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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데이터 아카이브란?

데이터 아카이브는 사회조사를 비롯한 연구데이터를 수집, 
보존하고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 개인연구자, 대학연구소, 민간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산출된 자료들이 보존되고
공유됩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이러한 연구데이터를 웹을 통해 항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를 통해
2차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Data 
Curation

간단히 말하면

Making sure people can

FIND and USE DATA
Now and in the Future

Data 
Archive



1-1. 데이터 아카이브란?

출처: Michener et al. 1997

시간경과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정보 손실

데이터 아카이브의 역할

연구데이터
관리



1-1. 데이터 아카이브란?

1946

Zentralarchive
(GESIS, DE)

1960

1962. ICPR (ICPSR, US)

UKDA (UKDS, UK)
1967

1994
SRDA in TW

1998
SSJDA in JP

2012
CNSDA in CN

2006
KOSSDA in KR

1974

1975

1976

Social science data archives

Key events

WWW

1993
IASSIST

Action group for 
codebook documentation 

of SS data

DDI v.1 published
2000

DDI Alliance
2003

2016
NASSDA

ReShare
at UKDS

2014

openICPSR 2.0
2016

2013

INTERNET ERA

Sharing research data, 
by Fienberg et al

1985

IFDO

International data organizations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PRE-INTERNET ERA

1st Conference on SSDA
in La Napoule by ISSC

1962

The development of data services for the social sciences



1-2. 데이터 아카이빙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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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아카이빙 프로세스

The Data Documentation Initiative (also known as DDI)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surveys, questionnaires, 

statistical data files, and social sciences study-level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is described as metadata by the standard.
Source: Wikipedia

연구 및 데이터 개요1 변수 정보2 관련 파일 정보3

자료이용문헌 정보4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standard
https://en.wikipedia.org/wiki/Survey_data_col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Questionnaire
https://en.wikipedia.org/wiki/Survey_methodology
https://en.wikipedia.org/wiki/Metadata


1-3. 데이터 아카이브의 가치

연구

정책
수립

교육

Q. 왜 있어야 하나?

Q.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 연구데이터 손실 방지

• 연구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보관에 드는 노력과 비용 최소화(생산자)

• 자료 수집에 드는 부담 경감(이용자)

• 축적된 연구데이터의 재활용

1

2

3

4

5

연구자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시키기 때문

무엇보다



1-3. 데이터 아카이브의 가치

Source: Charles Beagrie Ltd & The Centre for Strategic Economic Studies (CSES) University of Victoria. 
(2012) Economic Impact Evalu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Data Service. 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ESRC).

Q. 데이터 아카이브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1-4. 국내외 주요 데이터 아카이브: 미국

• 1962년 미시건대학에 설립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회과학 경험연구 데이터를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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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16-2017)

• https://www.icpsr.umich.edu/

• 1947년 설립, 현재 코넬대학에서 운영

•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수집된 여론조사자료 제공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등의 데이터도 보유

• 1935년부터의 수집된 23,000 datasets

• https://ropercenter.cornel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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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국내외 주요 데이터 아카이브: 유럽

• 1960년에 설립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과학 아카이브

•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Eurobarometer 등 국제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 소장

• 약 5,000건의 사회과학 연구로부터 산출된 조사자료 소장

• http://zacat.gesi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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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셋 보유

• http://ukdataservice.ac.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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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studies 제공)

• https://www.cessda.eu/ ; https://dbk.gesis.org/

http://zacat.gesis.org/
http://ukdataservice.ac.uk/
https://www.cessda.eu/
https://dbk.gesis.org/


1-4. 국내외 주요 데이터 아카이브: 동아시아

http://csrda.iss.u-tokyo.ac.jp/en/https://srda.sinica.edu.tw/index_en.php http://cnsda.ruc.edu.cn/

Source: https://kossda.snu.ac.kr/component/international/main

http://csrda.iss.u-tokyo.ac.jp/en/
https://srda.sinica.edu.tw/index_en.php
http://cnsda.ruc.edu.cn/
https://kossda.snu.ac.kr/component/international/main


1-4. 국내외 주요 데이터 아카이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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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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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https://kossda.snu.ac.kr/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http://www.ksdcdb.kr/main.do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Korean Research Memory)

http://www.krm.or.kr/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

그 외 참고 사이트

https://www.eassda.org/
http://www.issp.org/
http://microdata.worldbank.org/index.php/home/
https://www.ipums.org/
http://www.ksdcdb.kr/
http://www.ksdcdb.kr/
https://kossda.snu.ac.kr/
http://www.ksdcdb.kr/main.do
http://www.krm.or.kr/
https://mdis.kostat.go.kr/index.do
https://www.krm.or.kr/index.jsp
https://www.krm.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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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는 일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개인연구자가 산출한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DB로 구축해 제공하는 사회과학 전문 데이터

아카이브입니다. 

