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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조사연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논문 목

록 1999-2019를 내놓는다. 학술지 ≪조사연구≫에 발표된 논문의 전체목록, 한국조사

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그리고 세미나·워크숍·튜토리얼 등 여러 형태

로 개최된 특별세미나 발표 논문 목록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원들이 지난 20년간 어떠한 학술 활동을 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자, 한국조사

연구학회에서 어떤 쟁점들을 다루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자료목록을 활용하면서 앞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연구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손과 시간이 많이 가는 이 작업을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팀

(설동훈, 고재훈, 유승환, 안형준)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

2019년 11월

제14대 한국조사연구학회장  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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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2000-2019*1)

제1권 제1호 (2000·6)

이계오. 2000. “통계 조사의 현황과 전망.” ≪조사연구≫ 1(1): 1-19. (19)
박용치. 2000. “자료수집 양식의 응답효과.” ≪조사연구≫ 1(1): 21-43. (23)
이상호. 2000. “기업조사의 사례: 개인 및 집단수준에서의 조사연구.” ≪조사연구≫ 1(1): 45-71. (27)
조동기. 2000. “사이버공간과 사회조사: 온라인 사회조사의 쟁점과 과제.” ≪조사연구≫ 

1(1): 73-108. (36)
성내경. 2000. “조사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조사연구≫ 1(1): 109-123. (15)
이상경. 2000. “사례연구: PcMeter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률 측정.” ≪조사연구≫ 1(1): 

125-134. (10)
손애리. 2000. “사례연구: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14)

제1권 제2호 (2000·12)

김규성. 2000. “무응답 대체 방법과 대체 효과.” ≪조사연구≫ 1(2): 1-14. (14)
류제복. 2000. “선거예측조사의 신뢰성 중진방안: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2): 15-34. (20)
박용치. 2000. “선거예측에서 편의의 감소: 거짓응답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2): 

35-57. (23)
이주일·이경옥. 2000. “변화대응 및 업무적응에 대한 긍정적 자기관과 모험 수용성의 영

향.” ≪조사연구≫ 1(2): 59-87. (29)
김명소·김호동. 2000.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직무수행 평가를 위한 행동기술척도(BARS) 

제작.” ≪조사연구≫ 1(2): 89-115. (27)
한준·박준식. 2000. “사업장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 사례: 호주, 캐나다, 영국의 조사와 한

국에서의 합의.” ≪조사연구≫ 1(2): 117-135. (19)
이계오. 2000. “컴퓨터 이용 통계조사의 현황과 전망.” ≪조사연구≫ 1(2): 137-159. (23)
박무익. 2000. “우리나라 조사산업의 현황과 전망.” ≪조사연구≫ 1(2): 161-177. (17)

제2권 제1호 (2001·6)

허명회·홍내리.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측조사에 대한 사후적 검증.” ≪조사연구≫ 

* http://kiss.kstudy.com/journal/journal-view.asp?key1=27513&key2=3348#jou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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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35. (35)
이명진. 2000. “사회적 거리분석: 선거자료와 결혼선호도자료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를 중심

으로.” ≪조사연구≫ 2(1): 37-57. (21)
김규성. 2000. “층화 다단계 샘플링에서 설계 기반 분산추정.” ≪조사연구≫ 2(1): 59-71. (13)
이기재. 2000. “복합 표본조사 데이터 분석을 위한 희귀모형 접근법의 비교: 소규모사업체

조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2(1): 73-86. (14)
나종화·김정숙·장영미. 2000.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이동통신 광고 전략.” ≪조사연

구≫ 2(1): 87-108. (22)
한준·박찬웅. 2000. “개인과 집단의 이중성에 기초한 사회적 공간의 생태지위 분석.” ≪조

사연구≫ 2(1): 109-127. (19)
최현자. 2000.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조사연구≫ 2(1): 

129-142. (14)

제2권 제2호 (2001·12)

구자숙·김은미·이현희. 2001. “《계간여론조사》에 실린 논문들의 성격과 경향.” ≪조사연구≫ 
2(2): 1-16. (16)

김규성·이기재. 2001. “《조사방법론》에 게재된 논문들의 성격과 경향.” ≪조사연구≫ 2(2): 
17-26. (10)

신의항·신택진·임민·정지욱. 2001. “미국의 2000년 인구총조사에 관련된 쟁점.” ≪조사연구≫ 

2(2): 27-59. (33)
김병조·이건. 2001. “정부통계의 개선 방안: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조사연구≫ 2(2): 

61-81. (21)
박용치. 2001. “환경자원의 이용가치 평가.” ≪조사연구≫ 2(2): 83-107. (25)
김청택·이소영. 2001. “상관행렬의 구조분석에서 집단평균차이의 효과: 요인분석기법을 중

심으로.” ≪조사연구≫ 2(2): 109-130. (22)
이계오·김윤수·유정빈. 2001. “충청북도 분기별 GRDP 추계방안 연구: 소지역 추정법의 적

용.” ≪조사연구≫ 2(2): 131-152. (22)
박진우·김영원. 2001.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계통표집법의 활용.” ≪조사연구≫ 2(2): 

153-165. (13)

제3권 제1호 (2002·6)

박용치. 2002.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WTP의 추정과 부분-전체 편의의 검토.” ≪조사연구≫ 

3(1): 1-24. (24)
윤은성·김영원. 2002. “인터넷을 활용한 표본조사 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조사연구≫ 

