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6월 1일(금)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동주최기관: 

        통계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조사협회

후원: 한국갤럽

10:00-10:30

:30-12:30  

09:30-12:30

12:30-13:30

13:30-15:20

15:20-15:40  

15:40-16:10

16:10-18:00 

18:00-   

     등록 및 개회식

   사회지표와 정책                                                    (중회의실B)

                          측정과 척도                                                           (소회의실2) 
                          질적 방법론과 CBPR                                              (소회의실3)

    튜토리얼: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모형과 최신 발전(소회의실4)

                          

     점심식사

     선거조사                                                                (중회의실B)

                          New Media와 Mixed Mode 조사방법                    (소회의실2)

                          등록센서스 집담회: 2015년 시행 예정인 등록센서스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토의

                                                                                                       (소회의실3)

                          조사회사 취업 특강                                                (소회의실4)

   휴식                                                                    

     갤럽학술상 시상식                                                 (중회의실B)

                          

    미디어융합시대 한국조사산업의 발전방안                (중회의실B)

                          한국조사협회 공동세션                                           (소회의실2)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조사하다: from micro to macro

                                                                                                      (소회의실4)

                          갤럽학술상 및 갤럽학위논문상 수상자 발표회         (소회의실3)

                    

            만찬사

                          공로상 시상

                          리셉션                                                                     (오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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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점심식사

15:20-15:40 휴식

15:40-16:10 갤럽학술상 시상식(중회의실B)

서우석(서울시립대) / 김옥태(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 김정란(통계교육원)

배종찬(리서치앤리서치)

이경택, 이병일(엠브레인) / 현경보(SBS)

이제욱(미디어리서치)

변종석(한신대) / 박상현(한국고용정보원) 

변미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윤석(서울시립대)

중회의실B

소회의실2

소회의실4

10:00-10:30 등록 및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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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사회지표와 정책                                                                               

   사회: 홍두승(서울대)

   토론자: 한근식(한신대), 한준(연세대), 정광호(서울대) 

- 지역사회 지표의 정책적 활용 강화방안 

- 우리나라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

- 인터넷중독 정책지표의 현황과 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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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측정과 척도                                              

   사회: 이계오(한남대)

   토론자: 김옥태(동국대), 김성중(서울대), 정재기(숭실대)

- Preference to a Slimmer Body Weight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 인터넷중독 척도 고도화 및 스마트폰중독 척도 개발  

   

- 행정기관 만족도 측정 

중회의실B

소회의실2 

윤연옥, 이희길(통계개발원)

정동명, 황해범, 홍상혁, 손선, 이혜선(통계청)

엄나래(한국정보화진흥원)

김상욱(성균관대) 

이윤희, 김동일(서울대) / 엄나래(한국정보화진흥원)

강영철(경찰대)

16:10-18:00...................................................................................................

주제: 미디어융합시대 한국조사산업의 발전방안                                                                           

   사회: 조성겸(충남대)

   토론자: 이기재(방송통신대), 박승열(월드리서치), 김석호(성균관대), 

               이상일(국정여론담당), 최연옥(통계개발원), 신창운(중앙일보)

- 통계조사원 인력 양성 교육개발과 인증제도 체계화

- 한국조사산업의 현황과 과제: 현실적 비용정책과 면접원 교육을 중심으로

  

   

16:10-18:00...................................................................................................

<한국조사협회 공동세션>                                                                            

   사회: 변종석(한신대)

   토론자: 류제복(청주대), 이찬복(TNS)

- 선거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조사 방식간 비교: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 예측을 

       중심으로

- 19대 총선출구조사 평가 및 개선 방안

- 2011 HSGOMS 표본 설계와 가중치

16:10-18:00...................................................................................................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조사하다: from micro to macro

사회: 김병관(아주대)

토론자: 김신영(한양사이버대),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선기(충남대)

- 도시에서의 공동체 부활?: 서울의 ‘끼리 끼리’현상과 지역공동체 의식

- 서울 40대. 그들의 삶과 일상: 연령 또는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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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New Media와 Mixed Mode 조사방법                   

   사회: 김도연(국민대)

   종합토론: 조병희(서울대), 손애리(삼육대), 서우석(서울시립대), 이기홍(한림대), 

                  조일상(메트릭스), 정재기(숭실대)

- 드러나지 않는 인구집단(Hidden Population)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 

       결과 비교: 국내 MSM의 HIV/AIDS 관련 행태를 중심으로

- 드러나지 않는 인구집단(Hidden Population)에 대한 TLS와 Tablet-PC를 활용한 

       오프라인 조사: 국내 MSM의 HIV/AIDS 관련 행태를 중심으로

- 인터넷 조사 참여의향

- 뉴미디어와 사회조사방법론: SNS는 사회조사에 어떻게 이용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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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센서스 집담회: 2015년 시행 예정인 등록센서스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토의>

   사회: 박민규(고려대)

   발표자: 하봉채(통계청 등록센서스과)

   토론자: 이계오(한남대), 이명진(고려대), 전광희(충남대), 은기수(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혜원(국토해양부), 김종익(미국 Census Bureau 및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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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회사 취업 특강>

   1. 사회조사 부문: 배종찬이사(리서치앤리서치)

   2. 마케팅조사 부문: 권현준이사(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소회의실2

소회의실3

소회의실4

손애리(삼육대) / 장사랑, 임은정, 신지영, 조병희(서울대)

조병희, 장사랑, 임은정, 신지영(서울대) / 손애리(삼육대)

서우석(서울시립대) / 이기홍(한림대)

백영민(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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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질적 방법론과 CBPR                                                              

   사회: 김주영(서강대)

   토론자: 김광기(인제대), 안준희(서울시립대)  

- 다국적 기업의 CSR 사업과 지역의 참여 및 갈등조사: 페루 광산업 사례

- 군중 연구의 질적 방법론: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사례

- CBPR 과정에서의 참여형 질적조사 방법과 사례  

09:30-12:30.......................................................................................................

<튜토리얼>

제목: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모형과 최신 발전                                                       

   강사: 홍세희(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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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선거조사

   사회: 김영원(숙명여대) 

   토론자: 홍영림(조선일보), 김규성(서울시립대), 이찬복(TNS-RI), 현경보(SBS)

- Errors in South Korean Pre-Election Polls, 2010-2012

- 집전화 RDD에 휴대전화 패널을 결합했더니

- 19대 총선 출구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Methodological Issues on Dual Frame Sample of Cell and Landline Numbers

   

소회의실3

소회의실4

중회의실B

강정원(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김승연(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유승현(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김선웅, 한영성, 이상은(동국대)

신창운(중앙일보)

이준웅(서울대)

박민규(고려대)

2012년 춘계학술대회 행사일정

16:10-18:00 갤럽학술상 및 갤럽학위논문상 수상자 발표회(소회의실3)

18:00-   리셉션       * 만찬사: 이창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공로상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