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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의 비

교를 통해 검정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2012년 8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DSL 원문이용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증에 이용된 변수는 나이, 소속기관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이용빈도, 이

용기간의 행동 변수이다 1차 검정결과 불일치 비율은 나이가 7.5%, 소속기관 15%, 이용빈도 92%,

이용기간 55%로 높게 나타났다. 상세검정을 통해 나이에 대한 불일치 비율을 비관적으로 3%, 낙관

적으로 1%로, 소속기관에 대한 불일치 비율을 비관적으로 4.5%, 낙관적으로 2%로 추정할 수 있었

다. 불일치비율을 1/4 이하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은 측정오차와 응답자의 기억력

문제, 인터넷 이용행태 등으로 불일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설문조사에도 간

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믿을만한 자료라는 점을 시사

하고있으며, 보다정확한검증을위해많은후속연구가필요하다.

주요용어: 불일치, 온라인설문조사, 인터넷설문조사, 측정오차.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유선인터넷은 1982년 서울대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의 시범망을 구축함으로써 시작

되었다. 1994년에는 상용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인 한국통신, 데이콤, 아이

네트 등이 텍스트 기반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3)에의하면우리나라는 2001년다운로드속도가초당 1 Mbps (Mbyte per second)를넘는초고속

망 네트워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인터넷 이용자도 2,000만 명을 돌파하여 기술적 측면이나 이

용자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1년 인터넷 이용자는 3,718만여 명으

로 이용률은 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3)에 의

하면 2012년 12월말이동전화가입자 5,362만여명으로나타났는데, 두개이상의이동전화를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였다. 이 중 무선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

마트폰가입자는 3,272만여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유선인터넷이나무선

인터넷으로설문조사를쉽게할수있는환경이구축되어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와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로 나뉠 수 있다. Ryu (2001),

Park 등 (2005) 등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인터넷 인프라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 설문조사도 활발하게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웹브라우저로 설문조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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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전통적인설문조사와상당히유사하나다양한디자인의설문지를구축할수있으며, 즉각적인응

답을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등 부가적인 기능을 도입해 응답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

다. 그러나 Couper (2000), Gim과 Kim (2004) 등이 설명하듯이 인터넷 설문에는 대표성 오류, 표본

추출 오류, 무응답 오류, 측정 오류 등이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발생하는 무응답 오류나 측정 오

류는 전통적 설문조사에서도 발생하는 오류로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표본추출 오류는 표본을 추

출함으로써 발생되는 오류로서 전통적 설문조사에서도 존재하는 오류이다. 대표성 오류는 Gim과 Kim

(2004)이 말 한 바와 같이 전통적 설문조사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비판 받는 것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목

표 모집단과 표본추출에서 정의되는 틀 (frame)과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

들이 계속 증가하고 인터넷 사용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여 목표 모집단이 끊임없이 변함으로써 발생되는

오류이다. 따라서대표성오류는온라인설문조사의확대및일반적적용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인터넷의 기술적인 발전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측정 오류를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Gim과 Kim (2004)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개인화된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

하였다. 또한 Couper 등 (2001)은 인터넷 설문에서 선택태그 (select tag) 방식과 라디오 버튼 (radio

button) 방식을 비교하여 라디오 버튼 방식이 설문 완성률이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온라

인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해 Park과 Pi (2013)은 신뢰

도를 반영한 온라인 설문을 제시하였으며, 민감한 정보를 얻기 위해 Park 등 (2001)은 응답자의 비밀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양적 확률화 응답기법을 도입하였다. Heo와

Chang (2011)은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익명성이 훼손됨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문항들을 조사하였으

며, Jeon (2006)은 인터넷 설문조사 시 응답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기술적인방법과방법론적인연구를병행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Tse (1998)은 무응답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우편조사

가 1.15%, 이메일조사가 3.0%로 우편조사가 이메일조사 보다 우수하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외 다수의

연구에서 우편조사가 이메일조사보다 무응답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방형 질문에

서는 Mehta와 Sivadas (1995)는 우편조사보다 이메일조사가 완성률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온라인 설

문조사에 관한 연구는 많은 부분 전통적인 설문조사와 비교연구, 효율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등에 관한

연구이다. 온라인설문조사특히인터넷설문조사에서자료의정확성에관한연구는미진한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터넷 설문조사의 질적인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료의 정확성

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이용기간, 이용횟수 등 응답자의 행동패턴을

조사하는 행동변수을 이용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응답과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정확성을 추정하였다. 2절은 1차검증과 상세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추정하였고 3장은 결론을 기술하였

다. 우리가 이용한 자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의 NDSL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 사이트회원들중원문서비스를이용하는회원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이다.

