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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In th is paper , w e su gg est and im plem ent an on - line surv ey an d an aly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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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은 인터넷, 특히 W W W (W orld W ide W eb )의 발달로 인해 수많은 정보 및

자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교류되고,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 온라인설

문조사(Online surv ey )는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시간이나 장소

의 제한이 없이 신속하게 많은 응답자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많은 조사들이 W W W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DB ; Dat a Base )란 여러가지 응용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및 저장한 데이터의 집합을 뜻하며, 데이터 베이스는 데이터의 저장이

중복되지는 않지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일부 데이터의 중복을 의미하는 통합된 데

이터 (int egrated dat a )와 최소의 중복 (m inim al r edundancy )을 바탕으로 한다. 데이터베

이스의 특성으로는 질의 (qu ery )에 대해 실시간 처리 및 응답할 수 있는 실시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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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real tim e accessibility ), 동적인 데이터(삽입, 삭제, 갱신) 특성을 가지는 계속적인

변화 (cont inu ou s ev olut ion ), 병렬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다른 방법으로 동시에 사용하

는 동시 공용성(cont inuou s sharing )과 데이터의 물리적 주소나 위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인 값에 따라 참조되는 내용에 의한 참조 (content refer en ce)를 들 수 있다.
온라인설문조사는 많은 장점과 아울러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앞으로의 조사에서

는 더욱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행의 시스템은 온라인설문

조사의 한계점과 더불어 많은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 구조로 이루어졌고, 활용면에서

단지 기초적인 분석만이 가능하여 조사시스템에 국한되는 한계점을 함께 지니고 있

다.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약점으로 단순한 빈도분석만

을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 결론을 얻을 수 있는 통계 분석을 효과적으로 행하지 못한

다는 점이다. 이해용 (2000) 에서는 아하넷(ht tp :/ / w w w .ah anet .co.kr )에서 실시간 통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 병합교차분석, 다차원척도법, 회귀

분석만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다변량 등과 같은 고급분석은 실시간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상품으로 판매하는 T S S W ebSurv ey , Surv ey
S olut ion , M arket Sight 등이 있으나, T S S W ebSurv ey (ht tp :/ / w w w . t s sonline .com )의
경우도 교차분석과 표본수의 결정, 가설검정, 회귀분석만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판

매되는 다른 제품의 경우 분석은 오프라인(Off- lin e) 용으로 되어있어 사용자들에게

제품의 구입과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학문적 연구로는 온라인설문조사의 필요성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박희창 등

(2001) 에서 잘 서술하고 있으며, 김정기 등(1999) 에서는 온라인설문조사의 일반적인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있고, 변종석 등 (1999) 에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온라인설문조

사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오프라인상의 통계분석시스템은 이정진 등 (1992, 1994,
1999) 의 CAT S , ISP , 정보통계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W est 등 (1998) 은 웹의 발전이

통계학 분야에 크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 ch w ard (1997) 는 웹

상에서 StatVillag e를 설계하였으며, 인터넷 상의 통계 분석 시스템은 이우리 등

(1998) 에서와 같이 연구되어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기존의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에서와 차별화 되어 구현된 본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구현된 온라인설문조사와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온라인설문조사 및 분석시스템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지면관계로 구현된 예를

몇 가지 살펴보고, 5장에서는 결론을 다루고자 한다.

2 . 온 라인 설문 조사 및 분 석시 스템 의 특 징

본 시스템에서는 자료의 입력에서 처리와 분석결과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

으로 구현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일 응답자에 의한 반복 측정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 기존의 자료와 쉽게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처리과정에서도 데이터

베이스에서의 쿼리 (qu ery )를 사용하여 반복 계산을 하지 않기에 수행 속도 면에서 파

일 시스템 보다 빠르며, 함수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함으로써 계속적인 조사 등에서의 추세 분석이 가능하다. 본 시

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Implementation of On-Line Survey and Analysis System based on Database Structure

1) 최초 등록회원 가입시 최소한의 입력을 통해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 정

