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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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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또는
GPL) 근간의 소프트웨어들인 PHP, Mysql,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통계분석을 위하여, PLS 모
델링을 지원하는 “plspm” 패키지, 그래픽 처리를 위한
“igraph” 패키지, 그리고 Bootstrapping 신뢰구간 산출을 위
한 “bmem” 패키지들과 일반통계를 위한 Hmisc, prettyR,
psych등의 R 패키지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웹문서편
집을 위하여 CKEditor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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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사회과학 자동화란?
1. 1 목적 및 의의

지난 반세기 동안 컴퓨터를 근간으로 한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동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
를 통해 해당 업무들은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 분야(research area)에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와 관련한 연구
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연구(research)는 "과학적인 방
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 구체적,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과
정"1) 으로 일반적으로 고급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습니다. 고급 전문
가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에서 단순한 활동을 제거 또는 줄여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연구의 자동화(research automation)는 그 어떠한 분야
에서 보다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 research)는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구주제의 선정, 가설설정, 조사설계, 자료수집,
자료편집 및 분석 그리고 연구보고서 작성 등의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걸칩니
다. 이러한 사회과학연구에서 많은 부분은 자동화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의 효율성과 연구 과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사회과학연구에서 설문지 작성과 자료수집은 단순 작업적이고 시간 소모
적인 활동으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인터넷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는 연
구자들의 연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통계분석
을 위한 자료의 변환과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의 의사결정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단순하고 구조화된 작업들로 이러한 일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수 있는 자동화는 고급전문가인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료변환 및 통계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여 심리적인 안정감
도 줄 수 있습니다.
본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social science research automation,
SSRA)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언제어디서라도 연구를 위
1) 교육심리학용어사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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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지 작성을 도와주고,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자료수집을 지원하며, 수
집된 자료를 자동적으로 통계분석 처리하여 연구 보고서에서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연구 환경을 지원합니
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자동화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사회과
학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 2 주요기능 및 특징

본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ssra.or.kr)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설문
지 작성 자동화, 자료수집 자동화 및 통계분석 자동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지원하는 주요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지 작성 자동화
§

웹 설문지 자동생성 기능을 지원합니다. 준비된 측정지표들을 가지고 연
구자의 신속한 웹 설문지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설문소개 및 설
문지시는 템플릿 형태로 제공되며, 설문문항들은 복사/붙여 넣기를 이용
한 일괄 등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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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문문항들은 5점과 7점의 선택적인 리커드 척도 사용이 가능하며, 태도
와 같은 개념 측정하기 위한 서스톤 척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종교 등의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질의문항을 제공하고, 이외에 연구들에서 특별하게 질의하고 싶은 문항
(특별문항이라 칭함) 작성을 위한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문항들에 대한 척도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30여 가지의 척도들(예,
부서, 학년, 유무, 빈도, 기간 등) 이외에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추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수집 자동화

§

§

§
§

다양한 자료수집 방식을 제공합니다. 웹으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하여 이
메일과 웹링크을 이용한 자료수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
인 패널들의 주소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신의 자료수집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메일은 물론 카카오톡, 네이버밴
드, 페이스 북, 트위터 및 링키드인 등과 연계된 모바일 자료수집 기능
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을 지원합니다. 또한 QR코드와
모바일을 이용한 집단설문도 지원합니다.
최근 사회과학연구들도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하여 설문 전에 피시험자의 동의여부를 묻기 위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분석 자동화

