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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홀 타 지역에서 Mobile Survey(M-Survey)를 이용하여 실시된 모자

보건 사업의 설문조사 사례를 설명하고 기존의 서면방식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 방식과 비교분석을 

하는데 목 이 있다. 자료 수집은 인구 4만 명의 에티오피아 홀 타 지역의 15~40세의 가임기 여

성에 한 수조사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가구방문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본 M-Survey로 진행

된 설문에 응답한 가임기 여성은 4,200명이었고, 기존의 서면방식 설문조사와 가격, 시간, 인건비, 

데이터의 정확성에 해 비교하 다.

분석 결과, M-Survey의 경우 서면 설문조사에 비해 한 명당 2,507.8원(42.2%)를 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한 명당 29.067분(57.7%)을 감한 효

과가 있었다. 설문조사의 오류율 역시 서면 설문조사에 비해 M-Survey가 98.5%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지역조사 연구 활동에서 M-Survey 방식이 서면 설문조사 방

식에 비해 시간과 산을 크게 감하고, 설문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효과 인 조사방식임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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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범세계적인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화에 

따라 해당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1년에 발표한 M-Health(Mobile Health)의 활

성화 방안에서 “모바일 기기와 무선 ICT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보건 분야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며, 현재 세계적으로 보건서비스가 기존의 방법

에서 M-Health로 변화되어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M- 

Health는 원격의료, 홈 헬스케어(Home Health Care), 병원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설문조사에 ICT 기술을 접목한 

M-Survey(Mobile Survey)가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의 서면으로 진행하던 설

문조사를 모바일 기기, PC, 태블릿 PC(Tablet PC)로 진행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보건 분야에서 국제기구, 비정

부기구(Non Government Organization) 등 다양한 기관의 M-Survey를 이

용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서면으로 진행하던 설

문조사는 응답의 오류, 조사완료 설문지의 저장 공간 차지 및 설문지의 손실 

및 훼손의 우려, 종이 및 프린트 등에 지출되는 비용 및 데이터 입력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Vicente and Reis(2010a)의 연구에 

따르면 1988년에 가정용 전화기를 이용한 설문조사(전화설문조사)가 기존의 

서면설문조사보다 다양한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향후 ICT 기술을 이용한 M-Survey는 기존의 서면으로 진행하던 설문조

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연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하였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진행한 

가구 설문조사 연구(Tomlinson, 2009)에 따르면 M-Survey가 기존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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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비해 예산 및 조사시간을 절약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었던 M-Survey 조사

방식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들 역시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로 통신망의 불

안정과 기기파손 시 수리의 어려움 등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M-Survey의 제작 및 

활용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서면설문조사 방식과 M-Survey의 예산, 데이

터의 정확성, 인건비, 소요시간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설

문조사 예산과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M-Survey

를 지역조사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주 홀레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서면 설문조사방식과 M-Survey 조사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면설문조사방식과 M-Survey 조사방식의 가격적 측면을 비교한다.  

둘째, 서면설문조사방식과 M-Survey 조사방식의 시간적 효율을 비교한다.

셋째, 서면설문조사방식과 M-Survey 조사방식의 데이터 정확성을 비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역 및 연구대상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주 홀레타 지역(Holeta Town)

으로 도시농촌 복합형 도시로써 인구 약 40,077명 규모이다. 수도인 아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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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leta Development Office, 2011.

<그림 1> 사업지역 에티오피아 홀레타 지역

아바바(Addis Ababa)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농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다.

