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불평등 연구회 심포지엄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 401호 (이만섭 홀) 

2016. 7. 1일(금) – 2016. 7. 2(토)  

[첫째 날] 

일시 시간 프로그램 

7월 

1일 

(금) 

09:30 

– 

10:00 

등록 

10:00 

– 

12:00 

세션 1: 교육불평등 (사회: 박현준, Univ. of Penn) 

변수용, 정희진 

(Penn. State. Univ.) 

우리 아이 대한민국 1% 만들기 프로젝트? : 자녀의 국제중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문상균, 배한나, 최재성 

(성균관대) 

학원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사교육 공급에 관한 공간 분석 

김조은, 채혜원 

(Penn. State. Univ.) 
한국에서의 교육적 동질혼의 세대전이 

전하람, 임혜정 

(고려대)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교육적 관여와 교육투자의 매개효과와 상호작용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특별 강연: (사회: 염유식, 연세대) 

Professor Kazuo 

Yamaguchi 

(Univ. of Chicago) 

Gender Segregation of Occupation and Profession 

—A Neglected Major Barrier to Gender Equality in Japan 

14:20 

– 

16:00 

세션 2 (in English) : Health Inequality (사회: 이명진, 고려대) 

Jinyoung Kim 

(Korea Univ.) 

Differential Effect of Marriage on Depression by 

Education Levels: A Longitudinal Analysis 

Jooyoung Roh 

(Penn. State Univ.) 

Do Residential Contexts Matter for Individuals’ 

Suicidality? : Contextual Inequality in Exposure to 

Suicide in South Korea 

Minhye Kim, Paulin 

Straughan, Qiushi Feng, 

and Adeline Seow 

(Naional Univ. of 

Social Network Structures as Mediators of Health 

Inequalities among Young Elderly in Seoul 



Singapore), Eunjin Cho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ei-Fen Chan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Government) 

Yoosik Youm 

(Yonsei Univ.) 

A Beginning of a New Story? : Inequalities in the 

Cognitive Function among Older Adults and the Role of 

Social Networks in the Brain Degeneration 

16:20 

– 

18:20 

세션 3: 불평등과 정치—의식, 투표, 운동 (사회: 김성훈, 이화여대) 

이가람 (연세대) 상대적 박탈감의 측정과 비교 가능성 탐색 

최정원 (서울연구원) 
Just the Facts, Ma’am 

: Making Sense of Public Opinion of Inequality 

서휘원 
한국 선거에서 불평등 민주주의 

—제 18대 대선 소득별 투표 형태 분석 

이철승 (Univ. of Chicago)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조건과 전략 

18:30 

– 

20:00 

만찬 

 

[둘째 날] 

일시 시간 프로그램 

7월 

2일 

(토) 

09:30 

– 

10:00 

등록 

10:00 

– 

12:00 

방법론 특강: 질적방법론 

주해연 

(Univ. of Toronto) 
질적방법론과 사회학 연구의 실제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포스터 세션: 한국사회 불평등 추이변화 

신광영(중앙대), 공주(중앙대) 
The Job Mobility in South Korea and 

Japan: Flexibility, Fluidity, or Segmented 



 

 

 

Mobility 

이성균(울산대)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기회불평등 의식 결정요인 

김창환 (Univ. of Kansas)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김영미(연세대), 차형민(연세대) 

분리와 차별의 장기지속: 분단노동시장 내 

성별직종분리와 남녀임금격차 추이 분석, 

1994 - 2014 

계봉오(국민대), 최율(한양대) 한국의 부모 및 자녀 동거 형태 변화 추이 

이왕원, 김문조(고려대),  

최율(한양대)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상향

이동의식 동항: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중심으로 

14:20 

– 

16:20 

세션 4: 젠더 불평등 (사회: 권현지, 서울대) 

김양숙 

(Univ. of Toronto) 

“Aunties” versus “Worker citizens” : 

Ethnic Boundary—Drawing Strategies in 

South Korea’s Precarious Care Market 

이도일 

(연세대) 

언행일치? : 다층모형을 통해 살펴 본 맞벌

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 분석 

이진아 

(연세대) 

문학작품 정전화 과정에서의 여성작가 배

제와 저평가 

이나영 

(중앙대) 

여성혐오와 페미니사이드—성차별 문화와 

혐오의 감정동학 

16:30 

– 

18:30 

세션 5: 노인과 복지 (사회: 김수정, 동아대) 

박경숙 

(서울대)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의 다양성과 그 

요인에 대한 비교사회적 접근 

임정재 

(연세대)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다수준 분석 연

구: 지역수준 요인들의 성차를 중심으로 

노법래 

(서울대) 

복지국가의 지출 구조와 소득 불평등에 관

한 비교 연구: 복지국가 다양성의 고려와 

비교연구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지도> 

 

 

장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 401호 이만섭 홀 (지도상 511번 건물) 

일시:  2016. 7. 1일(금) – 2016. 7. 2(토)  

등록비:  3만원 (점심식사 및 만찬 포함, 학생은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