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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의식 조사연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산업안전관리공단

2003. 5.

“안전문화와 효율적인 안전경영체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관리공단
2005. 9
“식민지 시기 재만조선족 교육”
연세대학교
2006. 3-10. “외국계 기업과 국내기업의 안전문화비교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5.
“산재취약계층의 규모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8-2006. 11.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조사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9-2007. 6. “식민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의 역사: 구술사료의 수집과 정리
를 바탕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5-2007. 9. “산재 발생형태 및 기인물에 의한 산재원인 심층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8.-2013. 4. “사회학과 BK, "한국사회의 배제와 포섭: 한국 및 동아시아 비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9. 4.-2009. 10. “과학기술, 사회윤리 그리고 과학정책의 상호작용 이해프로그램 개발”

2009. 5

한국과학창의재단

"사건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구조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9- 2013. 2.“융합감성과학”
연세대학교 미래유망사업연구
2010. 7.- 2011.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산 및 가계 수지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9.-2013. 8. “인터넷과 감성사회”
가비아 (주)
2013. 3.-2013. 11. “주요 외국의 업종별 사망재해 조사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9.-2014. 8. “노스탤지어와 한국사회의 후기 근대적 재구성”
한국연구재단
2012. 9.-현재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사회인문학”
한국연구재단

2013. 6.-현재

“서애 류성룡 연구”
(사)서애선생기념사업회

2013. 9.-현재

사회학과 BK+, "사회적 연대와 공존“
한국연구재단

2016 – 현재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