홀레타 지역은 Kebele라는 총 8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며, 중심지역

(Urban Area)과 외곽지역(Rural Area)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지역은 총 3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레타 전체인구 중 80%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시장, 시청, 행정기관 등이 주로 위치해 있다. 외곽지역은 총 5개

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레타 전체인구 중 20%가 거주하는 곳

으로 주로 농업 종사자와 공장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은 홀레타에 거주하는 15세부터 40세의 가임기 여성이며, 

전수조사를 목표로 M-Survey를 통해 총 4,2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각 8개의 Kebele 지역마다 가임기 여성에게 사전 가구방문을 통하여 기

초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자세한 일정과 장소를 협의 후 설문조사요원과의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

지 약 1년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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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요원 및 수집 방법 

설문조사는 가구직접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모

자보건 사업개발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최초 영문으로 작성된 후 조사

를 위해 현지어(Oromifa)로 번역하였다. 설문지 번역 시에는 발생 가능한 오

류를 최소화 하고자 현지 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현지인과 간호학을 전공

한 현지인이 각각 설문지를 번역하고 대조검토 및 2차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주 정부의 연구윤리심의가 포함된 

Working permit(HIV-AIDS/SUPP-10/384)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기관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1041849-201403-BMBR-001-03)하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요원(Enumerator)은 홀레타 지역 내에 거주하며 과거에 설문조사

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인모집을 하였으며, 시청과

의 협력을 통해 총 8명의 설문조사요원을 고용하였다. 설문조사요원 고용 시

에는 주로 의사소통, ICT 기기 활용가능여부, 경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

정하였다. 에티오피아 홀레타 지역은 국가공용어인 암하릭(Amharic)어와 오

로미아 민족의 언어인 오로모어(Oromifa)를 동시에 사용하는 지역으로 면접

조사를 위해 두 가지 언어는 물론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설문조사요원

을 우선순위로 고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M-survey 시스템

1) 기기 선정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기선정이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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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구글 넥서스 7 1세대

제조사 ASUS

프로세서 nVIDIA Tegra 3

메모리
1GB LPDDR3, 

16GB 내장메모리

디스플레이 7.0인치(1280×800)

네트워크
Bluetooth 4.0

WIFI 802.11 b/g/n

배터리 4270 mAh

구입 가격 $ 200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5.1

(Android 5.1)

<표 1> Nexus 7 Tablet PC 사양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Newman, 2011), 특히 이동식 기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이동전화 보급률이 높은 사업지역 내의 간단한 기초 설문조사는 텍스

트 메시지(Text Message)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반면에 이동전

화 보급률이 낮아 이동전화가 익숙하지 않으며 통신망이 취약한 사업지역 내

에서는 PDA 및 태블릿 PC를 활용한다.  

본 연구 대상지역인 에티오피아 홀레타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2013년 약 

9.4%였다. 이러한 낮은 휴대전화 보급 환경을 고려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M-Survey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태블릿 PC의 기기를 선정할 시에는 사업현

지에서 조달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여 양방향 데이터 전송

을 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이 이용이 가능하며, 설문응답자의 가구를 재 방문

을 할 수 있는 GPS 기능이 있고, 현지에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하였다(<표 1>). 전력 사정과 무선 인터넷이 안정적이지 못한 개발

도상국 농촌지역인 에티오피아 홀레타에서도 M-Survey를 성공적으로 수행

했다는 결과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M-Survey 방식을 적용하여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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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mmcarehq.org

<그림 2> ‘Commcare HQ’ 홈페이지 화면

2) 소프트웨어 개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M-Survey 시장에 발맞춰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웹 사이트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유료부터 부분유료, 완전무료 등 가격대가 다양하며, 

지원하는 플랫폼, 서버제공 방법 등이 다양하다. 본 설문조사를 위해 선정한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이며, 개발업체에

서 정기적인 보완을 위한 업데이트 유무, 자체 서버제공, UI(User Interface)

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Commcare HQ’라는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였다. 

