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조사(KAMOS)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을 모
집단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조사(Korea Academic Multimode Open Survey for
Social Sciences, KAMOS)’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년도(2017년)
자료까지 구축되었고, 3차년도(2018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과학조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
는 조사연구로서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신진 연구자 분들
께 제공하여 그 연구의 성과물들을 가지고 한국사회과학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자 합니다. 이에 학술대회에 참여할 뜻있는 사회과학분야 신진 연구진들의 연구계
획서를 공모합니다.
연구 활동으로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한국사회과학조사’가 앞으로 더욱 좋은 사회과학분야 자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별지를 참조하시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연구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06월 25일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장 조 성 겸

[별 지]
1. 한국사회과학조사 자료의 특성
본 조사는 학술조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과학연구의 환경
및 토대를 마련하고자 2016년부터 1년에 세 차례씩 매 년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
라 최대한 많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더 많은 연구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는 본 조사의 첫 해인 2016년 자료부터 3차년도인 2018년
까지의 자료입니다. 본 조사의 구축 패널은 확률표집방법의 엄격하게 적용하여

운

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문항 구성은 조사의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발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 및 사회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옴니버
스 형태’의 가변적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국가관, 사회신뢰와 갈
등, 계층의식, 국가/가계 경제 및 직업, 가족/성 역할, 자녀, 교육, 고령화, 저출산, 심리
적 충족감, 생활환경, 미디어/소통, 정치/이념, 법과학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 관한 시계
열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학문 간 통합과 융합이 가능한 학술 분석의 토대를 제공합니
다.
이 외에도 각 연도마다 사회적 혹은 학문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부가조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차 조사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는 「고령화/저
출산」을 주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그로인한 영향,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있고, 2017년 1차 조사에서는 「건강/보건」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신종 감염병
에 대한 의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017년 2차 조사의 경우
「범죄자 유전자 DB」를 주제로 하여 범죄자 유전자 DB 시행에 대한 찬반, 유전자 보관
및 활용 시기, 법과학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2017년
3차 조사에서는 「존엄사」라는 주제에 대해 개인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 안락사에 대한
찬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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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대회 주요 일정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2018년 08월 15일

데이터 제공

2018년 09월 30일

최종논문 제출 마감

2019년 01월 31일

학술대회 개최

2019년 03월 중

3. 제출서류
(1) 연구계획서 :
- A4 용지 2매 내외 작성
(2) 이력서
- 정확한 연락처(자료를 받을 수 있는 주소/ 핸드폰)와 e-mail 주소 명기
4.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은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address : cnucaporci@gmail.com
5. 신진연구자 학술논문경진대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진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 분
위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관련 학과의 교수님께서는 이 행사가 연구진들의 자긍심
과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논문 공모를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대상논문: 1-3차년도 한국사회과학조사 자료를 이용한 학술논문
(2) 참가자격: 신진 연구자
(3)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2018년 08월 15일
(4) 제출서류: 연구계획서(A4 용지 2매 내외), 이력서(연락처 기재)
(5) 제출방법: E-mail 접수(cnucaporci@gmail.com)
(6) 최종논문 제출 마감: 2019년 1월 31일
(7) 우수 논문에는 소정의 발표비를 지급함.
(8) 학술대회: 2019년 3월중
(9) 시상자는 학술대회 당일 논문발표 외에 어떤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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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본 자료와 학술대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 방동광
전임연구원(사무실: 042-821-7410, cnucaporci@gmail.com)에게로 연락 주십시오. 또
한, 이전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비롯한 한국사회과학조사를 이용한 연구 성과물의 원문
과 자료활용 리스트 및 한국사회과학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
(http://www.cnukamos.com)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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