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행사일정
일

시 : 2021년 5월 28일 (금)

개최방식 : ZOOM 화상회의
장
10:0010:20
10:3011:50

소 : 대한상공회의소

등록 및 개회사

1
부

11:5012:50

v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4.7. 보궐선거 평가

(중회의실B)

v 사회조사방법: 텍스트 마이닝과 인공지능

(소회의실4)

점심식사
v 팬데믹과 불신의 시대

13:0014:20

2
부 v 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조사협회 공동세션1:
온라인조사의 활용
(소회의실4)

14:3015:00

15:1016:30

갤럽상 시상식

3
부

4
부

(중회의실B)

v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중회의실B)
공동세션: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v 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조사협회 공동세션 2:
ARS 조사의 활용

16:4018:00

(중회의실B)

(소회의실4)

v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경기연구원 공동세션:
(중회의실B)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
v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수상 논문 발표

(소회의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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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행사 (10:30-11:50)

주제 :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4.7. 보궐선거 평가…………………… (중회의실B)
사회 : 하상응(서강대)
토론 : 장원철(서울대), 하상응(서강대), 박선경(인천대)
- 정치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조사기관 효과와 조사의뢰기관 효과에 대한 베이지안
분석

박종희(서울대)

-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

장슬기(MBC)
정한울(한국리서치)

-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결정 요인

주제 : 사회조사방법: 텍스트 마이닝과 인공지능 ………………………(소회의실4)
사회 :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토론: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황선재(충남대)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부모와 아동, 청소년의 희망 직업 분석

김주현(숙명여대), 김민정(숙명여대)
- A Text Mining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opular Mov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Xingyao Xiao(U of California-Berkeley),

Yihong Chen(Boston College), 김종민(U of Minnesota-Morris)
-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모바일 조사 불성실 응답 판별 연구

권민수(에스티리서치), 강창완(동의대)
- 확률기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과학적 사회조사: 한국사회과학조사(KAMOS)
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겸(충남대), 김성중(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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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행사 (13:00-14:20)

주제 : 팬데믹과 불신의 시대........................................................(중회의실B)
사회 : 신인철(서울시립대)
토론 : 신인철(서울시립대), 김현식(경희대)
- 직업소명감과 일-여가 실천: 청년패널(YP2007) 2차년도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오혜진(고려대), 심재만(고려대)
- 공감은 신뢰를 낳는가? 공감능력과 신뢰반경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가의 완전매
개효과

유찬기(서울시립대), 장원호(서울시립대)

- 코로나-19와 소비지출 변화: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 스포츠 업종별 추이 분석

신성연(국민체육진흥공단), 양재호(동아대)

주제 : 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조사협회 공동세션 1: 온라인 조사의 활용 ...(소회의실4)
사회 : 계봉오(국민대)
토론 : 설동훈(전북대), 정재선(한국리서치)
- 사회조사에 있어서의 조사방법의 다양화 및 진화

김창영(케이스탯리서치)

- 사회조사에서의 온/오프라인 병행조사 차이(mode effect)에 대한 연구

박승환(강원대)
- 사회조사에서의 온라인 조사 적용 및 오프라인과의 결과 비교

◇ 갤럽상 시상식
(14:30-15:00)….중회의실B

경은숙(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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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행사 (15:10-16:30)
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공동세션: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중회의실B)
사회 : 정기선(서울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토론 : 이창원(이민정책연구원), 류지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국내 이주노동자 사회권의 현재와 미래

김석호, 조하영, 이상지(서울대)
주유선(계명대)

-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실태
-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실태

김기태(보건사회연구원)

- 이주노동자의 주거 및 생활 실태

이주미(보건사회연구원)

주제 : 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조사협회 공동세션 2: ARS 조사의 활용......(소회의실4)
사회 : 박원호(서울대) / 토론 : 하상응(서강대), 임동균(서울대), 홍영림(조선일보)
- 여론조사 생태계 차원의 쟁점 및 ARS 이슈 검토
- 정치 관심도와 여론조사 표본 대표성

김춘석(한국리서치)
장덕현(한국갤럽)

- 패널토론: ARS가 조사 신뢰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 4부 행사 (16:40-18:00)
주제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경기연구원 공동세션: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중회의실B)
사회 : 김석호(서울대) / 토론 : 정인관(숭실대), 최율(중앙대), 권수현(여세연)
- 공정성과 인간 본성

오재호(경기연구원)

- 공정성의 사회적 구성

박효민(서울시립대)

- 90년대생 여자와 남자는 왜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나

정고운(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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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