‘Commcare HQ’는 Dimagi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M-Survey 구축 소프

트웨어로써 WHO, USAID, UN, Microsoft Research 등 국제기구, 회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보건, 경제, 환경, 교육 등의 연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Commcare HQ’는 ‘SCOPE’, ‘LAUNCH’, ‘BOOST’, ‘GROWTH’, 

‘SCALE’ 등 총 5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SCOPE’ 등급은 무료이며 

그 외 등급은 유료로, 등급별로 설문지디자인, UI, 모니터링 등 각 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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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향 방식의 M-Survey Process ▲ 양방향 방식의 M-Survey Process

<그림 3> 일방향 방식과 양방향 방식의 M-Survey Process

출처: http://www.commcarehq.org

<그림 4> ‘Commcare HQ’ 웹 사이트상 주요 메뉴

‘Commcare HQ’ 소프트웨어는 오프라인 소프트웨어로 1차 구축 후 모바

일 기기에 업데이트하는 일방향 방식의 기존 M-Survey 소프트웨어와 달리 

웹 사이트를 오픈 소스로 제공하여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유무선 네트워크

로 데이터를 기기에서 서버로 양방향 전송할 수 있어 다양한 기관에서 선호

하고 있다(<그림 3>). 또한 자체서버를 제공하여 데이터 저장과 편리성이 우

수하다. 현재 ‘Commcare HQ’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Android)와 iOS 

운영체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그림 4>와 같이 ‘Commcare HQ’의 웹 사이트에는 6가지의 주요 



 M-Survey를 이용한 모자보건 설문조사 효과성 분석   179

번호 메뉴 설명

1 Applications - 설문지를 제작 및 관리하는 메뉴

2 Reports
- 기본 통계정보를 확인

- 설문조사요원의 업무시간, 조사 완료 등 확인

3 Data - 조사 완료 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다운

4 Users - 설문조사요원의 고유 ID 생성 및 관리를 통한 관리 메뉴 

5 Exchange - 설문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메뉴

6 Setting - 계정 설정 및 등급 등에 대한 설정 메뉴

<표 2> ‘Commcare HQ’ 주요 메뉴

메뉴가 있다. 메뉴의 기능은 <표 2>와 같다.

  

3) 설문조사 시스템 프로세스

먼저 <그림 4>의 ‘Application’ 메뉴를 통해 설문지 구축 및 수정을 한다. 

‘Commcare HQ’는 설문지 구축을 위해 3가지 형식을 제공한다. 첫째로는 

‘Survey, One-time Data Collection’으로 단면연구에 적합한 기본 설문지 

형식이며, 두 번째로는 ‘Case Management, Track Information Over Time’

으로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등 추적설문조사(Follow-up Survey)에 

적합한 형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Blank Application, Start from 

Scratch’로써 ‘Commcare HQ’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문지 서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제작하는 방식이다. <그림 5>는 웹 사이트 화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Black Application’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Black Application’은 자유 서식으로써 ‘Commcare HQ’에서 제공하는 기

존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계한 조사방식에 맞추어 설문지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문지를 제작할 시 다양한 메뉴를 통하여 시

스템 로직(System Logic)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예측되는 설문조사 

오류를 최소화하여 설문조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자유 

서식을 통해 변수마다 변수타입(Variable Type)을 설정할 수 있어, 정형데이

터로 출력 후 변수설정에 대한 2차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달력, GPS,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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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mmcarehq.org

<그림 5> Application 메뉴 화면

출처: http://www.commcarehq.org

<그림 6> 설문지 제작 화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Blank Application’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구축

한 화면이다. 그림 내 표시된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

다. 

<그림 7>은 ‘Commcare HQ’ 시스템 상에서 로직을 설정하는 화면으로 

<그림 6>의 ‘④ Logic’을 자세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변수 로직은 M-Survey

가 기존 서면설문조사 방식보다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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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수타입(Variable Type)

단일문항(Single Answer), 다항문항(Multiple Answer), 

문자(Text), 숫자(Integer), 시간(Time), 이미지(Image) 등으로 

변수타입을 설정

② 설문지 화면 제작한 각 설문문항에 대한 설문지 화면

③ 문항 변수명과 질문내용에 대해 기입

④ 변수로직(Variable Logic.)
오류(Missing Data)를 최소화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문항에 예측되는 오류에 대한 로직을 설정 

⑤ Depoly 모바일 기기로의 전송 메뉴

<표 3> 설문지 구축 시 메뉴 상세 설명

출처: http://www.commcarehq.org 

<그림 7> ‘Commcare HQ’ 로직시스템(Logic System)

다. 기존의 서면설문조사 방식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오류(Missing Data)와 미

응답 오류(Non-response error)를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인다.

