5

γ   은 유의미한 상관계수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표본의 상관.

계수 결과는 자료가 대응표본 검정T

을 실시하기에 타당한지의 여부를 알

려줍니다.

→Paired T-Test: 대응표본의 검T

정 결과, 가 으로서 의0.413 5%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

라서 두 검사의 점수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본 영가설을 수용합니다 이.

는 두 검사 간의 차이 는 우연히1.25

나타난 것이며 모집단에서는 본질적

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검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Difference 두 집단의 평균차와: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알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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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조사자료의 조사명 검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예제 자료를 검색합니다.

예 제 분산분석< >

◦ 제 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15 (1997.12.18)

조사명 검색 키워드 창에: ‘① 대 대통령선거15 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자료 선택 :② ‘제 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15 (1997.12.18) 를 선택합니’ 다.

개요정보 확인 연구주관기관 수행기관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시기 조사지역 모집단과 표: , , , , ,③

본틀 표본크기 등 자료의 개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분석하기 선택 개요정보 하단의 통계분석하기 를 선택합니다‘ ’ : ‘ ’ .④

이상 자료 검색과정은 조사자료 검색법 을 참조하세요‘4.1 ’ .※

분산분석은 두 집단 평균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검정의 방법을 더욱 확대 일반화시킨 것으로 두T ,

개 이상의 집단평균을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분산분석은 여러 개의 평균치들이 우연 이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해 주는 방법입니

다 즉 세 개 이상의 집단에서 얻어진 평균치들의 차이가 모집단의 본질적인 차이에 의한 것인지. , ,

표집에 따른 우연한 차이인지를 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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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수 선택[ 1]

→ 분산분석을 선택한 후 종속변수로, ‘11)선거기

간 중에 누구를 찍을지 주위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

를 나누었습니까 를 선택합니다 그룹변수에는?’ .

조사지역규모를 선택하고 분석 버튼을 클릭합sq1.

니다.

단계 분산분석 결과값 확인[ 2]

→ 기술통계량: 조사지역 규모 에 대한 기술통계로‘ ’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 , , , ,

값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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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 사이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다음은 세 집단의 모집단 분

산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정한 것입

니다 의 등분산 검정을 한. Levene

다음 값과 유의확률을 결과로 나

타내 줍니다.

여기서는  이고 유의확률

은 입니다0.132 .

→분산분석표: 조사지역규모대도시‘ ( ,

중소도시 군지역에 따라서 선거기, )

간중 주위사람들과의 대화정도 가’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검정한 결

과입니다 검정한 결과는 그룹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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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상관분석은 한 변수가 변동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변동의 연관성의 정도와

변동의 방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단계 변수 선택[ 1]

문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가 추진11)→

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변수와 문 선? 12)

생님께서는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얼

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변수를 선택된 변수로 이?

동합니다.

분석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

다.

단계 상관분석 결과값 확인[ 2]

두 변수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값r→

상관계수을 확인합니다( ) .

유의확률이→ 이고 값이 양<0.01 , r

의 정수 에 가까운 로 측정된1 0.741

것을 볼 때 정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자료의 조사명 검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예제 자료를 검색합니다.

예 제 상관분석< >

◦ 통일관련 국민의식변화 파악을 위한 지표개발조사(2006.11)

조사명 검색 키워드 창에 국민의식변화 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 .①

자료 선택 :② 통일관련 국민의식변화 파악을 위한 지표개발조사 를 선택합니‘ (2006.11)’ 다.

개요정보 확인 연구주관기관 수행기관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시기 조사지역 모집단과 표: , , , , ,③

본틀 표본크기 등 자료의 개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분석하기 선택 개요정보 하단의 통계분석하기 를 선택합니다‘ ’ : ‘ ’ .④

이상 자료 검색과정은 조사자료 검색법 을 참조하세요‘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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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회귀분석이란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설명 또는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설명 또는 예측되어지는 변수를 종속변수 혹은 반응변수라 하고 반응변수를 설. ,

명하거나 예측하는 변수를 독립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 또는 회귀변수라고 합니다, , .

