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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태블릿 PC 등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설문조사 도구의 선택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이설문지 방식(PAPI)

과 태블릿 PC 방식(TAPI)을 함께 사용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t-test 결과 거의 모든 문항에서 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개별 

문항의 응답결과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결과

도 대부분의 모형에서 설문조사방식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분류나무분석 결과에서도 설문문항 중 어떠한 변수도 설문조사 도구를 예측하는데 유

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종이설문 방식과 새로운 기술기반 설문조사 도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차

이를 찾을 수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비용, 무작위 질문구성을 비롯한 다양한 설문방식의 구현 가능성, 디지

털 세대의 높은 친근감 등의 특성을 가진 설문조사 도구인 기술기반의 TAPI나 CAPI와 같은 효

율적인 조사도구를 행정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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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운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民意)를 반영하거나, 

정책분석과 평가를 위해 정책대상의 의견이나 만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

조사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1) 또한,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설

문조사를 활용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Jung, 2007; Jung & Choi, 2011).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설문응답의 확보를 위해 설문의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설문도구 선택에 따른 설문조사 응답오차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한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오차의 문제는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Assael & Keon, 1982; Weisberg, 2009). 전통적 설문조사 이론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틀(sample frame)을 설정하고, 표본추출 방법 등을 고려하여 표본오차

(sampling error)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개체 또는 문항의 무응답, 문항

의 순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 응답시간, 조사원(interviewer)에 따른 편차 등 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설문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total survey error 

approach)이 필요하다(Weisberg, 2009).  

본 연구는 설문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 중 설문조사 도구의 차이가 응답

값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설문조사는 활용범위가 넓은 반면, 조사설계와 자료

수집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특히 대면조사(face-to-face)의 경우 설문

조사지의 인쇄에서부터 분석을 위한 코딩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등의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메일(e-mail)이나 웹링크(web link)를 활용한 설문 등 새

로운 설문도구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면조사 방식 중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인 TAPI(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API 방식이 종이 설문지 방식(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PAPI)과 상

이한 설문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우려는 설문조사 도구에 

따라 응답의 비표본오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만일 설문

조사 도구에 따른 비표본오차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타난다면, 기

1) KOSSDA(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설문조사’를 검색단어로 하여 분야별 검색결과를 살펴본 결과 정

치/행정/법 분야의 경우 71건, 경제/경영 66건, 사회/문화 102건, 사회문제/복지 55건, 심리/교육 

29건, 지역연구 23건의 설문지 자료가 검색되었다(http://www.kossda.or.kr/index_kossda.asp. 검

색일자: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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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발전으로 그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TAPI와 같은 새로운 설문도구 활용을 통

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문조사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설문조사 자료의 비표본오차에 관한 선행연구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는 표본오차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말

하며(김병섭, 2010),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연구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다(Dalenius, 1977; Assael & Keon, 1982; 이건, 2014). 비표본오차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발생 원인, 측정 방법,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이 중 비표본오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응답자, 조사자, 설문

지에 의한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Koons, 1973), 김기환･이해용(2002)은 설문조사가 

응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내적 요인(설문지 구성, 조사원의 역할)과 외적 요인(감정 및 

사건의 개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국내 행정학 분야에서도 설문 자체의 내재적 요인(설문의 구성, 내용, 면접자의 

특성 등) 또는 외재적 요인(응답자의 특성, 상황 등)으로 인한 비표본오차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먼저 내재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로 고길곤(2014)은 설문순서에 따라 응답자 

간 응답의 차이를 의미하는 분산오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피로효과

에 따른 응답의 집중화 경향을 들었다. 심형인(2017)은 설문순서 및 각 문항의 선택지 

순서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며, 향후 설문조사의 방식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고길곤 외(2015)는 역코딩

(reverse coding)문항을 사용하는 경우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를 비대칭

적인 휴리스틱 인지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광석･문유석(2014)은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언어구성을 분석하고 설문문항을 위한 언어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김권현 외(2015) 역시 설문지 길이가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설문에 사용되는 언어, 문장의 길이, 순서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을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것이다. 