KOSSDA는 소중한 연구 자산인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장기 보존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용 및 공유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표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6년 설립된

KOSSDA는 교육 및 연구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 아카이브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

7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사회과학 양적/질적 데이터의

수집, 보존, 보급
자료수집과

제공

데이터 아카이빙 연구

NRF 연구데이터 DB구축 사업

사회동향 보고서 개발 연구

사회지표체계 개발 연구
연구

방법론교육프로그램

데이터 페어

논문경연대회

아카이브 이용방법 특강

교육

아시아 데이터아카이브 네트워크

아시아 사회적 웰빙 연구 네트워크

국제협력



2-2. 연혁

2006. 9.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설립

2006. 9. 한국사회과학자료원설립

2007~ 방법론교육프로그램개설, 영문웹사이트오픈, K-Poll 

2015. 7. 서울대아시아연구소로이관

2016. 9.        제1회 KOSSDA 데이터페어 개최

2018. 4.        신규웹사이트베타버전오픈

2019. 7. 신규웹사이트공식오픈



2-3. 소장자료

양적 데이터(Quantitative data)

질적 데이터(Qualitative data)

설문조사, 행정기록조사, 내용분석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주제의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 

2,400여 세트 및 각종 사회 지표 통계표 1,900여 건

심층면접 녹음파일이나 전사자료(녹취록), 비디오테이프 또는 영상파일,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관찰기록, 기록문서, 일기, 스크랩자료 등 다양한 주제의 질적자료 200여 건

그 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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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조사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통일의식조사

KBS국민생활시간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전국범죄피해조사

불평등조사

고용실태조사

공직부패조사

산업안전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총선, 대선 패널조사

한국의 사회동향

시군구 통계, 2005-2013

한국의 장기경제통계: 1911-2010

KGSS, ISSP aggregate data

충남지역 마을연구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과

사회연결망에 관한 조사

전북지역 노동운동사 자료

5.18 민주화 운동 자료

노숙인 생애사 인터뷰 조사

통계자료 질적자료1 2 3

2-3. 소장자료

주요 자료



조사자료
변수DB

변수DB를 통한 8만 여 건의 조사자료 변수 정보 제공

설문문항 검색, 비교 및 반출 가능

2,600여 건의 양적/질적 자료를 풍부한 자료 정보와 함께 제공

21개 주제별 자료 검색

종단 및 반복 횡단적 연구가 가능한 120여 개 시리즈 자료 제공

양적/질적
자료DB

자료이용
문헌DB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된 연구성과물 정보 및 링크 제공

NESSTAR를 이용한 자료 탐색 지원

제표 및 차트 작성,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가능
온라인

통계분석

자료공유
기관DB

자료공유기관별 리파지토리(Repository)
간략한 기관 소개와 함께 기관별로 양적/질적자료DB, 변수DB, 자료이용문헌DB 검색 가능

2-4. 제공 DB



2-5. 교육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료분석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 중급

및 고급 통계분석방법, 사회조사방법, 질적연구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 워크숍과 단기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춘계 방법론 단기 강좌(4~5월, 매주 토요일 4회 과정)

• 하계 방법론 교육 워크숍 (7~8월, 주중 4시간씩 2주 과정)

• 추계 방법론 단기 강좌(10~11월, 매주 토요일 4회 과정)

• 동계 방법론 교육 워크숍 (1~2월, 주중 4시간씩 2주 과정)

수강신청:  http://kossda.methods.snu.ac.kr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http://kossda.methods.snu.ac.kr/


2-5. 교육 서비스

KOSSDA 데이터 페어

•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산출한 연구진이 직접

데이터를 소개하고, 분석 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데이터 분석 방법을 시연하거나 강의하는 지적

교류의 장

• 연 2회 개최 ( 6월, 1월)