‘Commcare HQ’ 시스템 내에서 변수 로직은 필수 응답항목 여부, 문항의 

Tablet PC 화면상 표시 조건, 및 변수의 응답범주 설정 3가지 단계로 설정

한다. 

위의 <그림 7>의 ‘Display Condition’과 ‘Validation Condition’의 오른쪽

에 위치한 ‘Edit’를 통해 다음 <그림 8>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세부 로

직을 설정하게 된다.

M-Survey 설문지 제작 후 모바일 기기로 설문지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림 6>의 ‘⑤ Deploy’ 메뉴를 활용한다. ‘Commcare HQ’ 프로그램에서

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 기반인 모바일 기기에만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Tablet PC인 Nexus 7/1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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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mmcarehq.org

<그림 8> 로직 설정 화면

하였다. 

모바일 기기로 설문지를 전송할 시에는 2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

째, 바코드(Barcode)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설문지 고유 

주소를 기입하여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송을 하였으며 방법은 <표 4>와 같다.

(4) 데이터 관리 방식

기존 서면 설문조사방식은 조사 후 설문지를 보관을 하기 위해 보관 장소

가 필요하였으며, 설문지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었다. 결국 발생 가능한 데이터오류(Missing Data)는 설문지의 신뢰

도 및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ICT 기술을 이용한 M-Survey는 설문조사 후 데이터를 서버(Server)에 저

장 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데이터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mmcare HQ’는 자체서버를 제공하여 별도의 서버 비용 지출 없이 데이

터를 보관할 수 있다. <그림 4>의 ‘③ Data’를 통해 데이터를 다운로드

(Export)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받기 전, ‘Preview’ 메뉴를 이용하여 해당 설

문지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Edit’ 메뉴를 이용하여 수정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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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사 진 내 용

1. 

버전생성

- 제작된 최종 

설문지에 대해 

저장

2. 

이름지정

- 업로드 버전에 

대한 이름지정

3. 

업로드
- 서버로 업로드

4. 

Deploy
- Deploy 실행

5. 

전송방법

- 안드로이드 및 

iOS 선택

- 전송방법 선택 

(바코드 및 

주소)

<표 4> Deploy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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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사 진 내 용

6. 

바코드
- 바코드 전송방법

7. 

전송

(a) ‘Scan 

Application 

Barcode’ 실행

(b) 바코드 스캔

(Barcode Scan)

(c) ‘Start Install’ 
실행

8. 

접속

(d) Commcare 

계정 입력 및 

접속

(e) 설문조사 실시

(d) 설문지 검토 

및 확인

출처: 저자 정리.

2. 설문조사요원 

1) 설문조사요원 관리감독

기존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조사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조사는 설문조사요원의 근무태만, 개인의 역량, 

사전교육 부족 등이 조사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Traugott, 2001). 

‘Commcare HQ’는 설문조사요원의 근무태만, 개인역량 파악, 활동내용 등

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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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mmcarehq.org

<그림 9> 설문조사요원 계정 생성

출처: http://www.commcarehq.org

<그림 10> 설문조사요원 계정관리

당 시스템은 <그림 4>의 ‘④ User’ 메뉴를 통하여 설문조사요원 개개인의 

계정을 생성 및 관리를 통해 각각의 설문조사요원을 관리할 수 있다.