비표본오차의 외재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면접자의 특성과 같은 내재적 요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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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응답자의 특성(소득, 나이, 학력 등)과 같은 외재적 요인에 따라 응답시간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응답시간이 응답결과에 평균적으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고길곤･김대중, 2016). 이

외에도 고길곤 외(2014)와 고길곤･탁현우(2016)는 설문조사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의 영향을 살펴보고 결측치 처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비표본오차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비표본오차의 개별 원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문지의 

구성(문항의 표현방식, 응답시간, 문항 또는 보기의 순서 등)에 따른 비표본오차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 비표본오차의 여러 원인 중 설문조사 도구에 

의한 비표본오차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2) 

2. 설문조사 도구(tool)에 의한 비표본오차에 관한 선행연구

기술의 진보로 설문조사 도구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와 웹 서

베이(web-based survey)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설문조사 도구의 변화가 설문대상의 

행태 또는 설문조사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iemer, 2010). 컴퓨터를 활용한 

조사방식은 면접조사(CAPI),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TI), 

인터넷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WI)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면접조사는 

조사도구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설문지를 활용하는 PAPI(paper), CAPI(computer), TAPI 

(tablet) 등으로 나뉜다.3)

설문조사 도구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은 웹 기반의 설문조

사와 다른 설문조사 도구를 비교한 연구이다. Fleming&Bowden(2009)은 메일을 통한 조

사와 웹기반 조사의 응답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Greenlaw&Brown-Welty(2009)는 웹기반 조사와 종이설문, 양자를 함께 사용한 설문조

사의 응답률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설문조사 도구와 응답결과의 차이와 

관련해 Dillman&Christian(2005)은 설문조사의 방식에 따라 응답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이미 답변을 정해놓은 질문이 아닌 경우, 

2) 왜 굳이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 방법론이나 비표본오차 같은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

제제기가 가능하다. 학문 영역에 따라 설문 내용이 다르고, 응답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설문조사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각 학문 분야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노력이다. 

3) http://www.marketlinks.bg/en/pages/papi-capi-cati-cawi.html, 검색일자: 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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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원이 모호하게 수치화시킨 응답범주를 제공한 경우 등에서 그러한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응답자들이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의 맥락 등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지적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설문조사 도구에 따라 응답자들의 정보수용정도가 달라

진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Newell 외(2015)는 태블릿을 이용한 설문조사와 종이를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태블릿을 이용한 설문조사가 종이

를 이용한 설문조사의 적절한 대체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송인덕･조성겸

(2013)은 설문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측면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것일 경우 전화 

면접, 대면 면접, 온라인 서베이 등 설문조사의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는 설문조사의 방식 간 정보수용정도의 차이가 아닌, 면접원의 유무

나 제 3자 영향의 통제가능성 등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설문조사의 도구와 방식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 존재여

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문 

분야에 따라 설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 도구가 응답결과

의 차이를 초래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로 등장한 태블릿 기반의 설문조사(TAPI)와 

종이 기반의 설문조사(PAPI) 간 응답결과를 비교하였다. 같은 면접조사방식이라도 지면

으로 제시되는 정보와 태블릿 화면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응답자의 문항인식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에 대한 집중력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습득차이를 분석한 연구(양수완, 2017), 눈의 피로도 및 집

중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김지혜 외, 2018)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조사대상자가 설문

지를 인쇄된 종이의 형태로 읽는지, 태블릿 화면으로 읽는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시간 및 금전적인 비용절감과 사후 코딩

의 불필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는 TAPI 방식의 설문조사와 기존의 PAPI 방

식과 설문응답에 차이가 나타날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도

구의 차이(TAPI와 PAPI)에 따른 응답값의 차이를 t-test, 회귀분석, 그리고 분류나무

(classification tree) 분석 등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확인하여, ‘설문조사방식에 따라 응답

값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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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및 주요변수

분석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센터에서 수행한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공

무원 인식조사｣를 활용하였다. 동 조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에 걸쳐 실시되

었으며, 총 40개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4명의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시행하였

다. 이 자료의 장점은 240여 개의 다양한 형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 

표본의 크기도 1,042개에 달할 뿐 아니라, 조사도구로 PAPI와 TAPI가 안분되어 사용되

었다는 점이다. 각 조사원이 종이설문과 태블릿을 동시에 활용하도록 하여, 조사도구의 

효과와 조사원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설문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구성되었

다. 다만, 각 조사원이 하나 혹은 두 개의 부처를 할당받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응답값에 

대한 조사원과 부처의 영향이 혼재되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특성 변수로는 

응답대상인 공무원의 직군, 직급, 입직경로, 민간경력 여부, 재직기간, 최종학력, 연령, 

성별, 혼인여부, 자녀수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응답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을 활용한 분석모형에서 이를 통제하였다.