키 체중

170 59

173 65

178 73

175 61

168 50

181 84

183 88

190 100

158 42

178 73

단계 변수 입력[ 1]

키와 체중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겠습니다.

→ 좌측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분(

석해봅니다 사용자데이터 사용법.

은 온라인통계분석4.4. (My-Stat)

이용법을 참고하세요.)

자료를 엑셀에 입력한 다음 파일을

업로드하여 회귀분석을 선택합니

다.

단계 변수 선택[ 2]

독립변수에 키를 선택하고 종속변→

수에 체중을 선택한 후 분석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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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귀분석 결과값 확인[ 2]

으로 키 변수가R-Square=0.943→

몸무게 변수를 설명할 수94.3%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귀계수는 이며 회귀상수1.947→

절편은 이므로 회귀( ) 271.941 ,–
방정식 입니Y=1.947X-271.94

다.

회귀계수의 의의도 검정을 위해→

값을 보면 이고T 9.157– 이<0.01

므로 매우 의의 있는 회귀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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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측값 지정

특정한 변수값 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 이상의(value) ,

변수를 선택하여 각 변수마다 결측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변수선택[ 1]

데이터 관리에서 결측값 지정을→

선택한 후 결측값으로 지정할 변,

수를 선택합니다 문 현재. ( 2-2.

직업을 선택)

단계 결측값 지정[ 2]

결측값으로 지정하고 싶은 변수→

값을 체크하고 선택버튼을 누릅니

다 무응답 결측값으로 지정.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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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파일 저장

• 분석한 작업파일을 저장하고 이후 저장파일을 불러와서 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작업파일에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 최대 일까지 작업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이 경과되면 저장된 작업파일은 삭제됩니3 . 3

다.

단계 작업파일 저장[ 1]

분석화면 하단에서 작업파일 저‘→

장 버튼을 클릭하면 옆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북마크. ‘

데이터 저장 을 선택하고 사용자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단계 작업파일 검색[ 2]

북마크 데이터 검색 을 선택하고‘ ’→

저장해두었던 작업파일의 사용자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된 작업파일을 선택하면 저장

해두었던 작업파일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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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분석하기4.3.2

통계자료의 통계항목 검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예제 자료를 검색합니다.

예 제 기술통계량 시계열 그래프< > ,

고등학교수 (1980 ~ 2011)◦

통계항목 검색 고등학교 키워드를 입력하여 통계자료를 검색합니다: “ ” .①

항목 선택 고등학교수 통계항목을 선택합니다: ‘ ’ .②

분류정보 및 시기 선택 항목을 수식하는 분류정보를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시기 폭을 선택합니다: , .③

자료 확인 자료확인 선택 후 팝업창이 뜨면 수치데이터 확인합니다:‘ ’ .④

이상 자료 검색과정은 통계자료 검색법 을 참조하세요‘4.2 ’ .※

통계자료 확인

단계 자료조회[ 1]

고등학교수의 수치데이터를 확인→

합니다.

통계분석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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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수선택[ 2]

통계분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기술통계량을 선택하고 고등학교→

수 변수를 선택리스트로 옮깁니

다.

시계열 그래프를 선택하고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기술통계량 확인[ 3]

고등학교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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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통계분석 이용법4.4. (My-Stat)

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치 데이터를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하거나직접 작성하기 파일로 업로드하My-stat ( ),

여 파일 올리기 분석할 수 있는 개방형 분석 시스템입니다( ) .

파일 업로드4.4.1.

통계 및 설문조사의 수치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통계분석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파일은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계 파일 작성[ 1]

→엑셀 새 파일 만들기 엑셀의 새로운 문서를 만듭니다: .

→변수명 기입하기 첫 번째 행은 변수명항목명을 기입합니다: ( ) .