보 입력시 방문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였다.
2) 등록회원 개인의 인구 통계적 정보 및 향후 진행될 설문의 분석에 필요

한 회원 신상 정보는 개별 설문과 무관하게 무제한 구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개별 설문에 별도의 인구통계적 정보 및 신상에 관련된 문항을 삽입하지 않더라

고, 항상 최신의 회원 정보가 개별 설문과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즉 단

하나의 문항을 가진 설문의 경우에도 기존의 회원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참조함

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3 ) 위 2)와 같이 회원에 대한 정보 (무제한)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

으로써, 실제 묻고자 하는 설문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회원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

낼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dat a m inin g )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

었다.
4) 설문 작성 시 이미 작성되어 운용중인 (응답한 회원이 존재하는 경우 포

함) 회원의 신상 조사 문항을 선택하여 해당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를 취

함으로써, 특정 설문에 대한 조사 시점에서의 회원 정보를 삽입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였다.
5) 설문의 구성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별 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함으로

써 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설문 제작(questionnair e m aking )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였고, 이는 특정 설문의 실제 응답 결과를 통한 직접적인 분석뿐만 아

니라, 특정 문항들을 선택하여 구성한 가상의 설문에 대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6) 회원의 응답 결과가 응답 시점별, 문항별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를 취함으로써 동일 문항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설

문조사의 한계인 응답자의 불성실한 (무성의한) 응답 오류를 자동으로 추적하여

분석 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7 )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의 퍼포먼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자체 함수를 최대한 활용,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 네트웍 트래픽에 대한 분산 처리, 온라인 트랜잭션 분산을 위한 병렬처리

구조 등이 고려되었다.

3 . 구 현된 온라 인설 문조 사 및 분석 시스 템

3 .1 시 스템 개 발 및 운 용 환 경

구현된 시스템의 개발 환경에서 개발 언어는 ColdF u sion Applicat ion
S erv er/ ColdF u sion Studio, PL/ S QL, GCC, Jav a , HT ML 등이며, 운용 환경은 Unix ,
Linux s , W in dow s NT , W indow s 98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데

이터베이스는 ODBC 지원/ Oracle 7.3, 8.0, 8i / Syba se Sy st em 11 / Syb ase
A daptiv e S erv er 11.5 / Inform ix 7.3 and 9 / IBM DB2 5.0 and 6.1이다. 통계 분석시

스템의 기본 알고리즘은 SP S S에서 공개한 알고리즘을 본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3



박희창·남기성·김희재·송금민·명호민

3 .2 시 스 템 운 용 흐 름 도

본 시스템의 운용은 조사 의뢰자가 시스템 관리자에게 조사에 대한 시스템의 사

용을 허락 받은 후 온라인 상에서 설문을 만들어 온라인 상에 즉시 발표하면 회원들

혹은 사이트 방문자에 의해 주어진 기간동안 조사된 후 조사 의뢰자는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응답 결과는 결과 창에 공개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도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의뢰인 인 경우 관리자에게 설문 조사를 의뢰하면 관

리자가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아 결과를 의뢰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이상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1> 과 < 그림 2>와 같다.

< 그림 1> 운용흐름도 <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3 .3 시 스템 데 이 터 베이 스 구 조 도

본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설계한 주요 테이블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회원

분류 정보는 부록의 < 표 1>과 같이 회원에 대한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분류

함으로써, 응답 회원에 대한 분석 시 회원의 분류별로 응답 데이터의 비교 분석이 가

능토록 구성하였다.
회원 기초 정보에 대한 테이블에서 회원 정보 중에서 최근 CF ID와 CF T OKEN

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원이 최종 로그- 인(log - in ) 시 부여했던 쿠키정보를 저장하여

해당 회원이 다음 방문 시 로그- 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회원 기초 정보 테이블에서는 회원의 로그- 인과 관련된 기본 정보만 확인하고

회원에 대한 인구통계적 정보 및 신상 정보는 신상 조사 문항 정보에서 개별 회원별

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서의 회원 정보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였