“데이터를 주제로 [데이터 생산자]–[선행 연구자]–[후속 연구자] 연결, 그리고 분석 경험 공유”



2-5. 교육 서비스

논문경진대회

KOSSDA는 데이터아카이브의 인지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KOSSDA 소장 자료를 이용한 논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논문경진대회를 실시

올해 논문경진대회는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총 3편(석사 및 박사 학위 포함)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

• 신청마감: 2019년 12월 15일

• 심사기간: 2019년 투고 완료 후 3주일

• 수상자발표: 2020년 01월 10일 (예정)

• 시상: 2020년 01월 20일 (예정)



2-6. KOSSDA 활용 사례

한국 사회 50년을 복원하다: 

『압축성장의 고고학: 사회조사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1965~2015』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여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시작하다

• 교육, 지위상승의 통로인가 불평등의 기제인가

•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 노인의 다양성

• 이웃사촌 – 도시 상층의 이탈

• 연대를 잃어버린 노동자

•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계층화

• 정보화 – 뜨고 지는 강자, 그리고 영향력의 분화

• 조사연구주제의 변화: 극적인 사회변화와 복잡성의 증가



2-6. KOSSDA 활용 사례

1965 ~ 2015 조사자료

KOSSDA
Deposit

KOSSDA

1호

기탁기관



2-6. KOSSDA 활용 사례

2007년 부터 아카이빙
2015년
ISDPR 50th



2-6. KOSSDA 활용 사례

1965년 『출산력 질문표』



2-6. KOSSDA 활용 사례

1960년대 후반. 『서울시내 아파트에 관한 조사』예비조사 결과

“아파트 내의 새로운 생활양식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人間關係를 요청할 것”

“(아파트는) 여태 한국적인 가옥구조에서 완전 탈피를 의미하며 이는 곧
그들 생활양식 기타 다방면에서 경이를 체험하리라”

Cf. 아파트는 “부의 원천이자 신분차별의 기제이고 부르주아 가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 전상인 2009. 『아파트에 미치다』



2-6. KOSSDA 활용 사례

제4회 KOSSDA 논문경연대회 박사 우수논문

류지아(이화여대 사회학과)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포화점'의 존재와

사회비교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용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 2012

KOSSDA 시군구통계, 2005-2013

분석방법: 다중회귀 분석, 무선 절편 모형

연구내용

• 행복에 대한 소득 효과는 왜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준거집단 개념을 도입해

소득계층별 차이로 설명

• 행복에 대한 소득의 절대 및 상대 효과 분석: 생존이론 vs 욕구이론

• 시군구 수준에서 다층모형을 이용해 분석

• 분석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이 증진, 차하위소득층은 ‘이중적 박탈감’에 의해 행복

저하 상태, 중고소득층 집단의 경우 절대소득 및 상대소득 효과(사회비교효과)가 뚜렷, 

가장 경쟁적이면서 사회비교효과로 행복감이 저하될 수 있는 계층

KOSSDA 
방법론 교육 워크숍 수강

DATA 이용
조사자료+통계자료

KOSSDA 
논문경진대회 참여



3 KOSSDA 웹사이트 이용 방법

3-1. 제공서비스, 이용 절차 및 조건

3-2. 회원가입/로그인

3-3. 자료 검색과 다운로드

3-4. 자료이용결과 보고

3-5. NESSTAR

3-6. 간단한 실습



3-1 제공서비스, 이용 절차 및 조건



3-1-1. 제공 서비스

1 자료 검색 및 브라우징

양적/질적자료의 검색(자료 관련 파일 다운로드), 온라인통계분석시스템 NESSTAR를 이용한 조사자료의 검색과 빈도표 보기 등의 서비스

2 공개자료 다운로드

연구, 교육 및 학습 목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양적/질적자료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3 제한적 공개자료의 신청과 다운로드

자료기탁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 제한적 공개자료에 대한 이용신청 서비스

4 NESSTAR를 이용한 조사자료의 제표 및 분석

NESSTA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한 표와 차트를 작성하고,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5 방법론교육프로그램 제공

기초, 중급 및 고급 통계분석방법, 사회조사방법, 질적연구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교육프로그램과 비정기적 무료 공개 특강 제공
(※ 방법론교육프로그램은 유료이며,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KOSSDA 방법론교육프로그램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필요)

