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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춘계학술대회 행사일정
2018년 6월 1일 (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10:0010:30

등록 및 개회사

10:3012:20

v 튜토리얼 : 사회과학 자료의 검색과 이용 (중회의실B)
방 법 (Finding and Accessing Social
Science Data)
v 사회과학
(소회의실3)

1
부

12:3013:30

점심식사

13:3015:20

v 새로운 조사방법론: 온라인조사와 페시브
(중회의실B)
(passive) 자료
(소회의실3)
v 사회조사방법론
(소회의실4)
v 대학원세션

2
부

15:3015:50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시상식

16:0017:50

v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SGIS 및 MDIS 서
(중회의실B)
비스 소개
(소회의실3)
v 사회과학과 사회조사
(소회의실4)
v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수상 논문 발표

18:00-

3
부

만찬

(중회의실B)

(오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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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행사 (10:30-12:20)

튜토리얼
사회 : 이윤석(서울시립대)
사회과학 자료의 검색과 이용방법
(Finding and Accessing Social Science Data)..............................(중회의실B)

허혜옥(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주제 : 사회과학........................................................................ (소회의실3)
사회 : 김청택(서울대)
토론 : 하상응(서강대), 김상현(한국행정연구원), 김주영(서강대)
- 대북군사행동관련 여론조사 결과 : 안보와 경제 연계성

박지광(세종연구소)

- 조선왕조실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교정치 연구

문혜정(서울과학기술대·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Collective Personality Fit and Its Diversity: How Effective They Are in
Predicting Relationship Conflict?

성지영(전북대), 홍두승(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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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행사 (13:30-15:20)
주제 : 새로운 조사방법론: 온라인조사와 페시브(passive) 자료...........(중회의실B)
사회 : 변종석(한신대)
토론 : 박인호(부경대), 이양훈(칸타퍼블릭), 유창조(동국대)
- 혼합 조사방법을 이용한 패널조사의 타당성 검토: KAMOS 자료를 중심으로

조성겸(충남대)
- 패널 빅데이터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품질향상

이경택, 이지영, 최인수 (마크로밀엠브레인)
- 디지털 패널의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Consumer Experience Solution

박태진, 박정훈, 홍준호, 김종호(mlab)
주제 : 사회조사방법론................................................................. (소회의실3)
사회 : 설동훈(전북대)
토론 : 신인철(서울연구원), 김지범(성균관대), 장승민(성균관대)
- 여론 조사에 대한 태도

김지범,김솔이,현채민(성균관대),강정한(연세대)

- 프리테스팅 방법으로서의 행동 코딩

박현주(HP 리서치)

- 약물사용자의 영성과 치료 도움 추구에 관한 연구

김낭희,서정민(서울대 )

주제 : 대학원세션..................................................................... (소회의실4)
사회 : 심규선(서울시립대) / 토론 : 이윤석(서울시립대)
-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으로 본 화훼 경매시장

진보라(경희대)
- 한국 프로야구 자유계약(FA)선수들의 계약 요인 분석

박장호(서울과학기술대) ,

문성필(강남대) , 문혜정(서울과학기술대·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지역별 특성 비교분석

김시연(파리정치대), 이오섭(경희대),

서지원(경북대), 문혜정(서울과학기술대·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대형마트에 의한 서울시 상권 변화 분석

최민제(광주과학기술원) ,이재민(서울대),

박종호(경북대), 전세훈(안동대), 문혜정(서울과학기술대·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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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시상식 (15:30-15:50)….중회의실B

◇ 3부 행사 (16:00-17:50)

통계청 특별세션 .........................................................................(중회의실B)
사회 : 김영원(숙명여대)
-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SGIS 소개

신우람(통계청)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소개

최유성(통계청)

주제 : 사회과학과 사회조사 ...................................................... (소회의실3)
사회 : 심미선(순천향대)
토론 : 홍영림(조선일보), 김옥태(방송대), 김석호(서울대)
- 여론조사 신뢰의 위기와 개선 가능성

서우석(서울시립대)

- 한국의 삶의질 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손창균, 정한석(동국대)

- 자살관련 설문조사의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 분석: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의
비교

이윤석,심규선(서울시립대),조민희(㈜ 피앰아이)

주제 :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수상 논문 발표.................................... (소회의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