§
§

§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일반현황, 기술통계는 물론 T-검정, 분산분석, 상
관관계, 회기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의 일반통계를 지원합니다.
오늘날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방정식 모델링
(SEM)을 지원합니다. 특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PLS 방식을 이용한
분석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측정지표들에 대한 평가 방법과 그에 대응하는 신
뢰도 및 타당도 분석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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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뢰도는 클론바흐 알파는 물론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지
표신뢰도 평가를 위한 확인적 요인 적재값들을 제공합니다.
타당도는 집중타당도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들의 유의도 값(t-values),
표준분산추출(AVE) 값들을 제공하며, 판별타당도를 위하여 교차적재값
(cross-loadings)들과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근(SQRT_AVE) 값을 동시 제공합니다.
반영모형은 물론 조형모형의 측정지표들의 타당도는 평가하기 위한 가
중치들(weights)와 분산팽창계수(VIF)을 제공합니다.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계수 및 유의수준을 물론 경로도 및 결정계수(R²)
들도 제공합니다.
간단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선택을 통한 매개효과분석 기능을 제공합
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Sobel-Test는 물론 최신의 Bootstrapping을 이용
한 신뢰구간 검증 방식도 제공합니다. 단일매개효과는 물론 기존의 통계
소프트들에서 제공이 어려운 개별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곱항(product term) 방식을 이용한 조절
효과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곱항에 대한 설정만으로 조절효과
에 대한 분석을 지원합니다.
일반문항(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종교) 또는 특별문항들을 이용한 간
단한 기준설정으로 집단들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그룹 간 경로비
교분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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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작하기
2.2 시작하기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에서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의 시스템으로 웹에서 http://ssra.or.kr에 접근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클라우드
특성상 별도의 서버급 컴퓨터 없이도 PC는 물론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모바
일에서도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복잡한 통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2 절차 및 지원기능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에서는 사회과학연구 단계들에서 자동화의
가능성이 높은 조사설계 단계, 자료수집 단계, 자료편집 및 분석 단계에서의
연구의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즉, 사회과학연구 자동화에서는 설문지 작성 자
동화, 자료수집 자동화 그리고 통계분석 자동화를 통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연구절차들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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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 준비
설문지 작성 자동화

새 설문지 작성
설문지 보기

설문지 수정

자료수집 자동화

설문지 삭제

동의서 작성
자료수집

Email 설문초대

웹 링크 설문초대

종이 설문출력
설문 직접입력

통계분석 자동화

일반통계 분석
분석모형 설정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경로분석

보고서 작성

- 13 -

고급통계분석
§

매개효과분석

§

조절효과분석

§

그룹비교분석

2.2 조사설계 준비

조사설계 준비는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
계로 연구모형 및 가설이 설정된 후 가설들에 대한 검정을 위하여 측정지표
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최근의 사회과학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은 경로분석을 포함하

는 인과관계 모형들로 일반적으로 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
델링(SEM)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그림은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에 대한
예시로서 연구모형의 개념(construct)들은 잠재변수로 설정됩니다.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 성공모형2)]

2.2.2 측정지표의 개발 예시

사회과학연구에서의

잠재변수들은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로

2) 윤철호, 김창규, 김상훈, 박일규 (2014), 사회적 자본, 지식 품질 그리고 온라인 브랜드 커뮤
니티의 성공, 한국IT서비스학회지13(3),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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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계분석하기위해서는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인 측정지표
(관측변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과학연구방법론에서는 하나 잠재변수
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연구들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다수의 측정지표들이
이용되는 것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구
모형의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변수
회원들간
의
신뢰

동일시

지식의
품질

커뮤니티
참여

브랜드
신뢰

브랜드
충성도

측정지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들은 상호 믿음에 기반한 신뢰할 만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회원들을 이
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에게 한 약속이 있으면 항
상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낀다.
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
다.
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유용하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이해하기가 쉽
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정확하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완성도가 높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의 수준은 적절하
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시기적절하다
나는 적극적으로 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
나는 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자주 커뮤니티 회원들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이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가능한 답신
을 한다.
나는 이 커뮤니티에서 계획된 어떠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브랜드의 제품품질은 항상 내 기대수준에 부합한다.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나는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다.
나는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신뢰한다.
나는 이 브랜드 제품을 다른 브랜드보다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할 용
의가 있다.
나는 물건을 구매 시 이 브랜드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 제품을 추천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겠다.
나는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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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설문지 작성 준비

클라우드 사회과학자동화에서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측정지표들은 설문
지의 설문문항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아울러 성별이나 연령대와 같은 필요한
일반문항들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 설문문항과 일반문항들을
복사한 후 메모장에 보관하여 설문지 작성 자동화의 [새 설문지 작성]시 사
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들은 상호 믿음에 기반한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가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회원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에게 한 약속이 있으면 항상 그것
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낀다.
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유용하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이해하기가 쉽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정확하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완성도가 높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의 수준은 적절하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되는 지식들은 시기적절하다
나는 적극적으로 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
나는 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자주 커뮤니티 회원들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이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가능한 답신을 한다.
나는 이 커뮤니티에서 계획된 어떠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브랜드의 제품품질은 항상 내 기대수준에 부합한다.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나는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다.
나는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신뢰한다.
나는 이 브랜드 제품을 다른 브랜드보다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할 용의가 있
다.
나는 물건을 구매 시 이 브랜드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 제품을 추천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겠다.
이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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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겠다.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연령대는 어디입니까?
귀하의 학력은 어디입니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가 응답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나 자주 접속을 합니까?