2. 인터넷설문 자료의 검증

2.1. 모집단 및 표본설계

본 연구에 이용되는 인터넷 설문조사는 KISTI의 NDSL 사이트 회원들 중 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회

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모집단은 2012년 10월 1일 기준으로 NDSL 회원인 7,254명으로 정

의하였으며, 표본은 층화추출법으로 200명을 추출하였다. 층화방법은 Ryu와 Moon (2013)이 제안한

정규분포를 이용한 세분화를 이용하였으며, 표본 분포는 Table 2.1에 나와 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룹은 최근 1년간 NDSL의 원문서비스를 이용한 모집단을 세분화한 그룹이며 표본은 150명을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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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비례할당하여 추출하였다. 다섯 번째 그룹은 최근 1년간 NDSL의 원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그룹으로이그룹에서 50명의표본을추출하였다.

Table 2.1 Sample design

segmentations populations samples characteristic

1st 952 33

active groups
2nd 1,071 38

3rd 618 22

4th 1,634 57

5th 2,979 50 inactive group

total 7.254 200

조사는 Figure 2.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HTML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주로 라디오 버튼을 이용하여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로 인

터넷 설문조사를 알리고 세분그룹별 응답표본 수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8일부터

8월 10까지 3일간이었다.

 SQ1. Age  Teenage Twenties Thirties Forties Fifties over Sixties
 SQ2. E-mail   SQ3. Telephone

 SQ4. Occupation  Administrative Student Professor Worker Librarian
 Researcher Owner-operator Other (       )

 SQ5. Organization
 Small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 Big business Other(      )

 SQ6. Employment 
       period

 Under 5years 5-10years 10-15years 15-20years
 over 20years 

Figure 2.1 Example of display for on-line survey

2.2. 1차검증

이번조사에서인구통계변수는 Figure 2.1에나와있듯이연령, 이메일, 전화번호, 직업, 소속기관, 근

무경력이다. 이들 변수 중 소속기관과 근무경력 등은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이한 자료

이므로,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인구통계변수는 연령과 직업이다. 또한 행동변수는 이용빈도와 이용기

간이다. 이용빈도와이용기간에관한질문은 Figure 2.2에나와있다.

Q2) How many time do you use KISTI copy service of paper? 

 almost 
    everyday

 2~3 times 
    in a week 

 1 time 
    in a week 

 2~3 times 
    in a month

 1 time 
    in a month

 1 time 
    in a quarter

 2~3 times 
    in a year

 1 time 
    in a year 

Q6) How long do you use KISTI copy service of paper? 

under a year 1~3 years 3~5 years 5~7 years over 7 years

Figure 2.2 Questions fo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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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구통계변수인 연령과 소속기관, 행동변수인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으로 온라인 설문의 자료

의 불일치를 검증할 것이다. 나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가 불일치한 응답자

는 15명으로 7.5%, 소속기관에 대해 불일치한 응답자는 30명으로 15%, 이용횟수에 대해 불일치한 응

답자는 184명으로 92%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용기간에 대해 불일치한 응답자는 110명으로

55%로 과반수를 넘었다. 전체적으로 불일치 비율은 42.3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에서 차이

에 대한 검정을 대응표본 t-검정으로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2.2에 나와 있다. 양측검정에 대한 유

의확률을 보면 나이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속기관, 이용빈도,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다.

Table 2.2 Mismatch percentages and correlations

Questions Mismatch cases Mismatch percentages P-values of two sided paired t-test

Age 15 7.50% 0.862

Organization 30 15.00% <0.001

Frequency of utilization 184 92.00% <0.001

Period of utilization 110 55.00% 0.04

Average 84.75 42.38%

2.3. 상세검증

나이에 대해 불일치한 비율은 7.5%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대해 상세검증을 위한 자료는 Table

2.3에 있다. 표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29살, 39살, 49살, 59살인데 응답자가 한 살 올려서 응답

한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이를 만나이로 계산하였으나 응답자가 일반나

이로 응답하여 발생된 불일치로 판단된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60세인데 한 살 내려서 50대라고 응답

