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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과학 연구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자동화가 가능하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연구의 효율성과 

연구과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문

지 작성을 자동화하고, 웹과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수집을 지원하며 수집된 자료를 자동적으로 통계 처리

하는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은 

GNU/GPL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로 개발되었고, 특히 통계분석이 가능한 R 패키지들을 사용

하여 일반통계는 물론 PLS 구조방정식모델링,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 그룹비교분석 등의 고급

통계분석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은 사회과학 연구절차를 개선하고 

사회과학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사회과학연구,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자동화 시스템, R, PLS, 설문지, 구조방정식모형

Ⅰ. 서  론1)

지난 반세기 동안 컴퓨터를 근간으로 한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동화를 통하여 업무

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왔다. 또한 

이를 통해 해당 업무들은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연구 분야(research area)

에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와 관련한 연

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연구

†본 논문은 2014학년도 목포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search)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

을 체계적, 구체적,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과정”(한국교육심리학회, 2000)으로 일반적으로 

고급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고급 전문가

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 분야에서 단순한 활

동을 제거 또는 줄여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

용한 연구의 자동화(research automation)는 그 어

떠한 분야에서 보다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추산

된다.

사회과학연구는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로 일반적으로 연구주제의 

선정, 가설설정, 조사설계, 자료수집, 자료편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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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그리고 연구보고서 작성 등의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걸친다. 이러한 사회과학 연구과정에서

의 많은 부분은 자동화가 가능하며, 자동화는 연

구의 효율성과 연구과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

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연구에서 설문

지 작성과 자료수집은 단순 작업적이고 시간 소

모적인 활동으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인터넷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는 연구자들의 연구 생

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

산된다. 또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의 변환과 자

료의 분석은 연구자의 의사결정이 별로 요구되

지 않는 단순하고 구조화된 작업들로 이러한 일

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는 자동

화 시스템은 고급전문가인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료변환 및 통계처리시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여 심리적인 안정감

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회과학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문지 작성을 자동화하고, 웹과 인터넷을 이용

한 자료수집을 지원하며, 수집된 자료를 자동적

으로 통계 처리하여 연구보고서에서 직접 이용

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는 사회과학연구 자동

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

학 연구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효과성을 보

여주고, 아울러 연구 자동화(research automation) 

분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Ⅱ. 련기술에 한 고찰

2.1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와 같은 클라우드에 위치한 하드

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컴

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같은 단말 기기들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인

터넷의 급격한 확산과 웹 2.0의 진화에 따른 IT

환경의 확장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업무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없앰으

로써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삼성경제연구

소, 2010).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일반적

인 형태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인 SaaS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

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

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에 패키지 형태로 개

발되어 제공되던 소프트웨어들이 오늘날 클라우

드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러한 IT환경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공급의 시대

적 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될 사회과학연

구 자동화 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소프트

웨어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된다. 즉, 컴퓨터나 

태블릿PC와 같은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

현된다.

2.2 R 로그래

최근 빅데이터의 열풍으로 자료의 분석을 위한 

도구로 R이 실무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R은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오픈 소프트웨어 환

경으로 통계, 그래픽, 데이터마이닝 등의 다양하

고 방대한 양의 패키지들을 지원한다. R에서 제

공되는 패키지들이 오픈 소스이고 선형 및 비선

형 모델링, 일반통계, 시계열 분석, 분류 및 군집

분석 등의 다양한 통계 패키지들을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R은 실무는 물론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통계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사

회과학연구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윤철호, 김상훈, 2014). 

R을 이용한 통계분석은 빅데이터와 같은 실무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SPSS나 

AMOS와 같은 고가의 통계 패키지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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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무료로 배포되어 연구를 수행하는데 비용적

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둘째, 윈도우, 맥 OS와 

같은 클라이언트는 물론 리눅스를 포함한 UNIX 

플랫폼과 같은 서버 사이드의 운영체계에서도 이

용이 가능하다. 셋째, 다양한 최신 통계분석 및 

데이터마이닝 기능이 포함된 패키지 및 샘플들

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최신 통계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R 스크립

트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 연구 분석 

절차에 대한 자동화가 가능하다(윤철호, 김상훈, 

2014). 상기와 같은 장점들 때문에 특히 마지막

의 장점인 통계 분석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

문에 본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의 통계분석을 위한 근간 기술로서 R을 

활용한다.

