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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Data are critical for the way 
we are able to describe and explain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Data in Social Sciences Research”
An interview with Prof. Fiona Devine, University of 

Manchester



“The data you have is not the data you want,
the data you want is not the data you need,

the data you need is not available."

“The Uses of Secondary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Ekkehard Mochmann and Paul de Guchteneire



 데이터 아카이브는 사회조사를
비롯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
개인연구자, 대학연구소, 민간연
구소,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산출된 자료들이 공유됩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이러한 연구
자료를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
록 채널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
를 이용해 2차 분석을 할 수 있습
니다.



자료

• 양적자료: 설문조사, 행정기록조사, 내용분석 등을 통해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와 각종 경제 및 사회 지표 통계

• 질적자료: 심층면접 녹음파일이나 전사자료(녹취록), 비디오테이프 또는 영상파일,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관찰기록, 기록문서, 일기, 

스크랩자료 등

자료 관련 문서

• 설문지, 기록조사표, 내용분석조사표, 인터뷰 질문지 등

• 코드북, 코딩가이드, 유저가이드, 산업 및 직업 분류표, 요약 통계표 등

• 표본틀 지침, 연구원보 현장감독 지침, 면접원 지침서, 표본지역별 면접진행기록, 보기카드 등

• 인터뷰 응답지, 인터뷰 요약문, 인터뷰 일지 등

•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 프로젝트 요약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타 설명서 등

• IRB 승인, 승인 된 프로토콜, 정보 사전 동의 진술 등

•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등의 문헌 목록



 자료 손실 방지

 자료 관리와 보관에 드는 노력과 비용

최소화(생산자)

 자료 수집에 드는 부담 경감(이용자)

 축적된 자료의 재활용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자료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사회과학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후속연구를 촉진합니다.





2004.11
• 한국사회조사

데이터아카이브

서비스 오픈

2003. 8
• 한국사회과학

도서관 부설

한국사회조사

데이터아카이브

설립

2006.9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설립

2007.9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웹사이트 오픈

2007.8
• 방법론 교육과정

개설

2008.11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영문 웹사이트 오픈

2010.12
• 조사자료 누적 구축건수

1,000건 돌파

• 질적자료 누적 구축건수

100건 돌파

2013.2
• 여론조사 데이터뱅크

K-Poll 서비스 오픈

2015.6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로 이관

• 조사자료 누적 구축건수 2,000건 돌파

• 질적자료 누적 구축건수 200건 돌파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언론기관, 리서치회사 등 110여 개 자료공유협약기관들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운영하는 비영리 학술자료 전문기관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문화 등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친 한국 연구 자료와 문헌 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적분석방법, 질적조사방법, 조사방법에 관한 방법론 워크숍 연 4회 개최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역량을 함양하고 KOSSDA 소장 자료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석·박사 학위논문 각각 1-2편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일반 학술논문 각각 1-2편씩 총 4-6편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논문경연대회 매년 개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연구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분석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연 2회 데이터 페어 개최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회과학 DB 구축 사업, 통계청 사회지표 개발 사업 등의 연구사업 수행



시계열 자료
•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 통일의식조사

• 한국노동패널조사

• 전국범죄피해조사

• 불평등조사

• 고용실태조사

• 공직부패조사

• 산업안전조사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총선, 대선 패널조사

KOSSDA 주제별 소장자료
선거와 여론 (223)

통일과 국제관계 (42)

정부운영과 행정 (194)

법과 질서 (109)

참여와 시민사회 (60)

산업과 기업 (180)

고용과 노동 (311)

가족과 젠더 (187)

노인과 고령화 (60)

청소년과 사회화 (183)

교육 (122)

문화와 여가 (131)

정보화와 커뮤니케이션 (106)

이주와 민족 (105)

지역과 공동체 (142)

불평등과 사회통합 (81)

건강과 보건 (79)

빈곤과 복지 (142)

범죄와 안전 (151)

환경과 에너지 (43)

일반 (85)

통계분석관련파일

변수목록
이용문헌



주요 통계자료
• 한국의 사회동향

• 시군구 통계

•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 KGSS, ISSP aggregate data

주제별 소장자료
인구 통계 (89) 가족과 가구 통계 (179)

교육 통계 (104) 노동 통계 (162)

소득과 소비 통계 (125) 문화와 여가 통계 (160)

종교 통계 (59) 주거와 교통 통계 (90)

