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귀분석 심화
담 당 : 최성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일 시 : 2019년 10월 5일, 12일, 19일, 26일 (매주 토요일, 9:00~14:00)
장 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1. 과정 개요
워크숍 목표 및

- 선형, 비선형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이론적 이해

개요

- STATA를 활용한 선형, 비선형 다중회귀분석 실습

참가 대상

회귀분석을 실제 연구과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생 및 일반 연구자

선수 과목

확률이론, 단순회귀분석 등을 다루는 기초통계학 과목

워크숍 운영방식

강의와 실습
강사의 강의노트가 제공됩니다.
<참고문헌>

교재 및 참고문헌

- Cameron & Trivedi. 2010.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Stata Press.
- Jaccard & Turrisi. 2003.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Sage.
- Xie & Powers. 2008. Statistical Methods for Categorical Data Analysis,
2nd Edition. Emerald.

실습자료

추후 공지

사용될 프로그램

STATA (평가판 제공)

<학력/경력>
- (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사회인구학 연구원
- (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사회학 조교수
- 사회학 박사, 미국 예일대학교 사회학과
담당강사 정보

<주요 논문/저서>
- “Sibship Size and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of Cohort Trends
from 26 Low-Fertility Countries” Demography (2019)
- “Fewer mothers with more colleges? The impacts of expansion in higher
education on first marriage and first childbirth” Demographic Research
(2018)
- “How Does Job Mobility Affect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Social Forces (2016)

기타 사항

실습을 위해 프로그램이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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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계획
일 시

강의 및 실습 내용

비 고

교란효과와 매개효과
10월 5일(토)

- 선형회귀모형의 기초 리뷰
- 다중회귀모형의 이론적 기반

다중선형
회귀분석
(I)

- 통제변수의 활용과 해석 (교란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및 모델링
- 조절효과의 활용과 해석
10월 12일(토)

- 다중회귀분석의 모델링 전략
- 예측값 및 한계효과 계산 및 그래프를 활용한 결과 보고

다중선형
회귀분석
(II)

(Stata의 margins 및 marginsplot)
- 회귀 기반 분해 및 반사실적 분석의 원리

범주형 종속 변수 분석 (1) 이항 로짓 분석
- 선형확률모형
10월 19일(토)

- 비선형 회귀분석의 논리
- 이항 로짓 모형의 이해와 해석

비선형
회귀분석
(I)

- 이항 로짓 모형에 있어서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범주형 종속 변수 분석 (2) 다항 및 서열 로짓 분석
10월 26일(토)

- 다항 로짓 모형의 이해와 해석
- 서열 로짓 모형의 이해와 해석
- 그래프를 통한 결과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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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회귀분석
(II)

인터뷰자료를 활용한 질적연구
담 당 : 도승이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일 시 : 2019년 10월 5일, 12일, 19일, 26일 (매주 토요일, 9:00~14:00)
장 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1. 과정 개요
- 질적연구에 있어 주요자료인 인터뷰 실시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워크숍 목표 및
개요

- 참여자 내면의 의미체계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연구문제 하에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는 연습을 한다.
- 실제 수집한 인터뷰 자료에 대한 질적자료 분석을 실시한다.

참가 대상

질적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 연구자

선수 과목
워크숍 운영방식

강의와 실습
강사의 강의노트가 제공됩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
- Hatch. J. A. (2008). 교육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진영은 역). 학지사.
- 추후 공지할 예정임

실습자료

추후 공지

사용될 프로그램

추후 공지
<학력/경력>
- 2002,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교육심리학 박사)
- 2006~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4~현재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질적연구분과 위원장
- 2019~현재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학회장
<주요 논문/저서>

담당강사 정보

- 2004, Emotion and classroom talk: Toward a model of the role of
affect in students' experiences of classroom discuss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619-634.
- 2008, 정서와 교수-학습 연구의 쟁점과 전망, 교육심리연구, 22(4)
- 2009, 협동학습에서 과제와 사회적 요소의 작용: 조원 간 친밀한 소집단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4)
- 2009,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17(4)
- 2011, 도박이용자의 도박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6(1)
- 번역: 질적연구핸드북(2014) 아카데미프레스 5장, 21장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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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계획
일 시

강의 및 실습 내용

비 고

질적연구에서 인터뷰 자료의 의미
10월 5일 (토)

인터뷰의 종류
연구문제 하에서 인터뷰 질문 작성 및 구성 I

연구문제 하에서 인터뷰 질문 작성 및 구성 II
효과적인 인터뷰 환경 구성하기
10월 12일 (토)

실제 인터뷰
해오기 과제

효과적인 인터뷰 실시하기 (실습 포함)

