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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기간 학교�및� 학과 학과 �학위

2006.10.01�
-� 2011.10.31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Social� Policy 철학박사

2003.09.01.
-� 2006.02.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1998.03.01.�
-� 2003.02.26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주전공)�

사회학과(복수전공)� � � � � � � � � �

사회복지학과(부전공)

학사

교육�및� 연구경력

기간 소속 직위

2020.03-현재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018.03-2020.02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017.09-2018.02 계명대학교�사회복지학과 학과장

2013.09-2018.02 계명대학교�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012.08-2013.07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연구소 한국연구재단�박사후국내연수자

학술논문

출판연월 구분 �상세내용 역할(저자수)

2020

(근간)
SSCI

Relational� ethics� as� a� cultural� constraint� on� fathers'� parental� leave� in� a�

Confucian� welfare� state,� South� Kore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pp.1-15.
교신저자(2)

2020.05 KCI
정신건강복지법상�입·퇴원� 절차에서의�전문가�역할에�대한� 비판적�고찰:� 법문에�대한�

내용분석을�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2),� pp.401-427.
교신저자(3)

2020.03 KCI
노동의�불안정성에�대한� 다차원적�고찰:� 자발적�비정형�노동자의�사례를�통하여.�

한국사회정책,� 27(1),� pp.89-127.

주저자�및�

교신저자(3)

2019.04 ESCI
The� Less-Known� History� of� the� Voluntary� Sector� in� an� East� Asian�Welfare�

Regime:� A� South� Korean� Case,� Nonprofit� Policy� Forum,� 10(1),� pp.1-13
단독(1)

2019.02 KCI
빈곤층의�온라인공동체에�관한� 탐색적�사례연구:� 수급자�인터넷카페�회원들의�정보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1(1),� pp.225-252
단독(1)

2018.12 KCI
플랫폼�경제활동에�대한� 시론적�고찰:� 유형,� 특성,� 예상위험,� 정책대안을�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5(4),� pp.199-231

주저자�및�

교신저자(3)

2018.11 KCI
찾아가는�읍면동�복지서비스에�투영된�기업가적�정신과�소비자주의:� 공공복지에�

시장주의적�행위자�개념� 유입이�초래한�부작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4),� pp.175-211
단독(1)

2018.06 KCI 수급자의�생활세계�관점에서�바라본�사회복지정보화:� 정보� 리터러시� 3차원을�중심으로,� 교신저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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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 49(2),� pp.257-295

2018.03 KCI
정보통신기술(ICT)이�사회복지일선관료와�복지대상자의�역학관계에�미친�영향,�

사회복지연구,� 49(1),� pp.335-374
단독(1)

2016.12 KCI
육아휴직�후�퇴사한�여성의�퇴사과정과�유형에�관한�탐색적�연구:� 여성의

일-가정�양립을�방해하는�배경을�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4),� pp.5-42
교신저자(2)

2016.03 KCI
뇌병변�장애자녀�어머니들의�사회복지제도�속에서�생존하기,� 사회복지연구,� 47(1),�

pp.93-121
교신저자(2)

2016.02 KCI
사회복지정보화의�윤리적�쟁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데이터감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1),� pp.193-224
단독(1)

2016.01� SSCI
Silent� counteractions�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a� welfare� partnership,�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1(1),� pp.95-113
단독(1)

2015.12 KCI
남성의�육아휴직�경험에�대한�연구:� 이분법적�젠더�역할에�대한

인식�변화�가능성을�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4),� pp.285-319
교신저자(2)

2015.05 SSCI
Street-level� Struggles� against� Marketisation,� Critical� Social� Policy,

35(2),� pp.207-227
단독(1)

2015.03 KCI
혼종조직으로서의�사회적�기업:� 국가‒시장‒시민사회의�조직�내�충돌과

대응방식을�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2(1),� pp.345-379
단독(1)

2015.03 KCI
학교라는�장(field)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차별경험과�대응방식,� 사회복지연구,

46(1),� pp.215-245
교신저자(2)

2014.11 KCI
공공사회복지행정의�정보화가�사회복지일선관료의�실천에�미친�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pp.91-126

주저자�및�

교신저자(2)

2013.10 SSCI
Voluntary� Organizations� as� New� Street-level� Bureaucrat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7(5),� pp.565585
단독(1)

2013.05 KCI 사회운동조직의�사회복지제도화와�미시저항,� 한국사회복지학,� 65(2),� pp.255-285 단독(1)

2013.03 KCI
Retheorising� Civil� Society� in�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in� Welfare,

사회복지연구,� 44(1),� pp.267-302
단독(1)

2012.11 KCI
영국� 보수-자민�연정의�민관협력�고용서비스에�대한�비판,�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

pp.81-114
단독(1)