ü 아래의 예시 샘플 자료를 참조 다운로드한 후 『설문지 작성 자동화』의 [새
설문지 작성]과 『자료수집 자동화』의 [설문지 파일등록]에서 설문자료를
등록하면 『통계분석 자동화』에서 동계분석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샘플 자료
§

[내 설문현황]의 하단의 [매뉴얼 예시자료]

§

[커뮤니티] [실습자료]의 매뉴얼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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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작성 자동화

클라우드 사회과학자동화에서의 『설문지 작성 자동화』는 설문지를 자
동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연구자는 웹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설문문항
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설문지 작성 자동화는 아래의
§
§

두 가지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설문지 작성
설문지 척도관리

3.1 새 설문지 작성

[새 설문지 작성]은 측정지표들로 구성된 새 설문지에 대한 작성을 지원
합니다. 사용자는 [로그인]후 아래의 [내 설문현황] 초기화면에서 [새 설문지
작성]을 선택하면 『설문지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1.1 새 설문지 작성

새 설문지 작성을 위한 『설문지 작성』화면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입력
사항은 설문제목, 설문소개, 설문문항 및 특별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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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설문제목: 연구 또는 설문의 제목으로 최대 24자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문기간: 설문기간으로 참고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설문소개, 설문지시: 설문에 대하여 소개 및 지시 문구들을 작성하는 부
분으로, 초기내용에서 “XXXXX” 부분을 “설문제목”을 이용하여 간단하
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문항: 설문문항들은 등록하는 부분으로 워드나 메모장으로 준비된
연구 설문문항들을 복사/불어넣기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2.2.3
설문지 예시참조]
문항척도: “설문문항”들에 대한 척도를 정합니다. 기본은 [리커드]척도이
며, 문항 끝에 [ / ]을 이용하여 서스톤 척도 사용도 가능합니다.
일반사항: 미리 정의된 일반사항들에 대한 선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설문지에 특별문항이 필요하십니까?: 일반사항 이외에 특별하게 필요한
- 19 -

설문문항이
니다.

있는 경우 “특별문항” 필요개수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

3.1.2 특별문항 등록

아래는 특별문항을 포함한 『설문지 작성』의 예시화면입니다. 특별문항
은 일반사항 이외에 특별하게 필요한 설문문항을 등록하는 부분으로 문항과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특별문항: 특별문항들은 등록하는 부분으로 준비된 특별문항들을 복사/
불어넣기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척도: 특별문항에 대한 척도는 기존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30여 개
의 척도들이 이미 공통으로 등록되어 있으며([척도관리]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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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추가 정의한 개인별 척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척도관리] 참조).
작성확인: 작성확인을 선택하면, 작성된 설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ü 『2.2 조사설계 준비』의 예시모형 및 측정지표에 대한 설문문항 및 특별
문항들을 아래를 참조하여 간단하게 실습할 수 있습니다.
F [내 설문현황]의 하단의 [매뉴얼 예시자료]

3.1.3 새 설문지 확인 및 설문지 생성

[새 설문지 작성]에서 작성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설문지』 화면으로
확인 가능하며, 확인 후 [설문지 생성]을 실행하면 최종적으로 설문지가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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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지 척도관리

특별문항에서 사용되는 척도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자별로 척
도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로그인]후 아래의 초기화면에서 [설
문지 척도관리]을 선택하면 『설문지 척도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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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척도관리』 화면은 다음과 같으며, 척도(변수), 척도종류, 그리
고 척도값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1 사용자 설문지 척도등록

