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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사자료가 필요하십니까?
■ 국제 비교 연구와 시계열 연구를 위한 수치자료가 필요하십니까?
■ 경험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십니까?

ICPSR DB는 전세계 700여 개 학술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최대 사회조사자료 아카이브입니다.

01_ 광범위한 소장자료 ICPSR Data (Find ICPSR Data)
ICPSR이 소장하고 있는 전세계 500,000개 이상의 양적자료(설문지, 데이터셋파일,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_ 테마별 전문조사자료 콜렉션 (Thematic Collections)
전문 주제 분야에 대하여 조사자료, 문헌자료, 연구동향 등 고급 정보를 별도 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03_ 세계적인 시리즈 자료 제공 (Series Data)
종단적·횡단적 연구가 가능한 200여 개 시리즈 자료를 제공합니다.

04_ 설문항 데이터베이스 (Variables Database)
조사자료를 구성하는 변수(질문항, 보기항 등)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제공합니다.

05_ 조사인용 문헌 정보 제공 (Bibliography of Data-Related Literature)
ICPSR의 데이터를 인용한 저널, 서적, 회의자료, 뉴스 등 다양한 서지자료의 개요정보를
제공합니다.

06_ 강의용 자료 제공 (Teaching & Learning)
 ummer Program, Online Learning Center, teachingwithdata 등 강의용 교육프로그램을
S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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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소장자료
ICPSR은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19개 분야 8,000여 건 조사자료와 500,000여 개의 수치파일을 제공합니다.

주제분야
인구

지역/도시문제

정치

행정/정책

경영/리더십

경제

지리/환경

국제관계

법

범죄

전쟁/사회갈등

사회/사회지표

집단행동

교육

교수학습

보건복지

노인학

정신의학

문화

-

주요 시리즈자료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시계열·국제비교자료로 종단연구, 횡단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200여 건 시리즈의
데이터 및 각종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mgraphic Data(인구통계)

Health and Mental Health(보건의학)

Census of Governments Serie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Series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 Series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Series 등

National Nursing Home Survey Series 등

Education(교육)

Social Problems(사회문제)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Series

General Social Survey Series

Education Longitudinal Study(ELS) Series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Series

Vocational Education Series 등

Afrobarometer Survey Series 등

Criminal Justice(범죄, 형사정책)

Economic(경제)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Balance of Payments Series

International Crime Vctimization Survey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Series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등

World Debt Tables Series 등

테마별 조사 콜렉션
외부후원을 통해 여러 주제영역의 데이터 콜렉션(보관소)을 별도로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적이고 심화된 원자료(rawdata),
정책자료, 연구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SERVICE
Social Science Variables Database (SSVD)

Online Data Analysis

조사자료의 설문항(질문항, 보기항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경험적 연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로 설문항의 개요정보, 빈도분석결과, 그래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Survey Documentation Analysis(SDA)를 통해
원자료(rawdata)파일 다운로드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
합니다.

Browse by topic / geography / investigator

Bibliography of Data-Related Literature

주제별, 조사시기별, 조사자별 열람기능을 통해 조건에 맞추어 열람이 가능하며
검색결과 필터링 기능을 통해 카테고리에 따른 상세검색이 가능합니다.

ICPSR DB에서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인용한 수 천 개의 문헌의 개요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용문헌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정부 및 기관보고서, 학술
논문, 회의자료뿐만 아니라 뉴스,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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