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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분야 
 

대상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주제 부적응, 부모/또래/지역사회 관계, 유해환경, 심리사회적응, 정신건강, 불평등 

 

방법론  경향점수모형, 종단모형, 다층모형, 잠재모형 

 
 

주요경력 
 

2018-현재 조교수,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2017-2018 학과장, 아동청소년학과, 성균관대학교 

 

2013-2018 조교수, 아동청소년학과, 성균관대학교 

 

2012-2013 박사후연구원, Population Research Center &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Texas, Austin, USA 

 

2002-2004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요학력 
 

2012 Ph.D. (Joint Program in Social Work and Soc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학위제목: “Health risk behaviors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2010  M.S.W. (Children and Youth, Social Policy and Evalu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08  M.A.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2006 M.P.P. (Social Policy),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2002  B.A. (Economics), Wesleyan University,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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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수주 
 

20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연구사업 

-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자립지원체계 연구 

- 책임연구자; 총 1,500만원  

 

2016-2019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자 지원사업 

- 한국형 학교폭력 모형의 재정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국제비교 

- 책임연구자; 총 28,000만원  

 

2016-2019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사회성과사업 

-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장사업(SIB) 평가기관 

- 책임연구자; 총 4,000만원 

 

2015-2018 한국연구재단 신진여성과학자 지원사업 

- SNS 이용자 연구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책임연구자; 총 14,279만원 

 

2014-2015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 지역사회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적응유연성 연구 

- 책임연구자; 총 2,000만원KW  

 

2014-2016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자 지원사업 

- 부모의 사교육 지출과 양육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 공동연구자 

 

2013-2014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연구비 

- 사회경제적 동질성과 한국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관계 

- 연구책임자; 총 1,000만원 

 

2013-2015 한국연구재단 BK21+ 

- PLUS형 아동전문가 양성 사업팀 

- 공동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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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장학금 
 

2017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박정언 우수논문상 수상 

 

2012 Rackham Dissertation Grant, University of Michigan 

 

2011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Rackham Training Award, University of Michigan 

 

2010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University of Michigan 

 

2010  Henry J. Meyer Distinguished Paper Award, University of Michigan 

- 매년 대학원생 최우수 논문을 1-2편 선정하여 수상 

 

2010  Spring/Summer Research Grants Program, University of Michigan 

 

2010 Center for Korean Studies Research Fellowship, University of Michigan 

 

2010  Joint Doctoral Program Grant, University of Michigan 

 

2010-2012  Conference Travel Grant, University of Michigan 

 

2006-2007  Joint Doctoral Program Fellowship, University of Michigan 

 

1998-2002  Freeman Asian Scholarship, Wesleyan University 

- 매년 한국인 2을 선정하여 4년 전액장학금 수혜 

 
 

국내 학술지 논문 
 

Han., Y & Lee, S. (게재예정).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ing style in family investment on 

private education and youth academic performance. 청소년복지학회지. 

 

김하영, 이유진, & 한윤선 (게재예정).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궤적 검증 및 사회적 지지 

변화양상과의 관계: 잠재계층성장분석(LCGA)과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을 이용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이성림 &한윤선 (2018).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9(4), 119-138. 

 

박현숙, 홍현희, & 한윤선 (201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한 구조모형. 조사연구, 19(2), 1-23. 

 

박지수 & 한윤선 (2018).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종단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1-27. 

 

박지수, 김하영, 유진경, & 한윤선 (2017).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또래 비행의 

유형과 특성. 아동학회지, 38(2), 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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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아, 방은혜, & 한윤선 (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8-33. 

 

김부경 & 한윤선 (2016). 또래동조성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339-348. 

 

이택호 & 한윤선 (2016).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567-593. 

 

이성림 & 한윤선 (201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자녀의 학업성취. 소비자학연구, 27(2), 85-100. 

 

이택호, 이석영, & 한윤선 (2016).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2(1), 65-85. 

 

전수아 & 한윤선 (2016) 청소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팬덤 활동이 청소년의 학습시간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층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아동복지학, 56(-), 101-132. 

 

김신아 & 한윤선 (2016).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의 음주흡연 경험과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보호 작용. 아동학회지, 37(1), 37-48. 

 

김신아 & 한윤선 (2015). 초기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휴대전화 의존도간의 관계에서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6(1), 147-162. 

 

김신아 & 한윤선 (2015). 초기청소년과 중기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방과후 

보호자부재와 학교적응의 상호작용. 아동과 권리, 19(1), 103-124. 

 

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 한윤선 (2015). 대학생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9(2), 69-95. 

 

이석영, 이택호, & 한윤선 (2015) 청소년의 폭력비행 피해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27-54. 

 

김신아 & 한윤선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75-89. 

 

이택호, 이석영, & 한윤선 (2015). 체육시간과 청소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다층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1(2), 131-158. 

 

박지수, 고유진, & 한윤선 (2015). 한국 다문화 가정 부모자녀 간 한국어 및 계승어 유창성의 

일치도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1(4), 649-669. 

 

한윤선, 김부경, & 전수아. (2014).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환경 요인과 

다문화 밀집지역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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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술지 논문 

 

Hong, H., Han. Y., & Lee, D. (accepted). Unselfish motivations and deviance: An empirical 

examination of social concern theory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Deviant Behavior. 

