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주 최: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후 원:  TNS Korea

          

10:00-10:30    등록 및 개회식 

10:30-12:20    조사자료의 정확성 

                        자료분석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양성

                     잠재성장곡선모형의 설계와 검증

                      

12:30-13:30    점심식사

13:30-15:20    빅데이터 분석

                        한국인의 행복

                        한국인의 투표행태 

15:30-15:50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및 정기 총회                                                                 

                          

16:00-17:50    선거 여론 조사 방법론

                        행복지수 지표체계 집담회

                        시청률 조사 집담회

                                          

18: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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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의실B)

(소회의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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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3)

(소회의실2)

(중회의실B)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2)

                                          

(오펠리스)



10:00-10:30   등록 및 개회사

10:30-12:20.....................................................................................................  

주제: 조사자료의 정확성                                                                               

       사회자: 이승욱(서울대) 

       토론자: 변종석(한신대), 심재만(서울시립대), 신인철(성균관대) 

- R과 Winbugs를 이용한 베이지안 통계분석  

- Evaluating Coverage and Accuracy of 2010 Korea Census List of Households  

       using New IT

- An Evaluation Analysis of Nonresponse effect for the Panel Survey

      

10:30-12:20..................................................................................................................

주제: 자료분석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양성

      사회자: 설동훈(전북대)

      토론자: 이기홍(한림대), 김현식(경희대), 김선호(언론진흥재단), 

                  임동균(서울시립대)

- 한국복지패널(KoWePS)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동향

- 한국인의 사회정체성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메타분석: 

       마켓 메이븐을 중심으로

- 농업인 가구조사를 위한 조사방법론:

       2013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및 질병조사를 중심으로 

중회의실B

라종민(국민대)

김선웅(동국대), 김은석(GDSKorea), 우영제, 이하나, 최보윤(동국대)

손창균, 김현지, 강혜진, 오현민(동국대)

 

소회의실3

조지현(동신대)

김고은(성균관대), 김석호(서울대)

권영성(성균관대)

박진우(수원대)

13:30-15:20...................................................................................................... 

주제: 한국인의 투표행태

      사회자: 이기재(방송통신대)

       토론자: 최슬기(KDI 국제대학원), 계봉오(국민대), 이윤석(서울시립대)

- 시민성의 투표에 대한 효과: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비교

- 다차원적 정당태도의 측정을 위한 인지심리학 기반조사 방법연구

- 이슈선점의 인지와  이슈투표

15:30-15:50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및 정기 총회.......................................

16:00-17:50......................................................................................................

주제: 선거 여론 조사 방법론                                                                         

       사회자: 변종석(한신대)

       토론자: 이준웅(서울대), 이기재(방송대), 홍영림(조선일보), 이찬복(TNS Korea)

- 전화조사방법에 따른 편향과 오차: 2014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 2014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 연구: 조사방법별 정밀성과 편향 비교

- 선거조사연구와 실험적 접근

- Wanted: 한국 여론조사의 정확성

  

16:00-17:50.......................................................................................................

주제: 행복지수 지표체계 집담회

       사회자: 서우석(서울시립대)

       토론자: 김선웅(동국대), 김석호(서울대), 심재웅(한국리서치)

- 삶의 질 지표체계

- 2014 문화여가행복지수 분석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 지역주민행복도 지수

- 서울의 행복지표

- 공간과 삶의 질

소회의실2

김석호(서울대), 한수진(성균관대)

김연숙(숙명여대)

송진미(서울대)

중회의실B

중회의실B

김영원, 황다솜(숙명여대)

장덕현(한국갤럽), 조성겸(충남대)

박원호, 안도경, 한규섭(서울대)

신창운(동국대)

소회의실3

이희길,심수진(통계청)

윤소영, 장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옥태(방송통신대)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변미리(서울연구원)

박종순(지역발전위원회)

10:30-12:20......................................................................................................

 주제: 잠재성장곡선모형의 설계와 검증                                                            

       사회자: 김청택(서울대)

        토론자: 홍세희(고려대)

- A new approach to evaluate individual model fit to longitudinal data: individual 

       fit index in latent curve models

- 잠재성장모형의 표본크기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높은 상관 행렬에서 공분산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12:30-13:30   점심식사

13:30-15:20......................................................................................................

주제: 빅데이터 분석

        사회자: 강현철(호서대)

- 텍스트의 분류와 의미의 파악

- 빅데이터! 의료정보 영역을 바꾸다 

- 관계망으로 바라본 데이터의 이해

- 카드업에서의 빅데이터

13:30-15:20......................................................................................................

주제: 한국인의 행복                   

       사회자: 류제복(청주대)

       토론자: 임동균(서울시립대), 김선웅(동국대), 최해연(한국상담대학원대학)

- 서울사람들은 행복한가?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 문화여가활동과 행복 :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 서울시민의 종교와 행복도: 탐색적 연구

소회의실2

조영일, 신진이(성신여대)

김수영, 석혜은(이화여대)

김청택(서울대)

중회의실B

김청택, 강인한, 박성준(서울대)

최병정, 김은정, 박성수(SAS Korea)

최대우(한국외국어대)

박창훈(신한카드)

소회의실3

변미리(서울연구원)

서우석(서울시립대)

이기홍(한림대)

2014년 추계학술대회 행사일정

 

memo

16:00-17:50...................................................................................................

주제: 시청률 조사 집담회

사회자: 이기종(국민대)

토론자: 조성동(한국방송협회), 오형일(KBS), 한상태(호서대)

- 노벨 언론학상? 통합시청률 산출, 어디까지 왔는가?

- 미디어 이용조사의 확장 : TV에서 스마트미디어

18:00-    만찬...................................................................................................

        만찬사: TNS Korea 대표이사  양정열

소회의실2

성윤택(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황성연(닐슨)

오펠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