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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심분야】

정보격차(digital divide),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사회

자본(social capital), 고령(older adults), 영유아(young children), 디지털 과의존(digital 

overuse)

【학력】

2017. 08. 25.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졸업 (4.03/4.30)

2010. 08. 20.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석사 졸업 (4.43/4.50)

2006. 02. 17.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학사 졸업 (4.27/4.50)

2001. 02. 09. 부천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2021.11.26.-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2017.11.13.-2021.11.25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2010.04.26-2012.12.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실 (위촉연구원)

2006.03.02-2008.08.20 ㈜현대리서치연구소 정보관리팀 (사원) 

【참여 활동】

2022.01.01-현재        <정보사회와 미디어> 편집위원

2020.03.01-현재 한국정보사회학회 총무이사

2017.12.20-2021.11.2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 운영위원

2016.09.01–2017.05.25 SSK 네트워크 시대의 다중극화와 불평등: 공존과 사회통합을 위한 

문제해결의 사회과학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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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1–2016.08.31  SSK 쏠림과 불평등: 네트워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연구보조원)

【교육 이수】

2020.01.06.-2020.01.10 Python 활용법 기초 (15 시간),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2020.01.13.-2020.01.17 Python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15 시간),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

학센터

2015.08.17.-2015.08.21. The 2nd KOSTAT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Workshop 

on Life TAbles and Event History Analyses (24 hours), 

STATISTIC KOREA, ASIA PACIFIC POPULATION INSTITUTE

【장학금】

2016.03 - 2017.08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플러스 우수 장학생

2015.03 - 2016.0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플러스 우수 장학생

2014.04 - 2014.12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2013.09 - 2014.0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플러스 우수 장학생

【학위논문】

오주현(2017). 장·노년층의 사회적 관계와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세대 내 격차 조명과 세대 

간 보완 관계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주현(2010). 사회자본 유형화와 인터넷 활용격차: SNS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게재논문】 *Corresponding author 

오주현, 박용완 (2022).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실험연구: 정책 프레이밍과 연령대

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한국노년학, 42(3). (pISSN: 1225-1356) (2022. 06. 01 게재 예정) KCI

Lee, Ae Ri, Park, Yong Wan, Oh, Joohyun* (2022). Investigating the cause and effect factors 

of young children’s smartphone overuse: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factor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ISSN: 1468-4462) (2022.01.30.) SSCI 

(IF=5.422) https://doi.org/10.1080/1369118X.2022.202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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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 (2021). 고령소비자의 비대면 상거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소비자 혁신성과 스마트폰 이용

능력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2(3), 1-27. (ISSN: 2508-7800) (2021.12.31.) KCI

Miyea Kim, Joohyun Oh*, Beomsoo Kim (2021). Experience of digital music services and 

digital self-efficacy among older adults: Enjoyment and anxiety as mediators. 

Technology in Society, 67. 101773. (ISSN: 0610-791x) (2021.10.8.) Impact Factor: 4.10 

IF(%): 8.636/7.955 SSCI

https://doi.org/10.1016/j.techsoc.2021.101773

주익현, 오주현* (2021). 고령층의 ICT사용과 주관적 건강상태: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

노년학, 41(5), 783-820. (pISSN: 1225-1356) (2021.10.01.) KCI

https://doi.org/10.31888/JKGS.2021.41.5.783

이애리, 박용완, 오주현* (2021). 영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영향 및 결과 요인 고찰: 부모의 자녀 스마

트기기 사용에 대한 통제 방법, 지도관찰 방법, 주사용 콘텐츠 종류에 따른 조절효과의 탐색적 분

석. 지식경영연구, 22(3), 173-199. (2021.09.30.) KCI

https://doi.org/10.15813/kmr.2021.22.3.010

Oh, Joohyun and Kang, Jeong-han (2021). Converting a digital minority into a digital 

beneficiary: Digital skills to improve the need for cognit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Information Development 37(1): 21-31. ISSN: 0266-6669(print), 1741-6469(web), SSCI 

doi.org/10.1177/0266666919888570

오주현, 박용완(2019).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 및 부모 인식 분석. 육아정책연구, 13(3): 

3-26. doi.org/10.5718/kcep.2019.13.3.3 (ISSN: 1976-6793) (2019.12.31) KCI 등재지

구윤모, *오주현(2019).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적 자

본 관점, Information Systems Review 21(3): 131-149. (2019.08.31) (ISSN: 1229-5078) KCI 

등재지. doi/org/10.14329/isr.2019.21.3.131

박재영, 한치훈, *오주현(2019). 청소년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8): 1-13. (2019.08.28) (ISSN: 1738-1916) KCI 등재

지. doi.org/10.14400/JDC.2019.17.8.001

오주현(2018).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이 ICT 이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3): 

1-12. (2018.03.28) (ISSN: 1738-1916) (2018.03.28.) KCI 등재지. 

doi.org/10.14400/JDC.2018.16.3.001

오주현(2017).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화와 사회관계의 영향력: 정보기기 및 서비스 활

용 능력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2): 39-82. (2017.06.30) (ISSN: 1598-5733) KCI 

등재지

Oh, Joohyun(2016). Possibility of converting the elderly into active smartphone us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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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ridging the communication divide. As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8(1): 32-47. (2016.05.31)

오주현, 강정한(2016).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정책연구 23(1): 95-123. 