다.(<표 2> 와 <표 3> 참고)
신상 조사 Case 정보와 신상 조사 응답 결과에 대한 테이블에서 회원에 대한 응

답 정보는 설문과 별개로 혹은 공동으로 진행되며, 신상 조사를 통해 회원 정보의 무
제한 축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신상 조사 응답 결과는 아래의 독립 조사 응
답 결과 테이블의 회원코드를 통해 연동되어 해당 회원의 응답 정보가 자동 갱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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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 참조되도록 구성되었다.(< 표 4> 와 <표 5> 참고)
독립 조사 문항 정보, 독립 조사 Ca se 정보, 그리고 독립 조사 응답 결과에 대한

테이블은 각각 < 표 6> , <표 7> , <표 8> 에 제시하였다. 설문의 각 문항들을 독립된
개별 문항으로 처리하여 개별 설문 작성 시 다양한 검색 방식에 의한 설문의 자동구
성이 구현되도록 하였으며, 회원의 응답 결과는 개별 문항별로 처리되어 개별 설문
단위의 분석뿐만 아니라, 개별 문항의 선택적 조합으로 가상의 설문을 생성하여 분석
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Comm on_Surv ey_Ca se 테이블의 csc_W eight 항목은
설문 분석 시 선택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별도로 지정하여 (SP S S에서의 데이터 리코
딩과 유사한 개념) 분석 결과 데이터에서의 수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정보, 설문별 응답자 제한 정보, 설문별 구성 문항정보에 대한 테이블은 각
각 <표 9> , < 표 10> , <표 11> 에 나타내었다. 테이블 Surv ey_List는 진행하고자 하는
설문 (혹은 분석하고자 하는 가상의 설문 포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저장하며,
Surv ey_Restr ict 테이블은 해당 설문의 응답자를 이미 진행된 신상 조사 응답 결과를
통해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혹은 분석을 위한 가상의 설문의 경우 분석을 위한 응답
대상의 사전 제외) 기능을 구현하도록 별도로 구성하였다. Surv ey_It em 테이블은 개
별 설문의 문항 구성을 별도의 Com m on_Surv ey_It em 테이블에 있는 문항 코드 및
응답자 신상 정보를 위한 M em ber_Surv ey_It em 테이블의 항목을 참조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절약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공간 절약은 OLA P 퍼포먼
스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 보다 쉽게 설문 작성 (Questionnair e M akin g )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다. 또한 설문 분석을 위한 S ource/ Destination 데이터 타입 (명목척도:1,
서열척도:2, 등간척도:3, 비율척도:4)의 경우 시스템의 전역변수로 선언하여 사용함으로
써 불필요한 데이터 질의를 수행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스키마 튜닝 , 어플리케이션 튜닝, 인스턴스
튜닝, 데이터베이스 튜닝 및 반복적인 정규화, 비정규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전체 구조에 대한 ERD은 <그림 3> 과 같다.

< 그림 3> 전체 구조의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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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구조의 ERD (계속)

4 . 시스 템의 사용 예

<그림 4>에서 < 그림 9> 는 본 시스템을 사용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각 각의 설

문 문항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 입력 부분과 결과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과는 사용자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간단한 그래프

를 지원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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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문 정보 창 <그림 5> 문항 입력창

<그림 7 > 기초 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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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설문 결과

<그림 9> 교차 분석

분석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가설검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이루어져있다. < 그

림 10>은 분석에서 사용할 통계적인 기법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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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통계 기법의 선택

<그림 11> 에서 <그림 14> 는 통계분석에서 사용되는 입력창이다.