→수치데이터 기입하기 변수별 수치를 기입합니다: .

→저장하기 작성 완료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

최소한 행 이상의데이터가입력되어야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5 .※

반드시엑셀 버전으로 저장하셔야 합니다2003 .※

단계 파일 업로드[ 2]

의 온라인통계분석KSDC DB→

파일 업로드로 접근합니다.

작성한 파일을 분석용 파일→

입력창을 통해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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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석하기[ 3]

업로드 파일이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한 후 분석을 통해 다양e-stat

한 통계분석을 실시합니다.

분석방법은 소장자료 분석하기‘ ’→

방법과 동일합니다.

통계분석하기의 자세한 과정은 4.3※

조사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법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작성하기4.4.2.

직접작성하기 워크시트에 통계 및 설문조사의 수치를 입력하여 통계분석할 수 있습니다 엑셀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수치.

를 복사하여 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ctrl + V .

단계 직접 작성하기[ 1]

변수명 기입하기 첫 번째:→

행은 변수명항목명을 기입( )

합니다.

수치데이터 기입하기 변수:→

별 수치를 기입합니다.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하단의→

분석하기버튼을 선택합니다.

최소한 행 이상의 데이터5※

가 입력되어야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

※ 분석하기 단계는 파일업로드의 단계 분석하기와 동일합니다 또한 자세한 과정은 조[ 3] . 4.3

사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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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설문조사 이용법4.5. (My-Survey)

학생 교수 및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개인업무활동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온, ,

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사등록하기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온라인, . ,

설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통계분석

연구용 조사 학위논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학술연구를 위해 수행되는 설문조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업무용 조사 기관 만족도조사 인식 및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설문조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사등록하기4.5.1.

단계 조사등록하기[ 1]

조사리스트 화면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조사개요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단계 조사개요 입력[ 2]

조사개요는 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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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목록 작성요령
조사자 조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이름을 입력
관리자 비밀번호 조사개요 및 설문지의 수정 삭제 결과보기 시 필요한 관리자 비밀번호/ ,
이메일 조사자의 주소 입력 문의처 입력E-mail ( )
연락처 조사자의 연락처 핸드폰 및 전화번호 입력 문의처 입력( )
조사명 실제 조사하는 조사명칭을 기입
조사기간 조사기간을 설정
조사소개 설문지 상단에 조사를 소개하는 문구를 작성
기관명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입
조사대상 조사대상 선택
응답 및 중복검증 응답자 확인 및 응답중복 방지를 위한 확인 질문

접근제한
응답자가 설문응답을 위한 접근 비밀번호를 설정
불특정다수를 위한 설문조사의 경우 없음 을 선택, ‘ ’

설문지 공개여부 작성된 설문지의 공개여부를 설정
페이지 View 페이지 당 설문항 개수 설정

조사개요 입력 실제 작성 예시( )◦

조사개요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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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문조사 관리화면 확인[ 3]

설문지를 확인 및 수정하고 응답자 현황을 확인하는 등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관리자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설문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단계 설문지 작성하기[ 4]

설문항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40

문항작성 부가기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내 용

문항

작성

단일선택형 질문의 보기 중 응답자가 하나의 보기만 선택할 수 있는 타입

복수선택형 질문의 보기 중 응답자가 여러 개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타입

매트릭스형
다수의 문항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태의 질문

우선순위형 질문에 대해 우선순위별로 보기를 선택하는 타입

서술형
단문응답형[ ] 응답자가 자유롭게 간단한 답변을 기재하는 타입

장문응답형[ ] 응답자가 자유롭게 장문의 답변을 기재하는 타입

부가

기능

주석문 주석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이미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

필수 선택 조건/ /

옵션

필수 설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반드시 입력해야할 경우:

선택 설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선택적으로 입력할 경우:

조건 : 번 설문항에 대한 응답이 특정문항인 경우에만A

응답하도록 설정 번 문항에 번을 체크한 사람만 응답(ex. 1 2 )

아래 그림은 단일선택형 문항을 추가하는 팝업창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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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매트릭스형 문항을 추가하는 팝업창 예시입니다.◦

매트릭스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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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문항유형별 팝업창을 통하여 설문항을 입력함으로써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설문항 수정은 수정 버튼을 통해서 설문순서는 순서 기능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선택하면 설문입력이 완료되며 배포되는 설문지를 최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설문지 확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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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응답하기4.5.2.