사용자 설문지 척도 등록을 위한 화면은 다음과 같이 『설문지 척도관
리』 하단에 있으며, 입력 사항은 척도(변수), 척도종류, 측정값들 그리고 입
력방식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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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ü

척도(변수): 설문지의 특별문항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척도종류: 명목척도, 서열척도, 비율척도, 등간척도로 구분되며, 단지 참
고용으로 사용됩니다.
측정값 입력방식: 설문지에 척도값이 입력받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기본
은 라디오 버튼방식입니다.
측정값: 척도의 측정값들은 줄(line)단위로 입력합니다. 텍스트로 측정값
입력방식을 선택시 콤마(,)와 자리수를 한 줄에 입력하면 됩니다(예, 텍
스트,10).
배열방식: 웹 설문지에 척도값이 되는 표시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잘못 등록되거나 필요 없는 척도는 오른쪽의 삭제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등록확인]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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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동화

클라우드 사회과학자동화에서의 『자료수집 자동화』는 웹으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하여 이메일과 웹링크,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자료수집
방식을 제공합니다. 연구자는 자료수집 전에 최근의 사회과학연구에서 요구되
는 피시험자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설문지 작성 자동화는 아래의 세가지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어
§
§
§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
자료수집
설문진행관리

4.1 동의서 작성

[동의서 작성]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요구되는 설문 전의 피시험
자의 동의여부 획득과 관련한 기능입니다. [새 설문지 작성]후 [내 설문현황]
화면에서 자료수집의 [동의서]을 선택하면 『동의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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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동의서 작성하기

설문에 대한 동의를 여부를 묻기 위한 화면으로 아래와 같으며, 주요입력
사항은 연구목적 및 절차, 연락처, 자료수집시 포함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
§
§

연구목적 및 절차: 설문지의 소개를 근간으로 초기내용이 제공되며, 수
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사용자 등록시 입력된 정보를 근간으로 초기값이 제공되며, 필
요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수집시: 포함이 선택되면 설문 이전에 동의서를 이용한 동의여부를
묻고 설문이 시작됩니다. 불포함이면 동의여부 없이 바로 설문이 시작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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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자료수집 이전에 설문지 테스트와 이메일과 웹링크,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자료수집방식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새 설문지 작
성]후 [내 설문현황] 화면에서 자료수집의 [자료수집]을 선택하면 『자료수
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2.1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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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설문지 테스트와 테스트 자료확인

[설문지 테스트]와 [테스트 자료확인]은 설문이전의 설문지테스트를 지원
합니다. 『설문지 테스트』 화면에서 설문지 입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로 입력한 설문자료들은 『테스트 자료확인』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
습니다.

4.2.3 이메일 초대

[에메일 초대]는 다량의 설문요청 이메일을 통한 자료수집을 지원합니
다. 『이메일 초대』 화면에서 [새 이메일 초대장 작성]를 선택하면 새 이메
일 초대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4.2.4 새 이메일 초대장 작성

[새 이메일 초대장 작성]은 작성된 웹 설문지을 링크한 다량의 이메일을
작성하기 위한 화면으로, 주요입력 사항은 초대장 제목, 메일제목, 수신대상,
메일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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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초대장 제목: 메일 초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제목에 근간한
초기 내용이 제공됩니다.
메일 제목: 송신할 메일에 대한 제목으로 설문제목에 근간한 초기 내용
이 제공됩니다. 메일제목에는 메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신대상: 메일수신 대상을 등록하는 부분으로 메일리스트를 복사/불어
넣기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메일주소는 콤마(,)로 구분
되고 수신대상들은 줄(line) 단위로 등록해야 합니다.
메일내용: 송신할 메일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소개에 근간한 초기 내용이
제공됩니다. @AAA는 메일 송신시 수신대상 이름들로 치환됩니다.
메일주소록: 선택하면 메일주소록에 입력됩니다.
메일주소록에 입력하시겠습니까?
동의서/설문지: 동의서를 선택하면 동의서가 링크된 메일이 발송되며,
설문지를 선택하면 바로. 설문지를 연결하는 링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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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카카오톡 초대

[카카오톡 초대]는 “카카오 톡”을 이용한 설문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PC에서 [카카오톡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PC버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http://www.kakao.com/talk). [카카오톡 PC버전]을 실행한 후 아래내
용을 복사/불어넣기로 설문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카카오 톡
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4.2.6 네이버밴드 등록