주요 측정변수는 ‘조직의 관리 및 운영’, ‘조직의 성과’ 등 총 29가지로, 각 변수는 4개 

문항에서 20개 문항까지 세부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문항을 활용한 일반적인 연구에서 이들 각 세부문항을 통합하여 하나

의 개념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통해 TAPI

와 PAPI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4) 단, ‘조직성과(Q3)’는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으로 나누어 각각 10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들 문항은 세부문항이 개별적

인 의미를 가지므로,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설문문항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

한 경우는 ‘재정정책의 방향성(Q27)’과 ‘10년 뒤 우리나라와 주변 정세(Q28)’ 등이 있

다.5) 또한, ‘개인적 경험(Q6)’은 다른 변수와 달리 야근 횟수(회), 야근 시간(시간), 출장 

횟수(회), 근무 중 휴식 횟수(회) 등을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있어 설문문항에 따른 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차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대로 분

석에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주요 설문문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4) 개별 설문문항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가 아니므로, 세부 설문문

항이 하나의 개념을 설명한다는 가정 하에, SAS MACRO를 활용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5) 이들 설문의 세부문항은 정책분야별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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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유형 해당문항 및 설명

단답형
ORG(기관, 총 40개의 부처), INT(조사원, 총 24명), DQ5Y(공무원 재직년수, 년), DQ5M(공무원 
재직년수, 월), DQ7(연령, 세)

5점 척도

Q1(조직의 관리 및 운영, 총 9문항), Q2(조직의 성과, 총 11문항), Q4(조직의 성과목표, 총 8문항), 
Q5(조직의 성과 측정과 평가, 총 7문항), Q7(조직을 대하는 자세, 총 5문항), Q8(조직의 리더십, 총 
6문항), Q9(조직의 내외부적 운영, 총 6문항), Q10(조직의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총 6문항), 
Q11(조직의 위기관리 대응능력, 총 5문항), Q12(조직의 내부문화, 총 5문항), Q13(정부의 역할, 총 
5문항), Q14(개인적 생각, 총 5문항), Q15(속한 부처, 총 4문항), Q16(조직의 근무환경, 총 7문
항), Q17(조직의 인사관리 및 제도, 총 5문항), Q18(업무에 임하는 자세, 총 6문항), Q19(공무원 
인사제도, 총 4문항), Q21(조직의 문화, 총 6문항), Q22(전자정부시스템, 총 12문항), Q23(조직과 
유관기관과의 관계, 총 5문항), Q24(시민참여, 총 4문항), Q25(개인적 견해, 총 5문항), Q27(정책
분야별 재정정책의 방향성, 총 12문항), Q28(10년 뒤 분야별 우리나라와 주변 정세, 총 20문항)

10점 척도 Q3(조직성과의 측정, 총 4문항)

선다형

TOOL(조사방식; PAPI=0, TAPI=1), DQ1(직군), DQ2(직급; 9급~4급), DQ3(공무원 입직 경로), 
DQ4(민간경력; 있음=1, 없음=2), DQ6(최종학력), DQ8(성별; 남성=1, 여성=2), DQ9(혼인여부; 
기혼=1, 미혼=2, 기타=3), DQ10(자녀수; 없음=1, 1명=2, 2명=3, 3명 이상=4), Q29(10년 뒤 본
인의 미래모습; 총 2문항)

순위선택형 Q20(가장 중요한 공무원 역량, 총 3문항)

혼합형
Q6(개인적 경험, 총 7문항, 단답형 및 선다형), Q26(세종시 이전에 따른 변화, 총 13문항, 순위선택
형 및 선다형)

주 1. 단답형 : 숫자 혹은 문자로 응답하는 주관식 문항
    2. 5점 척도 : 리커트 5점 척도의 문항으로 5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응답
    3. 10점 척도 : 1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응답
    4. 선다형 : 주어진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
    5. 순위선택형 : 주어진 보기를 3순위까지 선택하는 문항
    6. 혼합형 : 같은 주제의 설문문항에 여러 문항유형이 섞여 있는 문항

<표 1> 설문문항의 주요내용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240여 

개의 개별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문항 중 일부는 동일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동일차원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

항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의 표준화된 변수로 차원을 축소하였다. 또한, 개별문항별

로 의미가 있거나, 단답형의 문항인 경우는 개별문항을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설문조사 도구가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응답차이에 대한 분

석 수준의 구체성을 높여 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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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TAPI와 PAPI 간의 선택이 무작위 할당되었다는 가정 하에 두 집단 간 응답값의 

차이를 ’평균차이 분석(t-test)’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무작위 할당 가정을 완화하고 