6 메일링 서비스

KOSSDA 방법론교육프로그램, 데이터페어, 논문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및 공지 안내

KOSSDA 웹사이트는 누구나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메일 인증을 통해 이용자로 등록하시면 KOSSDA가 제공하는 양적/질적자료의 원자료(Raw Data)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KOSSDA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kossda.methods.snu.ac.kr/


자료 검색
및 탐색

키워드 검색 및 브라우즈 기능을 통해 자료 검색

메타데이터 및 관련 파일 확인 → [My collection 담기]

NESSTAR를 통한 자료 탐색

로그인

자료
다운로드

[데이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자료공개등급’에 따라 다운로드 진행

 ‘공개자료’ → ‘연구용’, ‘교육용’, ‘자료학습/탐색용’ 등 이용목적 선택 후 실시간 자료 다운로드

 ‘제한공개자료’ → 온라인 자료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탁자 검토 후 KOSSDA 승인 → 자료 다운로드

자료이용
결과보고

‘연구용’으로 이용한 경우 연구 완료 후

연구결과물의 서지정보를 My KOSSDA → 자료이용결과보고 페이지를 통해 KOSSDA에 보고

3-1-2. 자료 이용 절차



3-1-3. 자료 이용 조건

1

제공 받은 원자료를 통해 특정 개인, 조직,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 받은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KOSSDA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3

4 제공 받은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를 인쇄물, 전자매체, 방송매체 등을 통해
발표할 경우 KOSSDA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자료의 명칭, 자료생산자, 자료저작권자,
제공기관 (KOSSDA) 등을 발표물에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제공 받은 자료 또는 KOSSDA 컨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2 회원가입/로그인



1 메인 페이지 상단 [Registration] 클릭 2 이용약관 동의 3 본인 인증용 이메일 주소 입력 → 인증키 발송 버튼 클릭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는 KOSSDA ID가 됩니다.)

4 5 회원정보 입력
(인적사항 입력 및 비밀번호 설정)

test123@gmail.com

홍길동

서울대

범죄

6 회원가입 완료

test123@gmail.com

3-2-1. 회원가입

입력한 이메일 계정에 접속 → KOSSDA 
회원가입 메일 확인 → 링크를 클릭해 본인
인증 (완료되면 회원정보 입력 페이지로 자동
이동합니다.)



3-2-2. 로그인

•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Login]을 클릭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ID(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 합니다.

• 로그인 하면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에 [My Page]가 활성화

되고 [My KOSSDA]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test123@gmail.com



3-2-3. My KOSSDA

test123@gmail.com

홍길동

서울대

사회학

1 내 정보 수정

개인 정보수정 및 비밀번호 변경,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 My Collection
[My Collection 담기]로 선택한 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데이터 확인과 데이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3 자료다운로드 현황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은 자료의 목록과 다운로드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료이용결과 보고

다운로드 받은 자료별로 자료 이용 연구결과물의 서지정보를
KOSSDA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3-3 자료 검색과 다운로드



3-3-1. 자료 검색 팁

1 일반 키워드 검색

2 상세 키워드 검색

3 Discover

1

2

3

4

5

4 정렬 기능

5 DB별 검색 결과 탭

[검색 결과 화면 설명]



3-3-1. 자료 검색 팁

KOSSDA의 자료검색은 크게 일반 키워드 검색, 색인 필드별 상세 키워드 검색, 브라우즈 기능인 Discov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일반 키워드 검색에서 넓은 의미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색인 필드별 상세 키워드

검색과 Discover를 이용해 좁혀보는 방식으로 검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반대로 Discover 기능을 통해 미리

검색 범위를 제한하고 일반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1 일반 키워드 검색 팁

• 양적/질적자료DB 검색결과탭, 변수DB 검색결과탭, 자료이용문헌DB 검색결과탭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 입력한 검색어는 형태소 분석을 거쳐 정확도가 높은 순으로 검색됩니다.

• 띄워 쓰기는 OR 연산자가 적용됩니다.

• 큰따옴표(" ") 안에 검색어를 넣고 검색하면 완전일치검색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명, 시리즈명, 

기관명 등을 알고 있거나 두 단어 이상의 구문으로 검색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검색어 앞 또는 뒤에 별표(*)를 넣고 검색하면 후방일치 또는 전방일치 검색이 됩니다. 좀 더 폭넓은

검색을 원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단, 복수의 검색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1. 자료 검색 팁

2 상세 키워드 검색 팁

• 상세 키워드 검색은 해당 DB 검색결과탭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DB 검색결과탭으로 이동할 경우

이전 검색결과탭은 초기화됩니다.