보건 통계 (151) 복지 통계 (56)

사회안전(환경 포함) 통계 (192) 사회통합 통계 (110)

정치 통계 (77) 시민사회 통계 (48)

정부의 역할 통계 (60) 국가정체성 통계 (54)

한국의 장기경제통계: 국민계정, 1910-2010 (122)

시군구 통계시트, 2005-2013 (35)

다문화 시군구 통계시트, 2010, 2012 (33)

<한국의 사회동향, 2014>



주요 질적자료

• 충남지역 마을연구 자료

•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과 사회연

결망에 관한 조사

• 전북지역 노동운동사 자료

• 5.18 민주화 운동 자료

• 노숙인 생애사 인터뷰 조사

주제별 소장자료
인구 및 가족 (16) 지역공동체 (47)

민족 및 외국인 (29) 빈곤 및 복지 (19)

사회 및 노동 운동 (32) 정치 및 행정 (16)

산업 및 기업 (9) 교육 (14)

사회문화일반 (10) 

 인터뷰/파일리스트확인  질적자료미리보기



www.kossda.or.kr kossda.snu.ac.kr

http://14.63.175.31:8080/
http://14.63.175.31:8080/
http://www.kossda.or.kr/
http://www.kossda.or.kr/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 https://www.icpsr.umich.edu/

• 1962년에 미시간대학에 설립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회과학 경험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센서스, 커뮤니티 연구, 경제, 교육, 정치, 보건, 법, 선거, 범죄 등
다양한 사회과학 관련 자료 소장

• 8,932 studies ; 71,813 datasets

• 683,204 datasets downloaded (FY2014-2015)

Roper Center
• http://ropercenter.cornell.edu/

• 1947년에 코넬대학에 설립됨.  

•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수집된 여론조사자료 제공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등의 데이터도 보유

• 1935년부터의 데이터. 20,000 datasets

https://www.icpsr.umich.edu/
http://ropercenter.cornell.edu/


GESIS(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s)
• http://zacat.gesis.org/

• 1960년에 설립된 유럽 최고(最古)의 사회과학 아카이브

•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Eurobarometer 등 국제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 소장

• 약 5,000건의 사회과학 연구로부터 산출된 조사자료 소장

UK Data Service
• http://ukdataservice.ac.uk/
• 1967년 에섹스대학에 설립된 국립 통합 자료센터
• 서베이 자료, 공식 통계자료, 센서스 자료 등과 심층면접자료, 

관찰자료, 멀티미디어 자료(이미지, 사진, 오디오 파일) 등
질적 자료 소장

• 6,000여 개의 자료세트 보유

CESSDA(Consortium of Europe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
• http://cessda.net/
• 1976년 설립된 EU 소속 아카이브들의 연합체. 유럽의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사회조사 자료

검색 가능. 노르웨이 소재.
• EU 소속 15개국 및 ICPSR 등 아카이브들의 자료 검색 및 링크 제공 (주제어 12국어 번역)

http://zacat.gesis.org/
http://ukdataservice.ac.uk/
http://cessda.net/


• 호주: ADA(Australian Data Archive) https://www.ada.edu.au/

• 일본: SSJDA(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 http://csrda.iss.u-tokyo.ac.jp/en/

• 대만: SRDA(Survey Research Data Archive) https://srda.sinica.edu.tw/gov/index_en

• 중국: CNSDA(Chinese National Survey Data Archive) http://www.cnsda.org/

• 한국: KOSSDA(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http://www.kossda.or.kr/

KSDC(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http://www.ksdc.re.kr/

KRM(Korean Research Memory) http://www.krm.or.kr/

통계청의 KOSIS, MDIS https://mdis.kostat.go.kr/

• EASS(East Asian Social Survey) https://www.eassda.org/

참고 사이트

• ISSP http://www.issp.org/

• World Bank microdata library http://microdata.worldbank.org/index.php/home/

• IPUMS(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 https://www.ipums.org/

https://www.ada.edu.au/
http://csrda.iss.u-tokyo.ac.jp/en/
https://srda.sinica.edu.tw/gov/index_en
http://www.cnsda.org/
http://www.kossda.or.kr/
http://www.ksdc.re.kr/
http://www.krm.or.kr/
https://mdis.kostat.go.kr/
https://eassda.org/
https://www.ada.edu.au/
https://www.ada.edu.au/
http://csrda.iss.u-tokyo.ac.jp/en/




아카이브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 메타데이터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 원하는 자료가 연구에 적절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 데이터와 변수를 체크하기 (ex. missing data, value categories, weight variables, etc.)