2.3 plspm 패키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개념들(constructs) 간

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주로 하는 사

회과학연구에서 1세대 분석기법인 회귀분석을 대

신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

deling, SEM)은 2세대 분석기법으로 최근의 사회

과학연구에서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Gefen 

et al.,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 구조방정식 모델링(또는 경로모형)은 공분산 

기반 계열의 LISREL(covariance-based SEM)(Jöres-

kog and Sörbom, 1996)이나 주성분을 기반으로 한 

PLS(partial least squares, PLS)(Wold, 1982)와 같

은 통계분석 도구가 필요하다. PLS 경로모형은 

기존의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기반으로 한 

LISREL, EQS, AMOS, Mplus 등의 구조방정식 모

델링과는 달리 총분산인 주성분(principal compo-

nent)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서 표

본의 크기와 변수 및 잔차의 정규분포에 대한 제

약조건이 없으며, 이론 검증 보다는 인과관계 예

측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분석기법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PLS 통계분석 도구는 

Chin(2003) 교수가 개발한 PLS-Graph와 최근 사

용이 확산되고 있는 SmartPLS(Ringle et al., 2005)

가 있으며, 이러한 도구들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하여 측정개념들의 타당도(집중 타탕도, 판별 타

당도) 검증과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에 사용된다.

R의 급속한 확산으로 최근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을 지원하기 위한 R 패키지들도 개발되어 제공

되고 있으며, 이중 Sanchez(2013)가 개발한 “plspm”

은 PLS 경로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R 패키지로 측

정지표들의 신뢰도, 타당도 평가 및 경로분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plspm 패키지를 이

용한 분석은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R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윤철호, 김상훈, 2014), 스크립트(script)

형태의 언어인 R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시 요구되는 신뢰도 평가, 타당도 평가

와 같은 절차를 자동화 시킬 수 있어 연구에서의 

통계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발생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매개변수분석은 물론 조절변

수분석, 그룹비교, 이차요인 분석과 같은 고급통

계분석을 위한 기본 통계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하

다. 따라서 본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

동화 시스템에서는 “plspm” 패키지를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하기 위한 근간 도구로서 사

용한다.

2.4 R-php

R-php는 웹에서 R을 이용할 수 있도록 Mineo 

and Pontillo(2006)가 교육용으로 개발된 통계소

프트로 R 근간모듈(base module)과 마우스를 이

용하는(point-and-click)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R 근간모듈은 사용자가 웹상에서 직접적

으로 R 명령어를 작성한 후 서버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R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

한 모듈이며,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메뉴방

식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제공하는 모듈로서 기

술통계, 회귀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 주성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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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요인분석 등의 일반적인 통계분석 기법들을 

메뉴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R-php의 시스템 구

성은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웹 인

터페이스는 PHP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은 MySQL을 이용하여 개발되었

다. R-php의 시스템 구성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이고 PHP, MySQL

과 같은 GNU/GPL(General Public License) 기반

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로 개발되어 본 클라우

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 개발환

경 및 시스템 구성의 근간모형으로 활용된다.

Ⅲ. 시스템의 설계 

3.1 시스템의 개요

본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

템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사회과학연구 단계들

에서 자동화의 가능성이 높은 조사설계 단계, 자

료수집 단계, 자료편집 및 분석 단계에서의 연구

의 자동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1) 연구주제 선정 단계

2) 가설설정 단계

3) 조사설계 단계

4) 자료수집 단계

5) 자료편집  분석 단계

6) 연구보고서 작성 단계

<그림 1> 사회과학 연구방법 차

즉,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

스템에서는 조사설계를 위한 설문지 작성 자동화, 

자료수집을 위한 자료수집 자동화 그리고 자료

편집 및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자동화 기능들을 

통하여 <그림 2>과 같은 사회과학 연구절차를 

지원하고자 한다.

