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분석,레포팅 모든것이 가능한 All In One Solution

datain.co.kr



이제 한 문항 시작…
100문항
 언제 다 하지? 
ㅜㅜ;

리서치·컨설팅·연구기관

하루 걸릴 업무를 
1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방문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

문화·공연·행사 기관

현장에서 설문발송하고
바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으로 설문발송
클릭 몇 번이면 분석+보고서 끝납니다!

1년에 100회
교육만족도 조사…
매번 반복되는
설문배포/자료입력/
결과보고서

학교·교육기관

누구나 쉽게 설문부터 
고급분석까지 가능합니다.

고객/직원조사도
 하고 싶고, 
경영데이터 분석도
하고 싶은데…

일반기업·공공기관

A



000 조사분석 보고서

OVERVIEW

조사, 분석, 레포팅 모든 것이 가능한 All in One Solution

모든 전문 조사 기능
고급 로직기능 포함 웹버전 전문통계분석 구현

Web / Mobile 조사

표본할당 및 스크리닝

기본 / 고급 로직기능 

문항연동

메일링 폼 지원

상세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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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 레포팅

해석까지 자동!!
분석결과 즉시 보고서화

결과표+그래프+해석이

분석 즉시 보고서화

상세결과 자동 해석

한글,엑셀,워드로 즉시 문서화

실무/고급 통계분석

회귀,t검정,신뢰도,요인,조절,

매개분석등 고급 기능

상관관계,공분산,일원/이원

배치분산분석,고급교차분석등 

전문가 기능

프로필설정,기본리포팅,

교차분석등 필터링인사이트

기본 기능

이제 DATAIN 하나로 고민 끝!!

설문+응답 데이터 자동 수집+고급분석 +자동해석+자동레포팅



DATAIN으로 업무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세요

시간절감 

1회  분석+보고서

기존방식 
설문인쇄+자료입력

설문인쇄비: 5만원
자료입력비: 10만원15만원

데이터인 활용
웹/모바일조사 즉시 분석

메일/문자발송비
1만원!1만원

10회  분석+보고서 연간 50회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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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문항 보고서 작성에 데이터인을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 500명 설문조사의 경우

BASIC

8h
ou

r

DATAIN 1hour
BASIC

11day

DATAIN1day
BASIC

55day

DATAIN5day

7시간 
절감효과

10일 절감효과

200만원 이상 경제적 
절감효과

50일 절감효과

1000만원 이상 
경제적 절감 효과

OVERVIEW



타사 솔루션과 비교해보세요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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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

Advance    전문 조사/분석에서 있어야 할 기능

Premium   업무효율에 혁신적 기능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

유형 구분 내용

설문

Basic

기본적 설문유형(객관/주관식 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건설정,문항간 응답 연동

다양한 설문유형(총합응답, 순위, 설명형)

보기정렬(한 줄에 몇 개의 보기)

보기 한번에 붙여넣기

한 문장씩 출력(모바일) 및 조건설정

문항형식 변경시 설정 보존

문항이동

설문지인쇄

Advance

Premium

Basic
문항별 응답결과

집단간 t/F 검정

세부집단별 교차표 결과

다항목 척도 신뢰도/타당도 분석

회귀분석(선형, 로지스틱 등)

Advance

Premium

그룹작업(복수사용자)

새 변수 생성(계산, 변경)

외부 데이터 분석

Advance

Premium

Basic
결과 표

그래프

결과 자동해석

외부문서 다운로드
Premium

분석

레포팅

관리

가격정책 무료/유료 무료/유료 유료 무료

데이터인 구글설문
S솔루션
(세계1위 

서베이ASP)

T솔루션
(국내대기업 

서베이ASP)



문항 건너뛰기 고급 로직설정

표본할당 스크리닝

문항연동

정확성

웹 + 모바일 조사

메일링 폼 지원

상세 프로젝트 관리

확장성

설문 수행 무제한

설문 문항 무제한

응답수 무제한

무제한

DATAIN의 설문조사는 최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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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응답data자동수집
프로젝트 클릭 