• 데이터, 연구결과 등의 한계점을 알기

아카이브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 원래 데이터에서 어떻게 조작하고 수정했는지 보고하기

(ex. 변수를 조작하여 새로 구성한 경우 등)

• 데이터 출처를 꼭 밝히기 (by means of bibliographic citation)

Example of bibliographic citation;

김상욱.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 2013」.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5년. 자료번호: A1-2013-0100.



 NESSTAR (Networked Social Science Tools and Resources)

 Norwegian Social Science Data Services (NSD), UK Data Archive (UKDA)와

Danish Data Archive (DDA)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

 별도의 자료분석 프로그램설치 없이 온라인 상태에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NESSTAR의 특징

 자료에 대한 상세정보 보기

 자료분석 및 분석결과의 시각화

 웹상에서 자료를 불러내어 빈도, 교차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등 간단한 분석

 표나 그래프를 쉽게 그림

 분석한 결과를 엑셀파일, pdf 파일, 프린트 옵션으로 저장 가능

<참조> NESSTAR 이용방법



화면 구성



탭버튼 설명

 자료정보보기 및 분석탭

 자료에 대한 기술적 정보보기(Description)와 표만들기
(Tabulation) 및 분석(Analysis)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음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탭

분석탭을 선택하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탭이 나타남



아이콘 설명
Table view (표로 보기)

Bar chart (막대그래프 그리기)

Time series graph (시계열 그래프 그리기)

Scatterplot (산점도 그리기)

Clear (지우기)

Subset (부분자료 파일 만들기)

Compute (새변수 만들기)

Export table to spreadsheet (엑셀파일로 표 내보내
기)

Export PDF (PDF 파일로 결과표 내보내기)

Print preview and print (인쇄 미리보기/ 인쇄하기)

Create bookmark (북마크 만들기)

Help (도움말 보기)



자료정보보기



메타데이터
Metadata 메타정보

■ Study Description 자료산출에 기초가 된 연구와 자료에 대한 주요정보

▶ Bibliographic Citation
자료명, 자료번호,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저작권, 연구비지

원기관, 자료서비스기관, 기탁자/기관, 기탁일, 자료공개일 등

▶ Study Scope
주제어, 연구영역, 초록, 자료수집기간, 연구대상국가, 조사지역, 분석단위,

조사대상자, 자료유형 등

▶ Methodology and 

Processing

시간차원, 자료수집기관, 자료수집주기, 표본크기, 자료수집방법, 가중치, 크

리닝상태 등

▶ Data Access 자료이용가능여부, 자료구성, 자료이용조건, 기타 등

Related Studies 관련연구, 또는 자료명

Related Publications 자료이용문헌목록

■ Data File Description 자료파일 자체의 특성에 대한 정보

▶ 자료파일명 자료명, 사례수, 변수총수, 파일종류, 버전 등

■ Other Documentation 설문지, 코드북, 코딩지침, 면접원지침, 보기카드 등 자료산출과 관련된 문건

■ Variable Description 개별 변수에 대한 정보



Description



Tabulation



표 조정하기 - 응답범주 선택하기
예) ‘남녀 간 형평성’ 변수의 응답범주 중에서 ‘DK(Don't Know)’를 뺀

결과를 얻고자 할 경우.



표 조정하기 - 계산결과 넣기
[Insert calculation]을 선택하면 지정한 계산방식에 의한 새로운

categories를 표 안에 표시할 수 있다.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Subset으로 분석하기



분석결과 저장하기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파일 다운로드 창에

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PDF파일로 저장하기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파일 다운로드 창에

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린트옵션에서 저장하기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창에 현재 분석결

과가 나타나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하
여 저장



Compute
'Compute' 옵션을 이용하면 정의하고자 하는 수학적, 통계적 조작에

따라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Recode
‘Recode’ 옵션을 이용하면 기존의 변수값에 새로운 값을 주거나 기존

변수값을 통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프 그리기

 막대그래프 (Bar chart)

 히스토그램

 원도표 (Pie chart)

 산점도 (Scatterplot)



감사합니다

http://www.kossda.or.kr

허혜옥(KOSSDA 자료개발실)
+82 2 880 2112

hyeokh@ko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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