3(1): 25-5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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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여선미. 2002. “이동전화조사에 관한 연구: 시스템 구성과 설문 작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3(1): 53-63. (11)

김형석. 2002.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1): 65-90. (26)
박무익. 2002. “선거여론조사의 역사와 의의.” ≪조사연구≫ 3(1): 91-118. (28)

제3권 제2호 (2002·12)

손원숙. 2002. “성격검사의 문화 타당도 연구.” ≪조사연구≫ 3(2): 1-15. (15)
김병철·최수호. 2002. “플로우(Flow) 경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3(2): 

17-45. (29)
박용치. 2002. “가상상황 가치평가연구에서 출발점 편의의 검토.” ≪조사연구≫ 3(2): 

47-76. (30)
노규형·강흥수·한철수. 2002. “임의표집법에 의거한 전화조사의 시도: 2002년 울산시장선

거의 경우-.” ≪조사연구≫ 3(2): 77-90. (14)
김종훈·류진화. 2002. “전자우편 설문조사 반응에 관한 문헌적 고찰.” ≪조사연구≫ 3(2): 

91-122. (32)
이흥철. 2002. “한국 조사업계의 발달사.” ≪조사연구≫ 3(2): 123-153. (31)

제4권 제1호 (2003·6)

조성겸·강남준. 2003. “대안적 사회여론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방법의 가능성 검토.” ≪조

사연구≫ 4(1): 1-29. (29)
류제복. 2003. “출구조사의 역사와 개선방향.” ≪조사연구≫ 4(1): 31-48. (18)
변종석. 2003.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브랜드가치 평가의 새로운 접근.” ≪조사연구≫ 4(1): 

49-71. (23)
김혜영·이승욱. 2003. “사회인구학적 요인, 구강증상 및 구강건강행위가 우식영구치 보유실

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4(1): 73-94. (22)

제4권 제2호 (2003·9)

김영원·이주원. 2003. “CART를 활용한 결측값 대체방법: 인구주택총조사 혼인상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4(2): 1-21. (21)
장원호. 2003. “교육수준이 선거기권에 미치는 영향: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4(2): 23-45. (23)
성내경. 2003. “노동부 통계자료에 대한 새로운 조사방법의 영향 평가.” ≪조사연구≫ 4(2): 

47-62. (16)
박용치. 2003. “서베이를 이용한 입찰게임에서 출발점 편의의 추정.” ≪조사연구≫ 4(2): 

63-8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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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2003. “선거예측과 출구조사: 16대 대선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4(2): 87-102. (16)

제5권 제1호 (2004·6)

허명희·강용수·손은진. 2004. “사회조사에서 조사방법에 따른 가중 칸 설정에 관한 연구: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 모바일 조사.” ≪조사연구≫ 5(1): 1-26. (26)

김선웅. 2004. “이동전화 확산에 따른 유선전화 가구보유율의 변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

가들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5(1): 27-49. (23)
이명진·최샛별. 2004.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측정방법 연구: 사회정체성에 관한 대학생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5(1): 51-78. (28)
박진우·이기재·김재광·김진억. 2004. “아파트 가격조사를 위한 측정방법.” ≪조사연구≫ 

5(1): 79-91. (13)
한근식. 2004. “왜도가 심한 모집단의 절사층 추정.” ≪조사연구≫ 5(1): 93-101. (9)
윤연옥·김규영·이명호. 2004. “통계청 가구부문 조사의 표본설계.” ≪조사연구≫ 5(1): 

103-130. (28)

제5권 제2호 (2004·9)

조성겸·김지연. 2004. “출구조사의 투표소 표집방안 비교.” ≪조사연구≫ 5(2): 3-29. (27)
허명회·윤영아·이용구. 2004. “사회조사에서 표본의 왜곡과 가중치 보정의 결과: 18개 사례

연구.” ≪조사연구≫ 5(2): 31-47. (17)
김규성. 2004. “표본조사에서 일반회귀 추정량의 활용.” ≪조사연구≫ 5(2): 49-70. (22)
류제복·유정빈·김선웅. 2004.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조사연구≫ 5(2): 

71-90. (20)

제6권 제1호 (2005·3)

박용치·이충민. 2005. “부패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시 시정청렴성지수 측정모

형과 경실련 부패지수 측정모형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6(1): 1-38. (38)
김규성. 2005. “표본의 대표성과 추정의 효율성.” ≪조사연구≫ 6(1): 39-62. (24)
이상준. 2005. “패널조사에서 PDA 활용 사례연구.” ≪조사연구≫ 6(1): 63-81. (19)
박진우·박현주·김진억. 2005.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위한 데이터편집 사례연구.” ≪조사연구≫ 

6(1): 83-98. (16)

제6권 제2호 (2005·9)

김영원·엄윤희. 2005. “출구조사를 위한 투표소 확률추출 방법.” ≪조사연구≫ 6(2): 1-32. (32)
권선중·김교헌·이홍석. 2005. “아동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신체 증상: 불안의 매개효과.” ≪조

사연구≫ 6(2): 33-4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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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겸·주영수·조은희. 2005. “인터넷 여론조사의 정확도 관련요인.” ≪조사연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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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대회≫ 2000(2): 21-40. (20)
김윤태. 2000. “베이지 방법론을 포함한 일반적 통계 추론에 대한 상관 모의를 이용한 평가

방법.” ≪한국조사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2000(2): 41-6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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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기학술대회≫ 2000(2): 65-9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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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대회≫ 2000(2): 109-1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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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2001(2): 95-1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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