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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친 한국 연구 자료와 문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비영리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입니다.

 

KOSSDA가 제공하는 DB에는 조사자료,  

통계자료, 기록문서, 관찰기록, 면접 및  

구술 자료, 전자저널, 박사학위논문,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국내외 출판  

연구단행본 등 모든 종류의 양적 및 질적 

자료와 문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KOSSDA의 웹사이트(www.

kossda.or.kr)에서 시소러스 기반의 주제어

로 자료와 문헌을 통합 검색할 수 있으며  

자료의 다운로드, 여론조사 데이터뱅크,  

조사자료의 온라인통계분석, 질적자료 미리

보기, 연구문헌의 열람, 문헌복사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OSSDA는 자료 관련 연구와 방법론 교육

도 합니다. KOSSDA가 시행하는 주요 연구

사업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회

과학 DB 구축 사업과 통계청의 사회지표  

관련 연구사업이 있으며, 교육사업으로는 

사회과학 방법론 워크숍, 고급통계학 단기 

강좌 및 자료 검색과 이용방법 특강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소장자료

양적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와 국제사회조사(ISSP)를 

포함하는 조사자료 1,400여 세트와 사회 및 경제 

동향과 국제비교 통계표 1,300여 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료

통계자료

사회동향 통계 (689)

지역 통계 (58)

경제성장통계 1910-1945 (95)

국제비교통계(ISSP) (469)

질적자료

인구 및 가족, 지역공동체, 민족 및 외국인, 빈곤, 

사회 및 노동 운동, 정치 및 행정, 산업 및 기업,  

교육, 사회문화일반에 관한 텍스트, 녹음, 동영상,  

이미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 140점을 소장 

하고 있습니다.

문헌

KOSSDA의 전신인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이  

25년간 수집해서 소장하고 있던 문헌을 포함하여  

1,500종의 인쇄저널과 2,600종의 전자저널,  

그리고 박사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를 포함한  

약 93,100권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자료 수집과 제공

자료와 문헌의 수집과 DB구축

여론조사 데이터뱅크 K-Poll 제공

온라인통계분석도구 NESSTAR 제공

문헌복사우송 서비스 (DDS)

사회과학도서관 운영

연구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회과학 DB 구축

통계청 사회지표 관련 연구

교육

사회과학 방법론 워크숍

고급통계학 단기 강좌

사회과학 자료 검색과 이용방법 특강

인구 및 가족 (12)

지역공동체 (39)

민족 및 외국인 (24)

빈곤 (10)

사회 및 노동 운동 (27)

정치 및 행정 (11)

산업 및 기업 (5)

교육 (6)

사회문화일반 (6)

인쇄저널  1,500종

전자저널  2,600종

박사논문  6,100권

연구보고서  52,000권

연구단행본  35,000권

한국종합사회조사 (11)

ISSP 모듈조사 (11)

갤럽 옴니버스 조사 (22)

국민의식조사 (47)

인구 조사 (16)

가족 조사 (31)

노인 조사 (18)

청소년 조사 (106)

교육 관련 조사 (48)

불평등과 계층 조사 (20)

고용 및 경제활동 관련 조사 (83)

근로자 생활 및 의식 조사 (30)

이주노동자 조사 (26)

노사 관계 조사 (26)

인사ㆍ조직 관련 조사 (51)

기업 및 사업체 조사 (19)

산업안전 및 근로자 건강 조사 (42)

정보화와 커뮤니케이션 조사 (66)

문화예술과 여가 조사 (63)

범죄실태 조사 (74)

범죄피해 조사 (26)

청소년 비행 조사 (29)

형사정책 관련 조사 (53)

교정 관련 조사 (40)

정치 여론 조사 (163)

행정 관련 조사 (81)

사회질서와 사회통합 관련 조사 (23)

보건 및 복지 조사 (67)

삶의 질 조사 (27)

지역ㆍ도시ㆍ농촌 조사 (71)

기타 조사 (14)



자료와 문헌의 수집

KOSSDA의 자료와 문헌은 대학 연구소, 중앙 

및 지방 정부 출연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리서치회사 등 여러 자료산출기관들과의 자료 

공유협약과 개인 연구자들의 기탁을 통해서  

수집됩니다. 

DB 구축

수집된 자료와 문헌은 학술적 이용 및 보존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자료 정보(메타데이터)와 

함께 DB로 구축됩니다. 주요 조사자료와 통계자료 

DB는 해외 보급을 위하여 영문으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DB 검색 방법

KOSSDA의 DB 시스템은 양적 및 질적 자료와 

문헌의 통합검색 뿐만 아니라 자료의 종류 및  

유형별 검색, 연구분야별 검색, 시소러스 검색, 

조사자료변수 검색, 전자저널DB 검색 등 여러  

가지 편리한 검색 방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통계분석도구 NESSTAR

KOSSDA는 소장하고 있는 조사자료를 웹상에 

불러내어 빈도표와 교차표 및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고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등을 할 수 있는 

NESSTAR를 제공합니다.

경기대 중앙도서관

경북대 중앙도서관

경상대 도서관

계명대 동산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광주대 중앙도서관

국민대 성곡도서관

덕성여대 도서관

동국대 중앙도서관

동아대 도서관

배재대 중앙도서관

부산가톨릭대 중앙도서관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서울기독대 학술정보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성공회대 중앙도서관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숙명여대 도서관

숭실대 중앙도서관

아주대 중앙도서관

연세대 학술정보원

울산대 중앙도서관

원광대 중앙도서관

이화여대 도서관

인천대 학산도서관

전남대 중앙도서관

전북대 중앙도서관

중앙대 도서관

청주대 중앙도서관

충남대 도서관

충북대 도서관

한남대 학술정보관

한림대 일송기념도서관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호서대 도서관

국외

미국  Arizona State Univ./ Binghamton Univ., SUNY/ Boston College/ Columbia Univ. 

