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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강의 정보
강의 제목: 사회조사분석실습
강의 시간: 월-금 14:00-17:00
강의 장소: 북악관 6층 5호실

강사 정보

강 사: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수업 개관
 사회과학을 한다는 것은 사회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 후 분
석 및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학과에서 개설되는 많은 수업은 사회이론을 
배우는 것에 방점이 놓여 있는 반면, 본 수업은 경험적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강학생은 5인 1조로 모임을 만들어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주제는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면접법과 설문지법, 비개입적 방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학기 제14, 15주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제16주에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야 한다. 

본 수업의 수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사회조사방법을 소개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2.   질문지 작성 과정을 실습하고 토론을 통해 질문지 언어를 수정한다
3.   표본선정의 과정을 알아보고 대표성의 개념을 이해한다
4.   자료를 입력한 후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5.   조사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회조사분석실습
국민대학교

2016 여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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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10% 출석 및 수업 참여

30% 단독과제

20% 조별 연구과제 수행

40% 기말고사

교재

본 강의에서는 다음의 책을 교재로 사용한다. 

Earl R. Babbie. 2014. 사회조사방법론, 13판. Cengage Learning.

이 책 이외에 강사가 참고하는 책은 다음과 같다.
홍두승·설동훈. 2012. 사회조사분석, 4판. 다산출판사.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기초적 이해와 활용. 지필미디어.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기초 통계와 회귀분석. 지필미디어.

강의개요
주 날짜 강의내용 비고
1 6/22 오리엔테이션 및 강의개요 설명
2 6/23 과학적 연구 방법
3 6/24 사회조사의 윤리성 조 구성
4 6/27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과 설계
5 6/28 표집
6 6/29 개념에서 측정까지
7 6/30 유형, 지수, 그리고 척도
8 7/1 서베이 조사 I
9 7/4 중간 고사 (수업 없음) 집단과제: 조별 설문지 제출
10 7/5 서베이 조사 II
11 7/6 통계 분석 I
12 7/7 통계 분석 II
13 7/8 통계 분석 III
14 7/11 통계 분석 IV
15 7/12 과제 발표 및 토론
16 7/13 기말고사

Note: 본 강의계획서는 강사의 의도나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강의도중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사회조사분석실
습 강의에 관한 윤곽만을 밝힌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