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추계학술대회 행사일정

2019년 11월 22일 (금) 서울대한상공회의소지하2층

10:00-
10:30

등록 및 개회사

10:30-
12:20

1
부

v튜토리얼: STATA를 활용한 회귀불연속설계
v행정자료와 사회조사
v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방법과 활용 소개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2:30-
13:30

점심식사

13:30-
14:50

2
부

v게임이용자 패널 예비조사
v지역사회조사와 측정도구
v사회조사의 영역 확대와 품질 향상
v대학원생 세션

(중회의실A)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5:00-
15:10

정기총회 (중회의실A)

15:10-
16:10

한국조사연구학회 20주년 기념식 및 20년사 연구발표 (중회의실A)

16:10-
16:30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중회의실A)

16:30-
18:00

3
부

v디지털전환에 따른 조사자료 생태계의 변화:
상업용 DB 연계 방향

v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v조사표 인지실험
v제5회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공모전 논문
발표 및 시상식

(중회의실A)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8:10- 만찬 (오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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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행사 (10:3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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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STATA를 활용한 회귀불연속설계..............................................(중회의실B)

정일환(성균관대)

주제 :�행정자료와사회조사.......................................................�(소회의실3)

사회 :�김영원(숙명여대)

토론 :�박민규(고려대),�김옥태(방송대),�임정재(연세대)

- 정제된행정자료에힘입은조사방법론

전영일,박성률, 홍훈식(통계청통계개발원)�

- 베이비부머와이전세대의소득,�자산,�소비의수준과분포변화연구 :�상대적

분포방법을이용하여 안서연(국민연금연구원)�

- 지자체 주민행복도조사및지표체계제안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제 :�지역사회건강조사질관리방법과활용소개..........................�(소회의실4)

사회 :�이기재(방송대)

토론 :�신진영(건국대),�조성일(서울대)

-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Health�Survey,�CHS)�질관리개요

김호,�김자연,�최문정(서울대)

- 지역사회건강조사질관리평가방법과세부항목소개

김자연,�최문정,�김호(서울대)

- 종단자료군집분석을적용한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활용및분석

정인경, 이수지(연세대)�



◇ 2부행사 (13:30-14:50)

주제 :�게임이용자패널예비조사.................................................(중회의실A)

사회 : 이계오(한국갤럽)�

토론 :�이장주(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허준석(넥슨),�정지연(전남여성가족재단)

- 사회-심리적요인과게임유형별게임이용행태가게임선용과과몰입에미치는

효과 이자명(방송대),�조문석(한성대)

- 누가비디오게임을하는가?�성인이용자의사회경제적배경

이남형(방송대) 조문석(한성대)

- 게임이용자의사회적관계의특성과게임몰입도에대한효과

백경민(숭실대) 김병관(한국기술교육대)

주제 :�지역사회조사와측정도구.................................................�(중회의실B)

사회 :�이기종(국민대)

토론 :�설동훈(전북대),�서우석(서울시립대),�강현철(호서대)

- 전라북도사회조사현황과과제 전대성(전주대),�정광호(서울대)

- 공공서비스동기(PSM)�개념의타당성고찰:�이론과개념의적실성검토

우동석,�정광호(서울대)

- 국회예산심의에관한인식유형분석 홍윤표(서울대),�은종환(방송대)

주제 :�사회조사의영역확대와품질향상.....................................�(소회의실3)

사회 :�홍두승(서울대)

토론 :�김청택(서울대),�박원호(서울대),�김주연(서울시립대)

- 북한사회조사방법론:�도전과데이터기반정책활용의기회

전영일,박영실(통계청통계개발원)

- 지방정부의청년정책수요조사및분석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면접조사에서제 3자의존재가응답에미치는영향:�한국종합사회조사

김지범,�김솔이(성균관대),�강정한(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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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행사 (13:30-14:50)

주제 :�대학원생세션.................................................................(소회의실4)

사회 :�이상경(현대리서치)

토론 :�송준모(연세대),�하상응(서강대), 강정한(연세대),김석호(서울대)

- 더위와범죄 안재혁(경희대)�

- ‘샤이 보수’는 실재하는가:�여론조사를통한배제적편향효과의규명

신규호(서울대)

- 국가표준식품성분DB�대표성확보를위한표본추출방안

황해원, 조유정,박진우,김진흠(수원대)

- 면접원이말하는한국종합사회조사의조사의어려움과해결방안

허지원,�장백산,�양동평,�김용준,�김솔이(성균관대)

주제 :�디지털전환에따른조사자료생태계의변화:�상업용DB�연계방향

...........................�(중회의실A)

사회 :�정광호(서울대)

토론 :�김은석(GDS�컨설팅그룹),�조민희(PMI),�이수기(중앙일보)

- 지불결제시장개인정보수집및관리 양문호,박경양(Harex InfoTech)

◇정기총회……………………………………..………..…….…….……….…….….………중회의실 A

◇한국조사연구학회20주년기념식및 20년사연구발표.……..…….중회의실 A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활동분석,�1999-2019
설동훈(전북대),이유경(연세대),변종석(한신대),강정한(연세대)

- 한국조사연구학회 발표 논문 내용분석, 1999-2019 :연구분야·연구방법·연
구대상의 지속과 변동 설동훈,고재훈,유승환(전북대), 이기재(방송대)

◇한국조사보도상시상식 ……………………………….….…………………….......중회의실 A

◇ 20주년기념특별세션(15:00-16:30)

◇ 3부행사 (16: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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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의식가치관조사........................................................(중회의실B)

사회 :�이건(서울시립대)

토론 :�하상응(서강대),�강주안(중앙일보),�김지범(성균관대),�이명진(고려대)

- 한국인연령별행복곡선의비밀 김석호,신규호, 이두희,조재훈(서울대)

- 한국젊은층의가치관특성 조성겸(충남대)�

- 한국문화에대한평가의세대별차이 이윤석(서울시립대)�

- 한국인의경제적계층인식과사회판단이론 류춘렬(국민대)

주제 :�조사표인지실험 ...............................................................�(소회의실3)�

사회 :�이기홍(한림대)

토론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슬기(감사교육연구원)

- 조사표사전평가를위한인지면접적용 박선희(통계청통계개발원)

- 국가인권실태조사조사표개발을위한인지면접연구

백선미(통계청통계개발원)

- 국가승인통계작성을위한조사표개선연구:�국민법의식조사사례

최준영(통계청통계개발원)��

주제 :� 제5회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공모전논문발표및시상식 ....(소회의실4)�

사회 :�박효민(서울시립대)

토론 :�김경미(연세대)

- 부모의교육·경제수준에따라사교육시간,�학업 스트레스를매개로청소년의

행복에미치는영향검증 송지훈 ,�이승연,�장유진(고려대)

- 잠재프로파일분석을이용한청소년의사회적관계질유형과주관적행복감과의

관계 오진주,�이현민(서울대)

- 부모 및학교교사관계가청소년의주관적행복에미치는영향에대한 2009년,

2014년,�2019년 추세연구 이혜선 , 최미경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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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행사 (16:3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