 

Park, S., Kim, B., & Han, Y. (2018). Differential aging in place and depressive symptoms: 

Interplay among time, income, and senior housing. Research on Aging, 40(3), 207-231. 

 

Park, S., Han, Y., Kim, B., & Dunkle, R. (2017) Aging in place of vulnerable older adults: 

Person–environment fit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6(11), 1327-1350. 

 

Han, Y., Kim, H., Lee, D. (2016). Application of social control theory to examine parent, 

teacher, and close friend attachment and substance use initiation among Korean Yout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7(4), 340-358. 

 

Han, Y. & Lee., S. (2016). Heterogeneous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private education 

spending and youth academic performance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9, 136–142. 

 

Lee, D., Han, Y., Park, M., & Roh, S. (2015) Psychological, family, and social factors linked 

with juvenile theft in Kore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6(6), 648-670. 

 

Han, Y. & Grogan-Kaylor, A. (2015). Social capital and the onset of health-risk behaviors 

among Korean youth. Social Work Research, 39(4), 199–211. 

 

Delva, J., Han, Y., Sanchez, N., Andrade, F. H., Sanhueza, G., & Krentzman, A. (2015). 

Spirituality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adolescents in Chil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stratification analyses. Social Work Research, 39(3), 147-157. 

 

Han, Y., Kim, H., & Ma, J. (2015). School bonds and the onset of substance use among 

Korean youth: An examination of social control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12(3), 2923-2940. 

 

Delva, J., Andrade, F., Sanhueza, G., Han, Y. (2015). Associations of maternal and 

adolescent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with adolescent alcohol use in Chil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mong Chilean social wor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58(2), 249-

260. 

 

Han, Y. (2014). Differential size of the discrimination–depression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of foreign-born parents in the US. Child Care and Youth Forum, 43(6), 763-

781. 

Han, Y., Grogan-Kaylor, A., Delva, J., Xie, Y.
 
(2014). Estimating the heterogeneous 

relationship between peer drinking and youth alcohol consumption in Chile using 

propensity score strat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11(11), 11879-11897. 

 

Hong, H., Han, Y., & Lee, D. H. (2014). The role of gender dynam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altreatment and juvenile theft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Sociology, 3(-), 3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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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is, M., Woodford, M., Han, Y. (2014). Depressive symptoms among sexual minority 

college students: Religious affiliation and religiosity as protective facto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3(8),1589-1599. 

 

Woodford, M. R., Han, Y., Craig, S., Matney, M., & Lim, C. (2014). Interpersonal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sexual minority college students. The type and 

form of discrimination does matter – A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Gay and Lesbian 

Mental Health, 18(2), 142-163. 

 

Han, Y., Shanks, T., & Grogan-Kaylor, A (2013).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socioeconomic status, and neighborhood processes with children’s math performanc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20(4), 182-190. 

 

Fries, L., Grogan-Kaylor A., Bares, C., Han, Y., & Delva, J. (2013).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self-reported physical aggression: Exploring theoretically relevant 

dimensions among adolescents from Santiago, Chile.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Research, Practice, Consultation, 2(4), 255-268. 

 

Han, Y., & Grogan-Kaylor, A. (2013). Parenting and youth psychosocial well-being in South 

Korea using fixed-effects models. Journal of Family Issues, 34(5), 689-715. 

 

Kim, H., Grogan-Kaylor, A., Han, Y., Maurizi, L., & Delva, J. (2013). The association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domestic violence in Santiago, Chile. Journal of Urban 

Health, 1-15. 

 

Han, Y., Grogan-Kaylor, A., Bares, C., Ma, J., Castillo, M. & Delva, J. (2012). Relationship 

between discordance in parental monitoring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ea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4), 783-789. 

 

Han, Y., Grogan-Kaylor, A., Delva, J., & Castillo, M. (2012). The role of peers and parents in 

predicting alcohol consumption among Chilean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Health, 5(1), 53-64. 

 

Ma, J., Horner, P., Han, Y., Grogan-Kaylor, A., Delva, J., & Castillo, M. (2012). Predictors of 

discordance among Chilean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Health, 

5(3), 325-335. 

 

Ma, J., Han, Y., Grogan-Kaylor, A., Delva, J., & Castillo, M. (2012). Corporal punishment 

and youth externalizing behavior in Santiago, Chile. Child Abuse & Neglect, 36(6), 481-490. 
 

 

기타논문 

 

Han, Y. & Lee, J. (2016). South Korea. In C. L. Shehan (ed.), Encyclopedia of Family Studi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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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2018-현재 조교수, 서울대학교 

학부: 사회복지개론 

  

2013-2018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연구방법론, 아동청소년 영어논문작성법, 청소년문제의이해,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청소년이해론 

학부: 청소년심리학, 아동심리측정,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보호 

 

2009-2011  대학원 강사, University of Michigan 

대학원: 기초통계 

학부: 기초통계, 기초조사방법론, 사회학개론 

 

 

사회봉사  

 

2017- 현재 위원,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2015-2016 부위원장,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 

 

2013-2014 위원,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 

 

2015-2016 국제교류위원장,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학술봉사 

 

심사위원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Work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Journal of Family Issu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s 

Youth and Society 

가족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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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 

아동학회지 

통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청소년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