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추계학술대회행사일정

2015년 11월 20일 (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10:00-
10:30

등록 및 개회사

10:30-
12:20

1
부

v 튜토리얼 : 빅데이터와 텍스트 분석
v 조사품질
v 국가와 정치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2:30-
13:30

점심식사

13:30-
15:20

2
부

v 선거/정치 조사 관련 쟁점들
v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공모전 논문 발

표 및 시상식
v 정책 데이터 분석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5:30-
15:50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 (중회의실B)

16:00-
17:50

3
부

v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론조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v 조사 방법론 관련 다양한 쟁점들
v 교육과 경제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8:00- 만찬 (오펠리스)



10:30-12:20 ...................................................................................................... (소회의실3)

주제 : 조사품질

사회 : 변종석(한신대)

토론 : 김지연(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심재웅(한국리서치)

- 조사품질: 제도와 현황 서우석(서울시립대), 김용환(통계진흥원)

- 응답하라 전화조사!                                                                                                   이찬복(TNS)

- 조사 품질에 대한 통계적 표현 박민규(고려대)

10:30-12:20 .................................................................................................... (소회의실4)

주제 : 국가와 정치

사회 : 한상태(호서대) 

토론 : 한정훈(숭실대), 김옥태(방송통신대)

- 부패 측정의 문제와 주관적 부패 인식 : 부패의 수용 정도를 중심으로 송진미, 안도경(서울대)

-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한국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 측정 박종희(서울대)

- 신자유주의 국제비교지표 개발과 한국의 신자유주의 박찬웅, 유길연, 이진아, 조선미(연세대)

1부

10:30-12:20 ...................................................................................................... (중회의실B)

튜토리얼 : 빅데이터와 텍스트 분석

김청택(서울대)



2부

13:30-15:20 ...................................................................................................... (중회의실B)

주제 : 선거/정치 조사 관련 쟁점들

사회 : 변종석(한신대) 

토론 : 김선업(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배종찬(리서치앤리서치)

- 총선에서 정확한 의석수 예측이 가능한가? 원성훈, 이인환(코리아리서치)

- Single Source Tracking을 활용한 선거전략조사 연구 이병일, 김태 (마크로밀엠브레인)

- 총조사오차(Total Survey Error)와 선거예측조사 김지연(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13:30-15:20 ........................................................................................................ (소회의실3)

주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공모전 논문 발표 및 시상식

사회 : 강현철(호서대)

토론 : 김경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이윤석(서울시립대)

13:30-15:20 ....................................................................................................... (소회의실4)

주제 : 정책 데이터 분석

사회 : 정광호(서울대) 

토론 : 최지민(서울대),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

- KNOW를 활용한 감정노동 직업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 박상현(한국고용정보원)

-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업무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사빈, 정광호(서울대)

- 부패의 동태적 현상 탐구-Agent Based Model을 활용하여 은종환, 한익현, 정광호(서울대)

15:30-15:50 ......................................................................... (중회의실B)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



3부

16:00-17:50 ........................................................................................................ (중회의실B)

집담회 :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론조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사회 : 김 원(숙명여대) 

토론 : 김지연(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홍 림(조선일보), 조진만(덕성여대), 박민규(고려대)

- 선거여론조사 심의와 자료의 질 : 사용자의 입장에서 박원호(서울대)

16:00-17:50 ........................................................................................................ (소회의실3)

주제 : 조사 방법론 관련 다양한 쟁점들

사회 : 김청택(서울대) 

토론 : 변미리(서울연구원), 설동훈(전북대), 김석호(서울대)

-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시작 노규형(리서치앤리서치)

- 서베이 조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KGSS에 개입되는 맥락의 효과, 그리고 환원

이도일(연세대)

-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김윤응(서울대), 안태숙(메가리서치), 신승엽(농업진흥청), 변종석(한신대)

- An Approach for Reducing Nonresponse Attributed to Controlled Access Situations in 

Household Surveys 

김선웅, 유우현(동국대), 신창운(덕성여대), 홍성준, 우 제, 최은희, 이하나, 박아름(동국대)

16:00-17:50 ........................................................................................................ (소회의실4)

주제 : 교육과 경제

사회 : 김옥태(방송통신대) 

토론 : 정광호(서울대), 서우석(서울시립대)

- 가계부채총액분류 및 예측모형 전성아, 김재진, 황은혜, 최정균, 최종후(고려대)

- 한국의 금융화에 대한 계량적 측정과 국제비교로의 가능성 박찬웅, 조선미, 이효정, 차형민 (연세대)

- Performance of variable selection methods applied to educational data                                                                          

라종민, 이기종(국민대)

-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향요인 분석

이 리, 신명호, 홍세희(고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