[네이버밴드 등록]은 “네이버밴드”를 이용한 설문자료 수집을 지원합니
다. [PC용 네이버밴드 가기]를 한 후 아래내용을 복사/불어넣기로 밴드에 등
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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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블로그/게시판 웹링크

[블로그/게시판 웹링크]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웹링크를 포함한 게시물을
이용한 설문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블로그/게시판 웹링크]를 한 후 아래내
용을 복사/불어넣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2.8 소셜네크워크 등록

[소셜네트워크 등록]은 페이스 북, 트위터, 링키드인의 주요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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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설문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소셜네트워크]에 접속을 한
내용을 해당 소셜네트워크에 복사/불어넣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 아래

이메일, 카카오톡, 밴드 및 소셜네트웨크 등에 링크된 웹 설문지는 반응
형으로 PC,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의 크기에 자동으
로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 설문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4.2.9 종이설문

종이설문은 오프라인 설문을 지원합니다. [동의서 출력] 및 [설문지 출력]
을 통하여 설문지를 출력한 후 피시험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설문 후 [설문지 직접입력]을 통하여 설문지를 개
별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셀파일로 설문자료를 작성하였을 경우
[설문지 파일등록]을 통하여 설문자료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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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설문지 파일등록

[설문지 파일등록]은 종이 설문자료나, 이미 설문조사한 자료를 통계분석
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등록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문파일”을
등록하기 이전에 [설문지 파일형식]을 확인하고, [양식파일 다운로드]을 한 후
양식파일을 이용하여 설문자료 파일을 작성한 후 등록확인을 하면 됩니다.

ü 『2.2 조사설계 준비』의 예시모형 및 측정지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경
우 설문자료에 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문지 파일등록]을 할 경우 자료
들에 대한 다음 장의 『통계분석 자동화』 실습이 가능합니다.
F [내 설문현황]의 하단의 [매뉴얼 예시자료]
ü

[설문지 파일등록]이 실행할 경우 “이전 입력된 모든 설문자료들이 삭제”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4.2.11 QR코드 생성

[QR코드 생성]은 강의실이나 프로젝트가 설치된 장소에서 집단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QR코드 생성]을 선택하면 웹 설문지
에 직접접근이 가능한 QR코드가 생성됩니다. 하단의 [QR코드 사용법]을 이
용하여 피시험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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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문 진행관리

[설문 진행관리]는 설문의 진행여부를 관리합니다. “설문진행” 또는 “설
문중지” 선택으로 설문 진행을 관리합니다. “설문중지”를 선택하였을 경우
“설문중지 안내문 예시”를 참조하여 설문중지 안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설문지에 접근하였을 때 설문지 대신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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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 자동화

클라우드 사회과학자동화에서의 『통계분석 자동화』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통계분석 자동화는 일반통
계는 물론 PLS 구조방정식모델링,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 그룹비교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통계분석 자동화에서는 별도의 수작업 없이 연구보고
서 또는 논문에 직접 사용가능한 자료들(신뢰도 및 타당도, 경로분석 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통계분석 자동화는 아래와 같은 주요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

일반통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
그룹비교분석

5.1 일반통계

[일반통계]는 수집된 설문자료들에 대한 일반통계 분석을 지원합니다.
[자료수집]후 [내 설문현황] 화면에서 통계분석의 [일반통계]을 선택하면 『일
반통계분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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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일반통계 분석

[일반통계 분석]은 일반현황 및 기술통계을 포함한 SPSS나 SAS와 같은
전문적인 통계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반통계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5.1.2 일반현황

[일반현황]은

설문자료의 일반사항과 특별문항에 대한
같은 일반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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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백분율과

5.1.3 기술통계

[기술통계]는 일반사항과 특별문항을 포함한 모든 측정문항들에 대한 평
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F a: 일반문항, sex:성별, age:연령대, edu:학력, job:직업, rlg:종교, b:특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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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독립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은 측정지표들(검정변수)에 대하여 집단 간의 T-검정
을 지원합니다. 집단구분은 일반사항과 특별문항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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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대응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은 측정지표들 간의(한쌍)의 T-검정을 지원합니다.