10월 19일 (토)

인터뷰 자료 질적 분석하기 I

10월 26일 (토)

인터뷰 자료 질적 분석하기 및 질적 논문 쓰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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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네트워크분석 응용
담 당 : 윤호영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융합전공학부 객원교수)
일 시 : 2019년 11월 2일, 9일, 16일, 23일 (매주 토요일, 9:00~14:00)
장 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1. 과정 개요
본 강의는 사회연결망 분석의 초급과 중급을 연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워크숍 목표 및

사회연결망 분석에 대한 중심성 지표 중심, 기술적(descriptive) 그래프 분석

개요

을 넘어선, 집단 감지, 블락 모델링, 통계 방법의 기초까지 R를 통해 직접 구
연하고 실습한다.

참가 대상

사회연결망 분석에 관심이 많은 이들

선수 과목

없음

워크숍 운영방식

강의와 실습

강사의 강의노트가 제공됩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연결망 분석. 4판
- Kolaczyk et. al (2014) Statistical Analysis of Network Data with R

실습자료

추후 공지

사용될 프로그램

R
<학력/경력>
- 서울시립대 융합전공학부 빅데이터전공 객원교수
- 위스콘신대 언론학 박사
- 사회학 석사, 영문학사, 컴퓨터과학 학사
- 자격증: 데이터 분석 전문가, SQL 개발자,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 정
보처리기사
- 전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 연구원

담당강사 정보

- 전 삼성경제연구소 RA
<주요논문/저서>
- 기술-사회 패러다임 용어는 어떻게 소비되는가? 탐색적 접근: 4차 산업혁
명에 관한 26만건 뉴스(제목) 분석, 정보사회와 미디어, 19(2), 2018.
- 변화하는 시대에 커뮤니케이션학 연구하기: 컴퓨터 연산 사회과학방법을
중심으로 한 동향과 전망, 커뮤니케이션 이론, 14(1), 2018.
- Resilience in Risk Communication Networks: Following the 2015 MERS
Response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25(3), 2017.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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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계획
일 시

강의 및 실습 내용

강의: 사회연결망 분석의 기본 개념과 네트워크 구조
11월 2일 (토)
실습: R 분석의 기초, 사회연결망 그래프와 데이터 다루기

강의: 연결망 응집성 지표와 하위 집단
11월 9일 (토)
실습: R을 통한 연결망 분석, 하위집단 분석

강의: 연결망 집단 감지 알고리즘과 블락 모델링
11월 16일 (토)
실습: R을 통한 집단감지 블락모델링, 알고리즘 비교

강의: 네트워크 통계 모델링 기초 : QAP, EGRM
11월 23일 (토)
실습: 통계 모델링의 주요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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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패널데이터 분석
담 당 : 길정아 박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일 시 : 2019년 11월 9일, 16일, 23일, 30일 (매주 토요일, 9:00~14:00)
장 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1. 과정 개요
워크숍 목표 및
개요

- 패널데이터의 구조 이해
-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의 이해와 활용
- Stata 분석 실습

참가 대상

학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

선수 과목

기초통계, 회귀분석

워크숍 운영방식

강의와 실습을 병행합니다.
강사의 강의노트가 제공됩니다.
<참고문헌>
- 한치록. 2019. 패널데이터강의. 서울: 박영사
-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파주: 지필미디어.

교재 및 참고문헌

-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파주: 지필미디어.
- Wooldridge, Jeffrey M. 2016.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Boston: Cengage Learning.
- Frees, Edward W. 2004. Longitudinal and Panel Data: Analysis and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실습자료

강사가 제공하는 실습용 자료 (추후 공지)

사용될 프로그램

STATA (평가판 제공)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2019.9~현재)
-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2014.3~2019.8)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박사 (2019)

담당강사 정보

<주요 논문/저서>
- Does College Education Make People Politically Liberal?: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vol. 81.
(2019, joint research)
- “정부 신뢰와 정부 불신, 그리고 투표 참여: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당
호감도에 따른 차별적 유인” 『의정연구』 제25권 제2호. (2019)
-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권 제1호. (2019, 공저)
-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재검토: 한국 유권자는 정말로
전망적 투표를 했는가?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2호. (2014, 공저)

기타 사항

실습을 위해 프로그램이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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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계획
일 시

강의 및 실습 내용

- OLS 리뷰
11월 9일 (토)
- 패널 데이터 구조의 이해

- Pooled OLS
11월 16일 (토)
- 패널 GLS

- 고정효과 모형
11월 23일 (토)

- 임의효과 모형
-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의 비교와 선택

11월 30일 (토)

- 패널 로짓/프로빗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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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