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Vitae
진미정 (陳美靜, Meejung Chin)

1.

경력 및 학력사항

1) 경력사항
2015. 8 - 현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학장

2013. 9 - 현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2015. 3 - 현재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014. 1 - 현재

교육부 지정 학부모정책연구센터 겸임연구원

2013. 6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문자격과정 부장교수

– 2015. 7
2012. 2 – 2014. 2
2011. 2 – 2014. 2.
2008. 10 –2013. 8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장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장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2010. 3 - 2011. 1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방문교수

2008. 3 - 2010.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장

2006. 3 - 2010.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장

2006. 4 - 2009. 12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2004. 2 - 2008.9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2001. 8 - 2004. 1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University of Chicago 연구원

2000. 6 - 2001. 5

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연구원

2000. 9 - 2001. 6

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박사후과정

2) 학력사항
2000. 9 - 2001. 6.

시카고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M.A.)
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아동가족정책 전공)

1995. 8 - 2000. 8.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박사 (Ph.D. Dual Degre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인간발달 및 가족학, 인구학 복수전공)

1991. 3 - 1993.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 (M.H.E.)
(가족학 전공)

1987. 3 - 1991. 2.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학사(B.H.E., 우등졸업)
(교직 이수: 가정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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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상 사항
2016. 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2015. 5.

국민포장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10. 11.

LG연암학술문화재단 해외교수 지원 선정

2008. 5.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2.

학술 연구 실적

1) 학술지
59. 김소영, 진미정 (2016.9).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
의. 한국가정관리학회 34(5).
58. 김소영, 진미정 (2016.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
석. 한국가정관리학회 34(3), 65-84.
57. 권순범, 진미정 (2016).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사용 양태: 단
독주행동, 동시주행동, 동시부행동을 기준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34(3), 27-43.
56. Soyoung Kim & Meejung Chin (2016).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ssociated with
how parents communicate with school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9(5), 464-477. DOI:10.1080/00220671.2014.979912
55. 서현석, 김월섭, 진미정 (2015). 학부모-교사 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교사 연수의 방
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283-307.
54. 조은숙, 진미정 (2015). 가족관계문제징후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3),
133-156.
53. 진미정 (2015.10). 기혼 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가족 전이: 자영업자, 무급가
족종사자, 임금근로자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5), 25-35.
52.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9).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소득
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38.
51. 김소영, 진미정 (2015). 초중고 학교급별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요인. 가족과 문화, 27(2),
27-60.
50. 김소영, 진미정 (2015.4).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시간사용 유형화와 유
형별 시간사용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71-88.
49. 최슬민, 진미정 (2015.2).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상적인 돌봄
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1), 87-97.
48. 송혜림, 박정윤, 진미정, 정지영 (2015). 가족정책 전달체계 통합 논의에 대한 제언.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49-71.
47. 진미정, 변주수, 권순범 (2014.12). 한국 가족생애주기의 변화: 1987년 공세권 연구와의
비교. 가족과 문화, 26(4), 1-24.
46. 진미정, 이현아, 서현석 (2014.6). 인성개념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가정 내 인성교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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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85-97.
45. 서현석, 진미정, 도유록 (2014.2). 한부모 가족의 학부모 참여 실태와 자녀교육의 어려움
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181-201.
44. 진미정, 성미애, 변주수 (2014.2). 50~60대 기혼남녀의 노년기 가족생활 전망: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 전망과 관련된 요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27-41.
43. 조희금, 김선미, 이승미, 진미정, 이현아, 성미애 (2014.2). 중년기 기혼남녀의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과 가족정책에의 함의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51-166.
42. 옥선화, 진미정, 그레이스정, 김지애 (2014). 한국인 기혼남녀와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족
의 가족생활문화 비교: 가족의례와 가족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2(1),
75-85.
41. 노신애, 진미정 (2013).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가족친화성 평가: 서울시
거주 미취학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279-294.
40. 이현아, 진미정 (2013). 가정 내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지원 방안 탐색.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31(4), 68-82.
39. 유재언, 진미정 (2013.9).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 거주자의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97-127.
38. 유재언, 진미정 (2013).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25개 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61-77. (최우수
석사학위논문상)
37. 이윤주, 진미정 (2013). 영유아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대한가
정학회지, 51(2), 229-239. DOI:http://dx.doi.org/10.6115/khea.2013.51.2.229
36. Miai Sung, Meejung Chin, Jaerim Lee, & Soyoung Lee (2013). Ethnic Variations 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iv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 226-240. DOI: 10.1111/j.1741-3729.2012.00753.x
35. 이승미, 송혜림, 이완정, 성미애, 진미정, 이현아 (2012).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
족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183-199.
34. 유재언, 진미정 (2012.12). 도시화 규모에 따른 미취학자녀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39-51
33. 진미정, 유재언 (2012). 지리적 근접성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7), 13-20.
32. 이현아, 진미정 (2012). 취업 부모의 학교참여 경험 및 학교참여휴가제에 대한 요구. 대
한가정학회지, 50(6), 119-130
31. 김서현, 진미정 (2012).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위한 가정과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타당
화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3), 1-34
30. 진미정, 성미애 (2012). 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지각: 가족친화제도
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3-24.
29. 성미애, 진미정, 이재림, 최새은 (2012). 건강가정사의 직무 및 근무환경 인식. 한국생활
과학지, 21(3), 453-468.
28. 노신애, 진미정 (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35-149.
27. Meejung Chin, Jaerim Lee, Soyoung Lee, Seohee Son, Miai Sung (2012). Fami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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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1), 53-64. DOI 10.1007/s 10826-022-9480-1
26. Meejung