각 설문조사요원은 개인이 부여 받은 계정을 통해 Tablet PC에 접속하여, 

설문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서버에 업로드를 한다. 본 사업

은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효율이 좋고, 조사의 정확성이 높은 설문

조사요원을 선별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원활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

도록 관리하였다. 반대로, 업무효율이 낮으며, 조사의 정확성이 저조한 설문

조사요원을 선별하고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그림 4>의 ‘② Report’ 메뉴를 이용하여 서버에 업로드가 된 설문조사요

원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11>과 같이 정형데이터로 출력이 

된다. <그림 11>은 설문조사요원 개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 출력 데이터

로 조사완료 된 응답자의 성명, 설문조사 일시, 설문조사요원 계정 등이 표시

된다. 본 사업은 이를 통하여 총 9명의 설문조사요원 중 조사시간의 효율성

이 높은 설문조사요원, 정확성이 높은 설문조사요원과 반대로 저조한 설문조

사요원을 구분 및 관리감독 하였다. 이를 통해 M-Survey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높여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표 5>는 User 메뉴를 통한 설문조사

요원 관리의 특징 및 주의사항이다.

2) 설문조사요원 교육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해 영어와 현지어인 암하릭(Amharic)과 오로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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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mmcarehq.org에서 저자 정리.

<그림 11> 설문조사요원 조사활동 관리 감독

특  징 주의사항

설문지의 오류가 있을 시 개개인의 고유 계정을 

통해 추적이 용이함

매일 아침마다 각 Tablet PC 상 고유 계정으로 

접속해야 함

모든 응답자에게서 어느 설문조사요원이 실시

하였는지 추적 가능

하지만,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 접속이 어려움

이 있음

설문조사요원 개개인의 업무의 효율성, 즉, 역

량 파악이 용이함 

설문조사요원이 계정정보를 잊을 경우 조사에 

차질이 생김

설문조사요원의 근무태만 등을 추적하여 조사

활동 태도 파악이 용이함

중복 접속이 가능하여 다른 설문조사요원 계정

으로 접속이 가능함

출처: 저자 정리.

<표 5> User 메뉴를 통한 설문조사요원의 관리 및 주의사항

(Oromifa)가 가능한 총 9명의 설문조사요원(Enumerator)을 고용하였다. 설

문조사요원 모두 IT 기기에 미숙하여 먼저 Tablet PC 기본교육을 약 1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후, 설문지의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 교육을 약 3주에 걸쳐 실시하여 설문지 정확도를 높였다. Tablet PC

를 이용하여 원활한 M-Survey를 진행하기 위해 약 2주간 교육을 실시하였

다. 교육을 완료 한 뒤, 사전조사(Pilot Survey)를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였고, 설문조사요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포함하여 재교육을 

한 달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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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연도, 월)
2013 2014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설문조사요원 고용                  

Table PC 기본교육                  

설문지 내용 교육                  

M-Survey 교육                  

사전설문조사 실시                  

재교육 실시                  

Base-line Survey                  

End-line Survey                  

<표 6> 설문조사요원 교육 및 설문조사 Time Table

 

 

출처: Yonsei Global Health Center.

<그림 12> Tablet PC를 이용한 에티오피아 홀레타 지역 설문조사 활동

3. 서면조사와의 조사비용 비교

서면조사는 조사를 위해 A4용지, 프린터 기기, 프린터 토너, 설문지 보관 

장소의 임대료, 조사 인건비가 필요하고, M-Survey는 모바일 기기구매비, 기

기 유지비(수리비, 데이터 저장 서버비용 등) 및 조사 인건비가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한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격조사는 사업지역인 에티오

피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 시장가격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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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유형 분류 목록 단위 가격(원)

서면 설문조사

방식

인쇄비용

A4 용지
1팩

(250장)
4,656

프린터 기기 1대 465,600

프린터 토너 1개 104,760

설문지보관비용

설문지보관 

장소 임대료
1개 58,200

설문지보관

사무실 가구
1개 87,300

인건비
설문조사요원 1명/월 116,400

데이터입력요원 1명/월 116,400

M-Survey 방식
모바일 기기

Tablet PC 

(모델명: Nexus 7/1)
1대 210,644

액정보호필름 1개 5,000

보호케이스 1개 10,000

인건비 설문조사요원 1명 116,400

* 환율은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인 Dashen은행이 조사한 2014년 평균 환율을 이용함(1 ETB1 = 

58.2원).