<그림 11> 분산분석 입력창 < 그림 12> 상관계수 입력창

<그림 13> 회귀분석 입력창 <그림 14> 범주형 자료분석 입력창

결과는 통계를 잘 모르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결과만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하여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T - 검정의 경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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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이 등분산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아야 되는 기존 시스템을 본 시스템에서

는 내부적으로 미리 계산하여 결과에는 최종 결론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림 15>
- <그림 30> 참고)

5 . 결 론 및 향 후 과 제

이상의 예에서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문 조사와 분

석을 인터넷 상에서 같이 구현되어 기존의 설문시스템에서 설문조사가 있은 다음에

OF F - Lin e의 통계 펙키지에서 자료를 분석하여야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으

며, 본 시스템의 사용 시 조사나 분석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본 시스템은 기본적인 통계 교육의 도구로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구현하였

으며, 통계학에 대하여 자세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결과와 해석을 제

공하여 연구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 비전공자에게 분석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통계적 기법과 통계량을

이론에 입각하여 자동으로 제공하는 연구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또한 본

연구자들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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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두 집단 평균차 검정 결과 <그림 16> 분산 분석 결과 1

< 그림 17> 분산 분석 결과 2 < 그림 18> 상관 분석 결과

<그림 19> 모상관계수 검정 결과 <그림 20> 회귀분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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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회귀분석 결과 2 <그림 22> 회귀분석 결과 3

<그림 23> 회귀분석 결과 4 <그림 24> 회귀분석 결과 5

<그림 25> 회귀분석 결과 6 <그림 26> 회귀분석 결과 7

< 그림 27> 회귀분석 결과 8 <그림 28> 회귀분석 결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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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범주형 자료 분석 결과 1 < 그림 30> 범주형 자료 분석 결과 2

부 록

<표 1> 회원 분류 정보 테이블

테이 블 명 : Member_Gubun (회 원 분류 정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회원분류- 고유코드 mi_Serial Integer PK, Index
회원분류명 mi_mgSerial Varchar2(100)
디폴트권한등급 mi_EMail Integer
가입회원수 mi_Name Integer

<표 2> 회원 기초 정보 테이블

테 이블 명 : M ember_Info (회원 기 초 정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회원- 고유코드 mi_Serial Integer PK, Index
회원분류- 코드 mi_mgSerial Integer F K
전자우편주소 mi_EMail Varchar2(20)
이름 mi_Name Varchar2(20)
로그- 인- 아이디 mi_LogID Varchar2(10) Index
로그- 인- 암호 mi_LogPW Varchar2(10)
가입신청일 mi_RequestDate Date
가입허용일 mi_ApproveDate Date
주민등록번호 mi_IdentityNo Varchar2(14)
최근CFID mi_CurrentCFID Varchar2(20)

Cookie를 이용한 로긴 전 회원정보
최근CFT OKEN mi_CurrentCFT OKEN Varchar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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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상 조사 문항 정보에 대한 테이블

테 이블 명 : M ember_S urv ey _Item (신상 조사 문 항 정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문항- 고유코드 msi_Serial Integer PK, Index
자료타입- 코드 msi_csitSerial Integer FK
문항분류- 코드 msi_msgSerial Integer FK
문항내용 msi_Content Varchar (250)
조사가능- 시작일 msi_StartDate Date
조사가능- 종료일 msi_EndDate Date
응답요구순위 msi_Weight Integer
화면표시- 가로Case수 msi_RowCount Integer
현재상태 msi_CurrentState Integer 0:준비중/ 1:진행중/ 2:종료

총 응답자 수 msi_ResponseCount Integer
입력방식 msi_SelNumChar Integer 0:선택형/ 1:숫자입력/ 2:문자입력

입력문자 길이수 msi_CharLength Integer
응답시- 마일리지 msi_Mileage Integer
결과공개여부 msi_ResultOpen Integer 0:공개/ 1:비공개

최종응답일시 msi_LastResponse Date

< 표 4> 신상 조사 Case 정보 테이블

테 이블 명 : M ember_S urv ey _Cas e (신상 조 사 Cas e 정 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Case- 고유코드 msc_Serial Integer PK, Index
신상문항- 코드 msc_msiSerial Integer FK
배치순서 msc_CaseOrder Integer
Case별 적용 가중치 msc_Weight Integer
Case 내용 msc_Content Varchar (250)
응답자수 msc_ResponseCount Integer