한 응답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나이를 착각하여 발생된 불일치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2살을 올려서 응답한 응답자가 1명, 2살을 내려서 응답한 응답자가 1명, 3살을 올려서 응답한 응답자가

1명, 3살을내려서응답한응답자가 1명, 30살을내려서응답한응답자가 1명, 43살을내려서응답한응

답자가 1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기준을 잘못 판단하거나 착각을 제외한다면 잘못

응답한 경우는 6명으로 불일치 비율을 3%로 추정할 수 있고, 낙관적 관점에서 악의적으로 숨기려고 한

응답만을불일치로판단한다면나이차가 -30, -43인두명으로불일치비율을 1%로추정할수있다.

Table 2.3 Reasons of mismatch in age

Database Survey Difference Cases Reason

29 the thirties +1 5

conducted by illusion
39 the forties +1 2

49 the fifties +1 1

60 the fifties -1 1

48 the fifties +2 1

51 the forties -2 1

27 the thirties +3 1

42 the thirties -3 1

59 the thirties -30 1

62 the twenties -43 1

total 15

소속기관에대해불일치비율은 15%로높게나타났다. 소속기관에대해상세검증을위한자료는 Ta-

ble 2.4에 나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반가입자라고 소속기관을 밝히지 않았는

데 인터넷 설문에서 소속기관을 밝힌 응답자가 21명으로 오류라기보다는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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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아 주는 경우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학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인터넷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명, 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명, 대기업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명,

기타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명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에 중소기업이라고 기재한 응답자가 기타라

고 응답한 응답자가 1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속기관 문항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소속기관을 데이터

베이스와 다르게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면 9명이 잘못 응답하였으므로 불일치 비율을 4.5%로 추

정할 수 있다. 낙관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가입 시 소속과 인터넷 설문 시 소속기관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소속기관이 있는데 인터넷 설문 시 기타로 응답한 경우

만을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명이 잘못 응답하였으므로 불일치 비율을 2%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나이와소속기관두문항모두불일치한응답자는 1명으로 0.5%를차지하였다.

Table 2.4 Reasons of mismatch in organization

Database Survey Cases Total Reason

general

small businesses 13

21 verified by on-line survey

research institute 3

university 2

public institute 1

non-profit organization 1

university

small businesses 2

8
hidden in on-line survey

public institute 2

big businesses 1

general 3

small businesses general 1 1

Total 30

Table 2.5는 나이와 소속기관 두 문항에 대해 불일치 비율과 상세검증 후 불일치 비율들을 종합한 표

이다. 최초의 불일치 비율에서 상세검증 통해 불일치 비율이 1/4 이하로 대폭적으로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Table 2.5 Mismatch percentages for age and organization

Questions
First verification Detail verification

Mismatch percentages Pessimistic Optimistic

Age 7.5% 3% 1%

Organization 15% 4.5% 2%

Age and organization 0.5% 0.5% 0.5%

이용빈도에 대해 질문은 “고객께서는 KISTI의 원문제공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이었

다. 응답자들은 기준 기간 등 설명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용빈도의 기준을 최근 일주일, 한달 등 주관

적으로 설정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이용빈도를 추정하였으므로 측정오차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이

용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깊은 생각과 계산이 요구되는 이용빈도에서 불일치 비율은 92%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거의

대다수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다르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위한

팁이나기준을명확히설명할필요가있다.

세부검증을 위해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2.6에 나와 있듯이 거의 매일 사용한 이용자는 일주일에

2∼3번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2∼3번 이용한 이용자 2명은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1번

으로 응답하는 등 한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결과의 주위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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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응답을하였다. 그러나이용빈도가낮은이용자들은매우다르게응답하는경향을보였다.