<표 7> 설문조사 소요단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지의 양은 1부 단위가 A4용지로 29장이며, 인력

은 설문조사요원 9명을 고용하였으며, 서면설문조사에 데이터입력요원 필요

인력은 2명으로 하여 4,200명을 설문 조사하는 비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인 조사비용이 기존 서면설문조사는 5,931.3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M-Survey는 3,423.5원의 비용이 소비되었다. 따라서 1인당 2,507.8원을 

절감한 효과가 나타났다(<표 8>). 총 사용 비용을 비교하였을 시 서면설문조

사는 24,911,904원이 소비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M-Survey 총 

사용 비용은 14,376,240원으로 M-Survey를 통해 10,535,664원을 절감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1. ETB: Ethiopia Birr로 에티오피아 화폐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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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총 조사비용(원) 1인당 조사비용(원)

서면조사 M-Survey 서면조사 M-Survey

인쇄비용

A4용지 2,265,480 - 539.4 -

프린터 토너 6,379,884 - 1,519.0 -

프린트 기기 465,600 - 110.9 -

보관비용
장소임대료 349,020 - 83.1 -

사무실가구 87,300 - 20.7 -

인건비
설문조사요원(9명) 12,571,200 12,571,200 2,993.1 2993.1

데이터입력요원(2명) 2,793,420 - 665.1 -

모바일기기

Tablet PC(8대)

(모델명: Nexus 7/1)
- 1,685,040 - 401.2

액정보호필름(1명) - 40,000 - 9.52

보호케이스(8대) - 80,000 - 19.0

총 비용(원) 24,911,904 14,376,240 5,931.3 3,423.5

<표 8> 조사비용 비교

4. 서면조사와의 소요시간 비교

서면설문조사 방식은 설문지제작부터 데이터입력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비

교내용에 반영하였으며, M-Survey는 프로그램 코딩 및 Tablet PC 교육 등

을 반영하여 각각의 조사에 대한 시간적인 측면을 비교하였다. 또한 설문조

사는 사전설문조사(Pilot Survey)와 본 설문조사의 조사시간의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다음 <표 9>는 서면 설문조사와 M-Survey를 실시하였을 때 항목 당 소요

시간을 4,200명 기준과 1인 기준으로 나타낸 표이다. 서면 설문조사의 소요

시간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Pilot Survey) 결과를 기준으로 측정

하였다.

1명의 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면설문조사의 경우 사전설문

조사에 평균 57.300분, 본 조사에 평균 28.08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M-Survey의 경우 사전설문조사에 평균 40.200분, 본 조사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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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유형
분류 목록

총 소요 시간

(분)

1인당

소요 시간(분)

서면 

설문조사

직원 

교육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교육 2,400   0.571

조사완료 설문지 관리 교육 480 0.114

설문지 입력 방법 교육(추정) 1,440 0.343

설문조사 

실시

사전설문조사(Pilot Survey) 5,730 57.300

본 조사(추정)* 117,936 28.080

데이터 

관리

데이터 입력 26,040 6.200

입력된 데이터 오류 추적 및 제거 34,440 8.200

데이터클리닝 28,800 6.857

총 소요 시간** 3,525.6시간 50.368분

 

M-Survey

Tablet 

PC

Tablet PC 시장조사 및 구매 60 0.014

M-Survey 프로그래밍 제작 2,400   0.571

직원

교육

Tablet PC 사용방법 교육 960 0.228

M-Survey 프로그램 교육 1,440 0.343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교육 2,400 0.571

