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1년 10월 28일(금)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사단법인 조사연구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SPSS Korea, 삼립식품

09:00-09:20

09:20-09:30 

09:30-11:00  

11:00-12:30

12:30-13:20

13:20-13:30

13:30-13:40  

13:40-14:00 

14:00-15:40 

16:00-18:00 

14:00-15:00 

15:00-16:00

16:20-18:00

18:15-   

     학회등록

    개회식

   주제: 사회지표와 정책                                           (중회의실A)
                          주제: 뉴미디어 시대 측정과 척도                            (소회의실4)  
                          

     주제: 우리나라 센서스와 동태자료의 완전성           (중회의실A)  
                          주제: 선거예측과 여론조사의 정확성                       (소회의실4)

     점심식사

     정기총회                                                                (중회의실A)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중회의실A)
                          

    세계여론조사대회 특강                                           (중회의실A)

                                                                                                       (중회의실A)

    주제: 조사방법 이슈와 토론: 사회조사에서 random sampling의 
                                   적용과 대안                                                  

    주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조사 평가와 방법론 개선
                                                                                                      

                                                                                                       (소회의실4)

    주제: 뉴미디어시대 여론조사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 
                          

     주제: 정성 조사 방법론                                         
                          

     주제: 자료와 오차                                                  
                          

           만찬사
                          이브닝스피치
                          리셉션(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후원)                     (오펠리스)

1부.....................................................................................................................................

2부.....................................................................................................................................

(사)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정보사회학회

추 계 학 술 대 회 및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2011년



부2

12:30-13:20 점심식사

13:20-13:30 정기총회                                                                             (중회의실A)

13:30-13:40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중회의실A)

13:40-14:00  세계여론조사대회 특강                                                       (중회의실A)

조일상(메트릭스)

송길영(다음소프트)

유창조(동국대)

이용숙(덕성여대)

안준희(서울시립대)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경숙(통계청), 한만규, 이석훈(충남대)

이주현(한국리서치) 

소회의실4

소회의실4

소회의실4

09:00-09:20 학회등록

09:20-09:30 개회사 및 회장인사

09:30-11:00......................................................................................................

주제: 사회지표와 정책                                                                               

   사회: 홍두승(서울대)

   토론자: 김병조(국방대학원), 강석훈(성신여대)

- [고용의 질]과 사회정책의 과제

- 도시사회정책지표의 구축 현황과 정책 활용

- 청소년정책 지표 통계자료 구축의 현황과 과제

11:00-12:30......................................................................................................

주제: 우리나라 센서스와 동태자료의 완전성                                              

   사회: 이석훈(충남대)

   토론자: 박경애(통계교육원), 이윤석(서울시립대)

- 센서스 사후조사 미국 사례 및 등록센서스를 이용한 추정 방안 연구

-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센서스 및 동태자료에 대한 질적 평가 

   

- 장래인구추계, 신뢰할 수 있는가? 

중회의실A

중회의실A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변미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민규 (고려대) 

전새봄, 김성용, 박유성(고려대) 

최슬기(이화여대)

부

14:00-15:00..................................................................................................

주제: 뉴미디어시대 여론조사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 이기종(국민대)

   

- Social Analytics(social network contents 분석)의 기술과 사례

- 소셜미디어 마이닝을 통한 사회 이해 시도

<집담회: 뉴미디어시대 여론조사 방법의 성과와 미래>

   패널: 이용희(서울시립대), 김기훈(사이람), 송종현(선문대), 김위근(한국언론재단) 

15:00-16:00...................................................................................................

주제: 정성 조사 방법론                                                                              

   사회: 이계오(한남대)

   토론자: 이혜진(입소스코리아), 정재훈(워싱톤주립대)

- 마케팅조사에서의 에스노그라피 활용사례

- 마케팅조사를 위한 Ethnography 활용에 있어서의 3가지 오해

- 정성조사와 내부자적 관점: 미국 중산층 아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16:20-18:00...................................................................................................

주제: 자료와 오차                                                                                  

   사회: 김순흥(광주대/한국사회조사연구소)

   토론자: 이기재(방통대), 장덕현(한국갤럽)

- 패널자료의 종단적 결측패턴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 자원자 표본에서  성향가중치의 효과

- 설문조사시 질문순서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14:00-15:40.................................................................................................. 

주제: 조사방법 이슈와 토론: 사회조사에서 random sampling의 적용과 대안

   사회: 조성겸(충남대) 

   패널: 허명회(고려대), 김석호(성균관대), 장병희(성균관대), 신창운(중앙일보), 

            이택수(리얼미터), 김지연 (MB미디어리서치)

16:00-18:00..................................................................................................

주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조사 평가 및 방법론 개선                   

   사회: 김영원(숙명여대)

   토론자: 류춘렬(국민대), 홍영림(조선일보), 배남영(고승덕의원실), 

               김춘석(한국리서치)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조사 평가

- 유선/무선 병행조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 "여론조사 정보 공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

중회의실A

중회의실A

이준웅(서울대)

이경택(엠브레인), 현경보(SBS)

조성겸(충남대)

09:30-11:00.......................................................................................................

 주제: 뉴미디어 시대 측정과 척도                                                               

   사회: 변종석(한신대)

   토론자: 김규성(서울시립대), 김신영(한양사이버대)     

- 개혁성향 측정문항 개발연구: 

    태도측정문항과 행동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안정성 비교 연구                                             

-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개선에 대한 연구

11:00-12:30.......................................................................................................

주제: 선거예측과 여론조사의 정확성                                                       

   사회: 류제복(청주대)

   토론자: 심재웅(숙명여대), 원성훈(코리아리서치), 이흥철(엔아이리서치) 

- Why Did the Pre-Election Polls in 2010 Local Elections Go All Wrong?: Lessons 

   from the 2010 Dual Frame Post-Election Study

- 2010년 6.2 지방선거 출구조사 표본에 대한 통계적 고찰
    - 선거 예측과 여론조사의 정확성: 6.2지방선거 전화조사 사후보정 결과         

소회의실4

소회의실4

김옥태(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조성겸(충남대)

배종찬(리서치앤리서치)

김선웅(동국대), Michael W. Traugott(University of Michigan), 박소형(동국대), 

이상경(현대리서치연구소)

박진우, 배형민(수원대)

문희정, 하동균(MB미디어리서치)

18:15-     만찬사: 우기종(통계청 청장)                                                  (오펠리스)

               이브닝 스피치: 김정훈(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대표이사/CEO)

               리셉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