분석 자동 연동



귀사 혹은 브랜드 로고 등록

귀사가 원하는 URL 설정

내 솔루션 처럼! 모든 조사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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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웹 기반 모든 디바이스 조사 가능

응답 중복 설정 가능

많은 보기항목을 한번에 입력

모든 유형의 설문을 편리하게 작성

객관식 / 입력형  / 척도형  / 설명형 유형

등 설문에 필요한 모든 문항 유형 구성

다양한 고급 옵션으로 전문 설문조사 

필수문항 / 보기 무작위 정렬 / 기타문항추가 / 보기정렬 등 

텍스트와 이미지로 긴 문장을 다양하게 편집 가능

설문유형별 맞춤형으로 항목 옵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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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복잡한 로직설정도 쉽고 편하게

설문 응답자에게 발송 서비스도 세련되게

몇번의 클릭만으로 

단일문항/다중문항 그룹별 로직설정 가능

로직결과 확인 및 편집화면 연동

손쉽게 순서변경 및 페이지 나누기 가능

다중 로직 설정 결과도 한번에 확인하고 

수정/삭제도 바로 편집

작성된 설문프로젝트 선택하면

링크를 자동으로 연결

세련된 디자인 폼 제공

응답률을 실시간 즉각 확인

응답data를 자동 수집하며, 이에 따라

바로 분석진행 가능

안내 문구 자유롭게 입력



프로필 설정

기본리포팅

필터링 인사이트

교차분석

보고서 REPORTING

단변량분석

집단비교분석

척도화분석

회귀분석

통계 REPORTING

고급분석도 빠르고 쉽게 DATAIN이니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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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추가 예정 
 텍스트마이닝  / 데이터마이닝

설문 응답 프로젝트 선택

DATAIN 응답data 자동수집 직접 응답 data 수집

파일 업로드

ANALYSIS

000 조사분석 보고서



ANALYSIS

해석까지 자동으로 보고서 자동 작성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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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석

그래프

즉시 문서화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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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리포팅 : 실무보고서용

통계분석리포팅 : 학술 및 고급분석용

분석결과(그래프+표+해석) 전체

한글/워드/엑셀로 바로 보고서 작성

또한 보관함에 저장 가능

파일저장

각 문항별 그래프 제공

그래프

각 문항별 및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표 자동 제시

빈도표 / 교차표

분석된 결과에 따라 해석 자동 제공

해석

분석결과(그래프+표+해석) 전체
한글/워드/엑셀로 바로 보고서 작성
또한 보관함에 저장 가능

파일저장

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직관적으로
클릭 & 이동

변수설정 영역

분석된 결과에 따라 해석 자동 제공

해석

주요부분과 상세부분으로 상세히 기술

주요결과표 / 상세결과표 /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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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까지 고급통계분석도 웹에서 한번에 !

ANALYSIS

경로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
방정식

분석에 사용될 모델을 직관적으로
변수를 클릭하여 바로 설정

변수설정 영역

분석에 활용된 모델설정 및 
옵션설정 이력 관리로 반복/수정
분석결과를 얻기 용이

분석 이력 선택 영역

구조방정식도 즉시 주요결과표 / 상세결과표 / 그래프로 자동 해석 제공.  즉시 보고서로 저장 



ANALYSIS

숫자변경 : 보기문항을 새 변수로 생성

문항계산 : 여러 문항의 변수계산으로 새 변수 생성

변경할 보기문항 구간 설정

1~N개까지 입력 가능

1개의 설문문항 내 

보기문항을 그룹핑 및 체인지하여

새로운 변수로 만드는 데이터 핸들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변경될 보기문항 숫자 설정

변경될 보기문항 값 설정

다중의 설문 문항의 

평균 or 합계 연산 처리하여 

새로운 문항을 만드는 

데이터 핸들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 설문문항

새롭게 생성될 문항 제목 입력

연산 옵션 선택

계산할 설문문항 선택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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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라이선스