응답자 개인 특성과 관련된 제3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도구(PAPI=0, TAPI=1)라는 이항변수를 개별 설문문항으로 구성한 

변수가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 분석6)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분석은 설문조사 도구에 따라 어느 유형의 설문응답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

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6)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 분석은 설명변수(predictor variables)를 활용하여 예측변수(predicted 

variable)를 겹치지 않도록 설명하는 가능한 조합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분류나무는 노드(node)라고 

불리는 그룹을 지속적으로 분리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한 종속변수을 갖는 하위 그룹으로 분할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분할 과정은 각 자식 노드에 대해 반복되고 중지 기준이 충족되어 트리

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각 단계에서 분할은 부모 노드의 관측치를 자식 노드에 할

당하는 최상의 예측변수 및 최적의 절단점(또는 절단점 세트)을 찾아서 결정된다.(SAS/STAT® 14.1 

User’s Guide The HPSPLIT procedure. https://support.sas.com/documentation/onlinedoc 

/stat/141/hpsplit.pdf. 검색일자: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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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두 집단(PAPI와 TAPI)에 대한 평균차이 분석(t-test)

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응답값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t-test의 결과는 <그림 

2>에서 <그림 4>와 같다. 분석결과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설문방식 간 통계

적인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먼저, 5점 척도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표준화한 변수

들을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 하에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 문항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의확률이 낮은 문항을 살펴보았다. ‘조

직의 위기관리 대응능력(Q11)’, ‘조직의 내부문화(Q12)’, ‘조직의 근무환경(Q16)’, ‘조직

의 인사관리 및 제도(Q17)’, ‘업무에 임하는 자세(Q18)’, ‘공무원 인사제도(Q19)’, ‘개인적 

견해(Q25)’7)의 유의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하지만, 이들 문항이 설문에 

포함된 다른 문항에 비해 응답 시 더 높은 지적 수준이나 집중도를 요구한다거나, 보다 

개인적인(혹은 보다 조직적인) 특성을 가진다거나, 외부환경에 관한(혹은 내부환경에 관

한) 것이라는 명확한 구분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조직성과의 측정(Q3)’을 10점 척

도로 측정한 문항과 출장이나 야근의 횟수와 시간에 관한 단답형 문항(Q6)의 경우에도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척도와 관계없이 설문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음

을 시사한다.  

7)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나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공익에 대해 이야기하지

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조국을 위해 나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기꺼이 헌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지 못

한다면 우리 사회는 퇴보할 것이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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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점 척도 문항(요인분석 후 하나의 변수로 표준화)의 조사방식에 따른 t-test의 p값

주. 각 변수별로 동분산인 경우와 이분산인 경우를 모두 표시하였음

‘분야별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문항(Q27)’과 ‘10년 뒤 우리나라의 주변정세에 대

한 분야별 질문(Q28)’의 경우에도, ‘10년 뒤 우리나라와 주변정세_5년 단임제가 바뀔 것

이다.(Q28_12)’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

로 유의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주

장할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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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Q27(분야별 재정정책의 방향성) 문항의 조사방식에 따른 t-test의 p값

주. 각 변수별로 동분산인 경우와 이분산인 경우를 모두 표시하였음

<그림 4> Q28(10년 뒤 우리나라의 주변정세) 문항의 조사방식에 따른 t-test의 p값

주. 각 변수별로 동분산인 경우와 이분산인 경우를 모두 표시하였음

비록 한 개의 문항에서는 TAPI와 PAPI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240여개의 설문을 

요인분석 혹은 개별 문항 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임을 고려하면 설문조사 도구에 의한 

체계적인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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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 응답자 특성의 통제

앞서 분석한 t-test의 결과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히 설문조사 도구의 차이가 응답값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이다. 여기서는 응답자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응답값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 응

답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문조사 도구’를 독립변수, 그리고 응답자 개인의 특성을 통

제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test의 결과와 같이 거의 

모든 모형에서 ‘설문조사 도구’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개인적 견해(Q25)’와 ‘10년 뒤 우리나라와 주변정세_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

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Q28_6)’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나, 설문조사방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들 문항이 다른 문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여전히 설문조사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그림 5> 5점 척도 문항(요인분석 후 하나의 변수로 표준화)의 회귀분석 p값

주. 응답자의 개별 특성(DQ1~DQ10)을 통제한 상태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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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Q27(분야별 재정정책의 방향성)과 Q28(10년 뒤 우리나라의 주변정세)의 회귀분석 p값

