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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직 및 봉사활동 
 

서울대학교 

 
○ 

○ 

○ 

○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부학장 (‘06~08) 

대학신문사 주간 (‘08~12)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13~’15)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16~’17) 

사회과학대학 학장 (‘18~현재)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문화부장 (‘04~06)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사회봉사 주임교수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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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이사 (‘08~현재) 

사회복지법인 CJ 나눔재단 이사 (‘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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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 이사 (̀ 12~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이사, 이사장 (̀ 13~현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 (‘14~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1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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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art 운동본부 운영위원 (‘04~1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07~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경영정책자문위원 (‘0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회 위원장 (‘08~09) 

대한적십자사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 위원 (‘09~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국제사회복지대회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09) 

한국청소년상담원 비상임이사 (‘09~11) 

삼성의료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자문위원 (‘10~11)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이사 (‘10~’1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교류·협력 분과위원회 위원장 (‘11~13) 

아산사회복지재단 학술연구 자문위원 (‘11~’14) 

한국청소년상담원 경영정책자문위원 (‘11~12) 

아산나눔재단 이사 (`13~14)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10~현재) 

아산나눔재단 자문위원 (‘12~현재)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13~’17) 

 
기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문위원 (‘06~현재) 

○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이명박 예비후보 사회복지특별보좌역 (‘07)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 (‘08~12) 

○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위원 (2013)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자문위원회 위원 (‘13~14) 

○ 서울특별시 참좋은명예지역아동센터장 (‘13~14) 

○ 한국방송공사(KBS) 객원해설위원 (‘15~현재) 

○ Member, Standing Review Board unde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anel of the 

Research Grants Council of Hong Kong, China (‘15~현재) 
 
 
 

□ 포상 
 

○ 근정포장 제93962호 (2013.2.15.)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제71622호 (2010.9.7.) 



□ 주요 논문 및 저서 
 

< 저 서 – 국내 >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2018 (공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동의 인성역량」, 굿네이버스, 2017 (공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2017 (공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신정, 2014 (공저) 

○「아동척도집」, 나눔의 집, 2014 (공저)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2013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12 (공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이해와 적용」, 신정, 2008 (공저) 

○「아동과 가족: 통합적 접근」, 한울아카데미, 2008 (공저)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쟁점과 대안」, EM 커뮤니티, 2008 (공저) 

○「사회복지개론」, 나남, 2007 (공저) 

○「비교빈곤정책론」, 나남, 2005 (공저)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공저)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 (공저) 
 

<쳅터> 
 

- 이봉주. (2018). “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 분 배 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율곡출판사. 
 

- 이봉주. (2015). “한국형 복지국가-아산 복지정신의 함의.” 아산, 그 새 로운 울림: 미래 를 위한 성 찰: 

사람과 삶. 도서출판 푸른숲. 
 

- 이봉주·김기덕·유태균. (2015). “한국 사회복지교육, 무엇을 지향하고 가르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교 

육: 현황, 과제, 그리고 대안. (한국사회복지학회 편). 신정. 
 

- 이봉주. (2014). “한국 사회복지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장의 대응.” 사회복지사업의 현재와 미래. 

(아산사회복지재단 편). 아산사회복지재단. 
 

- 이봉주. (2013). “나눔문화의 미래와 복지사회.” 한국의 나눔문화와 복지사회. (아산사회복지재단 편). 

아산사회복지재단. 
 

- 이봉주·황경란. (2011). “복지와 경영의 융합: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로.” 그 들이 아 닌 

우리 를 위한 복지. (서상목·양옥경 편). 학지사. 
 

- 이봉주. (2011). “아동과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정책론. (윤영진 외). 나눔의 집. 
 

- 이봉주. (2010). “아동기 인적자본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자 유기업 경제 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 

합. (곽금주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저 서 – 해외 > 
 

○ Social Exclus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201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co-edited with R. Chaskin and S. Jaswal). 
 

○ “Child Protection System in South Korea.”(2018). in National Systems of Child Protection: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Variability and Context for Developing Policy and Practice. Lisa 

Merkel-Holguin, John D. Fluke, Richard D. Krugman (eds.). London: Springer. 
 

○ "Mapping Domains and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2014) in Handbook of Child 

Well-being: Theories, Methods and Policies in Global Perspective. A. Ben-Arieh, F. Casas, I. 

Frones, & J. Korbin (eds.). London: Springer. 
 

○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Childhood Research." (2014) in The SAGE Handbook of Child 

Research. G. Melton, A. Ben Arieh, J. Cashmore, G. Goodman, & N. Worley (eds.). London: 

SAGE. 
 

○ "Residential Care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2009) in Residential Care of Children: 

Comparative Perspectives. M. Courtney and D. Iwanie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nsequences of Teen Childbearing for Child Abuse, Neglect, and Foster Care." (2008). In Kids 

Having Kids: Economic Costs & Social Consequences of Teen Pregnancy, 2nd Edition. Eds. S. 

Hoffman and R. Maynard.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With Robert Goerge and 

Allen Harden) 
 

○ "The Entry of Children from the Welfare System into Foster Care: Differences by Race." (2005). 

In Race Matters in Child Welfare: The Overrepresentation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in the 

System. Eds. D. Deresotes, J. Poertner, and M. Testa.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With Robert Goerge) 
 

○ "Matching and Cleaning Administrative Data." (2002). In Studies of Welfare Populations: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Issues. eds. M. Ver Ploeg, A. Moffit, and C. Citro. National Academy 

Press:Washington, D.C. (With Robert Goerge). 
 

○ Measuring and Monitoring Children's Well-Being. (2001).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Vol. 

7.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With Ben-Arieh, A., Kaufman, H. N., Andrews, 

B. A., Goerge, R, and Aber, J.L.). 
 

○ "Abuse and Neglect of the Children." (1997). In Kids Having Kids: Economic Costs and Social 

Consequences of Teen Pregnancy, ed. Rebecca Maynard.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With Robert Goerge).



< 학술지 논문 – 국내 > 
 
 

- 이봉주·장희선. (2019). 한국 아동의 권리경험과 발달결과와의 관계: 아동권리지수의 영향 검증과 프로 

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 정해린·이봉주·이순기. (2018).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한 델파 

이 조사 연구. 입법과 정책. 
 

- 박미희·이봉주·노혜진·박호준. (2018).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 

로. 한국청소년연구. 
 

- 노혜진·이봉주·박미희·박호준. (2018). 청년니트(NEET)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의 경험 :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김현수·이봉주·김세원·유조안·이상균·진미정. (2018). 십대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비신고위험군, 비신 

고일반군의 자녀, 부모, 가족 특성 비교. 한국아동심리 치료학회지. 
 

- 이상균·이봉주·김세원·김현수·유조안·장화정·진미정·박지명. (2017).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 

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 이봉주·신원영. (2017). 아동권리지수 적용을 통한 아동권리 비교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 민원홍·이봉주. (2015). 청소년기 빈곤과 내재화 문제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 이봉주·손선옥·김윤지. (2015). 아동청소년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 

절효과. 학교사회복지. 
 

- 이봉주·민원홍. (2015). 아동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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