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춘계학술대회 상세 일정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일시: 2016년 6월 3일 금요일

10:00-10:30 등록 및 개회사
10:30-12:20
튜토리얼: SNS와 SNA는 다른 건가요? - 사회연결망분석의 관점, 내용, 방법 (중회의실B)
한신갑(서울대)

10:30-12:20
주제: 종교와 문화 (소회의실3)
사회: 김옥태(방송통신대)
발표자
김용민(서울대)

신원준(서울대)

조세희(서강대)

논문제목
종교 및 종교성은 보수적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종교참여, 민족정체성, 그리고 사회 연결망
한국 종교의 사회참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후
한국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토론: 이범준(충남대 아시아여론연구소), 이상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0:30-12:20
주제: 행복과 불평등 (소회의실4)
사회: 계봉오(국민대)
발표자

논문제목

최윤석(서울시립대),

미디어를 이용한 문화소비가 문화자본을 통해

서우석(서울시립대)

직접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하상응(서강대)

Personality, Core Discussion Network, and Happiness

토론: 강정한(연세대)

12:30 ~ 13:20 점심식사

13:30-15:20
주제: 측정과 가중치 (중회의실B)
사회: 서우석(서울시립대)
발표자

논문제목
What is Social Resilience and how is it measured

최정원(서울연구원)
이기재(방통대), 김영원(숙명여대)
박인호(부경대)

in the field?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가중값 관련 주요 쟁점 및 산출 방안

박인호(부경대), 김영원(숙명여대),

패널 추가에 따른 통합 가중치 작성

이기재(방통대)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토론: 김두환(덕성여대), 박민규(고려대)

13:30-15:20
주제: 세대 연구 (소회의실3)
사회: 변미리(서울연구원)
발표자

논문제목
자녀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 분석

권오재(서울대)

: 세대와 가족생활주기, 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세대가 기회불평등 인식의 계층효과에 미치는

김지애(서울대)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박슬기(한림대), 이기홍(한림대)

청년의 성인으로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토론: 김신영(한양사이버대), 김주현(충남대)

13:30-15:20
주제: 정책 연구 (소회의실4)
사회: 김석호(서울대)
발표자

논문제목

손창균(동국대),
서남규(건강보험연구원),

통계적 데이터연계를 통한 소득수준별 의료비용의 추정

이옥희(건강보험연구원)
전성만(서울대), 정광호(서울대)

이사빈 (서울대), 정광호(서울대)
토론: 이기홍(한림대), 김현식(경희대)

공기업의 정치적 특성에 따른 수익성 성과 영향 분석: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RFID 기술 도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례를 중심으로

15:30~15:50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시상식(중회의실B)

16:00-17:50
주제: 선거 조사 방법론 (중회의실B)
사회: 박민규(고려대)
발표자

논문제목

정진우(TNS)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예측오차 분석

이경택, 이병일,
권민오(마크로밀엠브레인)

2016년 총선 전화여론조사 조사방식별 비교 연구

김춘석(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환경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 강현철(호서대), 이상일(아젠다센터), 이양훈(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16:00-17:50
주제: 갤럽상 수상 논문 발표회 (소회의실3)

16:00-17:50
주제: 조사 및 연구 방법론 (소회의실4)
사회: 김병조(국방대학원)
발표자

논문제목

김선웅(동국대), 이하나(동국대),

믿지 못할 선거 전화여론조사? 대안은 없는가?:

민지홍(동국대), 김남훈(동국대)

2010~2016 선거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익현(서울대), 정광호(서울대)
정광호(서울대), 이시영(서울대)
토론: 이기재(방송통신대), 이재완(원광대)

18:00 ~ 만찬(장소: 오펠리스)

바우처 부정수급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영상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유형 탐구
: Q 방법론을 활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