Table 2.6 Detail table for frequency of utilization
❳❳❳❳❳❳❳❳Survey

Database almost

everyday

2∼3 times

in a week

1 time in

a week

2∼3 times

in a month

1 time in

a month

1 time in

a quarter

2∼3 times

in a year

1 time in

a year

almost everyday 0 1 2 0 0 3 0 9

2∼3 times in a week 1 0 2 1 0 6 2 24

1 time in a week 0 1 4 2 1 2 4 9

2∼3 times in a month 0 0 4 1 1 16 5 23

1 time in a month 0 0 0 0 1 6 3 16

1 time in a quarter 0 0 0 0 2 1 5 15

2∼3 times in a year 0 0 0 0 1 3 5 13

1 time in a year 0 0 0 0 1 0 0 4

total 1 2 12 4 7 37 24 113

이용기간에대한결과는 Table 2.7에나와있다. 이용기간불일치비율은 55%로나타났다. 이용기간

에 대한 질문은 기준도 명확하고, 이용빈도 질문보다 많은 생각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기간 오류

의 비율이 이용빈도 보다 낮으나, 이 질문 역시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1년 미만 이용자가 7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

답자가 3명 존재하고 있으나, 1년 미만 이용자에서 7년 미만 이용자는 대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결과의

주위의 항목에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7년 이상 이용자는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명, 1∼3년

미만이 5명, 3∼5년 미만이 11명, 5∼7년 미만이 16명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용기간이 길수록 분

산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이용빈도와반대현상을보이고있다.

Table 2.7 Detail table for period of utilization
❵❵❵❵❵❵❵❵❵❵Survey

Database
under a year 1∼3 years 3∼5 years 5∼7 years more than 7 years

under a year 14 3 2 1 2

1∼3 years 17 21 10 2 5

3∼5 years 2 7 9 13 11

5∼7 years 0 1 3 10 16

more than 7 years 3 0 6 6 36

Total 36 32 30 32 70

3. 결론

우리는 웹브라우저로 설문조사를 하는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2012년 8월 KISTI의 원문이용자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증에 이용된 변수는 인구통계적 변수인 나이와 소속기관과 행동변수인 이용빈

도와 이용기간이었다. 검정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인터넷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

었다.

1차 검증결과로서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의 불일치 비율은 나이가 7.5%, 소속기관이

15%, 이용빈도가 92%, 이용기간이 55%로서, 평균 42.38%로 높게 나타났다. 상세검정을 위해 불일

치 원인을 분석하였다. 나이에 관한 질문의 불일치 원인의 반 이상이 만 나이와 일반 나이의 차이로부

터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한다면 나이에 관한 불일치 비율을 비관적으로 3%, 낙관적으로

1%로 추정할 수 있었다. 소속기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검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소속

기관을 밝히지 않았으나 설문 시 소속기관을 밝힌 경우가 7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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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소속기관에 관한 불일치 비율을 비관적으로 4.5%, 낙관적으로 2%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상세

검증 전의 불일치 비율을 1/4 이하로 대폭 축소된 규모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불일치원인을단순한실수인지, 의도적인것인지도확인할수있었다. 이용빈도질문에대해응답

자의기준과데이터베이스에서의기준의차이, 정보를기억하기어려운문제, 인터넷이용자들의이용행

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일치 비율이 92%로 높게 나왔다. 상세검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는

미미했다. 이용기간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빈도의 불일치 비율보다 낮게 나왔지만 과반수가 넘는 52%로

나타났다. 상세검증을 통해 얻은 정보도 미미했다. 행동변수에 대해 이렇게 높은 불일치 비율은 전통적

설문조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추정된다. 따라서 행동변수에 대해 전통적 설문조사에서는 자료

의정확성을검증할수없으므로본연구의결과가간접적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우리는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행동변수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 자료를 단순히 불일치율 방식

으로평가한다면정확성이낮다고생각할수있으나, 상세검증을통해서인터넷설문조사가전통적설문

조사에 비해 자료의 정확성이 낮지 않다는 점과 인터넷 설문조사가 믿을 만한 자료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자료의 검증을 위한 사례연구이다. 인터넷 설문조사의 유효성과

확장성을높이기위해관련연구들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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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study is to verify the accuracy of internet survey by comparing

database data and internet survey. Internet survey was conducted on August, 2012.

Respondents were subscribers of KISTI NDSL. Variables were age, organization as de-

mographic variables, number of use, and period of use as attitude variables. Mismatch

rates of age, organization, number of use, and period, are 7.5%, 5%, 92%, and 55%

respectively. We could estimate the mismatch rate for age as 3% as a pessimistic point

of view, and 1% as an optimistic point of view by detail verification. The mismatch

rates of organization are 4.5% as a pessimistic point of view, and 2% as an optimistic

point of view. The mismatch rates for the frequency of use, the period of use are very

high, because measurement error, problems in memory, and internet attitude, etc. Im-

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data of internet survey could be reliable. Many further

researches are needed for verification of interne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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