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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협회 회원사 [총 43개사, 가나다순]
나이스 R&C, 닐슨컴퍼니코리아, 동서리서치, 디오피니언, 리서치랩, 리서치앤리서치, 리서치플러스,
리서치허브, 리서치21, 마케팅인사이트, 마크로밀코리아, 메트릭스코퍼레이션,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베스트인사이트, 서울마케팅리서치, 시노베이트, SIS리서치앤컨설팅, 아이앤아이마케팅, 에이아이피마케팅코리아,
에이스리서치센터,에이지비닐슨미디어리서치, HMK리서치하우스, 엔아이리서치, 엠브레인, 오알씨파트너스,
와이즈인사이트, 월드리서치, 유니온리서치, 인사이트코리아, 입소스코리아, 지에이치코리아, GMI, KSOI,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코리아리서치센터, 트랜드엠알, 트루이스, TNS RI, 파맥스오길비헬스월드, 포커스컴퍼니,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

여론조사 환경진단
심포지움
■ 일시
■ 장소
■ 주관
■ 주최
■ 후원

2011년 7월 6일 (수) 13시~18시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
특임장관실
SBS, YTN, 조선일보

초대합니다

행사 일정 및 내용

한국조사협회에서는 특임장관실과 함께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
■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 라는 화두를 가지고 조사업계, 학계, 언론계, 관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한국정치 선진화를 위한 여론조사 환경진단
심포지움” 을 개최합니다.

13:00~13:30 등록 및 네트워킹
13:30~13:50 개회 및 인사말 (한국조사협회 회장/특임장관)

제1부 한국여론조사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사회: 김윤호 (한국조사협회)
■

13:50~14:20 기조 발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고민과 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13:50~14:10 발표 - 박승열 (월드리서치)
○14:10~14:20 Q&A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열리는

제2부 조사방법론 및 조사환경 개선 사회: 고성국 (시사평론가)

이번 심포지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사협회 회장

■ 일시
■ 장소
■ 주관
■ 주최
■ 후원
■ 문의

2011년 7월 6일 (수) 13시~18시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

14:20~15:10 Session 1 : 방법론 개선방안 (sampling)

○14:20~14:40 발표 - 변종석 (한신대)
○14:40~15:10 토론 -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원 (숙명여대)
		

김지연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현경보 (SBS)
홍영림 (조선일보)

■

15:10~15:30 Coffee Break

■

15:30~16:20 Session 2 : 조사결과의 활용과 언론 보도

○15:30~15:50 발표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15:50~16:20 토론 - 김춘석 (한국리서치), 신창운 (중앙일보),
이준웅 (서울대), 임종주 (YTN)

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

16:20~17:10 Session 3 : 여론조사 법적/제도적 개선

특임장관실

■

SBS, YTN, 조선일보

○16:20~16:40 발표 - 김정혜 (코리아리서치)
○16:40~17:10 토론 - 김용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형준 (명지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02) 546-2360 (협회 사무국)

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는 지난 1992년에 설립되어,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들을 포함,
모두 43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여론조사기관 관련 협회입니다.
(회원사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7:10~18:00 기타 토론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