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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행사 (10:30-12:20)

주제 : 지역사회건강조사............................................................. (중회의실B)
사회 : 김광기(인제대)
토론 : 권윤형(질병관리본부), 김현식(경희대)
-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전국 표본설계와 관리

이계오(한국갤럽)
김호, 김자연(서울대)

-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질 관리

주제 : 조사방법론1.................................................................... (소회의실3)
사회 : 김영원(숙명여대)
토론 : 계봉오(국민대), 이기홍(한림대), 신인철(서울대)
- 개방형 설문에 기초한 산업 및 직업 코딩의 문제점 및 개선점 : 2016 한국종합사
회조사

반미희(성균관대), 김지범(성균관대)

- Analysis of response time data in a CAPI survey : Case study with
SSP2015 survey in Japan

MAEDA TADAHIKO, INAGAKI YUSUKE
(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

- 서베이조사실험을 통한 폐쇄형과 개방형 설문 응답 차이 : 2016년 한국종합사회
조사

김지범(성균관대), 김솔이(성균관대), 강정한(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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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행사 (13:30-15:20)
주제 : 사회/선거/정치 여론조사................................................... (중회의실B)
사회 : 변종석(한신대)
토론 : 김지범(성균관대), 홍영림(조선일보), 김옥태(방송대)
- 면접원 오차가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 : 대면면접조사와 전화면접조사의 비교

변종석(한신대), 정진우(칸타퍼블릭)
- Single Source Tracking을 활용한 19대 대선 표심 변경에 대한 연구

이병일, 김태영(마크로밀엠브레인)
-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사방법에 따른 후보지지율 차이 분석 - 제19대 대통령선

현경보(연세대)

거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승열, 김진규(월드리서치)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변화 연구

주제 : 조사방법론2..................................................................... (소회의실3)
사회 : 이기재(방송대)
토론 : 강현철(호서대), 김규성(서울시립대)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환(고려대),

- ICT통계 품질진단 방안

김경훈, 유선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적응집락 추출의 일반화 회귀 추정량

손창균(동국대), 김종민(미네소타대)

주제 : 정책 선호, 성과관리와 공직봉사동기 ................................... (소회의실4)
사회 : 정광호(서울대)
토론 : 박치성(중앙대), 안지호(서울대), 정일환(숭실대)
- 국회의원의 정책 선호 분석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박은형(서울대)

-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관한 연구 : 기관장 임명유형과 리더십 영향 중심으로

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광호(서울대)
- 민간경력 여부에 따른 공무원 공직봉사동기와 직무만족 차이 분석

이사빈(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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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행사 (15:30-17:50)
주제 : 박무익과 한국의 사회조사................................................... (중회의실B)
사회 : 김병조(국방대)

홍두승(서울대)

- 한국의 사회조사 : 과거와 현재
- 한국조사통계와 함께 하신 (고)박무익 회장을 기리며

이계오(한국갤럽)

주제 : 2017대선......................................................................... (소회의실3)
사회 : 윤광일(숙명여대)
토론 : 윤광일(숙명여대), 한규섭(서울대)

박원호(서울대)

- 한국 보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 선거

-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지속과 변화 : 경쟁적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통한 전망

김용철(전남대), 조영호(서강대)
-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계급 투표에 미치는 영향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상효(서울대)
- 다자구도와 정당지지 변동 : 누가, 왜 움직이는가?

송진미(서울대)

주제 : 사회조사자료의 분석........................................................... (소회의실4)
사회 : 김청택(서울대)
토론 : 강정한(연세대), 송유진(동아대), 변미리(서울연구원)
- 한국인의 시민성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진보미(서울대)

- 체제 전환기 중국인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 소득의 지역간 차이

홍리안(서울대)

- 노력은 보답받는가? 노력 유효감에 관한 검토 : 일본인의 국민성 연구에 관한 조사

PARK YOOSUNG(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