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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et survey is more time and cost efficient than the off-line 
survey. We design and implement a web-based questionnaire generating 
system for the internet survey. The system guides users to make up a 
questionnaire step by step. It also generates data code for the statistical 
packages such as SPSS and SAS when the internet survey has bee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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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이후 WWW(World Wide Web)의 사용 확대로 인해 인터넷 보급률이 높

아지고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

다. 여론조사 부분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의 비중이 점차 높

아져서 시장조사, 고객 만족도, 소비자 선호도, 브랜드 인지도, 시장 규모 예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조사는 가상공간에 조사사이트를 만들어 응답자가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

과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 등으로 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존의 

면접 조사, 우편 조사나 전화 조사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설문 작성 및 조사, 데이터 

코딩, 결과 분석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지역이나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변종석 외(1999)가 지적했듯이 인터넷 조사는 사전에 추출된 표본을 이용

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많이 의존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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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층이 고르지 못하고 20-30대의 컴퓨터 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특정계층으로 편중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표본의 대표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조사는 설문 보기

의 내용이 기존 조사방법처럼 문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래픽과 동 상 및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박희창 외(2001)).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 구현언어인 HTML을 구체적으로 알아

야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고, 설문의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DB의 설계 및 

관리, DB 연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조사자는 주로 

조사를 대행하는 조사전문기관에 인터넷 조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국내에

서 설문지 작성 시스템을 갖춘 상용화된 사이트들로는 [12], [13], [14], [15], [16]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이트가 설문작성에서부터 설문조사 및 설문분석 그리고 이메일 조

사를 위한 이메일 발송관리 및 메일 주소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들에서는 문항 수나 응답자 수에 대한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의 조

사는 무료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

는 부담이 있다. 상용 사이트 외에는 박희창 외(2000)과 박희창 외(2002)이 

ColdFusion을 이용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및 분석시스템을 구현하 고 정효숙과 전우

천(2000)은 표본조사 학습을 위한 웹 설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리고 임경철

(1998)는 통계조사 시스템과 통계 자료 분석 시스템을 웹에서 통합하여 운 하는 시

스템을 개발하 다. 홍기천(2002)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설문 문항도 포함하는 설

문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 으나 현재 이 시스템들을 이용하기 위한 사이트 

주소가 제공되지 않아 실제 활용에는 제한이 있다. 오프라인 설문 작성 프로그램으로

는 온라인 설문지 뿐 아니라 종이 설문지도 함께 작성할 수 있는 Data Entry(허명회

(2002))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몇 단계의 과정만 따라가면 비용 부담없

이 쉽게 인터넷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설문지의 사이트 주소

를 링크하면 인터넷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웹 기반 설문작성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주관형, 객관형, 단일형, 복수형, 순서형과 도표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설문 문항

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설문작성이 완료되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 

삭제 및 설문 문항 추가 등으로 설문지 내용을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게 한다. 그리

고 응답결과 데이터들은 서버의 DB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조사자는 언제든지 수집된 

응답결과 데이터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막대그래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저장되는 데이터는 차후 SAS나 SPSS 같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이 가능한 형식으로 저장되어 조사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설문작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3장에서는 설문작

성 시스템의 구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2. 설문작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성

웹상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 서버를 구축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pache, PHP, MySQL로 구성된 APM 서버를 구축하고 서

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자와 시스템 관리자의 구분을 두어 구성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조사자와 응답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설문을 관리하고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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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과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서버를 운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원관리와 게시판 그리고 본 설문 작성 시스템은 PHP(박재진(2001)), 

Javascript 그리고 HTML로 작성하고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은 MySQL(이상관(2004))

에 저장한다.

본 시스템은 모든 설문작성 데이터와 응답결과 데이터를 자체 DB에 저장하고 관리

한다. 조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DB의 디렉터리 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응답 데이

터뿐만 아니라 조사자의 기본 정보도 함께 분류하여 저장한다. 즉, 조사자가 처음 회

원가입을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응답 데이터를 얻기까지의 모든 데이터들이 

DB에 보관되며 조사자가 필요로 하는 설문내용, 설문지 주소링크 그리고 응답 데이터

들은 조사자의 초기 화면에 있는 설문 목록에서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설문 

조사자가 작성한 설문지는 설문지 주소 사이트를 자신의 홈페이지 혹은 서버에 링크

하여 업로드하면 응답자는 그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설문에 참여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응답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며 간

단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자가 실시간으로 응답 데이터를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3. 설문작성 시스템의 구현

설문지의 문항의 형태는 크게 주관형과 객관형으로 구분된다. 주관형은 응답자가 

생각하

<그림 1> 시스템 구성 및 운용도

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입력하는 형태이고 객관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몇 개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 형태이다(천성수(2000)). 객관형은 다시 보기들 중에서 한 가지

를 선택하는  단일형과 여러 개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형으로 분류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설문문항의 유형을 주관형, 단일 객관형, 복수 객관형, 보기들을 순서대

로 나열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순서형, 몇 개의 동질의 특성을 지닌 문항을 하나의 표

로 묶어서 단수형이나 복수형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표형 문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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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문작성 구현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http://esurvey.yu.ac.kr로 

접속을 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그림 2>과 같은 설문지 목록 

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은 이미 작성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설문지 목록을 나타낸 

것으로 처음 가입한 회원의 경우는 목록이 비어있다. 여기서 [설문지 작성하기] 버튼

을 클릭하고 아래에서 제시한 네 개의 단계를 거치면 새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다. 

