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춘계학술대회 행사일정

2020년 7월 23일 (목) 서울대한상공회의소지하2층

10:00-
10:30 등록 및 개회사

10:30-
11:50

1
부

조사방법

국가통계

(중회의실B)

(소회의실4)

11:50-
12:50 점심식사

13:00-
14:20

2
부

장애인 삶 패널조사

사회과학

(중회의실B)

(소회의실4)

14:30-
15:00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시상식 (중회의실B)

15:10-
16:30

3
부

조사연구에서 통계학자의 역할
- 허명회 교수 정년기념세션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수상 논문 발표

(중회의실B)

(소회의실4)

16:40-
18:00

4
부

빅데이터분석 (소회의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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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조사방법...................................................................... (중회의실B)

사회 : 김영원(숙명여대)

토론 : 김옥태(방송대), 이기재(방송대), 강현철(호서대)

- 웹서베이에서 부주의 편향(inattention bias) 감소를 위한 함정문항

(trap question)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인철(서울시립대),이정태(리서치앤리서치)

- 설문지 작성에서의 비표본오차 -맥락효과와 ‘모름’ 보기문항 효과-

노규형,김규화,박예린(리서치앤리서치)

- Finding Nemo: Predicting Movie Performances by Machine Learning     

Methods                                                           김종민(Univ. of Minnesota)

- Mixed Methods: A Structural Intervention of School Support in 

Sub-Saharan Africa                                  조현산(Univ. of South Carolina)

◇ 1부행사 (10:3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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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가통계.......................................................................(소회의실4)

사회 : 서우석(서울시립대)

토론:  서우석(서울시립대), 박민규(고려대)

- 시나리오 장래가구추계 오진호(한밭대), 윤영규(서울대)

-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국가통계 승인 방향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자조사표 설계를 위한 사용성평가 방법과 적용 박선희(통계청 통계개발원)



◇ 2부행사 (13:00-14:20)

주제 : 사회과학.........................................................................(소회의실4)

사회 : 김석호(서울대)

토론 : 김석호(서울대), 신인철(서울시립대)

- Unpacking Ideology Using Decision Tree: Divided Left vs Unified Right                                                        

김도원(서울대), 이순봉(연세대)

- 행복 측정의 프라이밍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

김성아,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현대적 성차별주의 타당성 검토 김예은, 김채림, 박원호(서울대)

- Distance learning methodological problem: An example of Mongolia

Bayarmaa B, Naranchimeg.D(Mongolian National Educational University)

주제 : 장애인 삶 패널조사..........................................................(중회의실B)

사회 : 변종석(한신대)

토론 : 변종석(한신대), 계봉오(국민대)

- 장애인삶패널조사의 의의 및 구축현황

김정희,강정배,김현지,김태용,이혜수(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삶패널조사 표본설계 김현지,김태용(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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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학술논문상 시상식 (14:30-15:00)….중회의실B



주제 : 빅데이터분석..................................................................(소회의실4)

사회 : 강정한(연세대)

토론 : 강정한(연세대), 정광호(서울대), 이준웅(서울대)

- 토픽 모델링을 통한 소비자행동 분석방법 제안: ‘블레임 룩’의 원인 규명

신성연(국민체육진흥공단),김혜란(동아대)

- 패널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광고효과조사

이경택, 손희섭, 최인수(마크로밀엠브레인)

- To Go With or Go Against? Compensatory and Additive Effects of Fit

Interaction on creativity              성지영(전북대)

주제 :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수상 논문 발표.....................................(소회의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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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행사 (15:10-16:30)

주제 : 조사연구에서 통계학자의 역할 - 허명회 교수 정년기념세션......(중회의실B)

사회 : 한상태(호서대)

- 나의 조사 연구와 활동 허명회(고려대)

- 조사 방법론 연구가 실사 개선에 미친 영향 김지연(케이스탯리서치)

- Development of Statistical Methods for Sample Survey     박민규(고려대)

◇ 4부행사 (16:4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