5.1.6 일원분산분석

[일원분산분석]은 측정지표들(종속변수)에 대하여 집단들 간의 분산분석
을 지원합니다. 집단구분은 일반사항과 특별문항이 사용됩니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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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다원분산분석

[다원분산분석]은 측정지표들(종속변수)에 대하여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
을 포함한 분산분석을 지원합니다. 집단구분은 일반사항과 특별문항이 사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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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상관관계

[상관관계]은

측정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지원합니다. Person
Spearman 방식을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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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측정지표들 간의 회귀분석을 지원합니다. 독립변수들과 종
속변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5.1.10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측정지표들과 일반사항 또는 특별문항들 간의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지원합니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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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5.1.11 판별분석

[판별분석]은 일반사항 또는 특별문항에 근간하여 측정지표들을 판별분석
을 지원합니다. 판별분석에 포함시킬 측정지표들과 판별기준변수(집단변수)를
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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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주성분분석

[주성분분석]은 측정지표들의 주성분분석을 지원합니다. 고유치값 기준과
요인분석 행렬을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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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측정지표들의 요인분석을 지원합니다. 요인추출기법, 요인
회전여부 및 추출요인의 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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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계층적 군집분석

[계층적 군집분석]]은 측정지표들의 군집분석을
군집분석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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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군집행렬과

5.1.15 K-평균 군집분석

[K-평균 군집분석]]은 측정지표들의 K-평균 군집분석을 지원합니다. [계
층적 군집분석]을 근간으로 군집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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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다변량 분산분석

[다변량 분산분석]은 측정지표들의 다변량 분산분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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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구조방정식]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PLS 구조방정식모델링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한 설문자료 분석기능을 제공합
니다. [내 설문현황] 화면에서 통계분석의 [구조방정식]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
은『구조방정식모형 통계분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2.1 구조방정식모형 설정

[구조방정식모형 설정]은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설정하기 위한
화면으로 아래와 같으며, 주요입력 사항은 관측변수, 역지표, 잠재변수, 조형
변수, 구조모형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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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관측지표: 설문항목과 같으며, 자동적으로 초기값들이 제공됩니다. 소문
자로 표현되며, 지표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일반문항, sex:성별, age:연령대, edu:학력, job:직업, rlg:종교, b:특별
문항
역지표: 일반문항이나 특별문항 중 역지표(reverse item)로 설문한 문항
들이 있는 경우 등록합니다. 등록된 관측지표들은 통계과정에서 역수로
변환되어 사용됩니다(예, 7->1로 변환).
잠재변수: 영문자(대문자)로 표현해야하며, “=” 을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지표들을 표현합니다. 반영모형이 디폴트입니다.
조형변수: 잠재변수 중 조형변수로 설정을 원하는 잠재변수를 등록합니
다. 등록된 잠재변수들은 구조방정식 실행과정에서 조형모형으로 모델링
됩니다.
구조모형 설정: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합니다. “=” 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식 형태로 표기합니다(“=”의 오른쪽은 독립변수, 왼쪽은 종
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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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예시 연구모형(2.2.1)의 잠재변수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개념
잠재변수
관측지표
회원들간의 신뢰
TIM
a1 a2 a3
동일시
IND a4 a5 a6 a7
지식의 품질
KQ
a8 a9 a10 a11 a12 a13
커뮤니티 참여
CP
a14 a15 a16 a17 a18
브랜드 신뢰
BT
a19 a20 a21 a22
브랜드 충성도
BL
a23 a24 a25 a26 a27
상기 예시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IND = TIM
CP = TIM IND KQ
BT = CP KQ
BL = CP BT
상기와 같이 설정을 한
이 생성이 됩니다.

