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5년 6월 5일(금)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주 최: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후 원:  한국갤럽  

          

10:00-10:30    등록 및 개회식 

10:30-12:20    튜토리얼: 다층모형의 이해와 적용 

                        조사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신뢰와 시민 사회

                      

12:30-13:30    점심식사

13:30-15:20    선거 조사 연구

                        삶의 질에 대한 조사 연구

                        일본의 조사 연구

                        정치적 조사 연구 

15:30-15:50    한국갤럽학술상 시상식                                                                 

                          

16:00-17:50    시청률 조사

                        갤럽상 수상 논문 발표회

                        경제적 조사 연구

                        다문화와 인식 격차

                                          

18: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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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4)

                                          (소회의실5)

(오펠리스)

춘계학술대회 및

한국갤럽학술상 시상식



10:00-10:30   등록 및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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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 다층모형의 이해와 적용                                                                              

       김진석(서울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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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조사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사회자: 김청택(서울대)

      토론자: 김병조(국방대학원), 변종석(한신대), 계봉오(국민대)

- 온라인 조사 방식에 따른 효과 분석

- 여론의 기원과 영향력에 대한 고찰

- Application of Absolute Markov Analysis to Flow of the Defected Students 

        fro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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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신뢰와 시민 사회                                                            

       사회자: 김옥태(방송통신대)

        토론자: 정광호(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영림(조선일보)

- 한국사회의 정부 및 기관 신뢰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GMO 구매 의사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신뢰를 중심으로

12:30-13:30   점심식사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규형, 배종찬(리서치앤리서치)

라종민, 이기종(국민대)

소회의실4

김창호(서울대)

진보미(서울대)

김륜하, 이기홍(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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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정치적 조사 연구

       사회자: 설동훈(전북대)

        토론자: 박민규(고려대), 김옥태(방송통신대)

- 사회과학자료원 K-POLL 이용한 추세연구: 북한에 대한 태도

- 이념의 극단성과 후보선택: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행태분석: 18대 대선을 중심으로

- 2014년 6.4 지방선거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의 아동정책 공약 분석: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 지표 평가

- 선거 참여, 비선거 참여에 대한 인터넷 사용의 영향력: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15:30-15:50   한국갤럽학술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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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시청률 조사                                                                         

        사회자: 한상태(호서대)

        토론자: 강현철(호서대), 박민규(고려대), 황성연(닐슨코리아)

- 시청 점유율 조사 개선 방안 연구

- 통합시청률 산출의 통계적 이슈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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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갤럽상 수상 논문 발표회

소회의실5

김솔이, 김지범(성균관대학교)

한상효(서울대)

김해인(서울대)

김유리(이화여대), 고주애(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익중(이화여대)

길정아(서울대)

중회의실B

중회의실B

최재혁(통계청)

정용찬,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회의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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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선거 조사 연구

        사회자: 이내영(고려대)

        토론자: 김찬태(KBS), 원성훈(코리아리서치), 박종희(서울대)

- 사전 투표 득표율 예측에 대한 연구

- 출구조사 결과를 활용한 성/연령별 투표행태

- 선거 전화 조사 예측 오차 감소 방안

- 6.4 지방 선거 이후, 여론 조사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선거 여론 조사 등록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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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삶의 질에 대한 조사 연구                   

       사회자: 이기홍(한림대)

       토론자: 서우석(서울시립대), 김석호(서울대)

- 삶의 질 측정: 국제 동향과 통계청의 대응

- 지역주민 행복도 결정요인 분석

- 서울형 행복지표와 행복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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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일본의 조사 연구

      사회자: 김영원(숙명여대)

       토론자: 이기재(방송통신대), 이윤석(서울시립대)

- 일본인 국민성 조사: 코호트 분석으로 본 일본인의 변화

- 일본인 국민성 조사: 과제의 역사와 최근의 조사 결과

- 성과평가제도와 팀워크: 일본 미에현(三重縣) 행정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중회의실B

이찬복(TNS)

이동열(리서치앤리서치)

문희정(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김선웅(동국대), 신창운(덕성여대), 이상희, 김선아, 이하나(동국대)

소회의실3

심수진, 이희길(통계청)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변미리, 최정원(서울연구원)

소회의실4

나카무라 타카시, 박요성, 이나가키 유스케, 마에다 타다히코(일본 통계수리연구소)

마에다 타다히코, 이나가키 유스케, 나카무라 타카시, 박요성(일본 통계수리연구소)

박요성(일본 통계수리연구소)

2015년 춘계학술대회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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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경제적 조사 연구

        사회자: 변종석(한신대)

        토론자: 김지연(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김석호(서울대)

-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

- 기업경기조사에서의 가중치 사용에 관한 연구

- 고용안정과 관련된 노동조합 효과성 인식 국제 비교

- 풍요가설(Affluence Hypothesis)에 대한 검토: 

        톱니효과가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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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문화와 인식 격차

        사회자: 설동훈(전북대)

      토론자: 변미리(서울연구원), 서우석(서울시립대), 박원호(서울대)

- 다문화가족 부부의 인식차이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Focusing on Socioeconomic 

        Measures between Heritage Culture and Host Culture

- 종교와 개인 행복감의 관계: 2008년 KGSS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고찰

- 결혼에 대한 선호가 부모부양 책임의식에 미치는 영향

- 조직공정성 인식의 사회적 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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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의실4

박상현(한국고용정보원)

박인호(부경대)

손애라(서울대)

김지수(서울대)

소회의실5

이슬비(서울대)

김지선(서울대)

제나(서울대)

최영지(서울대)

김채연(서울대)

오펠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