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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2.09 - 2017.08: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08.09 - 2011.08: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2001.03 - 2008.08: 학사,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경력
2019.03 -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019.01  : 비판사회학회 연구이사

2018.07  2019.0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ostdoctoral Fellow

2017.12  2018.08: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2017.09  2019.02: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2017.09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2017.08  2019.08: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연구분야
서비스산업, 비정규직, 공공부문, 교육부문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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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2011.11. 연세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

2010.12.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연구논문 우수논문상

학위 논문
석사: “국가형성과 동맹의 제도화 경로: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비교연구.”

박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와 적대의 동학: 대학 시설관리서비스작업장을 중심으로.”

학술 논문

조혁진. 2020. “IT산업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노동리뷰』 2020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Hyukjin Cho, 2019. “Humble white apron, shameful blue uniform and empowering red union vest:

Women janitor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ume 25, Issue 4.

정흥준·이정희·조혁진·노성철. 2019. “노동자 이해대변의 다양화와 매개조직의 역할.” 『산업노동연구』 25권

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조혁진. 2019. “칠판 앞의 삶: 사교육 강사의 불안정 노동.” 『산업노동연구』 25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승윤·조혁진. 2019. “콜센터 하청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사

회보장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조혁진. 2019. “대학 청소용역서비스산업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노동리뷰』 2019년 1월호. (한국노동연

구원).

조혁진. 2018.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는 작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소수노조의 집합적 무임승차

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 28집 4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혁진. 2018. “서비스산업의 고객 주도형 노동조합 조직화 사례: 대학 시설관리서비스작업장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117호. (비판사회학회).

조혁진. 2017.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형성에 관한 연구: 간접고용 비정규직 작업장에서의 ‘불만족의 삼각

동맹’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41집 3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혁진. 2017.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 구조에 대한 연구: 대학사업장

청소ㆍ경비 업무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 23권 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조혁진. 2015.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 경로: 국가형성기 국면별 접근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

30권 제 1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조혁진. 2015. “비정규직 노조화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대학 주차관리 노동자 사례.” 『사회과학연구』 제 23

집 제 1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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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진. 2010. “노태우의 동북아 지역인식과 평화구상.” 대통령기록관 편, 『대통령기록물 우수 연구논문』.

학술 발표
조혁진.2021.“학술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학 고용구조 개선 방안.” 2021 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2021 년 2 월 25 일).

조혁진. 2019. “IT 업계 노사갈등 쟁점분석 및 노사관계 형성-제도화 특성 연구.” 2019 년 한국산업노동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2019 년 10 월 25 일).

조혁진. 2018.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작업장의 변화: 비정형 비정규직 노조의 집합적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2018 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 학술대회. (2018 년 6 월 29 일).

조혁진. 2017. “여성 청소노동자, 왜? 지금 여기에?: 청소노동자의 생애사와 노동의 의미.” 2017 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년 11 월 18 일).

조혁진. 2017.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간접고용 비정규직 작업장을 중심으로.”

2017 년 한국산업노동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2017 년 10 월 27 일).

Hyukjin Cho. “The Making of the Precariat: A Case of Female Janitorial Workers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109th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ug.

18. 2014.

Hyukjin Cho. “More than Proletariat: Multiple Identities of Female Janitorial Workers.” Paper

presented at the 15th Annual Conference of Hong Kong Sociological Association. Dec. 06.

2013.

연구 보고서
조혁진·김윤영 외 . 2020.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중심직종 노동자의 이해대변』.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박명준 외. 2020.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 및 운영쟁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박치현·박해남. 2019. 『한국 대학 고용구조의 포용적 재구성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황선웅 외. 2019. 『공공부문 민간위탁 공영전환 국내·외 사례연구』. 고용노동부.

박명준·조혁진·황세원. 2019. 『지역과 일터혁신』.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조혁진 외. 2019.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조혁진 외. 2019. 『2019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고용노동부.

이상훈·김직수·조혁진. 2018. 『공공운수노조 지역지부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조돈문·조혁진 외. 2018.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우근·손정순·조혁진. 2018. 『성동지역 노동복지 요구조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정희·조혁진 외. 2018. 『2018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