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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론의 현대적 조망』, 1장,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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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디아스포라의 민족주의: 미주 한인 후예들의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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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한울아카데미.

2017. 8. “대중음악 향수: ‘쎄시봉’과 ‘7080’세대”, 『향수 속의 한국 사회』, 6장, 한울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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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연구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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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생존자의 인식과 조직신뢰”

「경제와 사회」24호

2002. 6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조직몰입”(공저: 이경용)

「한국사회학」36권 3호

2002. 9 “시카고 한인타운의 텍스트해석”

「공간과 사회」17호

2003. 6. “인터넷 사용과 직무태도의 변화” (공저: 이경용)

「한국사회학」37권 1호

2003. 6. “인터넷 사용과 직무감시”(공저: 이경용)

「경제와 사회」57호

2003. 6. “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27권 89호

2003. 12. “계층의 불평등과 형평의 원리,” [창착과 비평], 겨울호.

2004. 10.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인식과 생존자의 직무태도” 「사회발전연구」

2005. 8. “기업구조조정과 생존자들의 사회심리적 건강”(공저; 이경용)



「한국사회학」제 39 집 4 호

2007. 4. “노동중독: 직무태도와 조직특성의 관점에서 본 사회심리적 접근”

「한국사회학」제 41 집 2호

2007. 12. “세대간 빈곤 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제 4 1집 6호, pp.1-36. (공저: 김위정)

2008. 12. “1930년대 만주의 조선족 마을 공동체 - 흑룡강성 오상현 조선족 마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제 144집, pp.33-73. (공저: 이수철)

2008. 12. “ ‘신두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천민성과 우중성에 대한 성찰”

「공간과 사회」통권 제 30 호

2009. 5. “한국전쟁의 기억과 반공(反共)보수성의 고착: ‘남정리’ 한 부부의 생애를 중심으

로”

「한국문화인류학」42권 1호

2009. 6. “작업장 폭력: 직무환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 20 권 제 2 호

2009. 8.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정부와 신문미디어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17권 3호

2009. 9. “국내외 기업 간의 안전관련 의사소통의 차이 연구”

「대한안정경영과학회지」제 11 권 제 3 호 (공저: 이경용, 서남규, 이용갑)

2010. 3. “감성과학을 위한 측정기법의 최근 연구 동향”

「감성과학」13권 1호. pp.235-242. (공저: 정효일, 박태선, 이배환, 윤성현, 이우영)

2010. 6.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33권 2호. pp.195-224.

2010. 6. “사업장내 의사소통이 안전의식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12권 2호. pp.9-16. (공저: 이경용, 서남규, 이용갑)

2011. 11. “대박열풍과 ‘카지노’ 사회”

「사회과학논집」42권 2호. pp.51-77.

2011. 12. “‘호혜경제’의 탐색과 전망: 유형적 분류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19권. pp.177-213.

2012. 2. “서평:인권에 대한 경험적 지표와 이론적 해석의 가교(架橋)”

「한국사회학」46권 1호. pp.194-199.

2012. 4.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

「한국사회학」46권 2호. pp.123-149. (공저: 이경용, 이가람)

2012. 12.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32호. pp.5-18. (공저: 김종우)

2013. 11. “도덕감정: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 이론」23권. pp.135-172.

2013. 12. “자살예방과 생존자 치유를 위한 의료종교학적 접근의 전망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34권. pp.37-63. (공저: 방사무엘연상)

2014. 6. "고자살-절망사회에서 정상사회로"

「시대정신」63호, pp.74-93.



2014. 10. “한국의 교육열”

「지식의 지평」17호, pp.104-120.

2014. 12.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37호. pp.5-24.

2015. 12, “향수: 대중음악과 ‘칠공팔공(7080)’ 세대의 그리움에 대하여”

「한국사회조사연구소」28호. pp.9-44.

2016. 12, “감정노동과 인권: S메트로 역무원 사례에 대한 ‘역량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조사연구소」30호. pp.9-45.

2016. 2, “감정노동 담론의 경합과 공존: 의미연결망을 통한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50호. pp.163-188.

2017. 2, “혐오 혹은 매스꺼움과 배제의 생명정치”

「사회사상과 문화」20호. pp.111-149.

2017. 12,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25호. pp.7-59.

2018. 3, “도덕감정과 호혜경제”

「사회사상과 문화」21호. pp.45-79.

(참여 프로젝트)

1994. 4 "한국근로자들의 삶의 질 연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4. 12 "공동체 이념의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7. 3. "현대조직원리로서의 충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9. 11. "경제위기의 사회적 충격과 공기업의 변화 연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9.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신념체계 구축방안”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1. 4. “디지털 정보시대의 새로운 사회구성원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2. 11. "인터넷 사용의 국제비교 연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미국 UCLA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20개국의 연구소가 참여)

2002. 11. “계급간 문화자본의 비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2. 1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의식 조사연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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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창의재단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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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