• 선택한 색인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어(키워드 또는 구문)와 일치하는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단, 큰따옴표(" "), 별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세 키워드 검색을 추가할 경우 AND 연산자가 적용되어 검색결과가 좁혀집니다.

3 Discover

• 일반 키워드 검색과 상세 키워드 검색 결과를 색인 필드별로 아이템 수와 함께 보여줍니다.

• 해당 색인 필드별 결과에 포함된 항목들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들이 포함된 아이템들을 좁혀볼 수

있습니다.

• 상세 키워드 검색과 마찬가지로 해당 DB 검색결과탭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DB 검색결과탭으로

이동할 경우 이전 검색결과탭은 초기화됩니다.



3-3-1. 자료 검색 팁

4 정렬 기능 팁

• 검색 결과 화면에 표시될 아이템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B별로 설정된 정렬 기준에 따라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상세 키워드 검색 또는 Discover를 통해 검색 범위를 좁힌 후 정렬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3-2. 양적/질적자료DB 검색

1 일반 키워드 검색 : 메타데이터의 모든 항목을 검색 대상으로 합니다. 

2 상세 키워드 검색 : [자료명], [시리즈], [초록], [기탁자], [연구수행기관] 등의 필드를 대상으로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자료를 출력합니다.

3 자료 보기 : 브라우즈 기능으로 [시리즈별], [주제별], [기탁자별] 자료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제시됩니다.

1

2

3



3-3-2. 양적/질적자료DB 검색

브라우즈 검색: 시리즈별 자료 보기

• 120여 개 시리즈 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리즈명을 클릭하면, 해당 시리즈명으로 제한된

검색결과가 출력됩니다.



3-3-2. 양적/질적자료DB 검색

브라우즈 검색 : 주제별 자료 보기

• KOSSDA는 양적/질적자료를 21개 주제 분야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제명에 마우스를 대면 해당 주제에 포함된 분류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제명을 클릭하면, 해당 주제명으로 제한된 검색결과가

출력됩니다.



3-3-2. 양적/질적자료DB 검색

주제에 포함된 분류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키워드를 참고해 검색하시면 효과적인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제 분류 키워드

정치, 통일
및 국제관계

선거와 여론 선거, 투표, 의회, 정당, 여론, 정치태도, 정치리더십

통일과 국제관계 통일, 북한, 국방, 외교, 국제관계, 국제문제

정부와
시민사회

정부운영과 행정 정부, 행정, 행정조직,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 공무원, 부패, 공직윤리

법과 질서 준법, 질서, 사법, 형사정책, 양형, 교정, 경찰, 수사

참여와 시민사회
사회참여, 정치참여, 시민성, 시민가치, 시민의식, 인권, 권리, 민주화, 민주화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 사회단체, 시민단체, 자원봉사, 기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경제
산업과 기업

경제평가, 경제전망, 산업, 기업, 사업체, 인사관리, 조직관리, 조직심리, 기업윤리, 과학기술, 기술혁신, 마케팅, 제품소비, 소비행태, 소비자태도,
고객만족, 창업

고용과 노동 고용, 일자리, 경제활동, 근로자, 노동자, 임금, 직업훈련,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동운동, 산업안전, 근로자건강

사회와 문화

가족과 젠더 인구, 출산, 가족, 가족관계, 가족돌봄, 보육, 일가족양립, 다문화가족, 젠더, 성역할, 성의식, 성차별, 양성평등, 여성참여

노인과 고령화 고령화, 노인, 노후, 은퇴

청소년과 사회화 청소년, 사회화, 청소년비행, 청소년일탈, 대학생

교육 교육, 교육제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개발, 교사, 교원, 사교육, 학교폭력

문화와 여가 문화, 문화예술, 종교, 여가, 관광, 축제, 스포츠

정보화와 커뮤니케이션 정보화, 정보통신,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광고

이주와 민족 이주, 외국인,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교포, 탈북자, 민족, 민족성, 국가정체성, 국가자긍심