후 [설정확인]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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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차요인 개념 구조방정식모형 설정

이차요인 개념(2nd-Order Constructs) 구조방정식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
설정]에서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모두에 중첩하는 관측변수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질(SQ)변수를 외형성(TNG), 맞춤화(CUS),
응답성(RSP), 보장성(ASS), 신뢰성(RLT) 5개의 세부 개념들이 여러개의 관측
변수들로 구성된 이차요인 개념으로 설정할 경우
§

잠재변수 설정
TNG = a1 a2 a3 a4
CUS = a5 a6 a7
RSP = a8 a9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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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 = a11 a12 a13 a14
RLT = a15 a16 a17 a18
SQ = a1 a2 a3 a4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5.2.3 구조방정식 모형실행

[구조방정식 모형실행]은 기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실행하기 위한 화
면으로 다음과 같으며, 주요입력 사항은 PLS스키마, 부트스트립 샘플링 횟수,
검정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PLS스키마: PLS 계산 알고리즘으로 path, centroid, factoral 방식 중 하
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립 샘플링 횟수: 부트스트립 샘플링 횟수를 정합니다(100회–
500회).
검정방식: 단측검정 또는 양측검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일반적으로 인
과관계의 부호(긍정, 부정)가 있는 경우 단측검정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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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를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방정식모형 실행결과가 생성이

됩니다.

5.2.4 신뢰도분석 결과

[신뢰도분석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실행]후 자동적으로 처리된 측정지
표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를 보여줍니다. [신뢰도분석 결과]는 내적일관성 신뢰
도 평가기준과 지표신뢰도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미달한 측정지표들을
표시하여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3). 내적일관성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잠재
변수들에 대한 클론바흐 알파계수값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
들을 제공합니다.
3) PLS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신뢰도, 타당도 평가기준은 아래 연구를 참조하였음
윤철호, 김상훈(2014) R을 이용한 PL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튜토리얼: 예시 연구모형 및 데
이터를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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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분석 결과』화면에서 신뢰도 분석결과 값들뿐만 아니라 잠재변
수나 측정변수들의 내용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5 타당도분석 결과

[티당도분석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실행]후 자동적으로 처리된 측정지
표들의 타당도 분석결과를 보여줍니다. [티당도분석 결과]는 집중타당도와 판
별타당도 두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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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분석 결과]와 같이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미달한 측정지표
들을 표시하여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5.2.6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는 측정지표들의 유의도와 잠재변수들의 표준분산추출(AVE)
값들을 보여줍니다.

5.2.7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는 교차적재기준(cross-loadings)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들의
적재값들과 상관계수들과 평균분산추출의 비교결과를 보여줌으로 측정지표들
의 판발타당도 평가를 지원합니다. 교차적재기준 평가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
하여 측정지표의 최대값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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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조형지표 타당도 결과

[조형지표 티당도분석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설정]레서 조형지표로 설
정된 잠재변수가 있는 경우 측정지표들에 대한 타당도 분석결과를 보여줍니
다. [조형지표 티당도분석 결과]는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두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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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구조방정식모형 설정』 화면에서 잠재변수 KQ가 예를 들
어 조형지표로 설정된 경우 조형변수 영역에 KQ를 등록설정한 후 [구조방정
식모형 실행]을 수행하면 됩니다.

[조형지표 티당도분석 결과]에서는 조형지표 타당도 평가기준인 측정지표
들 가중치의 유의도(t-값)와 해당 잠재변수의 측정지표들의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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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경로분석 결과

[경로분석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실행]후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경로분석 결과]는 경로도와 경로계수의 유의도, 그리고
결정계수(R2)값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연구모형의 가설검정을 수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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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 분석]은 연구모형에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매개변수경
로 분석을 지원합니다. 단일 매개변수는 물론 다중 매개변수들의 개별적인 매
개경로들에 대한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Sobel-test와 부트스트립트에 의한 신
뢰구간 두가지의 방식으로 검증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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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매개효과 분석설정 및 실행

[매개효과 분석]은 기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잠재변수들간의 매개
효과를 분석 위한 화면으로 아래와 같으며, 주요입력 사항은 간단하게 매개효
과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
§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시작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한 후 [실행하기]를 수행하면 오른쪽의 구조
방정식모형에서의 두 변수간의 모든 (매개)경로가 산출되며 개별적의 다중매
개효과가 평가됩니다.
5.3.2 매개효과 분석결과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개별적인 매개경로들에 대한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Sobel-test와 부트스트립팅(Bootstrapping)에 의한 신뢰구간 두가지의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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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출하여 보여줍니다. 신뢰구간은 정규분포,
모두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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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또는 편의수정 기준