3.2 시스템의 구성 방안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은 

SaaS 형식의 시스템으로 웹에서 접근하여 사용되

는 구조로 클라우드 특성상 별도의 서버급 컴퓨터 

없이도 PC는 물론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모바일

에서도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복

잡한 통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따라서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구성되며, 서버에는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처리를 위한 PHP 인터프

리터 그리고 자료를 보관하기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및 R이 설치되어 운영된다. 

설문지 작성 자동화 기능과 자료수집 기능은 

PHP 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구현되며, 통계분

석자동화 기능은 PHP 웹프로그래밍과 R 스크립

트를 연동하여 구현된다. <그림 3>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웹서버를 통해 수집되는 설문자료들은 

DBMS에 보관되며, 보관된 설문자료들에 대한 

통계분석 실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

• 1단계: PHP 웹 프로그래밍은 설문자료들에 대

한 통계 분석용 파일과 통계분석을 위

한 R 명령어들로 구성된 R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한다.

• 2단계: rscript를 이용하여 배치모드로 R 스크

립트를 실행시켜 통계분석을 수행한다.

• 3단계: R스크립트 실행과정에서 통계분석 결

과물들은 출력파일들로 생성시킨다.

• 4단계: 생성된 통계분석 결과물들은 PHP 웹프

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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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설문지 작성

일반통계 분석

설문지 삭제

설문지 보기

설문지 수정

자료수집

동의서 작성

Email 설문초대

설문 직접입력

웹 링크 설문초대 종이 설문출력

신뢰도 분석

보고서 작성

조사설계 준비

자료수집 자동화

설문지 작성 자동화

통계분석 자동화

타당도 분석

경로분석

고급통계분석
▪ 매개효과분석
▪ 조절효과분석
▪ 그룹비교분석

분석모형 설정

기술통계 분석

<그림 2> 시스템 주요기능

3.3 설문지 작성 자동화 기능 설계

설문지 작성 자동화 기능 설계를 위하여 기존 

사회과학연구 설문지들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은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과학연구 대부

분의 설문문항들은 5점 또는 7점의 리커드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특성자료는 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 등이 공통적인 기본 조사항

목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별로 부서, 학년, 

유무, 빈도, 기간, 소속, 직종 등이 특수 목적용

으로 응답자의 특성자료들이 수집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분석내용을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지 작성 자동화 기능

을 위한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설문문항들은 5점 또는 7점의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므로 설문문항들에 대하여 복사/붙여 

넣기를 이용한 일괄 등록 기능을 제공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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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웹 서버

인터프리터

통계처리

R명령어

파일

설문자료 보관

출력파일

서버

클라이언트

2. R스크립트
실행

3. 결과물 출력생성

4. 결과물 웹 출력

1. 통계분석용 파일 및
R 스크립트 생성

<그림 3> 시스템 구성 방안

문지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등은 응답자의 기본

적인 질의문항(이하 일반사항)으로 설정하고, 

이외에 연구들에서 특별하게 질의하고 싶은 

문항(이하 특별문항)작성을 위한 기능들을 포

함한다.

•특별문항들에 대한 척도는 기본적으로 제공

하고(예, 부서, 학년, 유무, 빈도, 기간 등) 이

외에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추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4 자료수집 자동화 기능 설계

전통적인 사회과학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연구 윤리의

식의 강화로 사회과학연구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웹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 방식들이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빈

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의 확

산으로 SNS나 메신저가 향후 사회과학연구에서

의 설문지 자료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자료수집에서 모바일이 중요한 자료수집 도구로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도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법제화 되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변화를 가만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수집 자동화 기능을 위한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전통적인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 지원

은 물론 웹으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하여 이메

일과 웹링크(link)를 이용한 자료수집 기능을 제

공한다.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페이스 북, 트위터 및 

링키드인 등과 연계된 모바일 자료수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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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관련하여 피시험자

의 동의여부를 묻기 위한 기능을 포함한다.

