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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50,000건

이상의 양적 연구 자료

19개 주제분야별 자료 검색

종단적, 횡단적 연구가 가능한

270여 개 시리즈 자료 제공

설문항 검색 및 비교 가능

양적연구방법론 수업

활용 가능

Data-Driven 
Learning Guides 

제공

국제적 자료 다양한 분야의
자료

설문항
데이터베이스

수업 활용

ICPSR?

ICPSR은 전세계 약 790여 개 학술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사회과학 조사자료 아카이브입니다.



인구

지역

도시문제

전쟁

사회갈등

경제교육

경영

리더십 지리/환경정치

보건

교수학습
국제관계

법

의회/행정

집단행동

조직행동

사회지표

사회

ICPSR?

다양한 주제 분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별로 수집한 15,000여 건의 조사자료와

250,000여 개의 수치파일을 제공합니다. 



접속 방법

ICPSR은 학교 인증과 개인회원 로그인의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STEP 1. 학교 인증

교내 PC에서 접속 시

- ICPSR은 기관회원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 교내 PC에서는 ICPSR URL(https://www.icpsr.umich.edu/)로

직접 접근하면 IP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교외 PC에서 접속 시

- 학교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자료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ICPSR로 접근하면 자동 인식 됩니다. 



우측 상단의 Log In / Create Account을 통해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합니다.

접속 방법

STEP 2. 개인 회원 로그인

ICPSR 은 학교 IP 인증 후 개인 회원 로그인을 해야만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

Google/Linkedin의 계정을
연동하여 로그인할 수 있으며
ICPSR에 직접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ICPSR에 직접 가입하실 경우,                
Create Account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 2-1. 계정 생성



왼쪽 화면의 필수 항목을
전부 채워주시면 됩니다.

접속 방법

STEP 2-1. 계정 생성



접속 방법

STEP 2-1. 계정 생성

• Address : 주소 기재는 선택사항
입니다. 

• Privacy :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Yes를 선택합니다. 

• Submit을 클릭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접속 방법

STEP 2-1. 계정 생성

• 생성하신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ICPSR 계정
인증 메일이 발송되며 메일 인증 후
ICPSR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Log in / 
Create Account’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접속 방법

STEP 2-2. 개인 회원 로그인



접속 방법

로그인 상태인 경우 이용자의 성명이
오른쪽 상단에 나타납니다. 

STEP 2-2. 개인 회원 로그인



Find Data

Search/
Compare 
Variables

Data-related
Publications

Utilize
Resources

ICPSR
Introduction

CONTENTS



FIND DATA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합니다. 



검색 키워드가 포함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lters와 Sort by를 통해 결과를 재정렬 할 수 있습니다. 

FIND DATA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자료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A CONTENT



간략하게 요약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관련된 주제 용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는 관련 자료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인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수행된
지역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A CONTENT



Scope of Project를 통해
조사 시기, 자료 수집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hodology를 통해 조사
방법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A CONTENT



• 데이터는 ‘Download’ 또는 ‘Data & Documentatio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통계프로그램의 데이터파일을 지원합니다. 원하시는
종류의 프로그램 명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자료는 연구자나 공개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링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DATA CONTENT



해당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면
자료가 다운로드 됩니다.

DATA CONTENT



해당 조사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설문항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사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Publicat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A CONTENT



해당 자료가 얼마나 다운로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age Report’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DATA CONTENT



DATA CONTENT

자료 유형별 이용 현황 및 해당 자료에 접근한 이용자의 특성과
회원 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수집하는
이용자의 직위와 소속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BROWSE BY TOPICS

FIND DATA > Browse > Topics 를 통해
주제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BROWSE BY TOPICS

19개의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View More’
를 클릭하면 소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OWSE BY SERIES

FIND DATA > Browse > Series 를 통해
시리즈 자료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의 다양한 시리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시리즈 자료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연도별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BROWSE BY SERIES



THEMATIC DATA COLLECTIONS

FIND DATA > Browse > Thematic data collections 를
통해 주요 주제분야 혹은 관련기관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21가지의 주제 분야에 대해서
미국 통계 에이전시나 재단들과 협력하여 자료들을 수집
하고 제공합니다. 

• 관심 분야나 기관이 있는 경우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데이터 베이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관련자료는 ICPS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THEMATIC DATA COLLECTIONS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FIND DATA > Browse >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을 통해
온라인 통계분석이 가능한 조사자료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제공합니다.



온라인 통계분석이 가능한 조사자료들을
키워드 검색 및 재정렬 할 수 있습니다.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Analyze Online’을 클릭하여 온라인
통계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Full Analysis Capabilities(SDA)]
버클리에서 개발한 통계 분석 툴로서 조사 자료를 웹 상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s://sda.berkeley.edu/

[Freqs/Crosstabs(StatSnap)]
온라인 상에서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https://sda.berkeley.edu/


자료 분석을 위해 해당 이용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교차분석을 할 변수를 각각
키워드 검색 후 Row(행변수)와
Col(열변수)으로 지정합니다. 
변수 및 Percentage, Chart 
Type  선택을
완료한 후 ‘Run’ 버튼을
클릭합니다.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빈도/ 교차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에는 표, 하단에는
그래프가 위치합니다.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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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 검색/비교 기능으로 검색뿐 아니라
한 화면에서 설문항끼리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SEARCH/COMPARE VARIABLES



1

2

• 검색한 키워드와 연관된 설문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문항끼리 비교할 경우, 앞에 위치한 설문항의 체크
박스에 체크한 후 ‘Compare’ 를 클릭합니다. 
다른 설문조사에 포함된 설문항도 한번에 선택
가능합니다.

SEARCH/COMPARE VARIABLES



선택한 설문항들과 세부 질문
내용 및 설문지 제목이 한 화면에
나타납니다.  
문항의 보기 내용과 응답 빈도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시기에 조사된
설문항의 결과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SEARCH/COMPAR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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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PSR의 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문서, 컨퍼런스 자료
뿐만 아니라 논문, 저널, 책, 뉴스 자료 등
다양한 결과물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키워드 검색 외에도 특정 저널이나 저자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Y WORD



• 자료의 종류에 상관 없이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ull Text Options’ : 원문 링크 및
PDF파일을 제공합니다.

*참고* 
ICPSR에서 제공하고 있는 Publication 유형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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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GUIDE

• 연구 전에 기초적인 양적방법론에
대해 학습해볼 수 있습니다.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제별, 분석 방법 별로 확인 가능
합니다.



•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중요 주제(54개)를
선정하여 연구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 원하는 분석 방법을 클릭하면, 해당 분석을 진행
할 수 있는 주제가 제공됩니다.

BY IMPORTANT THEME



ICPSR이 제공한 연구 주제의
목적과 Research Quest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RNING CONTENT



연구를 위해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에 관한 가설의 답을 얻기 위해
사용한 설문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RNING CONTENT



설문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제시합니다.

ICPSR에 있는 자료를 통해
Interpretation의 질문 내용에 답해보며
중간 과정물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응용해볼 수 있습니다. 

LEARNING CONTENT



방법론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어떤 순서대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따라
리스트를 안내합니다. 

EXERCISE MODULES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을 위한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학생 자료]
자료를 다룰 때 저널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SPSS 
분석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자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교수 자료]
YouTube의 ICPSR 채널을 통해 학생들에게 데이터, 
방법론이나 ICPSR을 교육할 때 도움이 될만한 자료
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을 위한 자료도
있으므로 폭넓은 범위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적합합니다. 

EXERCISE MODULES



http://icpsr.umich.edu/

KSDC

02-460-9466~7,9464 

ksdcdb@ksd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