지역과 공동체 도시, 농촌, 공동체, 지역개발, 도시계획, 주거, 교통

불평등과 사회통합 불평등, 차별, 계층, 공정성, 신뢰,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 갈등, 사회통합, 삶의 질, 행복, 웰빙, 안녕감

사회문제와
복지

건강과 보건 건강, 보건, 의료이용,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자살

빈곤과 복지 빈곤, 사회보장, 복지제도, 복지서비스, 복지시설, 복지기관

범죄와 안전 범죄, 범죄피해, 범죄예방, 범죄의식, 마약, 약물중독, 사회안전, 위험, 재난, 자연재해, 소방

환경과 에너지 환경, 환경문제, 환경의식, 환경갈등, 환경운동, 에너지, 원자력

일반 일반 KGSS, 일반가치관조사 등



3-3-2. 양적/질적자료DB 검색

브라우즈 검색 : 기탁자별 자료 보기

• KOSSDA는 기관기탁자와 개인기탁자별로 자료 목록을 제공합니다.

• 해당 기탁자명을 클릭하면, 해당 기탁자명으로 제한된 검색결과가

출력됩니다.



3-3-3. 자료 상세 보기

메타데이터

• 양적/질적자료 검색결과 탭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타데이터를 통해 자료에 대한 인용 정보, 연구 내용 및 주제

정보, 조사방법, 자료이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시리즈명, 연구수행기관, 자료기탁자, 키워드, 주제분류

등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자료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3-3-3. 자료 상세 보기

관련파일2

• 관련파일 탭을 클릭하면, 설문지, 코드북, 면접원 지침서 등

데이터 관련 문서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3-3. 자료 상세 보기

변수3

• 변수 탭을 클릭하면,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정보는 변수명, 변수설명, 문항, 응답범주, 빈도 , 응답대상 등

입니다.



3-3-3. 자료 상세 보기

자료이용문헌4

• 자료이용문헌 탭을 클릭하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된 연구결과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oogle 또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KSSL)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DB에 문헌명을 검색어로 전달합니다.



3-3-4. 자료 다운로드

• 자료 다운로드는 양적/질작자료 검색결과 목록, 자료 상세보기 화면, 

그리고 My Collection 담기 기능을 이용한 경우 My KOSSDA → 

My Collection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3-4. 자료 다운로드

KOSSDA 자료공개등급별 데이터 서비스

공개

자료

제한

공개자료

비공개

자료

• KOSSDA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연구용, 교육용, 자료탐색/학습용 등

• 이용목적 선택 후
실시간 다운로드

• 기탁자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기탁자가 KOSSDA 이용약관 이외의 이용조건을 추가한
자료 (예: 학습용 불가, 익명처리 등)

• 기탁자가 자료공개 유예기간을 설정한 자료
(유예기간 종료 시 [공개자료] 또는 [제한공개]로 전환)

• 자료이용신청 후
승인과정을 거쳐
다운로드

• 메타데이터 공개

• 현 시점 다운로드 불가

내용 서비스



3-3-4. 자료 다운로드

• 공개자료인 경우 이용목적을 선택 후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데이터는 원자료(raw data)와 관련 파일이 zip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공개자료의 다운로드 절차1



3-3-4. 자료 다운로드

제한공개자료의 신청 및 다운로드 절차2

기탁자와
협의 후

승인 결과를
이메일로 공지
(1~2주 소요)

승인 메일 확인 후
데이터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 제한공개자료는 기탁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자료입니다.

• 데이터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료이용신청서 양식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 메타데이터의 자료이용안내를 확인하시고, 이용신청서의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기탁자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이용 승인 여부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됩니다.

• 승인이 되었다면, 데이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My collection 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3-3-5. 변수DB 검색/비교

• 변수 검색, 비교 및 반출 기능으로 검색 뿐만 아니라

한 화면에서 변수들끼리 비교할 수도 있으며, 비교 대상 변수 정보를

엑셀 파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즈 검색인 [시리즈 자료별 변수 보기], [자료별 변수 보기]를 통해

시리즈 자료 및 자료별로 변수들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3-3-5. 변수DB 검색/비교

• 검색한 키워드가 포함된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키워드 검색과

Discover 그리고 정렬 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시기에 조사된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5. 변수DB 검색/비교

• 결과 화면에서 변수명 앞 체크박스 클릭 →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한 화면에서 변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반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비교 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화면에서 비교 가능한 변수 수는 4개이며, 5개 이상은 반출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2



3-3-6. 자료이용문헌DB 검색

• 일반 키워드 검색에서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 입력된 검색어는 [문헌명], [저자], [발행기관], [자료명]을 대상으로

검색됩니다.