3.5 통계분석 자동화 기능 설계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설문지를 통

하여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다수의 사회과학연구들에서는 구

조방정식 모형을 근간으로 한 통계분석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점으로 국제적으로 PLS-SEM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Ringle et al., 2012). 

현재의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통계분석 과정은 다

음과 같으며, R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인 경우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 통계분석을 하기 위

해서는 설문자료에 대한 코드화를 해야 하며, 이

러한 과정은 자료수집과 통계분석 기능이 연계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제거될 수 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통계분석 시 이원화된 

통계 패키지가 사용되고(예, 기술통계는 SPS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AMOS 또는 SmartPLS에

서 수행)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사용법 습득 

및 비용이 추가된다. R 패키지들을 활용할 경우 

통합된 환경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한 분석시 연구

보고서에 기술할 자료들, 예를 들면 측정지표 신

뢰도 및 타당도 평가, 경로분석과 같은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작업이 필요하다. 이

러한 작업들은 R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가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 

그룹경로분석 등의 고급통계분석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제반 지식과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 이

러한 작업들 역시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자동

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개선의 필요

성을 근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자동화 기

능을 위한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통계분석을 위한 근간 도구로서 출력자료가 풍

부한 PLS-SEM 계열의 R 패키지인 plspm을 

이용한다.

•통계분석에서의 설문자료 코드화와 같은 수

작업을 배제하도록 설문지 및 자료수집 과정

을 연계한 설계를 한다.

•일반통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R 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분석 자동

화 기능을 구현한다.

•수집된 자료를 자동화된 통계분석 처리로 연

구보고서에서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자료들(예, 

측정지표 신뢰도, 타당도 평가, 경로분석)을 

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 그룹경로분석 등

의 고급통계분석 작업들을 가능한 수작업 없

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Ⅳ. 시스템의 구

4.1 시스템 개발 도구  환경

본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

템은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을 이용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GPL) 근간의 소프트웨어들

인 PHP, MySQL, R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특히 

통계분석을 위하여, PLS 모델링을 지원하는 

“plspm” 패키지, 그래픽 처리를 위한 “igraph” 패

키지, 그리고 Bootstrapping 신뢰구간 산출을 위

한 “bmem” 패키지들과 일반통계를 위한 Hmisc, 

prettyR, psych 등의 R 패키지들이 사용되었다. 세

부적인 개발 환경을 다음과 같다.

•웹 서버: 아파치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MySQL

•어플리케이션 실행: PHP 프로그래밍

•통계처리: R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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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조방정식 모형 실행

<그림 5> R 로그램 실행

4.2 R을 이용한 시스템 핵심기능 구

본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

템의 핵심기능은 R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자동

화하는 기능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행하

는 과정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4>에서

와 같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PHP로 구현된 구조

방정식 모형 실행 프로그램인 [구조방정식 모형 

실행]을 수행하면 DBMS에 저장된 구조방정식 

분석 모형1)과 설정 파라미터들(PLS 스키마, 부

트스트립 샘플링 수, 검증방식)을 참조하여 R 명

령어들로 구성된 스크립트 파일(1.r)을 생성한다. 

[구조방정식 모형 실행]을 통하여 생성된 R 스

크립트 파일(1.r)은 <그림 5>에서와 같이 R 프로

1) 제 4.3  통계분석 자동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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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통계분석결과의 화면출력

그램을 배치모드로 실행할 수 있는 rscript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R 스크립트의 명령

어들이 배치모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통계분석 

결과물들을 파일들로 생성시키다.

<그림 5>에서 파일 생성을 위한 R의 명령은 

sink()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R 명령어들을 이용

하여 신뢰도 평가 결과, 집중타당도 평가 결과, 

그리고 판별타당도 평가결 과들을 각각 “1_pls1. 

txt”, “1_pls2.txt”, “1_pls3.txt” 그리고 “1_pls4.txt” 

파일들로 생성한다.