 Cornell Univ./ Dartmouth College/ Duke Un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eorge Washington Univ./ Georgetown Univ./ Harvard Univ./ Indiana Univ.

 Louisiana State Univ./ Midwest Univ./ New York Univ./ Oklahoma State Univ.

 Pew Research Center/ Princeton Univ./ Purdue Univ./ Queens College

 Rice Univ./ Stanford Univ./Stony Brook Univ./ Syracuse Univ./ Texas A&M Univ.

 The Claremont Colleges/ The Ohio State Univ./ Univ. of Arizona

 Univ. of Californ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Irvine/ Univ. of California, LA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Univ. of Chicago/ Univ. of Colorado at Boulder

 Univ. of Hawaii/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 of Iowa

 Univ. of Kansas/ Univ. of Maryland/ Univ. of Michigan/ Univ. of Minnesota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v. of Oregon/ Univ. of Pennsylvania

 Univ. of Pittsburgh/ Univ. of Rochester/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niv. of Tennessee / Univ. of Texas at El Paso/ Univ. of Washington

 Univ. of Wisconsin-Madison/ Washington Univ. in St. Louis/ Yale Univ.

캐나다 McGill Univ./ Univ. of British Columbia/ Univ. of Ottawa/ Univ. of Toronto

 SOAS, Univ. of London/ Univ. of Leeds/ Univ. of Oxford

 Berlin State Library/ Ruhr Univ. Bochum/ BBW Hochschule

 CRC EHESS/ Univ. of Paris-Ⅷ/ Univ. of Lille Ⅱ/ UTBM

 Inst. for Spatial Policies/ Univ. of Ljubljana

 Kobe Univ./ Tokyo Univ./ Waseda Univ.

 Beijing Foreign Studies Univ./ Qingdao Univ./ Nanjing Univ./ Shandong Univ.

 Australian National Univ./ Monash Univ./ Univ. of Sydney

여론조사 데이터뱅크 K-Poll

K-Poll은 KOSSDA의 소장자료로 구축한 여론과 

가치 및 태도 조사 데이터뱅크입니다. 이용자는 

K-Poll 사이트에서 원하는 주제의 여론이나 가치  

또는 태도 조사결과를 검색하여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료와 문헌의 이용

양적 및 질적 자료는 KOSSDA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저널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고 인쇄문헌은 사회과학 

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문헌복사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KOSSDA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KOSSDA의 개인 또는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은 누구나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법인체나 법인체의 산하 기관  

모두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OSSDA에 자료를 기탁해준 기관과 개인은  

우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KOSSDA는 자료 수집과 보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과 DB구축, DB시스템,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회과학 DB 구축

한국 연구 자료와 문헌의 통합 DB 구축 사업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사회과학 DB 구축 사업

통계청 사회지표 관련 연구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개발 연구

교육

방법론 워크숍

KOSSDA는 매년 동계와 하계에 기초, 중급 및 고급 통계 

분석 방법, 사회조사방법, 질적연구방법 등의 교육과정을  

과정별로 각각 2주간씩 워크숍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급통계학 단기 강좌

춘계와 추계에 고급통계학 8개 과목을 과목당 매주 4시간씩 

4회에 걸쳐 이론 중심의 강좌로 설강합니다.

자료 검색과 이용방법 특강

기관회원과 기관회원의 산하기관에 사회과학 자료 검색과 

NESSTAR 이용방법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문헌의 수집과 제공 자료이용 기관회원 연구와 교육

국내

영국

독일

프랑스

슬로베니아

일본

중국

호주



거버넌스

KOSSDA는 자료공유협약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집행위원회 

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위  원 김석호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조직 

KOSSDA는 원장의 관리 하에 기획관리실, 자료 

개발실, 연구교육센터를 두어 자료 수집 및 DB 

구축, 온라인에서의 자료 보급 및 분석 지원,  

연구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장 한  준

자료공유협약기관 재단

민간 연구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KOSSDA는 1983년 이인표재단에 의해서 설립 

되었습니다. 이인표재단은 에스콰이아의 창업자인  

이인표 회장이 선진의 사회과학 정보센터를 설립 

하기 위하여 창립한 재단입니다. 동 재단은 1983년 

에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을 설립하여 한국의  

사회과학 문헌 서비스를 선도하여 왔고, 2006년에  

이 도서관을 한국 연구 자료와 문헌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KOSSDA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사회 

이  사  장 이  범

이        사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김명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채서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감        사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명예이사장 석현호

사무국

사 무 국 장 정지원 

총 무 과 장 최효진 

회   계 문윤지

대학연구소

거버넌스와 조직

한  준

강근복

강소선

김기헌

김순흥

김지선

김청택

류현숙

윤정구

이재열

이현우

장지연

이강욱

한경혜

함한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기획관리실 신영란 실장

전미경 시스템관리

양혜미 문헌관리

자료개발실 김대훈 실장

허혜옥 조사자료

이상운 통계자료

김혜진 질적자료

한아름 문헌

연구교육센터 진윤아 실장

김여진 연구

고지영 교육

전임연구원 노성민 정치/행정학 DB

황유경 경제/경영학 DB

임창규 사회/사회복지학 DB

김은주 교육학 DB

유  정 심리학 DB

감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계명대 사회과학연구소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부산대 경영연구소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

삼육대 에이즈예방연구소

삼육대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연세대 경제연구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남대 5.18연구소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낙성대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원 

미래인력연구원 

사이람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인사이트리서치

중소기업연구원

중앙일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리서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한국사회조사연구소

현대리서치연구소  

KBS 방송문화연구소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