회원등급

Free
설문기능 500명 이내 가능,

분석체험가능

월별 분할 자동이체 가능, 석/박사,교수,연구원은 증빙자료 제출 필수

2명 이상 multi-users 개별문의

무료무료 무료

One Master
설문, 분석 모든 기능

 (1건/1년)
380,000원 -

VIP
설문, 분석 모든 기능 

(무제한/12개월)
880,000원 1,920,000원

250,000원

Half VIP
설문, 분석 모든 기능

 (무제한/6개월)
680,000원 1,200,000원450,000원

600,000원

제공기능 석/박사 교수/연구원 기업/기관/단체

단독서버 구축

항목

사양

OS: Linux CentOS 6

언어: PHP, JSP, R

DB: MYSQL

설치비용: 4,000만원 (1서버, 1회)

유지보수: 1,200만원 (서버수에 따라 적용)

서버비용: 별도 (구축기업에서 구매 제공)

DATAIN 설치 및 연동

ID 무제한 발급

기관 회원/구성원 연동

DATAIN 전 기능 제공

서버 추가시 별도

Customizing(디자인, 추가 기능) 별도

VAT 별도

구축비용

제공기능

비고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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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상표등록  출원번호 40-2018-0004156

디자인심사등록 출원번호 30-2018-0001627 



국내 · 해외 패널 현황

1

전문 리서치 연구원이 
직접 설문을 검토 및 제작합니다.

국내
약100만명

해외
약730만명

시간절약 + 비용절약 + 전문성플러스
데이터인 솔루션은 성공적인 조사,분석,레포팅 결과를 드립니다.

지금 문의하세요   datain.co.kr >  설문분석의뢰
2S1P

2

기본분석, 고급통계분석까지 
제공됩니다.

3

조사 데이터를 바로 분석하여
보고서 문서화가 가능합니다.

결과의 표+그래프+해석까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외부문서(hwp, word, excel)로 
바로 다운로드 하여 보고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 분석(기술통계, 교차분석) 뿐만 
아니라,  평균차이 , 신뢰도 / 
요인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까지! 
R기반 자동화 분석을 구현하여 
가능합니다.

데이터인 솔루션 + 전문 연구원의 
콜라보로 신속함과 믿음이 배가 
됩니다.

패널조사가 필요하세요?
전문성! 

편리성! 

패널조사 설문을 리서치 전문가가 직접 검토, 작성해드립니다.

데이터 수집 후 고급분석 레포팅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서치 연구원과
프로젝트 상담

DATAIN 솔루션  설문작성
DATAIN 솔루션의 R기반 고급 통계분석 

보고서 문서로 바로 활용

자동 통계분석 서비스전문가의 검토

조사된 데이터를 즉시 분석 , 즉시 보고서로 활용

데이터인 
자동연동

보고서
레포팅

통계
레포팅

정부기관
정책연구

학술/논문
조사

여론
조사

남51.1%  여48.9%

시장조사
만족도조사



이용가이드

데이터인의 사용매뉴얼과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www.datain.co.kr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문체험

설문제작과 진행과정을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체험

샘플데이터로 기본분석, 

고급분석, 레포팅까지 경험해보세요

데이터인의 기능설명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인 전문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시연 설명을 갖겠습니다

    시연지역 : 수도권 한정 ( 지방은 협의 )

    시연시간 : 30분~1시간 이내

방문요청 연락처 02.558.5144 (담당자 김성표이사)

방문 설명 요청



T_02.558.5144    F_02.558.5146   E_ wic@wiseinc.co.kr 

datain.co.kr    |    wiseinc.co.kr

서 울 시  강 남 구  역 삼 로  1 2 3  한 양 빌 딩  7 층

제품구매문의   전숙영 부장 070.8275.2963

제휴/영업문의   김성표 이사 070.8275.2964

업무혁신으로

삶 과 경 영 을

즐 기 십 시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