• 브라우즈 검색을 통해 저자별, 발행기관별, 자료별로 자료이용문헌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3-3-6. 자료이용문헌DB 검색

• 검색결과에서 문헌명을 클릭하면, 해당 문헌에 이용된 자료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oogle 버튼을 클릭하면 Google에 해당 문헌명을 검색어로 전달해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용자료에서 자료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의 메타데이터로 이동합니다.



3-4 자료이용결과보고



3-4-1. 자료이용결과보고

로그인 → My KOSSDA → 자료이용결과
보고 페이지 접속

1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한 경우 연구 완료 후 연구결과물의 서지정보를 KOSSDA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연구결과물은 확인을 거쳐 KOSSDA 자료이용문헌DB로 구축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자료 목록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 목록 선택

3 연구결과물의 유형, 저자/편집자, 제목, 
발행처, 발간일, 링크주소를 입력

4 제출 버튼 클릭

5 완료



3-5 온라인 통계분석 NESSTAR



3-5-1. NESSTAR ? 

NESSTAR(Networked Social Science Tools and Resources)는 Norwegian Social Science Data

Services(NSD), UK Data Archive(UKDA)와 Danish Data Archive(DDA)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별도의 자료분석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 상태에서 자료검색, 분석 및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 보기

• 자료분석 및 분석결과의 시각화: 

웹상에서 자료를 불러내어 빈도, 

교차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등

간단한 분석

• 분석 결과 엑셀파일, PDF파일, 

프린트 옵션으로 저장 가능

NESSTAR 특징

자세한 기능 설명 및 이용방법은
‘NESSTAR 이용 가이드’ 참조



3-5-2. NESSTAR 로그인

• 메인 메뉴에서 자료검색 → 온라인통계분석 → NESSTAR 클릭 → 

전체 NESSTAR DB로 이동

• 또는 양적/질적자료 검색결과 탭 → 개별 자료의 온라인 통계분석 버튼

클릭 → 해당 자료의 NESSTAR DB로 이동



3-5-2. NESSTAR 로그인

Username KOSSDA ID(E-mail)

Password nesstar

• 교차표 및 그래프 만들기,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NESSTAR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아이콘을 클릭한 후 Bookmark를 클릭하면, 우측 결과화면에 Access Control 

화면이 출력됩니다.

• Username에는 등록하신 KOSSDA ID를 입력하시고, Password에는 nesstar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5-3. 화면 구성

검색

자료 목록

결과 화면

1

2
3



3-5-4. 탭 버튼과 아이콘 정의

Table view (표로 보기)

Bar chart (막대그래프로 보기)

Clear (지우기)

Weight (가중치주기)

Subset (부분자료 파일 만들기)

Compute (새변수 만들기)

Download dataset (자료 다운로드 받기)

Export table to spreadsheet (엑셀파일로 결과표 내보내기)

Export PDF (PDF 파일로 결과표 내보내기)

Print preview and print (인쇄 미리보기/ 인쇄하기)

Create bookmark (북마크 만들기)

Help (도움말 보기)