생성된 통계분석 결과 파일들은 <그림 6>에

서와 같이 PHP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웹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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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설문지 작성 화면 

우저 화면에 출력한다.

4.3 설문지 작성 자동화 기능 구

설문지 작성 자동화 설계방향을 근간으로 구

현된 주요기능과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된 측정지표들을 가지고 연구자가 신속하게 

웹 설문지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었다. 

<그림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설문소개 및 설

문지시는 템플릿 형태로 제공하고, 준비된 측정

지표들을 가지고 설문문항에 복사/붙여 넣기를 

이용한 일괄 등록 기능을 제공된다. 둘째, 설문

문항들은 5점과 7점의 선택적인 리커드 척도가 

기본이 되며, 문항끝에 [ / ]을 사용하여 서스톤 척

도도 지원하도록 구현되었다(예,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해롭다/이롭

다]). 셋째,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종교는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제공하고, 이외

에 연구의 필요에 따라 특별문항을 작성을 위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문항들

에 대한 척도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30여 가지

의 척도들(예: 부서, 학년, 유무, 빈도, 기간 등) 

이외에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추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4.4 자료수집 자동화 기능 구

자료수집 자동화 설계방향을 근간으로 구현된 

주요기능과 특징들은 <그림 8>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첫째, 웹으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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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료수집 기능 

메일과 블로그/게시판에 웹링크를 이용한 자료

수집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패널

들의 주소록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둘째, 카카

오톡, 네이버밴드, 페이스 북, 트위터 및 링키드인 

등과 같은 메신저 및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과 

연계된 모바일 자료수집 기능도 제공한다. 셋째, 

전통적인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을 지

원한다. 종이설문은 동의서 및 설문지 출력, 설

문지 직접입력, 설문지 파일등록 기능 등을 포함

한다. 또한 QR 코드와 모바일을 이용한 집단설

문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과학연구

들도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의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이를 위하여 설문 전에 피시험자의 

동의여부를 묻기 위한 기능도 포함한다.

4.5 통계분석 자동화 

설계방향을 근간으로 구현된 통계분석 자동화 

주요기능과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일반현황, 기술통계는 물론 T-검정, 분산분석, 상

관관계, 회귀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의 일반

통계를 다양한 R 패키지를 이용하여 지원한다.

<그림 10>의 독립표본 T-검정 통계분석의 예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통계분석을 위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통계 패키지와 유사

하게 구현하여 사용 용이성을 높이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델링(SEM)을 지원하도록 

구현되었다. <그림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신뢰도 분석, 타당

도 분석 및 경로분석 결과는 물론 매개효과 분

석, 조절효과 분석 그리고 그룹비교 분석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은 웹의 특성상 그래픽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LISREL과 유

사한 형태의 문법(syntax)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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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반통계분석 화면 

<그림 10> 독립표본 T-검정

<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측변수(mani-

fest variables)들은 설문지에서 자동적으로 불러

오고 잠재변수(latent variables)는 “=”을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지표들을 표현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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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구조방정식 모형 통계분석

 

<그림 12> 구조방정식 모형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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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별타당도 평가기 과 교차 재값

조모형 설정은 다수의 회귀분석식을 포함하는 

형태로 표기한다. 즉, “=”의 오른쪽은 독립변수, 

왼쪽은 종속변수로 설정하도록 구현하였다. 사

회과학연구 설문지 구성상 역지표(reverse items)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측변수를 역지표에 

설정하면 분석시 역산되어 처리된다. 또한 특정 

잠재변수를 조형변수(formative constructs)로 설

정하면 설정된 관측변수들이 조형지표(formative 

measurements)로 처리된 구조방정식 조형모형 분

석이 가능하다. 