(2016.03.31) KCI 등재지

오주현, 강정한(2014). 이질적 연결망 기반 사회자본이 사회통합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SNS의 역할: 

2012 한국종합사회조사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4): 141-188. (2014.12.30) KCI 등재지

황주성, 오주현(2011).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기조직화에 대한 사례 연구: (주)다음 카페를 대상으로. 한

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5(5): 261-285. (2011.10.31.) KCI 등재지

서문기, 오주현(2011).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13:111-138. (2011.02.28.) KCI 등재후보지

【수상】

2021. 06. 22.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18. 05. 1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신진학자 우수연구상. 

오주현, 강정한 (2018). 디지털 이용능력(digital skills)이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2017. 02. 21. 제13회 전국사회학과대학원생 학술대회 우수상.

오주현(2017).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유형화와 가족 구성의 영향력: 역량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활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회적연대와 공존 사업단. 연세대학교.

2015. 12. 02.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우수논문장려상. 

오주현, 강정한(2014). 이질적 연결망 기반 사회자본이 사회통합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SNS의 

역할: 2012 한국종합사회조사 분석. 연세대학교

2015. 09. 04. 제3차 한국미디어패널학술대회 최우수상.

오주현(2015). 고령층의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영향 요인: 소외 계층에서 적극적 이용자로의 

가능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양재 L타워

2014. 11. 20. 중앙대학교 청년사회학도상 우수상.

오주현(2014). 네트워크 양면성과 개인정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

과

【연구보고서】

오주현(2020).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효과 분석 최종보고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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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04(대외비) SK텔레콤.

김범수, 오주현 외(2019). 디지털 포용사회의 신정보역량체계 마련.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보고

서 2019-08.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주현(2019).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효과 분석 중간보고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01(대외비) SK텔레콤.

오주현(2018).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의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KISDI Stat 

Report, 18-18.

이호영·오주현·김석호·정부연·이윤석(2012). 디지털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2-12(방송통신정책연구 12-진흥-002).

이호영·문상현·김정수·박준흠·오주현(2012). 디지털 한류와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12-10.

이호영·김희연·오주현·배영(2012).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 형성 매커니즘 비교.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12-22-02).

김희연·오주현(2012). 국내외 SNS 현황과 사회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24(12): 

19-42.

이원태·황용석·박남수·이현주·오주현(201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

시 제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13-02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기본연구 11-23-02).

이호영·최항섭·오주현(2011).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Ⅲ) 시리즈 11-07.

황주성·정준희·이원·심영섭·전범수·김경환·김택환·오주현(2011).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 분석(II): 동영

상 플랫폼의 국가 간 비교연구. 정책자료 11-08.

황주성·김택환·김정기·전범수·김대호·정준희·이상훈·이원·김진웅·심영섭·윤석민·조영신·김경환·백승혁·김사

혁·오주현(2010).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 분석. 정책연구 10-32.

황주성·오주현(2010).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기조직화에 대한 사례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컨

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Ⅱ) 시리즈 10-06.

【저서】

배 영, 최항섭 외(2021. 3. 5). “정보사회에서의 인간의 연결과 고립”, 지능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사. 

공동집필 (저자 순서 5/20) ISBN: 979-1197-127-977

조화순 외(2021. 3. 5). “노인소외와 앵그리 올드, 그리고 앵그리 영의 노인혐오”, 네트워크와 혐오사회. 

한울아카데미. 공동집필 (저자 순서 7/12) ISBN: 978-894-607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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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외(2020. 12. 31)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독거 어르신과의 만남”,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 ‘빠른’을 넘어 ‘바른’ ICT로. 이담북스. 공동집필 (저자순서 7/13) ISBN: 979-1166-032-820

김범수 외(2020. 11. 03). 비대면 시대, 바른ICT로 온택트 하기. 이담북스. 공동집필 (저자 순서 2/8) 

ISBN: 979-1166-031-762

【학술대회 및 포럼(발표)】

이애리, 박용완, 오주현(2021).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측 요인: 부모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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