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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2계 사회보장국제논단: 사회복리적개혁여발전. 중국인민대학∙중국

사회보장연구중심.

64. 안상훈(2006). “유럽의 복지국가와 중산층”.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제1차 포럼: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 한국사회학회.

65. 안상훈(2006). “사회서비스부문 확충을 통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참



- 17 -

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

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66. 안상훈(2005).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모형과 전략”.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67. 안상훈(2005).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 비전2035, 무엇을 준비해야 하

나?. 한국개발연구원∙기획예산처.

68. 안상훈(2005). “세계화 시대,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복지전략에 관한 비교

사회정책연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

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69. 안상훈(2005). “친복지동맹의 복지지위균열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비교연

구: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

회. 한국사회복지학회.

70. 안상훈(2004).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생산적 복지, 그 성적표”. 한 

·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

구센터∙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1. 안상훈(2004).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이한 조합에 따른 경제성과와 복

지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

지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72. 안상훈(2003). “스웨덴의 탈빈곤정책의 동향과 쟁점”. 2003년 한국사회복

지연구회 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3. 안상훈(2001). “스웨덴의 노인복지행정체계”. 노인복지 행정체계 개선방

안. 전국노인단체협의회. 

74. 안상훈(2001).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한국의 사회복지(주제발표)에 대

한 토론”. 비판사회복지학회(가칭) 창립학술대회. 비판사회복지학회(가칭).

Ⅶ. 연구비 수주 실적

1. 2019.03 – 2019.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돌봄 서비스 예비타당성조

사 비용 추정 및 정책성 검토. 연구책임자. 한국개발연구원. 22,727,273원. 

2. 2019.05 – 2020.04 한국의 울분.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40,000,000원. 

3. 2019.01 – 2019.12 한국복지패널조사(14차년도). 공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40,343,636원. 

4. 2018.04 – 2019.02 사회 공정성과 한국인의 울분.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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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원. 

5. 2018.03 – 2019.02 통일시대 복지정치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남한주민

과 북한이탈주민의 비교.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15,000,000원. 

6. 2017.10 – 2017.1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주요국의 일자리 정책. 연

구책임자. 일자리위원회. 13,636,364원.

7. 2017.09 – 2018.02 4차산업혁명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론과 인식. 공동

연구원.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10,000,000원. 

8. 2017.03 – 2017.12 복지국가로의 전환기, 사회지출의 성과는?. 연구책임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2,500,000원.

9. 2016.09 – 2016.12 2016년도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욕구 인지 연구. 연구

책임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5,000,000원. 

10. 2016.08 – 2016.1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연구. 

연구책임자. 고용노동부. 40,000,000원. 

11. 2016.08 – 2016.12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연구. 연구책임

자. 국민대통합위원회. 28,497,040원. 

12. 2016.01 – 2016.12 한국복지패널조사(11차년도). 공동연구원. 보건복지부. 

47,272,727원. 

13. 2015.12 – 2016.11 창조사회로의 질적 전환을 위한 사회 정책의 방향(3단

계 3차년도). 공동연구원. 교육부. 278,210,000원.

14. 2015.10 – 2016.08 사회적경제, 복지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경제 생

태계 구축연구. 연구책임자. 삼성생명보험(주). 30,000,000원. 

15. 2014.12 – 2015.11 창조사회로의 질적 전환을 위한 사회 정책의 방향(3단

계 2차년도). 공동연구원. 교육부. 278,210,000원.

16. 2014.10 – 2015.4 미래실천위원회 교육분과 과제 연구. 공동연구원. 서울대

학교 기획처. 40,000,000원. 

17. 2014.7 – 2014.12 복지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연

구. 연구책임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45,100,000원.

18. 2014.6 – 2015.5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기술 생태계 구축 연구. 연구책

임자. 서울대학교. 60,000,000원.

19. 2014.6 – 2015.5 복지국가의 생태적 담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서울대

학교. 35,000,000원.

20. 2014.6 – 2016.6 지속가능한 행복사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개조(1

차년도).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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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4.5 – 2014.11 보훈급여금 등 보상수준의 합리적 개편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국가보훈처. 40,000,000원.

22. 2014.4 – 2014.10 사회보장 대상자별 심층조사 및 통계화 방안. 연구책임

자. 보건복지부. 40,000,000원.

23. 2014.3 – 2014.12 기술혁신형 新 복지서비스 모델기획연구. 연구책임자. 과

학기술정책연구원. 100,000,000원.

24. 2013.12 – 2014.11 창조사회로의 질적 전환을 위한 사회 정책의 방향(3단

계 1차년도). 공동연구원. 교육부. 278,210,000원.

25. 2013.11 – 2014.5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욕구 인지연구. 연구책임자. 한국조

세재정연구원. 40,000,000원.

26. 2013.9 – 2013.12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연구. 연구책임자. 보

건복지부. 30,000,000원.

27. 2013.7 – 2014.6 Static Numbers to Dynamic Statistics: Designing a 

Policy-Friendly Social Policy Indicator Framework. 연구책임자. 교육부. 

5,000,000원.

28. 2013.9 – 2014.8 욕구 다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통합적 복지전략 비교연구(3

차년도). 연구책임자. 교육부. 125,978,000원.