설문조사 

실시

사전설문조사(Pilot Survey) 4,020 40.200

본 조사 80,770 19.231

데이터 

관리
데이터 클리닝 1,440 0.343

총 소요 시간 1491.2시간 21.301분

*서면설문조사 본 조사 시간: (사전설문조사 소요시간)*(M-Survey 사전조사 대비 본 설문조사 

시간단축 비율)=(57.30)*(0.49)

**총 소요시간: 사전 설문조사(Pilot Survey)를 제외한 본 조사시간의 합

<표 9> 설문조사 세부 소요시간

19.231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소요시간을 비교해

보면, 서면 설문조사의 경우 데이터입력에 평균 6.200분, 입력된 데이터오류 

추적 및 제거가 평균 8.200분, 데이터클리닝에 6.857분이 소비되었으며, 이

에 비해 M-Survey는 데이터가 기기로 자동 입력되므로 데이터클리닝 작업에

만 시간이 투자되었으며, 0.343분이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원교육, 설문조사 실시 및 데이터관리까지의 소요 시간을 4,200명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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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원/명) 총 소요 

시간(시간)
총 인건비 (원) 절감된 인건비 (원)

월급 시급

서면설문조사
116,400 727.5

3,525.6 2,564,874.0
1,480,026.0

M-Survey 1,491.2 1,084,848.0

* 인건비 = 시급*총 소요시간

** 절감된 인건비 = (M-Survey 인건비) - (서면설문조사 인건비)

<표 10> 절감된 총 인건비

준으로 한 총 소요시간으로 환산하였을 시, 서면 설문조사의 경우 3,525.6시

간, M-Survey는 1,491.2시간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M-Survey 방식을 통해 

총 2,034.4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1인당 소요시간은 서면 설

문조사의 경우 50.368분으로 추정되며, M-Survey 방식은 21.301분으로 나타

나 결과적으로 M-Survey 방식을 통해 1인 소요시간을 29.067분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5. 서면조사와의 인건비 비교

설문조사 시 인건비는 총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

에서는 현지 시급 기준과 근무 시간에 맞추어 총 인건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서면 설문조사의 경우 총 2,564,874.0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M-Survey는 1,084,848.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M-Survey를 통해 총 

1,480,026.0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6. 서면조사와의 정확성 비교

서면조사와 M-Survey의 정확성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규모의 설문조사를 

서면조사와 M-Survey 방식으로 수행한 후 각각의 정확성을 비교하는 방식으

로 분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면조사 방식의 경우 100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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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조사방식 M-Survey

응답률(%)* 852 91.8

오류율(%)** 203 0.13

데이터 입력방식 수기입력 자동입력

회수율 높음 높음

불성실데이터 위험도 낮음 낮음

설문지 훼손위험도 높음 낮음

*응답률: 설문조사 중도이탈 및 데이터 전송 오류응답자를 제외한 정확하게 응답을 한 응답자 

비:(설문조사 완료된 응답자수)/(설문조사 시작한 응답자수)=(4,200)/(4,575)=91.8% 

**오류율: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 중 범주를 벗어나거나 불성실 응답의 비율로 각 질문별 오류율 

평균: (해당질문 오류응답자수)/(해당 질문응답자수)의 평균

<표 11> 설문조사 별 정확성 비교

로 실시한 사전조사(Pilot Survey)에만 적용하여 M-Survey 방식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 서면조사 정확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

대로 비교 분석하였다.4 그 결과, 서면조사 방식의 응답률은 85%였고, 오류

율은 20% 이내였으나 M-Survey 방식은 응답률 91.8%, 오류율 0.13%로 서

면조사 방식에 비해 M-Survey가 정확성5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이는 M-Survey 시 질문에 대한 오답이 입력되지 않도록 소프트

웨어를 구축할 수 있고, 설문종료 후에는 데이터를 바로 서버로 전송하기 때

문에 높은 회수율과 설문지 훼손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변종석(2009). ｢무응답 편향: Callbacks and Substitutions｣.

