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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보는한국정치트렌드 』 일본어판출간

■ 조화순, 한규섭, 김정연, 장슬기 2016.『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파주: 한울아카데미. 

연구센터장인 조화순 교수와 공동연구원 한규섭 교수가 공저한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가 일본에서 번역되어 발행되었다(번역: 후지와라 도모요, 감수: 

키무라 칸[고베대학교 교수]). 일본어판 제목은 『빅데이터로부터 보이는 한국- 정

치와 기존 미디어, SNS의 다이나미즘이 자아내는 사회(ビッグデータから見える韓

国: 政治と既存メディア・SNSのダイナミズムが織りなす社会) 』 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학쿠도쇼보 출판사의 새로운 시리즈 아시아발 비저너리 시리즈

(Visionaries from ASIA)의 제1권으로 출판되었다. 일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대부분 마케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은 빅데이터로 정치현상을 분석

하고 있고 향후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더욱 심화되었을 때 일본 사회를 예측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책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SSK 성과발표에서우수사례로발표

연구센터 부센터장 강정한 교수가 10월 28일 SSK 성과발표회에 참가하여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우수사례

로서 우리 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와 사업을 소개했다. 강정한 교수는 “데이터 혁신을 통한 사회과학의 공공성 증

진”을 주제로 우리 연구단의 활동내용을 소개했다. 우리 연구단은 설립취지와 국내외 사회과학자들 간의 협업, 민

관학 협력을 비롯한 활동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문제해결을위한민관학협력체계구축

연구센터는 네트워크 시대의 공공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민관학의 데이터

기반 협력이 핵심적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6월 민관학 데이터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심포지움에서는 김지범 교수

와 서울시 통계데이터 담당관실 안정준 과장, UNIST 융합경영대학원 홍정한 교수(前 TNS 빅데이터 담당)가 발

표자로 나서 학계, 공공부문, 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사회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협

력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센터는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방문하여 협력을 모색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공공문제 해결에 주력하고자 한다.



주요행사개최

데이터분석워크샵

연구센터는 지난 겨울에 이어서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11일까지 ‘2017 여름방학 데이터 분석 워크샵’을 개

최했다. 이 워크샵에서는 ‘R활용법 기초’(강사: 연세대 이병재 박사, 구본상 박사)’과 ‘R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강사: 연세대 백영민 교수)’ 두 강좌를 개설하였다. 연구센터는 지난 동계방학에 개최한 데이터분석 워크숍

수강자들과 강사 등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R기초 활용법’과 ‘텍스트 분석’을 별도 과정으로 분리하여 텍스트

분석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R기초 활용법’이 별도 강좌로 분리되어 통계분석을 위해 R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학생들의 R입문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 2018년 겨울 방학에는 Python 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다룰 예정이며 R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R의 기초적 활용 강좌도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겨울방학 워크샵의 기간은 1월15일부터 26일까지다.

데이터사이언스포럼

연구센터는 연구단 참여 연구진의 연구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을 개최했다.

3차: 미국대선과 양극화(이소영 교수, 대구대)

4차: 목록실험(list experiment)을 통해 본 한국인들의 여성차별(하상응 교수, 서강대)

5차: The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of Trade

(김인송 교수, MIT)

6차: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적 표현의 진화(박주용 교수, KAIST)

7차: 데이터 큐레이션(data curation)과 사회과학의 미래(김연숙 박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대중강연개최

우리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과 공동으로 “연세대학교 지식 나눔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개최한다. 첫 순서로 연구센터의 강정한 교수가 “영어 공부하듯 코딩 배우기-코딩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자로 나선다. “연세대학교 지식 나눔 아카데미”는 학계가 생산하는 지식이 사회에 기여하고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에서 기획되었으며 향후에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강연은 2017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 까지 연세대학교 연희관 404호에서 개최된

다.

이슈브리프 『디지털사회』발간

연구센터는 2017년 9월부터 이슈브리프 『디지털사회』를 발간했다. 『디지털사회 』는 월 2회 온라인발간

되는 이슈브리프로 디지털사회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 학계의 연구동향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디지털사회』

를 통해 본 연구센터가 다루는 문제들이 보다 대중적인 내용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사회』는

현재 홈페이지와 이메일리스트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조만간 ISSN(Online)을 발급받아 연속간행물로 등록할

예정이다.



참여대학원생소식

권은낭연구조원청년사회학도상우수상수상

참여 대학원생인 권은낭(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이 제14회 전국 청년사회학도상에서 대학원 부문 우수상

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대학 사회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며, 권은낭은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집단극화와 숙의적 합의의 가능성: 제19대 대선 기간 ‘다음 아고라’의 정치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

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임정재연구조원결혼소식

본 사업단의 참여 대학원생인 임정재(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이 12월 9일 결혼한다.

전임연구원소식

박근영박사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임용

연구단에 오랜 기간 동안 전임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박근영 박사(사회학)가 2017년 6월 부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에 임용되었다.

신임전임연구원에이선형박사합류

연구센터의 신임 전임연구원으로 이선형 박사(사회학)가 합류했다. 이선형 박사는 본 연구단에 대학원생으

로 오랜 기간 참여해왔으며 2017년 8월에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본 연구센터에 전임연구원으로 합류하게 되

었다. 이선형 박사의 주요 연구 영역은 사회정의, 온라인 커뮤니티, 데이터 사이언스다.

• 참여연구진 전체회의: 2018년 1월 5일(토) 오후 4시

• 연세대학교 지식 나눔 아카데미 개최: 2017년 12월 2일(토) 오전 10:30~12:30, 연세대 연희관 404호

강연자: 강정한 교수, 주제: 영어 공부하듯 코딩 배우기-코딩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주최: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사회과학데이터혁신연구센터

주요일정

연구센터장소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임기만료

조화순 교수가 2017년 11월 3일 제16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임기를 마쳤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학제간 학회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한 학제간 교류가 이

루어지는 학회다. 조화순 교수는 학회장 임기 중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학술적이고 정책적

인 함의가 큰 의제를 학회가 선도하는데 주력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와 본 연구센터와의 협업이 활성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국가관리연구원장취임

연구센터장 조화순 교수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은 리더십 연

구와 교육에 중점을 둔 연구소로 연세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화순 교수

의 국가관리연구완장 취임을 계기로 향후 본 연구센터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