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술 연 구 자

업데이트 일시 : 2021년 07월 19일 00시 15분 57초

1. 기본정보

2. 연구분야

전공 가족사회학
전공 보건사회학
전공 조직사회학

3. 경력사항

No. 근무년월 근무처 직위
1 2021.03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2 2019.09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3 2018.03 ~ 2019.08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후연구원

4. 취득학위

1

취득학위구분 박사 학위시작년월 2011.03 학위취득년월 2018.02
수여대학 연세대학교 수여국 대한민국 단과대학

학과 사회학과 연구분야
경제/조직사회

학
세부전공명 조직생태학

학위논문제목(원어)
한국 신용협동조합의 조직생태학, 1960-2016: 설립, 성장, 소멸의

역동성

학위논문제목(타언어)
Korean Credit Union Organizational Ecology, 1960-2016:

Dynamics of Founding, Growth, Death

2

취득학위구분 석사 학위시작년월 2006.03 학위취득년월 2008.02
수여대학 고려대학교 수여국 대한민국 단과대학

학과 언론학과 연구분야
매스커뮤니케이

션
세부전공명

매스커뮤니케이

션효과이론

학위논문제목(원어) 미디어와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성명
한글 주익현
영문 Ik Hyun Joo

국적 대한민국

연락처 EMAIL주소 miltonlesser@gmail.com

현소속
기관 광운대학교
전공 사회학 직급 연구교수 재직여부 재직

거주국가 대한민국



5. 논문게재

1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유형
논문제목(타언어)

게재년월 2021.06 게재권/집(호) (55) 페이지 25-46
학술지명 주관성 연구
발행처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연구 학문분야 교육/지식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93318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3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김정수,주익현공동(교신),김장엽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7.01 논문 ID ART002727594

2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유급노동･가사･돌봄･여가 시간사용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제목(타언어)

게재년월 2021.03 게제권/집(호) 44(1) 페이지 109-133
학술지명 한국인구학
발행처 한국인구학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62986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2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공동(제1),주이화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4.06 논문 ID ART002703477

3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방위산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유형 연구
논문제목(타언어)

게재년월 2021.03 게제권/집(호) (54) 페이지 93-115
학술지명 주관성 연구
발행처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연구 학문분야 경제/조직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93318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2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공동(제1),김정수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4.05 논문 ID ART002696721

4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전쟁위기감에 대한 연령･시대･세대 효과 분해

논문제목(타언어)
The Decomposition of Age-Period-Cohort Effects on War Threaten

Subjective Perception
게재년월 2021.02 게제권/집(호) 11(1) 페이지 151-179
학술지명 공공사회연구
발행처 한국공공사회학회

연구 학문분야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2233663X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2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공동(제1),심상렬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3.02 논문 ID ART002685396



5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안전한 정신질환자 치유환경에 대한 정신건강전문가의 인식 유형
논문제목(타언어)

게재년월 2020.09 게재권/집(호) (52) 페이지 27-46
학술지명 주관성 연구
발행처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연구 학문분야
의료/복지/사회정

책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93318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3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공동(제1),이명수,임은정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630597

6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업에 미치는 효과
논문제목(타언어)

게재년월 2020.08 게제권/집(호) 24(3) 페이지 19-33
학술지명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발행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7380391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1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단독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618637

7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노인의 정보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특성 연구

논문제목(타언어)
The effect of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n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f older adults
게재년월 2020.08 게제권/집(호) 40(4) 페이지 729-746
학술지명 한국노년학
발행처 한국노년학회

연구 학문분야
의료/복지/사회정

책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51356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2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구본미,주익현공동(교신)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612403

8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화: 경제성장, 공동체, 환경
논문제목(타언어)

게재년월 2020.06 게제권/집(호) (51) 페이지 69-88
학술지명 주관성 연구
발행처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연구 학문분야
의료/복지/사회정

책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93318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3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공동(제1),채철균,구본미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598221



9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부모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
논문제목(타언어)

