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추계학술대회 행사일정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00-
10:20 등록 및 개회사

10:20-
12:00

1
부

사회과학

코로나19와 사회조사

(중회의실B)

(소회의실4)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4:30

2
부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여론조사 방법론

한국의 사회변동

(중회의실B)

(소회의실4)

14:40-
15:10 정기총회 및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중회의실B)

15:20-
16:50

3
부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통계의 개선

조사방법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발굴 및 해
결방안

(중회의실B)

(소회의실4)

17:00-
18:00

4
부

제6회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공모전 논문
발표 및 시상식

(중회의실B)

2020년한국조사연구학회추계학술대회



주제 : 사회과학…………………………………………………………… (중회의실B)

사회 : 설동훈(전북대)

토론 : 이성용(강남대), 김옥태(방송대), 김광래(SAS Korea), 신인철(서울시립대)

- 해보면 느끼게 되는 것들: 1960~70년대 사회학계의 출산력조사와 ‘사회조사

의 한국화’ 기획 김인수(한국학중앙연구원)

- Do Consumers Always Like Desirable Sponsors?: Consumers’ 

Perceptions of a Change in Their Sports Team’s Sponsor

신성연(국민체육진흥공단), 김혜란(동아대)

- Attention-based LSTM을 이용한 농산물 가격 예측

이순주, 현윤경, 하태영(국가수리과학연구소),권영식(㈜허브넷컴퍼니),이석훈(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지방중소도시 젊은 층 인구의 정주성 영향요인 연구 :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경영, 정문기(성균관대)

-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가치지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공정성 인식, 행복 사

이의 관계 엄승범, 김재우(전북대)

◇ 1부행사 (10:20-12:00)

2020년한국조사연구학회추계학술대회

주제 : 코로나19과 사회조사 ………………………………………………(소회의실4)

사회 : 조성겸(충남대)

토론:  김진호(고려대), 김근태(고려대)

- Unequal Decline and Resil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and Health 

during the COVID-19 in Korea                                                  최율(중앙대)

- 코로나 19 이후 가족 관련태도 및 성역할 태도 변화 계봉오(국민대)

- 코로나19시대 TAPI조사의 한계와 조사도구 변화에 따른 영향 : KICCE 소비실

태조사를 중심으로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 2부행사 (13:00-14:30)

주제 : 한국의 사회변동...............................................................(소회의실4)

사회 : 김석호(서울대)

토론 : 김석호(서울대), 하상응(서강대)

- 아파트가 재구성한 생활공간의 빛과 그림자 조재훈(서울대)                                                                        

- 일대일로(OROB) 여론 동향분석 HONG LIAN(서울대)

- 결혼한 여성은 왜 불행한가?                                                         이지영서울대)

- 이주민에 대한 온정적 권위주의와 폐쇄적 진보: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조하영, 김석호(서울대)

주제 :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여론조사 방법론…………………………(중회의실B)

사회 : 변종석(한신대)

토론 : 이기재(방송대), 강현철(호서대), 김춘석(한국리서치),

하동균(케이스탯리서치)

-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여론조사 방법론의 현재와 과제 - 전국지표조사(NBS)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동균(케이스탯리서치)

- 전국지표조사(NBS)방식을 적용한 4개사 공동수행조사의 House Effect 검증

송미진, 정재은, 우상현(엠브레인퍼블릭)

2020년한국조사연구학회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및한국조사보도상시상식
(14:40-15:10)….중회의실B



주제 : 조사방법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소회의실4)

사회 : 이가람(연세대) / 토론 : 이가람(연세대), 조선미(연세대), 이병재(연세대)

- 사회문제별 이해관계자 파악을 위한 이항선택형 조사 실험

임정재, 조지연(연세대)

- 문제 해법 발굴을 위한 위키 서베이 플랫폼 구축 시연 김이현(연세대)

- 대학의 사회혁신지수 개발 및 측정연구 김지민, 장채연(연세대)

2020년한국조사연구학회추계학술대회

◇ 3부행사 (15:20-16:50)

주제 :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통계의 개선.........................................(중회의실B)

사회 : 변미리(서울연구원) / 토론 : 변미리(서울연구원), 김현식(경희대)

- 지역사회조사 비교가능성 확보방안 심수진,남상민(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용성평가를 통한 이용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 박선희(통계청 통계개발원)

- 출산으로 이행과 무자녀 가구 박시내(통계청 통계개발원)

◇ 4부행사 (17:00-18:00)

주제 : 제6회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공모전 논문 발표 및 시상식 ....(중회의실B)

사회 : 강정한(연세대) / 토론 : 김경미(연세대)

- Korean adolescent’s health and well-being under the gendered 

education context: results from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Ekaterina Baldina, Dohoon Lee(연세대)

- 청소년활동 참여의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공동체의식 및 행복의 차이

김영서(고려대)

-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 분석 –스트레스 원인 유형별

조진희,정성원(고려대)

- 학업 스트레스와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 강혜영, 윤은영, 김민정(이화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