구조방정식 모형 통계분석 기능에서는 측정지

표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의 용이성을 높이

기 위하여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측정지표들에 대

한 평가 방법과 그에 대응하는 보고서를 도표 형

태로 제공한다. 신뢰도는 클론바흐 알파와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그리고 지표신뢰도 

평가를 위한 확인적 요인 적재값들을 제공하며, 

타당도는 집중타당도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들

의 유의도 값(t-values) 및 표준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들을 제공하며, 판별

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교차적재값(cross-loadings)

들과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 분산추출

의 제곱근 값을 동시 제공한다. 통계분석 기능에서 

제공되는 평가기준들은 윤철호, 김상훈(2014)의 

PL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튜토리얼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3>와 <그

림 14>는 통계분석 기능에서 제공하는 판별타당

도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교차적재값, 그리고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분산추출의 제

곱근(SQRT_AVE)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그림 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계수 및 유의수준은 물론 경로

도 및 결정계수 값(R²)들도 제공한다. 유의수준

을 포함한 평가수치들은 평가기준 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

색으로 표시되도록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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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잠재변수들간의 상 계수와 평균 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그림 15> 경로분석 결과

매개효과분석은 간단하게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를 선택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도록 구현되었다. 시스템에서는 매개효과 분석

을 위하여 전통적인 방식인 Sobel-Test는 물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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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매개효과 분석결과

신의 Bootstrapping을 이용한 신뢰구간 검증 방식

(Preacher and Hayes, 2008)을 제공하고 있다. 다

변량 텔타방식(multivariate delta method)을 근간

한 Sobel-Test는 아래수식에서와 같이 간접효과

(a×b)를 표준오차(Sab)로 나눈 값을 정규분포(Z)

를 통해 판정하는 방식(Sobel, 1982)으로 기존 연

구에서의 일반적인 매개효과분석 방식은 상기 

수식을 엑셀로 수작업 계산하거나 Sobel-Test수

식을 계산해주는 웹 사이트에서 p-value를 획득하

는 방법으로 매개효과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본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아래의 수식을 R에서 프로

그램화하여 p-value를 제공하고 있다.



×
     

최근 모분포의 형태를 알 수 없을 때, 원래의 

자료로부터 부표본들(subsamples)을 임의 복원추

출하여 경험분포를 만든 후 관측되는 값의 통계

적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인 Bootstrapping은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부각하고 

있다. Bootstrapping을 이용한 신뢰구간 검증 방

식은 자료가 정상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추정

된 계수에 대해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

우에 정상분포를 가정하는 Sobel-Test를 대신하

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자

동화 시스템에서는 간접효과들에 대한 Bootstrap-

ping 통계치들을 이용한 신뢰구간 검증 방식을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지원한다. 상기의 두가

지 방식에 대하여 자동화 시스템은 <그림 16>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일매개효과는 물론 기존

의 통계 소프트들에서 제공이 어려운 이중매개효

과(double mediation) 분석을 위한 기능들도 제공

한다. 참고로 <그림 16>의 결과는 <그림 15>의 

그래프에서 TIM 변수(독립변수)와 BL 변수(종

속변수)간의 모든 간접경로들에 대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조절효과분석 기능은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곱항(product term) 방식을 이용한 조절효

과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곱항(product term) 또는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은 독립변수(a)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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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조 모형 설정

절변수(m)의 곱(a×m)한 변수를 독립변수(a)들의 

관측변수들와 조절변수(m)의 관측변수들을 곱하

여 생성한다(Chin et al., 2003). SmartPLS와 같은 

일부 패키지들은 곱항을 자동 산출하나, 일반적

으로 엑셀을 이용하여 곱항을 생성한 후 구조방정

식 모형에 곱항을 포함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

해야 한다. 본 자동화 시스템은 <그림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절분석을 위한 경로(IND

→ CP)와 조절변수(KQ)의 설정만으로 조절효과

에 대한 분석을 지원한다. 즉 시스템 내부적으로 

곱항(IND×KQ)을 생성을 생성한 후 이를 구조방

정식모형에 포함하여 실행하고 상호작용항의 유

의성을 제공하여 조절분석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간 경로비교 분석은 일반문항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종교) 또는 특별문항

