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4년 6월 13일(금)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주 최: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후 원:  한국갤럽

          토비테크놀로지

10:00-10:30    등록 및 개회식 

10:30-12:20    방송보도 기획세션 

                        튜토리얼: Data Visualization Using R

                     통계방법론

                      

12:30-13:30    점심식사

13:30-15:20    통계품질 개선[통계청 공동세션]

                        정책 및 행정 조사

                        대학원생 세션 

15:30-15:50    한국갤럽학술상 시상식                                                                 

                          

16:00-17:50    한국인의 투표행태

                        조사과정의 엄밀성

                        갤럽상 수상논문 발표

                                          

18:00-             만찬

                        

춘계학술대회 및
한국갤럽학술상 시상식

2014년memo

(소회의실4)

(중회의실B)

(소회의실2)

(중회의실B)

(소회의실4)

(소회의실2)

(중회의실B)

(중회의실B)

(소회의실4)

(소회의실2)

                                          

(오펠리스)



10:00-10:30   등록 및 개회사

10:30-12:20.....................................................................................................  

주제: 방송보도 특별기획 세션                                                                               

       사회자: 심미선(순천향대)

       토론자: 이범준(서울대), 홍영림(조선일보), 김옥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론조사 보도 효과에 대한 유권자 인식이 정치적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  

-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 방법에 대한 보도자와 조사자의 인식 차에 관한 연구

- 소셜미디어 여론의 대표성 탐색: 트위터 메시지의 감성 분석을 통한 여론조사의 

       대체 가능성 연구

      

10:30-12:20..................................................................................................................

튜토리얼: Data Visualization Using R 

10:30-12:20......................................................................................................

 주제: 통계방법론                                                              

       사회자: 이계오(한국갤럽)

        토론자: 김현식(경희대), 강현철(호서대), 심재만(서울시립대)

- 경험적 베이지안 추정 방법을 통한 다문화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대학생의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구조방정식접근방법

-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소회의실4

김현정(성균관대)

정일권(광운대)

김지예, 이지혜, 박소영, 이함별(서울대)

중회의실B 

허명회(고려대 통계학과) 

소회의실2

라종민, 이기종(국민대학교)

정종원, 김한슬(리서치앤리서치)

한승희(서울대)

15:30-15:50   한국갤럽학술상 시상식..........................................................

16:00-17:50...................................................................................................

주제: 한국인의 투표행태                                                                         

       사회자: 이승욱(서울대)

       토론자: 유성진(이화여대), 박원호(서울대), 민태은(고려대)

- 선거여론조사: 조사회사 및 언론사 편향

-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재검토: 

       한국 유권자는 정말로 전망적 투표를 했나?

- Political Learning of Democratic Support in Context

  

16:00-17:50...................................................................................................

주제: 조사과정의 엄밀성

       사회자: 이기종(국민대)

       토론자: 서우석(서울시립대), 최슬기(KDI국제대학원), 이기재(방송통신대)

- 조사표 평가방법의 효율성: 전문가 검토와 인지면접의 비교

- 우리나라 ‘생활시간조사’ 문제있다

- 국내 핸드폰 조사의 현재와 미래: RDD 표본의 효율성과 응답자 분포를 중심으로

16:00-17:50   한국갤럽학술상 수상자 발표회...............................................

        사회자: 이계오(한국갤럽)

18:00-    만찬....................................................................................................

        만찬사: 강석훈 국회의원

중회의실B

중회의실B

한규섭(서울대)

장승진(국민대), 길정아(서울대)

조영호(한양대)

소회의실4

최은희(동국대), 박영실(통계개발원), 김선웅, 최보윤(동국대)

최종후(고려대)

김선웅, 우영제, 이하나, 최보윤(동국대)

소회의실2

오펠리스

12:30-13:30   점심식사

13:30-15:20......................................................................................................

주제: 통계품질 개선[통계청 공동세션]

        사회자: 민경삼(통계개발원)

     토론자: 변종석(한신대), 계봉오(국민대), 신인철(성균관대)

- 인지면접을 적용한 조사표 개선: 생활시간조사

-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 주거 및 건강 

- 응답자 시선정보를 활용한 조사표 설계

13:30-15:20......................................................................................................

주제: 정책 및 행정 조사                   

       사회자: 류제복(청주대)

       토론자: 정준화(국회 입법조사처), 이재완(서울대 거버넌스사업단), 하상응(CUNY)

- 국회의원 입법행태 분석: 본회의 표결성향을 중심으로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이 분석: 이용자와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 정책변동과 자연실험의 사례들

13:30-15:20...................................................................................................... 

주제: 대학원생 세션

      사회자: 설동훈(전북대)

       토론자: 김옥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동훈(전북대), 김석호(성균관대)

-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보도담론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변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 결혼이주자와 배우자의 한국문화수용 인식 차이에 따른 결혼이주자의 삶의 

       만족도 비교

- 정책영역별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인식: 제6회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방문취업제 중국동포의 인터넷이용이 연결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회의실B

박현정, 박영실, 배진우(통계개발원)

박시내, 한승훈, 전지혜(통계개발원)

박영실, 박현정, 배진우, 이근창(통계개발원)

소회의실4

박은형, 이사빈, 정광호(서울대)

박춘복, 김종호(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광호(서울대)

소회의실2

권시정(성균관대)

김은희(성균관대)

신화용(서울대)

한수진(성균관대)

2014년 춘계학술대회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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