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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행사 (10:30-12:20)

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중회의실B)
사회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 천영민(한국고용정보원), 강성호(보험연구원)

최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복지패널의 이해

- 복지패널조사의 표본이탈에 관한 연구 - 원표본 가구를 중심으로

신재동(동국대)
- 복지패널 분가관리 방안을 위한 추적규칙과 가중값 조정에 대한 연구

손창균(동국대)

주제 : 사회과학1 ..................................................................... (소회의실4)
사회 : 서우석(서울시립대)
토론 : 김광기(인제대 보건대학원), 최용준(한림대), 계봉오(국민대)
- The Effect of Delaying School Starting Time on Adolescents’ Health:
Evidence from the 9 O’clock Attendance Policy Gyeonggi Providence

양동규, 최재성(성균관대)
- 서울시민 보행에 미치는 구조 및 영향 탐색: 혼합연구방법의 적용

이지현, 김동하, 유승현(서울대 보건대학원)
- 비교집단 내 상대적 위치와 사회 이동성 인식

문상균, 최재성(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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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행사 (13:30-15:20)
주제 : 선거여론조사의 쟁점과 개선방안........................................(중회의실B)
사회 : 변종석(한신대)
토론 : 김규성(서울시립대), 류정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홍영림(조선일보), 김지연(케이스탯리서치)
- 유무선 통합조사의 현황과 쟁점

이명진(고려대)

- 선거조사에서의 응답률

이기재(방송대)

주제 : 조사방법론..................................................................... (소회의실4)
사회 : 강현철(호서대)
토론 : 김용수(트랜드리서치), 이기홍(한림대), 박효민(건국대)
- 사용성 평가를 통한 모바일조사표 개선

박선희(통계청)

- Examining Japanese Public Attitudes toward New Breeding
Technologies with Experimental Social Surveys

Naoko KATO-NITTA,Tadahiko MAEDA,Yusuke INAGAKI
(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 Japan)
- 회수율 향상 위한 몇 가지 실험연구의 소개

Yoosung Park(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 Japan),
Takahiro Tsuchiya (Yokohama City University)

◇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 (15:30-15:50)
………………중회의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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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행사 (16:00-17:50)
빅데이터와 통계빅데이터센터.......................................................(중회의실B)
사회 : 조성겸(충남대)
토론 : 공미숙(통계청), 김형태(Performance by TBWA), 이기종(국민대)
-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 소개

오세안(통계청)

- 빅데이터 통계작성 사례: 정부사례

황수린(통계청)

-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를 입은 Ad-Tech

김형태(Performance by TBWA)
주제 : 사회과학2 ................................................................... (소회의실4)
사회 : 조병희(서울대 보건대학원)
토론 : 김재우(전북대), 권일웅(서울대), 김상현(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인의 여론조사에 대한 태도,1988-2017

김지범(성균관대), 장덕현(한국갤럽),김솔이(성균관대), 강정한(연세대)
- 정부 부채와 지출 그리고 경제성장 연구: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OECD 국가
분석

손희정, 김상헌(서울대)

- SNS 상에서의 정치 양극화에 사회자본과 정보 제공 대상이 미치는 영향

이수민(서울시립대)

주제 : 제4회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공모전 논문 발표 및 시상식 (소회의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