들을 이용한 간단한 기준설정으로 그룹 간의 경

로비교분석을 지원하도록 구현되었다. 그룹비교 

분석은 기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잠재

변수의 경로들에 대한 그룹비교를 위하여 <그림 

18>에서와 같이 일반문항들이 명목척도라도 비

교그룹 설정에서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할 그

룹을 설정하게 구현되었다. 즉, <그림 18>에서와 

같이 연령대가 20～24대 미만인 그룹과 20～24

대 이상인 두 개의 그룹으로 자료를 분리하여 

그룹 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룹의 경로비교분석은 PLS 구조방정식을 이

용한 그룹비교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 

Chin(2000) 교수가 제시한 Parametric approach의 일

종인 아래와 같은 t-test 식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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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경로비교분석 모형 설정

Path: 경로계수, S.E: 표준 오차

m: 그룹 1의 표본 수, n: 그룹 2의 표본 수

Ⅴ. 결론  시사  

사회과학연구는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예측하기 위해 연구들로 일반적으로 연구주

제의 선정, 가설설정, 조사설계, 자료수집, 자료

편집 및 분석 그리고 연구보고서 작성 등의 여

러 단계의 과정을 걸친다. 이러한 사회과학 연구

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자동화가 가능하며, 자동

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연구의 효율성과 연구과

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

문지 작성을 자동화하고, 웹과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수집을 지원하며 수집된 자료를 자동적으로 

통계 처리하는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

연구 자동화 시스템은 설문지 작성과 자료수집과 

같은 다소 단순하고 시간 소모적인 활동들을 인

터넷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로 연구자들

의 연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구자의 

의사결정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단순하고 구조

화된 작업들인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의 변환과 

자료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고, 또한 자료변환 및 통계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여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으로 개발되어 별도의 서버급 컴퓨터 없이도 PC

는 물론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모바일에서도 설

문지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복잡한 통계

처리 수행이 가능하여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서

라도 연구가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한 연

구 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클라

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은 G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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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기반의 무료 소프트웨어, 특히 R을 이용한 

통계기능 구축으로 값비싼 상용 통계패키지 때문

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델링과 같

은 고급통계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사

회과학연구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클라우드 기

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은 설문자료의 

생성부터 최종 연구결과물 산출까지 대부분이 시

스템화 되어있어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 윤리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의 사

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이 사회과학연구의 생

산성, 투명성 및 윤리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통

계분석 기능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비록 R 패키지들이 기존의 상용 패키지들과 비

교 분석되어 결과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

으로 제시되어왔지만, 본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통계분석 자동화를 위하여 많은 부분이 프로그

램화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테스트와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본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의 

효과성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의 정량적인 지표들에 제시

되어 자동화 시스템 사용의 당위성을 높이고, 이

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많

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본 클라우드 기반의 사

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의 해택을 입기를 바

란다. 넷째, 현재의 시스템은 자동화로 인하여 

개별적인 연구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

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보다 심층적이고 창조

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

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R-php의 R 근간

모듈(base module)과 같은 기능의 도입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클라우드 기반의 사

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회과

학연구는 설문조사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찰, 실험, 심층면접과 같은 보다 다양한 사회

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조속히 개

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

구 자동화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ssra.or.kr

에 접근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본 클라우

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하여 개인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내 사회과학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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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 Research Based on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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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ch of the process in Social Science Research can be expedited with use of an automation sys-

tems that can lead to research efficiency and dramatic improvement of the research process. This study 

proposes use of a social science research automation system based on the cloud, which generates ques-

tionnaires, supports data collection, and intuitively processes statistical analyses of the data collected. 

The Cloud-based Social Science Research Automation System is developed with GNU/GPL-based 

open source software. We also integrate R for statistical computing to enable advanced statistical anal-

yses such as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diate effect analysis, compare between groups, and 

complete general statistics. 

The Cloud-based Social Science Research Automation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social science research process and in performing the social science studies 

efficiently.

Keywords: Social Science Research, Cloud computing, research automation, R, PLS,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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