5.4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 분석]은 연구모형에서의 두 변수간의 관계(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에 대한 특정변수의 조절효과 분석을 지원합니다. [조절효과 분석]는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곱항(product term) 방식을 이용한 조절효과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곱항에 대한 설정만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을
지원합니다.
5.4.1 조절모형 설정 및 실행

[조절효과 분석]은 기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특정변수의 조절효과
를 분석하기 위한 화면으로 주요입력 사항은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간의 경로와 이에 대한 조절변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
§

경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
경로와 조절변수를 설정한

후 [실행하기]를 수행하면 오른쪽의 구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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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모형에서의 설정한 경로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및 유의도가 산출되어 조절효과가 평가됩니다.

곱항에

대한 경로계수

5.4.2 조절효과 분석결과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조절변수의 효과 평가를 위하여 곱항에 대한 경로
계수 및 유의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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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그룹비교 분석

[그룹비교 분석]은 특정 그룹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로들에 대한 비
교를 지원합니다. [그룹비교 분석]는 일반문항(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종교)
또는 특별문항들을 이용한 간단한 기준설정으로 그룹비교를 지원합니다.
5.5.1 그룹비교 분석설정 및 실행

[그룹비교 분석]은 기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잠재변수들간의 매개
효과를 분석 위한 화면으로 아래와 같으며, 주요입력 사항은 그룹비교 분석을
위한 집단변수 및 범위에 대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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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그룹비교 분석결과

[그룹비교 분석결과]는 경로에 대한 t-검정을 통하여 그룹간의 경로에 대
한 유의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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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기능

부가기능은 기본기능들인 설문지 작성 자동화, 자료수집 자동화 및 통계
분석 자동화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이외의 사회과학연구에 부가적으로 유용한
기능들을 포함합니다.
다,
§
§
§

현재 제공되는

부가기능들은 다음과 같으며,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

연구자관리
설문현황 및 파일받기
설문지관리

6.1 연구자관리

[연구자관리]는 특정설문(연구)에 대한 공동연구자관리를 지원합니다. [로
그인]후 아래의 [내 설문현황] 초기화면에서 연구제목옆의 [ ]을 선택하면
『연구자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1.1 공동연구자 초청하기

『연구자관리』 화면에서 [공동연구자 초청하기]를 선택하면 공동연구자
에게 연구 참여를 위한 이메일 초청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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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공동연구자 초청장 작성

새 이메일 초대장 작성은 작성된 웹설문지을 링크한 이메일을 작성하기
위한 화면으로, 주요입력 사항은 초대장 제목, 메일제목, 수신대상, 메일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초대장 제목: 메일 초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제목에 근간한
초기 내용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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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청대상: 메일수신 대상을 등록하는 부분으로 메일리스트를 복사/불어
넣기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메일주소는 콤마(,)로 구분
되고 수신대상들은 줄(line) 단위로 등록해야 합니다. 메일주소는 받듯이
공동연구자의 아이디(id)이어야합니다.
초청내용: 송신할 메일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소개에 근간한 초기 내용이
제공됩니다. @AAA는 메일 송신시 수신대상 이름들로 치환됩니다.

초청받은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공동초청 메일을 받을 수 있으며, 초청자
는 동여여부[예] 선택으로 공동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ü

공동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받듯이 회원가입이 되어야하며, 받은 메일주
소를 아이디로 사용하여야합니다.

6.2 설문현황 및 파일받기

[설문현황]과 [피일받기]는 진행중인 설문에 대한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그인]후 아래의 [내 설문현황] 초
기화면에서 응답현황의 [숫자]를 선택하면 『설문현황』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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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설문현황확인 및 파일받기

『설문현황』 화면에서 하단의 [파일생성]를 선택하면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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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문들을

6.3 설문지관리

[설문지관리]는 0내 설문현황]에 대한 설문지관리를 지원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의 [내 설문현황] 초기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의 [▣]을 선택하면 『설
문지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3.1 설문지관리하기

『설문지관리』 화면에서 특정설문주제에 대하여 오른쪽의 [종료여부]를
선택하면 그 설문은 [내 설문현황] 화면에서 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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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arlyoon@empa.com
Tel: 061-450-2611/010-4486-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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