주. 응답자의 개별 특성(DQ1~DQ10)을 통제한 상태의 결과임

3. 분류나무 분석

마지막으로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 분석을 통해 설문조사 도구가 응답값에 차이

를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도구를 예측변수로 한 분류나무 분석의 결과, 설문문

항의 응답값으로 설문조사 도구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 이는 체계적으로 설문

조사방식에 따라 설문문항의 응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개별 설문문

항의 응답값으로 설문조사방식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면, 설문조사 도구가 설문의 응

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어렵다. 즉, 설문결과를 가지고 설문의 방식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분석을 위해 예측변수는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하고, 개인의 특성(DQ1~ DQ10), 요

인분석을 통해 차원을 줄인 변수 및 개별문항의 응답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을 구성하

였다. 제일 먼저 잎사귀(leaves)의 수가 가장 많은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7>과 같

다. 총 10개의 층(fold), 42개의 잎사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

과 같이, 개별 분기점(node)에서 ‘설문조사 도구’8)를 예측하는 설명변수에 의한 분기가 

한쪽으로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당 설명변수(설문조사 도구)는 응답값을 체

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분기를 통해 정확히 이전(부모) 

분기의 관측치가 무엇이었는지 예측하지 못한다.

8) 분석과정에서 TAPI인 경우 tool=1, PAPI인 경우 tool=0으로 재코딩하였다.



106 ｢행정논총｣ 제57권 제1호

분석결과를 설명변수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표 2>), ‘조직의 인사관리 제도

(factor_17)’가 3.368, ‘조직의 내부문화(factor_12)’가 3.013, ‘직급(DQ2)’가 2.381의 순

으로 중요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조사방식(tool)에 대한 분류나무(leaves=all)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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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상대적 중요도

(relative)
중요도

(importance)
활용횟수
(count)

FACTOR_17 조직의 인사관리 제도 1.000 3.368 3

FACTOR_12 조직의 내부문화 0.895 3.013 2

DQ2 직급 0.707 2.381 2

FACTOR_8 조직의 리더십 0.707 2.380 3

Q27_3 재정정책의 방향성(교육) 0.677 2.280 2

FACTOR_16 조직의 근무환경 0.674 2.272 3

DQ3 공무원 입직경로 0.671 2.261 1

FACTOR_5 조직의 성과 측정과 평가 0.656 2.210 2

FACTOR_25 개인적 견해 0.592 1.995 1

Q28_13
10년 뒤 우리나라와 주변 정세_13. 징병제
는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유지될 것이다.

0.580 1.954 1

Q3_1 조직의 성과(효율성) 0.563 1.897 1

Q28_7
10년 뒤 우리나라와 주변 정세_7. 한국경제
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다. 

0.554 1.866 1

Q28_3
10년 뒤 우리나라와 주변 정세_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0.553 1.863 1

Q28_1
10년 뒤 우리나라와 주변 정세_1. 남북통일
이 될 것이다.

0.550 1.854 1

Q28_12
10년 뒤 우리나라와 주변 정세_12. 5년 단
임제가 바뀔 것이다.

0.515 1.735 1

FACTOR_19 공무원 인사제도 0.499 1.682 1

FACTOR_4 조직의 성과목표 0.483 1.627 1

FACTOR_24 시민참여 0.456 1.534 1

FACTOR_1 조직의 관리 및 운영 0.414 1.393 1

FACTOR_15 속한 부처 0.275 0.926 1

<표 2> 분류나무 분석결과에 따른 변수의 중요도

앞서 분석한 분류나무의 최초 4번째 층(fold)까지의 분류규칙을 나타낸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첫 번째 분기는 ‘공무원 입직경로(DQ3)’인데, 6급 경력, 8급 경력, 계약직, 

별도절차, 연구직 공채, 전문임기제 경력직 채용인 경우 TAPI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관측치 수는 9개에 불과하여 분석에 사용된 1042개의 관측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

였다. 이하에서도 Q28_7과 Factor_4 변수에 의해 분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기된 관

측치의 수가 각각 3개, 6개에 불과하여 분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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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처음 4번째 층(fold)까지의 분류규칙

이러한 문제는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나무 분석의 모형적합도 검증에서도 나

타난다. 잘못 분류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오분류율(misclassification rate)이 평균 50%에 

해당하여, 분류나무 분석을 통해 설문조사방식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혼란 행렬(confusion matrix)의 결과에서도 실제 