게재년월 2020.03 게재권/집(호) 104(1) 페이지 153-177
학술지명 여성연구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57214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2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공동(제1),채철균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576431

10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남자가 여자를 ‘도와줄’ 때: 부부 간 가사노동 분업에서 시간대 동기화의 중요성

논문제목(타언어)
When a Man ‘Helps’ a Woman: The Importance of Time Overlap in the

Division of Housework within Married Couples
게재년월 2019.05 게제권/집(호) 53(2) 페이지 213-248
학술지명 한국사회학
발행처 한국사회학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50120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2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공동(제1),최성수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468722

11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시간은 돈이다?: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 통근시간의 계층화

논문제목(타언어)
Can Our Money Save Our Time on Road? : Family Income and Commute

Time in South Korea
게재년월 2019.03 게제권/집(호) 42(1) 페이지 1-31
학술지명 한국인구학
발행처 한국인구학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62986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2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최성수,주익현공동(교신)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456261

12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자녀의 취침시간이 부모의 취침시간에 미치는 효과: 맞벌이 부부의 성별격차를

중심으로
논문제목(타언어) The Children’s Bedtime Effects on Parent’s Bedtime

게재년월 2018.12 게제권/집(호) 41(4) 페이지 89-112
학술지명 한국인구학
발행처 한국인구학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62986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1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단독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431055



13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부부의 가사노동 동기화 수준이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논문제목(타언어)
The effects of couples’ housework time synchro level on wives’ satisfaction

about division of household labour
게재년월 2018.11 게재권/집(호) 49(2) 페이지 93-112
학술지명 사회과학논집
발행처 사회과학연구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53529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1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단독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407627

14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남편의 가사활동이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논문제목(타언어)
The effects of husbands’ doing housework on the couples’ satisfaction about

division of housework
게재년월 2018.06 게제권/집(호) 97(2) 페이지 141-166
학술지명 여성연구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57214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1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단독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361067

15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자녀돌봄노동이 아내의 수면부족에 미치는 효과
논문제목(타언어) The Child Care Work Effects on Wives’ Lack of Sleep

게재년월 2017.12 게제권/집(호) 40(4) 페이지 79-102
학술지명 한국인구학
발행처 한국인구학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62986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1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단독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308071

16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맞벌이 여성의 소득기여도가 가사 시간량에 미치는 효과: 2004년, 2009년,

2014년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논문제목(타언어) The Effects of Wives’ Income Contribution on Their Housework Time

게재년월 2015.11 게제권/집(호) 46(2) 페이지 49-68
학술지명 사회과학논집
발행처 사회과학연구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53529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1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단독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20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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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계층별 맞벌이 여성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논문제목(타언어)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Dual-earner Couple's Combined

Monthly Income on Subjective Time Pressure
게재년월 2015.05 게재권/집(호) 46(1) 페이지 111-135
학술지명 사회과학논집
발행처 사회과학연구소

연구 학문분야
가족/성(gender)

의사회학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12253529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1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주익현단독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1994259

18

학술지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등재

논문제목(원어)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적 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논문제목(타언어)
Social Capital and its Democratic Consequences: Effects of Media Uses and

Social Capital on Political Interest, Trust, and Participation
게재년월 2007.12 게제권/집(호) 51(6) 페이지 190-217
학술지명 한국언론학보
발행처 한국언론학회

연구 학문분야 정치커뮤니케이션 발행국가 대한민국 논문언어 한국어
ISSN번호 인용지수 전체저자수 2

관련 연구과제
참여자 민영,주익현공동(참여)
검증여부 검증완료 검증일시 2021.02.01 논문 ID ART001261700

10. 학술활동

1

학술대회명 2021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논문(원제목)
연령, 시기, 세대에 따른 한국인의 가사분담 의식 동태적 변화: 사회조사

2010-2020년 가족모듈 분석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21.06.04-2021.06.04

발표논문집명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논문집
개최기관명 한국인구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2

학술대회명 2021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논문(원제목) 연령, 시기, 세대가 신종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21.06.04-2021.06.04

발표논문집명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논문집
개최기관명 한국인구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의료/복지/사회정책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3