아이콘탭 버튼

자료정보보기 및 분석 탭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탭



3-5-5. 자료 정보 및 빈도 보기

자료 정보 보기

2 자료명 앞 아이콘 클릭 → Metadata 클릭

1 탭 버튼 상태에서

변수 빈도 보기

2 Variable Description 클릭 → 원하는 변수 클릭

1 탭 버튼 상태에서



3-5-6. 교차표 및 차트 작성

1 탭 버튼 선택

3 옵션을 선택해 행(row) 또는 열(Column)에 위치할 변수 선택

2 변수 클릭하면 변수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이 제시

4 Type 옵션을 통해 통계치 선택

5 막대 차트 버튼 클릭해 차트 작성

행 변수 선택

열 변수 선택

Type 옵션을
통해 통계치

선택

막대 차트
버튼 클릭

3

3

4

5



3-5-7.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1 탭 버튼 선택

상관분석

탭 버튼 선택2

상관분석 옵션(listwise 또는 pairwise 선택)3

분석 변수를 클릭하여 ‘add to correlation’4

1

회귀분석

탭 버튼 선택2

3 분석 변수를 클릭하여 ‘add as dependent 
virable’ 또는 ‘add as independent variable
선택

탭 버튼 선택



3-5-8. 가중치 적용하기

가중치선택아이콘( ) 을 클릭하면 미리 정의된 가중치 변수 목록이 나타남1

왼쪽 상자 안의 가중치변수 중에서 원하는 가중치 변수를 선택2

상자 사이의 , 또는 를 이용하여 가중치변수를 오른쪽 상자로 옮김3

미리 정의된 가중치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를 가중치로 선택하려면 왼쪽 화면의
변수목록에서 원하는 변수를 클릭한 후 ‘add as weight’를 선택

4

를 클릭5



3-6 간단한 실습



3-6. 간단한 실습

1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누적자료]를 이용해 ‘사람들에 대한 신뢰[변수명: 

CANTRUST]’ 수준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국제적인 수준(ISSP 2014)은

어떠한가?

2 NESSTAR에서 ‘통일의식조사, 2007-2009[누적자료]’를 이용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4



4 데이터 인용(Citing Data)

4-1. 데이터 인용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4-2. 왜 데이터 인용이 중요한가?

4-3. 데이터 인용 정보의 필수 요소는?

4-4. KOSSDA 데이터 인용 스타일



국내 데이터 인용 실태

출처: 김지현, 정은경, 윤정원, 이재윤 (2017). 데이터 인용의 현황과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34(1), 7-29.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사례로 데이터 참고문헌 표기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된 2004~2015년 발간 논문 중 ‘KGSS’ 또는 ‘한국종합사회조사’라고 참고문헌에 표기된

논문은 94건(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인데, 

논문 94건의 데이터 인용 형식은 23개 유형이 있으며, 권고되는 데이터 인용 형식으로 작성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



4-1. ‘데이터 인용’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연구에 이용된 각종 문헌자료들을 참고문헌(Bibliography)에 제시하는 것처럼, 

데이터 역시 인용 서식에 맞추어 참고문헌으로 제시하는 것

왜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어야 하는가?

• 참고문헌 정보는 각종 학술DB들이 필수적으로 구축하는 색인 정보

• 데이터도 논문이나 보고서처럼 색인 정보로 등록됨으로써 가시성과 접근성이 향상

특히 DOI를 매개로 [연구자 정보]+[데이터]+[연구논문]이 연결되어

데이터 피인용 정보 추적과 데이터 영향력 산출이 가능하게 됨

초록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하여



4-2. 왜 데이터 인용이 중요한가?

연구데이터는 더 이상 연구의 부산물이 아닌 논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주요한 연구 결과물

연구의 재현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후속 연구 촉진을 위해

데이터의 피인용 정보는 자료생산자의 업적으로 평가되어, 향후 연구비 지원

기관들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1

2

3

데이터 인용은

• 개인 연구자가 학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 나아가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선순환 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



4-2. 왜 데이터 인용이 중요한가?

Source:



4-3. 데이터 인용 정보의 필수 요소는?

• Author

• Title

• Distributor (데이터 생산 기관이 아닌 데이터 서비스 기관을 의미. 예: 아카이브, 기관리파지토리)

• Date (데이터 생산 연도가 아닌 데이터 서비스 기관에서 공개한 연도)

• Version

• Persistent Identifier ( DOI, Uniform Resource Name URN, or Handle System )

source: ICPSR

데이터 역시 하나의 출판물로 간주하자

데이터 생산기관과 서비스기관을 구분하자

데이터 버전을 체크하자 - “그 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다” 

1

2

3

3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

권고되고 있는 데이터 인용의 필수 정보들



4-4. KOSSDA 데이터 인용 스타일

Author Title Distributor Date Persistent
identifier

Producer

Version

Barnes, Samuel H. Italian Mass Election Survey, 1968.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distributor], 

1992-02-16. https://doi.org/10.3886/ICPSR07953.v1

구정우, 김선웅, 김두년, 유성상, 정병은, 신인철. 국민인권의식조사, 2016 : 일반국민

[데이터 세트]. 성균관대학교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09-03, A1-2016-0021, V1.0. 

http://hdl.handle.net/20.500.12236/23482

ICPSR

KOS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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