설문 작성이 완료되면 설문 목록에 새로 작성한 설문지가 등록될 것이다. 이렇게 등

록된 설문지는 조사자가 [삭제]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고, [수정] 버튼은 설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문항 삭제, 수정, 설문 문

항 추가 등의 설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 설문 목록

[설문지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설문 개요 작성 단계로서 설문 제목, 설문 인사말, 설문 맺음말, 설문 문항

수, 설문 시작일과 설문 종료일을 입력한다. <그림 3> 

2단계 : 설문 문항 작성 단계로서 설문지 문항의 내용을 작성하고 문항의 형태, 보

기 항목 수, 문항별 응답형태를 선택한다. 그리고 도표형일 경우에는 도표

형 문항 수에서 문항 수를 선택한다. 만약 문항의 응답 방법에 대한 안내

문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문항 내용 뒤에 두 개의 괄호 안에 넣어서 작성한

다. 그러면 완성된 설문지에는 본 문항 내용의 씨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씨로 응답 방법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4> 

3단계 : 문항별 보기 작성 단계로서 각 문항의 보기 내용을 입력한다. <그림 5>

4단계 : 설문지 확인 단계로서 완성된 설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항과 보기의 

수정, 삭제 및 추가 버튼을 통해 설문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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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1단계 : 설문 개요 작성        <그림 4> 2단계 : 설문 문항 작성

 

   <그림 5> 3단계 : 문항별 보기 작성         <그림 6> 4단계 : 설문지 확인

설문 작성이 최종 완료되어 4단계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7>과 같이 

작성한 설문지의 링크주소를 받을 수 있다. 이 주소를 조사자가 링크하면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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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설문지가 되고 이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그림 7> 설문 링크 주소                <그림 8> 조사자의 완성된 설문지

특히 4단계의 설문지 확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 및 보기의 삭제, 수정, 추가

가 가능하다.

설문 삭제 단계 : 작성된 문항을 삭제할 수 있다. <그림 9> 

설문 수정 단계 : 설문의 개요 및 설문 문항과 보기의 내용 수정, 보기의 삭제, 문

항 번호의 변경 등의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림 10> 

설문 문항 추가 단계 : 새로운 설문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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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설문 삭제                      <그림 10> 설문 수정 

<그림 11> 설문 문항 추가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면 조사자의 완성된 설문지가 <그림 2>의 설문 목록에 등록

되고 설문내용 또한 DB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설문 목록에서도 [수정] 버튼을 클릭하

여 수정, 삭제 및 설문 문항 추가를 할 수 있어 이미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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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지를 목록에서 삭제할 수가 있다. [수정] 버튼

을 선택하여 문항을 수정하거나 혹은 추가를 하 다면 <그림 2>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설문응답에 대한 구현

설문 조사자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설문지의 링크 주소를 자신의 웹페이지에 링크

하면 응답자들이 접속하여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한 데이터들은 이 시스템의 

서버 DB에 자동 저장이 되고 조사자들은 설문 목록에 있는 데이터 [보기] 버튼을 통

해 그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림 12>과 같이 막대그래프와 함께 

간단한 빈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수집된 응답 데이터들은 <그림 13>와 같은 데

이터 형식으로 저장되는데 이 표 전체를 블록 설정하여 Excel의 시트에 복사하면 그

대로 옮겨져서 Excel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차후 SPSS, SAS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

한 통계분석에 데이터 파일로 이용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조사자도 웹에 접속하여 시

스템이 제공하는 네 개의 단계를 차례로 진행하면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 저장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설문작성 데이터와 응답결과 데이터의 처리 및 관리도 용이하며 응답

결과 데이터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설문작성이 진행되는 경우나 완

료된 경우에 조사자의 실수로 수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삭제], [수정], [추가] 버튼

을 통해 설문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 다. 설문문항 역시 주관형, 객관

형, 단일형, 복수형, 순서형 그리고 도표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두어 

조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형태의 설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하 다. 응답결과 데이터들

은 자동 코딩되어 조사자에게 제공되며 실시간 빈도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된다.

향후 스킵형 문항이나 도표형에서의 주관형 문항 등을 추가하여 조사자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응답자가 

응답하면 실시간으로 설문결과 데이터가 DB에 저장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응답결과 데이터들의 다양한 통계분석을 위해 시스템 내에서 카이제곱 검정, 상관분

석,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자들이 이미 작성하여 진행했던 설문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

아보고 그래픽, 동 상, 음악들의 다양한 형태의 보기 항목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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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간단한 빈도 결과 보기          <그림 13> 결과 데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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