학술대회명 2021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논문(원제목) 노인들의 행위별 ICT 기기사용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21.05.28-2021.05.28

발표논문집명 한국노년학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노년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인구/노인/지역사회학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4

학술대회명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논문(원제목) 비대면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 Q방법론 적용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20.12.18-2020.12.19

발표논문집명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사회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교육/지식사회학 저자구분 공동(제1)
전체저자수 2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5

학술대회명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논문(원제목)
분가한 자녀의 자택취득, 분가시킨 부모의 자택포기: 노동패널 사건사

분석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20.12.18-2020.12.19

발표논문집명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사회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공동(제1)

전체저자수 2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6

학술대회명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논문(원제목)
맞벌이 부부의 수면패턴과 주관적 건강: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20.12.18-2020.12.19

발표논문집명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사회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의료/복지/사회정책 저자구분 공동(제1)
전체저자수 2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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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2020 후기인구학회 학술대회
논문(원제목)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20.12.04-2020.12.05

발표논문집명
2020 후기인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인구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8

학술대회명 2019 한국 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논문(원제목)
경력단절? 성별 교용격차!: 이공계 분야에서 청년층 여성 인력이 부족한

이유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19.12.20-2019.12.21

발표논문집명
2019 한국 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사회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공동(제1)

전체저자수 2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9

학술대회명 2019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

논문(원제목)
거주지 면적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물리적 공간에서 사회적

공간으로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19.11.29-2019.11.29

발표논문집명
2019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인구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의료/복지/사회정책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10

학술대회명 41th International Association Time Use Research

논문(원제목)
Dual earner couples' income effects on doing sport activities in South

Korea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외/미국 개최일자 2019.07.10-2019.07.12

발표논문집명

41th International

Association Time Use

Research paper

개최기관명 IATUR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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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2019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논문(원제목) 10대 초중고 재학생 청소년의 운동시간량 결정요인 탐색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19.06.14-2019.06.14

발표논문집명
2019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인구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12

학술대회명 2018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논문(원제목)

The ecological interdependence of emergent and established

organizational populations: South Korean credit unions and

commercial banks: 1960-2016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18.12.07-2018.12.08

발표논문집명
2018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사회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경제/조직사회학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13

학술대회명 2018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

논문(원제목)
남편의 가사활동이 아내의 가사부담을 줄이는가?: 가사노동 교대수행의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18.11.30-2018.11.30

발표논문집명
2018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인구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14

학술대회명 40th International Association Time Use Research

논문(원제목)
A study on the children care work effects on parents' bedtime in

South Korea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외/헝가리 개최일자 2018.10.24-2018.10.26

발표논문집명

40th International

Association Time Use

Research Paper

개최기관명 IATUR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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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명 40th International Association Time Use Research

논문(원제목)
Can our money save our timeon road? Familyincome and commute

time in South Korea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외/헝가리 개최일자 2018.10.24-2018.10.26

발표논문집명

40th International

Association Time Use

Research paper

개최기관명 IATUR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공동(교신)

전체저자수 2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16

학술대회명 2018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논문(원제목)
취침시간대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취침시간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18.06.08-2018.06.08

발표논문집명
2018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인구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의료/복지/사회정책 저자구분 단독
전체저자수 1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17

학술대회명 2018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논문(원제목) 기혼 부부의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논문(타언어제목)
개최국 국내/대한민국 개최일자 2018.06.08-2018.06.08

발표논문집명
2018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개최기관명 한국인구학회

발표장소 저작 페이지 -

연구분야
가족/성(gender)의사회

학
저자구분 공동(교신)

전체저자수 2 관련연구과제
공동저자명

11. 수상사항

No. 수상년월 수상명 수상구분 수여기관 수여국가

1 2003.11

제28회

전국대학생학술연구발표대회

사회과학분야 장려상

단독수상 (구)교육인적자원부 대한민국

12. 자격사항

No. 자격취득년월 자격증명 자격부여기관
1 2017.07 SAS BASE PROGRAMMER S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