 3. 류진화(2009). ｢전자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 시 응답률, 응답속도, 자료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4. 심규호(2009). ｢조사동향: 국가통계조사에서의 IT 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연구｣.

 5. M-Survey 정확성은 다음 <그림 13>과 같이 설문완료 된 M-Survey의 데이터를 서버
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각각의 항목 별 오류응답자 수를 기입하였다. 그 후, 항목 별
로 오류율을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M-Survey 모든 항목의 오류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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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정리.

<그림 13> 항목별 오류응답자 분석표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주 홀레타 지역에서 2013년부터 2년간 실

시되었던 모자보건사업에서 18~40세의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M-Survey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기존의 서면 설문조사방식과 비교하였다. 이

를 위해,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경제성, 시간적인 측면의 편리성 및 조사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경제적인 측면을 비교하였을 시 M-Survey는 서면설문조사

보다 응답자 한 명당 2,507.8원(42.2%)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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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기존의 설문조사보다 가격이 크게 절감된

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Vicente and Reis, 2010b). 그러나 에티

오피아의 경우 수입관세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A4용지, 프린트

기기, 토너 등 인쇄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서면조사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음을 고려해야 하고, 본 연구의 조사 기간 동안 Tablet PC 수

리에 추가 비용이 소비되지 않았으나 수리 부품과 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에서 Tablet PC가 고장이 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수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측면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는데, M-Survey가 서면조사보다 총 10,535,664원(42.7%)을 절감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서면조사 결과치는 M- 

Survey와 마찬가지로 4,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

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간의 편리성 측면에서 보면 M-Survey는 서면조사 대비 응답자 한 

명당 29.067분(57.7%)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M-Survey가 서면조사보

다 약 50%의 시간이 절감된다는 기존의 연구(Littlechild, 2006)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서면설문조사 데이터

를 입력, 관리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 M-Survey를 통해 절감된 시간의 78.1%가 데이터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차이에서 기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의 경우 데이터 관리를 시스템적인 접근으로 

통제하는 M-Survey가 훨씬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Survey의 경우 

데이터 입력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

함으로써 분실 위험을 줄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하지만, 인

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우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던 중 

네트워크 오류로 데이터를 손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자인 4,200명 전원에게 각각 서면

설문조사와 M-Survey를 모두 진행하여 비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면설문

조사 결과는 100명의 파일럿 결과에 근거해 대부분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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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Survey는 전기를 이용하는 조사도구로써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조사

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정전으로 인한 충전 불가, 장비고

장, 인터넷의 불안전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주변 환경에서

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M-Survey 방식은 조사 비용과 소요시간 

및 인건비를 고려하였을 시 기존의 서면조사 대비 1인당 총 48.3%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조

사가 기존의 설문조사를 대체보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초 결과이다. 추

후 관련 연구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면서도 경

제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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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urvey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Field Research: 
Cost and 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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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case study of mobile survey 

(M-survey)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field research implemented in Holeta 

town, Oromia state, Ethiopia by comparing M-survey method to conventional 

paper-based survey method. The population of the study was 4,200 reproductive- 

aged women (15-40 years) and data was collected by 9 enumerators through home 

visiting survey from October 2013 to October 2014.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survey and paper-based survey was done in terms of cost, time, and data 

accuracy. 

The results show that M-survey reduces the cost by 2,507.8 KRW (42.2%) per 

person and the survey time decreases by 29 minutes (57.7%) per person. The error 

rate in M-survey decreases by 98.5%. In conclusion, M-survey proves to be an 

effective survey method to reduce survey cost and time and it significantly improves 

survey data accuracy.

Keywords: Mobile Survey, Ethiopia, Maternal and Child Health, Field Research, 

Surve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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