2012.09 KCI 보편인권체계에서�배제된�사회적�소수자의�인권,� 사회복지연구,� 43(3),� pp.5-38 단독(1)

2012.08 KCI
사회복지와�노동시장의�연계가�초래한�근로연계복지의�딜레마,� 한국사회복지학,

64(3),� pp.203-229
단독(1)

2005.06 KCI 두�도시� 이야기:� 노숙인을�통해�바라본�도시공간,� 아세아연구,� 8(1),� pp.117-149 단독(1)

2005.03 KCI 시민성을�기준으로�조명한�사회적�소수자의�권리,� 경제와사회,� 65,� pp.179-202 단독(1)

2004.06 現KCI
TV방송의�사회복지관련�프로그램에�대한�탐색적�연구,� 상황과복지(現비판사회정책),� 17,�

pp.171-218
단독(1)

번역서

출판연월 책제목 �원저자 출판사명 역할(역자수)

2008.03
평등해야�건강하다

(The� Impact� of� Inequality)
� Richard�Wilkinson 후마니타스 단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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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논문

출판연월 상세내용 역할(저자수)

2018.11 디지털�기술이�사회복지에�던지는�화두,� 보건복지인사이트,� 2,� pp.29-31 단독(1)

2014.12 나눔을�사회적�오락으로�만들기,� 자활읽기,� 13,� pp.66-74 단독(1)

2014.09 영국의�고용복지연계정책:� 워크프로그램의�사례,� 해외고용리포트,� pp.2-21 단독(1)

2014.07 고립에서�소통으로�가는�길목,� HIV/AIDS� 감염인과�함께�하는�소셜카페,� 자활읽기,� 12,� pp.80-89 단독(1)

2013.12 적자생존에서�상생으로�진화하기,� 자활읽기,� 11,� pp.47-54 단독(1)

2013.08 영국�워크프로그램에�대한� 평가,� 자활읽기,� 10,� pp.57-69 단독(1)

2012.12 근로연계복지�동아시아�사례,� 자활읽기,� 9,� pp.89-105 단독(1)

2012.09 영국의�민관위탁�고용서비스,� 자활읽기,� 8,� pp.71-83 단독(1)

2011.12 북한지원�민간단체의�활동,� 자활읽기,� 7,� pp.38-45 단독(1)

2011.06 제3세계의�워크페어,� 인도의�MNREGA� 프로그램,� 자활읽기,� 6,� pp.38-44 단독(1)

2010.12 영국의�거대한�기획,� Big� Society,� 자활읽기,� 5,� pp.50-59 단독(1)

2010.10 호주의�자활정책과�민간단체의�역할,� 자활읽기,� 4,� pp.36-43 단독(1)

2010.01 미국의�근로연계사업과�WEP,� 자활읽기,� 3,� pp.18-22 단독(1)

2009.06 유럽의�사회정책,� 진보의�딜레마,� 자활읽기,� 2,� pp.30-33 단독(1)

2008.12 분배를�표방하는�영국정부의�정책변화,� 자활읽기,� 창간호,� pp.18-21 단독(1)

2004.11
사회적�소수자의�인권배제와�인권딜레마에�대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우수논문�및�인권논문�

수상집
단독(1)

2004.11
여성인력개발에�장애가�되는�남성중심�기업문화에�대한� 대안모색,� 태평양장학문화재단�제10회�

여성대학(원)생�논문공모전�자료집
단독(1)

학술대회�발표

발표연월 논문제목 발표학회 역할(자수)

2019.10 불안정�노동자는�왜� 불안정�노동을�선택하는가?
2019�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저자�및�

교신저자(3)

2019.08
Emotional� Injuries� of� Platform� Workers� in� the� Virtual�

World

Work� 2019:� Real� Work� in�

the� Virtual� World
교신저자(2)

2019.05 디지털�경제�시대의�사회복지정책
2019� 미래복지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단독(1)

2018.10 디지털�플랫폼�경제활동의�유형과�특징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저자�및�

교신저자(3)

2018.06 사회복지정보화로�인한� 인권�딜레마,� 복지권� vs� 프라이버시
2018�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하계세미나
단독(1)

2017.09 Street-level� bureaucra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2017� Australian� Social� Policy�

Conference�
단독(1)

2017.05 공유경제�실태와�고용관계
2017� 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저자(2)

2016.10 공공사회복지에서의�관리주의의�영향에�대한�비판적�고찰
2016�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기획주제발표�
단독(1)

2016.06 한국사회복지�정책�행정에서�질적연구의�위치와�쓸모
2016�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기획주제발표
단독(1)

2015.11 정보화시대�사회복지의�윤리적�딜레마:�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제207회�한국사회복지연구회� 단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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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부정수급과�사각지대�조사에�붙여 월례세미나�

2015.10
사회복지실천과�인정이론:� 사회복지현장에서�인정관계�

실태분석을�중심으로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3)�

2015.10 장애아�어머니들의�사회복지서비스�정보�속에서�생존하기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교신저자(2)�

2014.10
공공사회복지�행정정보화가�사회복지�일선관료의�실천에�미친�

영향

2014�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저자�및�

교신저자(2)�

2014.10 학교와�사회복지�장(field)에서�학교사회복지사의�주변화
2014�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교신저자(2)

2014.10 복지혼종시대의� ‘혼종조직’에�대한� 이론화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단독(1)

2014.06 위험증폭국가에서�불안한�국민들
2014� 사회복지연구�하계아웃팅�

학술세미나�
단독(1)

2012.10 노동과�복지의�충돌로�인한�자활사업의�딜레마
2012�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단독(1)

2012.04 보편적�인권과�사회적�소수자의�인권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단독(1)

2012.03 민-관�복지�파트너십의�정치학:� 한국�자활사업을�중심으로
제184회�한국사회복지연구회�

월례세미나�
단독(1)

2011.07 Street-level� Struggle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2011�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IACD

단독(1)

연구�프로젝트

기간 내용 역할(참여자수)

2020.06-2020.09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탁�

(연구주제:� 빈곤노인의�노동궤적에�대한�질적� 연구)
공동(3)

2020.03-2020.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연구위탁�

(연구주제:� 나눔토대연구-한국의�나눔�정의와�변천)
공동(4)

2019.08-2019.12
사회보장정보원�연구위탁

(연구주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운영�개선을�위한�위기아동�발굴방안�연구)
공동(4)

2019.08-2020.07

아산사회복지재단�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주제:� 디지털� 기술� 혁신과� 사회복지:� 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패러다임� 전망과� 사회보

장체계�구축)

책임(1)

2019.06-2019.12
국회미래연구원�연구위탁

(연구주제:� 국민� 삶의�질�제고를�위한�개혁�의제� 연구:� 복지,� 주거,� 보건�부문을�중심으로)
공동(16)

2018.04-2020.03
서울대학교�신진연구과제

(연구주제:� 디지털�플랫폼�경제의�노동과�여가:� 노동-여가�융합시대의�사회보장�방향성�모색)
책임(1)

2016.05-2017.04
한국연구재단�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구주제:� 빈곤층의�온라인공동체에�대한� 넷-문화기술지)
� 책임(1)

2016.03-2016.12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탁

(연구주제:� 공유경제와�고용관계)
� 공동(5)

2015.05-2016.04
한국연구재단�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구주제:� 정보통신기술이�사회복지일선관료와�복지대상자의�역학관계에�미친�영향)
� 책임(1)

2015.04-2015.08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탁

(연구주제:� 고용·복지� 사회서비스�수요·공급분석)
� 공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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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15.06
계명대학교�신진연구과제

(연구주제:� 사회복지행정정보화가�일선행위자에게�미친� 변화에�대한� 연구)
� 책임(1)

2014.05-2015.04
한국연구재단�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구주제:� 혼종조직으로서�사회적기업)
� 책임(1)

2014.04-2014.10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위탁

(연구주제:� 국민연금공단�노후설계서비스�종합계획�수립�연구)
� 공동(4)

2013.09-2018.02
한국연구재단� BK21+� 특화전문인재양성형�사업

(사업명:�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 참여(8)

2012.07-2013.06
한국연구재단�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연구주제:� 민관복지파트너십에서�민간단체�정체성에�대한� 연구)
� 책임(1)

2012.03-2012.12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탁

(연구주제:� 고용-복지�통합형�사회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
� 공동(8)

학술�및� 자문활동

기간 내용

2020.06-현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분과실행위원회�배분위원

2020.04-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문화연구소�연구자문위원

2020.01-현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이사� 및� 연구위원�

2020.01-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편집위원

2020.01-현재 한국사회복지학�편집위원

2019.01-현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총무위원장

2018.03-현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부장

2019.03-2019.12 보건복지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자문위원

2018.01-2018.12 한국사회복지학회�연구분과�위원

2017.06-2018.05 한국사회정책학회�연구위원회�위원

2017.01-2018.12 한국사회복지연구회�기획위원회�위원

2017.01-2018.12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회원자격위원회�위원

2017.01-2017.12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교육분과�위원장

2017.01-2017.12 한국사회복지학회�총무분과�위원

2015.03-2018.02 국민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자문위원

2015.03-2018.02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정책연구소�연구위원

2014.04-2018.02 YWCA� 대구지부�달서지역자활센터�운영위원

2016.01-2016.12 한국사회복지학회�연구분과�위원

2015.01-2016.12 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연구분과�위원

2014.07-2015.06 한국사회정책학회�편집분과�위원

2014.01-2015.12 대구경북연구원�사회적경제�연구회�참여회원

2014.01-2014.12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분과�위원

2008.12-2014.12 중앙자활센터�해외정책동향�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