29. 2013.1 – 2013.12 한국복지패널조사(8차년도). 공동연구원. 보건복지부. 

49,780,000원.

30. 2013.7 – 2013.12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을 통한 고용증진방안. 연구책임자. 

고용노동부. 49,900,000원.

31. 2013.7 – 2013.12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략 도입방안. 연구책임자. 보건

복지부. 49,800,000원.

32. 2012.12 – 2013.11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사회의 질 조사연구

(SQSQ) 및 지표를 활용한 동아시아, OECD 국가 국제비교(3차년도/2단계). 

공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277,876,000원.

33. 2012.9 - 2013.8 욕구 다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통합적 복지전략 비교연구(2

차년도).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125,953,000원.

34. 2012.4 - 2012.10 제5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수립

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자. 고용노동부. 50,000,000원.

35. 2012.4 - 2012.9 사회서비스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000,000원.

36. 2012.4 - 2012.1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총론.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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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30,000,000원.

37. 2012.3 - 2012.7 한국형 복지정책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기획재정부. 

50,000,000원.

38. 2012.3 - 2012.12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의 비전과 전략. 연구책임자. 고용

노동부. 69,930,000원.

39. 2011.12 - 2012.11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사회의 질 조사연구

(SQSQ) 및 지표를 활용한 동아시아, OECD 국가 국제비교(2차년도/2단계). 

공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314,008,000원.

40. 2011.12 - 2012.02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욕구 인지 연구. 연구책임자. 한

국조세연구원. 35,000,000원.

41. 2011.08 - 2011.12 차세대 사회의 지속발전 조건: 녹색성장과 공존. 공동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36,200,000원.

42. 2011.05 - 2011.12 복지제도 및 복지서비스 현황과 과제: 복지전략, 노인

서비스, 노후보장 분야.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 30,000,000원.

43. 2011.10 – 2011.12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정책개혁의 비전과 전략: 고용주

도형 사회보장체제 마련. 연구책임자. 고용노동부. 69,820,000원.

44. 2011.9 – 2012.8 욕구 다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통합적 복지전략 비교연구(1

차년도).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126,968,000원.

45. 2011.6 – 2012.6 한국 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 연구책임자. 

아산사회복지재단. 50,000,000원.

46. 2010.12 – 2011.11 사회의 질 연구: 경제, 제도적 측면(제1세부/2단계 1차

년도). 공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147,129,500원

47. 2010.10 – 2010.12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 연구책임자. 기획재정부. 

11,000,000원. 

48. 2010.9 – 2010.11 국가별 복지모델 비교 분석. 연구책임자. 보건복지가족

부. 5,000,000원.

49. 2010.1 – 2010.12 한국복지패널조사(4차년도). 공동연구원. 보건복지가족

부. 40,440,000원. 

50. 2009.12 – 2010.11 사회의 질 연구: 경제, 제도적 측면(제1세부/1단계 3차

년도). 공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학술진흥재단. 144,812,000원.

51. 2009.12 – 2010.8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 연구책임

자. 보건복지가족부. 48,500,000원. 

52. 2009.7 – 2011.6  복지정치의 메커니즘과 새로운 거버넌스. 연구책임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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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진흥재단. 327,150,000원.

53. 2007.8 – 2008.7 한국복지패널조사(3차년도). 공동연구원. 보건복지부. 

335,000,000원.

54. 2006.9 – 2007.3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비전과 전략. 연구책임자. 보

건복지부. 97,000,000원.

55. 2006.8 – 2008.7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학술진흥재단. 335,500,000원. 

56. 2006.7 – 2007.7 현대한국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연

구책임자. 서울대간접연구경비. 15,000,000원. 

57. 2006.7 – 2006.12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추진. 연구책임자. 기획예산처. 

75,000,000원.

58. 2005.11 – 2006.8 한국복지패널조사(2차년도). 공동연구원. 보건복지부. 

320,000,000원. 

59. 2005.9 – 2006.8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위한 한국 통계자료 구축. 연구책

임자. 학술진흥재단. 172,235,000원. 

60. 2005.6 – 2006.11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타당성 연구. 공동연구원. 국민연금

관리공단. 50,000,000원.

61. 2004.8 – 2005.8 한국복지패널조사(1차년도). 공동연구원. 보건복지부. 

335,000,000원.

62. 2004.7 – 2005.6 복지국가 재편기 북유럽 탈빈곤 정책의 변화. 연구책임자. 

학술진흥재단. 20,000,000원.

63. 2003.12 – 2004.11 한국 근대 사회복지 형성에 관한 비교사회연구. 연구책

임자. 학술진흥재단. 20,000,000원.

64. 2003.9 – 2005.8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상호교환의 정치: 구미,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비교연구, 공동연구원. 학술진흥재단. 200,000,000원.

65. 2003.3 – 2004.2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연구책임자. 서울대학

교 발전기금. 20,000,000원.

66. 2000.11 – 2001.10 친복지동맹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스웨덴의 경험

과 한국의 실험. 연구책임자. 사회과학자료원. 30,000,000원. 

Ⅷ. 학회 소속

2000. 9. – 현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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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 – 현재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원 

2001. 4. – 현재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원

2009. 1. – 현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원

2009. 4. – 현재    한국사회학회 회원

2009. 6. – 현재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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