TAPI(tool=1)인데, TAPI로 예측할 확률은 28%에 불과하고, PAPI(tool=0)를 TAPI로 예측

할 확률이 30%에 해당되는 등 오차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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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류율(Misclassification Rate) 혼란행렬
(Confusion Matrix)

Predicted Error
Rate

Min Avg
Standard

Error
Max

0 1

Actual
0 387 166 0.300

0.436 0.500 0.067 0.644 1 352 137 0.720

<표 3> 모형적합도 검증을 위한 오분류율(misclassification rate)과 혼란행렬(confusion 
matrix)

분류나무 분석의 비용복잡성(cost complexity) 변인과 평균 오분류율(average 

misclassification rate)을 비교한 결과(<그림 9>), 잎사귀 수가 한 개 일 때, 오분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그 값도 0.5에 근접하고 있어 분류의 실익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류나무 분석결과는 설문문항 중 어떤 변수도 설문조사

방식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설문조사방식이 응답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 분류나무 분석의 비용복잡성과 평균 오분류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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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기술의 발전에 의한 설문조사 도구의 다양화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설문과 새로운 설

문도구 간에 응답의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

서는 인터넷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설문방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제기하

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최근 널리 활용되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

(TAPI)과 종이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PAPI) 간에 응답의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실제 설문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단순 평균비교, 개인성향을 통제한 

후의 회귀분석, 분류나무 분석 결과 모두 양 설문방식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TAPI와 같은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가 전통적인 PAPI 보다 비표본오차가 클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양 방법에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간과 금전적

인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CAPI, CATI, CAWI, TAPI와 같은 기술기반 설문방식의 확

대가 권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설문에 포함된 240여 개의 문항을 모두 활용한 분석임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설문조사에 대한 실증분석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 도구에 의한 응답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귀납적으로 쌓여가

는 과정을 거치면서 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분석결과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의 방식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잘 통제되었는지 

여부이다. PAPI와 TAPI 모두 면접조사 방식이라는 점에서 면접조사원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설문조사 도구는 상이하나, 같은 조사원인 경우 조사의 매체에서 

오는 영향보다 조사원이 전달하는 정보가 오히려 응답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한 응답자가 직접 개별 매체(종이 혹은 태블릿 PC)에 입력하게 하는지, 조사원이 대신 

입력하는지와 같이 응답자와 조사 매체 간의 거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업체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면접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면접원의 성

별, 연령, 인상, 어투 등 표준화하기 어려운 차이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

에 본 연구에서도 추가로 조사원의 특성을 분석에 포함했다. 그 결과 t-test와 회귀분석

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분류나무 분석에서는 조사원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가장 

중요한 분기의 변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류된 조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특성(담당부처, 지역, 연령, 조사경력 등)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면접방식 이외의 전화방식(CATI)이나, 웹링크를 활

용한 방식(CAWI) 등도 선거 여론조사나 인식조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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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비대면방식)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체의 차이

에 의한 응답의 영향을 살펴볼 때, 특히 응답시간에 의한 조절효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설문방식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는 이들 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에 차이가 있으며, 응답자의 매체에 대한 접근성과 집중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가정

이 깔려있다. 이러한 측정하기 어려운 요인들에 대한 대리변수로 응답시간이 활용될 수 

있다. PAPI에 비해(평균적인 응답에 비해), TAPI 응답 중 응답시간이 상당히 길거나, 혹

은 짧은 경우 집중력이나 정보전달의 장애에 의해 두 가지 극단적인 응답시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응답시간의 관점에서 설문조사 도구의 영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 행정학 학술지의 경우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단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문조사의 과학성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연구에서 설문조사가 차지하

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문조사의 과학성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에 내재

되어 있는 체계적인 오차를 찾아내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행정학의 지식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설문조사 방법론 연구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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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the Choice of a Survey Method Affect Results?:
A Comparison of TAPI and PAPI Methods

Hyunwoo Tak, Kilkon Ko & Dawon Ju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verse survey methods adopting information technology, 

many express the concern that the choice of survey method can affect responses, and tend 

to support traditional paper-based survey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in response 

results between PAPI and TAPI using the 「Survey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 of Public 

Sector Performance 」 which covers wide-range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The major 

finding suggests that there is no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hods even though 

the comparison was performed using simple a two-group t-test, multiple regression, and a 

regression decision tree. The finding is highly consistent regardless of the contents, scale, or 

dimension reduction of questionnaires. Hence, it is concluded that TAPI shows high 

potential as an alternative to PAPI, which is costly and inconvenient.

【Keywords: sampling error, non-sampling error, survey methods, TAPI, PA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