조사개요와 설문지 구성을 마친 뒤 응답자가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에서 작성한 설. KSDC DB

문지를 응답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은 응답주소 배포방식‘ ’입니다.

응답하기 접근 응답주소 배포방식- [ ]

응답주소 확인방법 설문조사 관리화면 하단에:◦ 응답주소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URL .

응답주소 배포방법 이메일 배포 방식 팝업창 또는 게시판을 활용한 링크 방식: 1. 2. 3. SNS◦
배포 방식스마트폰 응답가능( )

온라인설문조사 를 포함한 기능은 스마트 폰에서도 이용(MY-SURVEY) KSDC DB※

가능합니다.

설문응답하기

만약 조사자가 접근제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응답자가 응답 을 클릭하면 응답 비밀번, URL ,◦
호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배포하실 때 반드시 응답자에게 접근비밀번호를,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접근제한 비밀번호는 관리자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하며 응답. ( ,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접근제한 비밀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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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응답 및 중복검증 방법으로 이메일주소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설◦
문지 상단에 입력하게 됩니다 중복체크를 하고 중복이 아닌 경우 설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설문지에 응답한 뒤 응답완료 버튼을 선택하면 응답내용이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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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분석하기 및 응답자 현황 관리4.5.3.

조사자가 해당 조사에 대한 응답자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조사결과 분석하기 접근

결과보기는 해당조사의 응답빈도수 백분율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통계, , ,◦
량 빈도분석 교차분석 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의 고급분석기능을 제공합니, , , T- , , ,

다.

설문조사 관리 화면에서 결과분석의 통계분석 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

통계분석 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관리자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조사결과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조사결과보기

응답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설문항별로 빈도값일반빈도 성별 교차빈도 백분율( , ), ,◦ 그래프원그래프 막대그래프( ,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및 코드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고급분석을 위해서 통계분석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조사의 고급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 ,◦
있습니다 고급분석옵션 기술통계량 빈도분석 교차분석 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 ( : , , , T- , ,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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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현황 보기

설문조사 관리 화면에서 응답자 현황의 응답자수 확인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

응답자수 확인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관리자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조사결과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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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 입니다 응답자 현황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응답여부. ,◦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응답한 응답자가 있을 경우 조사자가 응답내용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응답내용이 모두 삭‘ ’ ,◦
제됩니다.

조사종료하기

미리 설정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는 기능입니다.◦
설문조사 관리 화면에서 조사여부 변경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

조사여부 변경하기 선택 후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조사중 표시가 조사완료로 변경됩니다.◦
조사완료일 경우에는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여부 변경하기 를 통해 조사중 으로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 ‘ ’ .◦

설문 복사하기

동일한 설문지를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복사하기를 하신 후 목록보기에서 동일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에서의 제목은 복사 조사예시 로 생성됩니다‘(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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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복사를 위해서 설문지 보기를 클릭한 뒤 하단의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이 복사된 설문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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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지원4.6.

기관회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양적연구 수행과 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KSDC DB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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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REPORT

통계분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수업자료 보고서 강의록 등을 제공합니다, , .◦
용어설명

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통계분석에 대한 단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KSDC DB .◦



이용매뉴얼

의 이용매뉴얼을 형태로 제공합니다KSDC DB PDF .◦

FAQ

Tel. 02-460-9461 | Fax. 02-460-9456

parkja04@ksd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