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12월 7일(금)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동주최기관: 

         통계청

         한국조사협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리서치

10:00-10:30    등록 및 개회식 

10:30-12:30    사회지표와 정책 - 사회지표 개편 

                           측정과 척도1

                       질적 연구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글로벌시대 국제조사 

                           조사품질개선 

                           SNS와 BigData 

15:20-15:40    휴식                                                                    

15:40-16:00    정기총회 

                          

16:00-18:00    18대 대선과 선거여론조사 

                           공공부문 조사 

                           측정과 척도2

                                          

18:10-              만찬사

                           공로상 시상식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시상

                           만찬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2년memo

1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중회의실B)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오펠리스)



중회의실B

김춘석(한국리서치)

강충구, 김지윤(아산정책연구원)

소회의실3

이철주(고려대 BK 연구사업단)

한승주(고려대 정부학연구소)

김영은(서울연구원)

소회의실4

박영실, 박현정(통계개발원)

이기종(국민대)

천용석(포커스컴퍼니) / 박영진(SK브로드밴드)

오펠리스

10:00-10:20   학회등록

10:20-10:30   개회사 및 회장인사 

                        축사: 우기종(통계청장)

10:30-12:30.....................................................................................................  

주제: 사회지표와 정책 - 사회지표 개편                                                                               

      사회: 이계오(한국갤럽)

      토론자: 변미리(서울연구원), 김태헌(한국교원대학교), 변용찬(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의 필요성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 지역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10:30-12:30..................................................................................................................

주제: 측정과 척도1                                              

      사회: 이윤석(서울시립대)

       토론자: 정재기(숭실대), 김옥태(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김양수(TTS 커리어)

- 미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의 척도구성과 측정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의 유권자 태도 변화: 상충적 태도를 중심으로 

- MBTI 구인타당도 탐색

중회의실B

정동명, 황해범, 손선(통계청)

석현호(사회과학자료원) / 이재열, 홍종호(서울대) / 한준(연세대) / 김석호(성균관대)

유성렬(백석대) / 이희길, 심수진(통계개발원)

소회의실3 

은기수(서울대) 

정한울(동아시아연구원)

윤혜경(경민대) / 이기종(국민대)

16:00-18:00...................................................................................................

주제: 18대 대선과 선거여론조사                                                                          

       사회: 김영원(숙명여대)

       패널토론: 허명회(고려대), 이준웅(서울대), 홍영림(조선일보)

                     이찬복(TNS), 김지연(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중앙일보-SBS-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공동기획 선거 패널조사 소개

- 18대 대선 여론조사와 주요결과: 아산 데일리 폴과 패널조사 사례

  

   

16:00-18:00...................................................................................................

주제: 공공부문 조사

       사회: 김회정(통계청)

       토론자: 왕재선(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이기홍(한림대), 강영철(경찰대)

-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의 함의와 한계

- 공공부문에서 Q방법론 적용시 고려점

-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사례발표

16:00-18:00...................................................................................................

측정과 척도 II

     사회: 류춘렬(국민대)

     토론자: 이건(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수영(서울대 행정대학원), 안주아(동신대)

-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인지면접 테스트 결과

-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험적 타당화 모색: K대학교의 경우

- 혁신 광고 특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

       기술수용이론에 기반한 IPTV 로딩광고의 소비자 태도 효과를 중심으로

18:10-  ............................................................................................................    

                 * 만찬사: 노익상(한국리서치대표)

                 * 공로상 시상식

                 *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시상

                 * 만찬

13:30-15:30...................................................................................................

주제: 조사품질개선                   

       사회: 강창익(통계청)

       토론자: 박인호(부경대),손창균(동국대),이태원(고려대)

- Optimizing Call Scheduling in a Dual Frame RDD Survey

- 가상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반응양식으로서의 부정문항 방법효과 검증

13:30-15:30................................................................................................... 

주제: SNS와 BigData

      사회: 이종민(국민대)

       토론자: 조은희(목원대), 송인덕(중부대), 김주영(서강대) 

- 연구자 관점의 빅데이터 생태계 개선방향

-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내용분석 방안

- '여론'에서 '사회적 의견(social opinion)'으로: 

       뉴미디어 환경에서 여론의 성격, 형성 및 측정에 대한 제안

- 행동데이터와 패널데이터를 결합한 통합적 고객 분석사례 연구 

15:30-15:40   휴식

15:40-16:00   정기총회................................................................................

소회의실3

박소형(동국대) / 이건(서울대) / 김선웅(동국대) / 이상경(현대리서치)

김환중, 김영호(우석대)

이현정(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소회의실4

정용찬(KISDI)

장윤재(서울여대)

송종현(선문대) / 이종혁, 신동호(경희대)

이영진(SK M&C)

중회의실B

10:30-12:30......................................................................................................

 주제: 질적 연구                                                              

      사회: 심재철(고려대)

       토론자: 박종백(밀워드브라운리서치), 송지희(서울시립대), 안준희(서울시립대)  

- 정성조사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 방법

- 조사 업계의 새로운 화두 “마켓 센싱”:

       다양한 질적 조사 방법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니즈의 탐색

- 제품 사용 맥락 분석을 위한 에스노그라픽 연구 방법:

       기업의 신제품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주제: 글로벌시대 국제조사

     사회: 조성겸(충남대) 

      전문가토론: 국제조사 수행방법 및 현안 

                       김석균(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김성묵(TNS), 

                       이혜진(입소스코리아), 장재섭(닐슨컴퍼니)

- 스마트폰 사용실태조사 결과 및 일상 생활에 미친 영향 분석(8개국 대상)

- 소셜 분석을 이용한 국가간 국민성 비교

소회의실4

남현미(닐슨 코리아)

두주연(벨류랩)

채현정(서울대)

중회의실B

임성수(한국갤럽)

류희석(메트릭스)

2012년 추계학술대회 행사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