<표 5> 신상 조사 응답 결과의 테이블

테 이블 명 : M ember_S urv ey _Res ult (신상 조사 응 답 결과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응답- 고유번호 msr_Serial Integer PK, Index
회원- 고유번호 msr_miSerial Integer FK
신상문항- 고유번호 msr_msiSerial Integer FK
선택Case- 고유번호 msr_mscSerial Varchar (250) FK
응답일시 msr_ResponseDate Date
단답형- 응답결과 msr_ShortT ext Varchar2(100)
오픈형- 응답결과 msr_LongT ext Varchar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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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독립 조사 문항 정보에 대한 테이블

테 이블 명 : Comm on_S urv ey _Item (독 립 조사 문항 정 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문항- 고유코드 csi_Serial Integer PK, Index
자료타입- 코드 csi_csitSerial Integer FK
문항분류- 코드 csi_msgSerial Integer FK
문항내용 csi_Content Varchar (250)
조사가능- 시작일 csi_StartDate Date
조사가능- 종료일 csi_EndDate Date
응답요구순위 csi_Weight Integer
화면표시- 가로Case수 csi_RowCount Integer
현재상태 csi_CurrentState Integer 0:준비중/ 1:진행중/ 2:종료

총 응답자 수 csi_ResponseCount Integer
입력방식 csi_SelNumChar Integer 0:선택형/ 1:숫자입력/ 2:문자입력

입력문자 길이수 csi_CharLength Integer

응답시- 마일리지 csi_Mileage Integer
결과공개여부 csi_ResultOpen Integer 0:공개/ 1:비공개

최종응답일시 csi_LastResponse Date

< 표 7> 독립 조사 Case 정보에 대한 테이블

테 이블 명 : Comm on_S urv ey _Cas e (독립 조사 Cas e 정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Case- 고유코드 csc_Serial Integer PK, Index
독립문항- 코드 csc_msiSerial Integer FK
배치순서 csc_CaseOrder Integer
Case별 적용 가중치 csc_Weight Integer Case별 분석 가중치

Case 내용 csc_Content Varchar (250)
응답자수 csc_ResponseCount Integer

<표 8> 독립 조사 응답 결과에 대한 테이블

테 이블 명 : Comm on_S urv ey _Res ult (독 립 조사 응답 결 과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응답- 고유번호 csr_Serial Integer PK, Index
회원- 고유번호 csr_miSerial Integer FK
설문- 고유번호 csr_cslSerial Integer FK
독립문항- 고유번호 csr_msiSerial Integer FK
선택Case- 고유번호 csr_mscSerial Varchar (250) FK
응답일시 csr_ResponseDate Date
단답형- 응답결과 csr_ShortT ext Varchar2(100)
오픈형- 응답결과 csr_LongT ext Varchar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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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설문 정보에 대한 테이블

테 이블 명 : S urv ey _Lis t (설 문 정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설문- 고유코드 sl_Serial Integer PK, Index
설문- 제목 sl_T itle Varchar2(250) Index
설문조사- 시작일 sl_StartDate Date Index
설문조사 종료일 sl_EndDate Date
설문- 소개 sl_Intro Varchar2(2000)

<표 10> 설문별 응답자 제한 정보 테이블

테 이블 명 : S urv ey _Res tric t (설문별 응 답자 제한 정 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제한정보- 고유코드 sr_Serial Integer PK, Index
설문- 코드 sr_cslSerial Integer F K
신상문항- 코드 sr_msiSerial Integer F K
신상문항Case- 코드 sr_mscSerial Integer F K

<표 11> 설문별 구성 문항정보에 대한 테이블

테 이블 명 : S urv ey _Item (설 문별 구성 문 항정보 )
Logical Name Physical Name Data T ype 비 고

설문문항- 고유코드 csl_Serial Integer PK, Index
설문- 코드 csl_msiSerial Integer F K, Index
신상문항- 코드 csl_csiSerial Integer F K
독립문항- 코드 csl_T itle Integer F K
설문문항- Order csl_StartDate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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