Chin

(2011). Family

Attitudes

and Gender Role Divisions

of

Married

Vietnamese and Korea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2 (2),
65-75.
25. 배다영, 진미정 (2011).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경제적 여건의 차이.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9(5), 121-140
24. 이윤주, 진미정 (2011).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 특성. 한국인구학, 34(2),
97-117.
23. 옥선화, 진미정 (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49(4), 77-86
22.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 (3), 31-51.
21. 송혜림, 고선강, 박정윤, 권혜진, 김유경, 진미정 (2010). 가족친화환경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실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341-361.
20. 람후 뭉크나릉, 진미정 (2010).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노동자의 분거 부부관계 경험.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5(2), 31-48.
19. 진미정, 이윤주 (2010).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대한가정
학회지, 48(6), 1-14.
18.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2010). 비혼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가
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17. 송혜림, 성미애, 박정윤, 진미정 (2009).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가족정책의 대응, 보건복지
포럼, 151, 53-65.
16.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아동학회지, 30(6),
1-14.
15. 성미애, 진미정 (2009). 빈곤 한부모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 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21(3), 1-28.
14. 박정윤, 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서지원, 이완정 (2009). 부모역할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6), 91-108.
13. 이성림, 손상희, 진미정, 성미애 (2009). Sen의 능력 접근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77-98.
12. 변주수, 진미정 (2008).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관련성 연구.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26(5), 259-278.
11. 진미정 (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10.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
(1), 147-164.
9. 진미정 (2008).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성별 비교를 중심으
로. 인간발달연구, 15(1), 139-157
8. 진미정, 이순형 (2007).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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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7. 이순형, 진미정 (2006).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 1-19.
6. 진미정, 이순형 (2006).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 귀인성향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4, 141-152.
5. 송혜림, 성미애, 이승미, 진미정 (2005). 건강가정개념에 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79-190.
4. 진미정, 김은정 (2005). 빈곤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 163-188.
3. 김은정, 진미정 (2004). 빈곤여성가장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및 관련변인 고찰. 가
족과 문화, 16(3) 43-71.
2. 진미정 (2003).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우울 증세간의 인과관계 연구: 미국의 New
Chance Demonstration Study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7), 169-184.
1. Meejung Chin (2002). Longitudinal Patterns of Financial Kin Support and Welfare to
Single Mother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3(1), 37-54.

(

※ Bold: 교신저자)

2) Book Chapters (총 3편)
진미정 (2015). 한국가족정책의 특수성과 과제: 미시공공성과 공동체성. 최연실 외. 한국가족
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Meejung Chin, Jaerim Lee, Soyoung Lee, Sohee Son, & Miai Sung (2013). Family Policy in
Korea: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In M. Robila (Ed.), Family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s. Springer.
Meejung

Chin

(2011).

Korean

Families

in

Mid-Life:

Over-Emphasis

on

Children’s

Education. In Ok, S. (Ed.), Korean Families: Change and Continui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3) 단행본
13. 이순형, 최연실, 진미정 (201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2. Soon-Hyung Yi, Soo-Churl Cho, Changdai Kim, & Meejung Chin (2014).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SNU PRESS.
11. 진미정, 이강이, 이현아, 서현석, 최인숙 (2014).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교육.
교문사.
10. 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14).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과 권위
인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9. 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11). 탈북인의 공·사적 세계와 의사소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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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8. 조희금, 송혜림, 정영금, 김선미, 고선강, 권혜진, 김유경, 민하영, 박정윤, 서지원, 이재림,
진미정 (2011). 가족의 고민, 실천을 말한다. 2010 가족정책포럼 총서. 인스미디어.
7. 송혜림, 진미정, 배순영, 윤진숙, 서영숙, 박한정 (2010). 가족의 고민, 대안을 말한다.
2009 가족정책포럼 총서. 도서출판 신정.
6. 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9). 탈북인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진미정, 이순형, 김창대 (2009). 탈북민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서울: 학지사.
4.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8).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
부. 학술원 우수도서.
3. 조희금, 송혜림, 공인숙, 이승미, 이완정, 박혜인, 조재순, 김선미, 최연실, 진미정 (2008).
가정생활복지론. 도서출판 신정.
2.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2006).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 김은정. 진미정 역 (2006). 한부모 어머니들의 취업과 복지: 빈곤한 미국 한부모 어머니들
의 삶. 도서출판 신정. Kathryn Edin & Laura Lein (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7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4) 연구 프로젝트
기간

제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교육과정 운

2016. 9 - 2016.12

영안 개발

2016. 3 - 2016.11
2016. 4 - 2020. 3
2015. 6 - 2015. 10
2015. 6 - 2015.12
2015.4.1. – 2015 11.30

2015.2.1. - 2017.1

2014. 6 – 2015.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연구책임자, 18,000천원)
SBS미래한국리포트 연구
SBS미래재단(연구책임: 한준)
5C형 아동가족학 인재양성 사업
한국연구재단 BK21+(연구책임: 이순형)
학부모정책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연구책임자, 19,500천원)
가구가족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한국통계개발원(연구책임: 김혜영)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홍승아)
2000년 이후 북한사회 생활문화 실태 및 생활산업 서비스 요구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연구책임: 이순형)
신 사회위험에 대비하는 돌봄 연구 전문인력 양성팀
서울대학교(연구책임: 이강이)
아동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가족의 자녀교육 기능 회복 2단계

2014. 10 – 2017. 9

연구

2014. 3 – 2014. 7

한국연구재단(연구책임자, 321,400천원)
국민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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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 2014. 2
2013. 8 – 2013.11
2013. 5 – 2014. 4
2013. 4 – 2013. 10
2013. 4 – 2013. 8
2012.10 – 2012. 12
2012. 9 – 2013. 8
2012. 5 – 2012. 8
2012. 3 – 2012. 10
2012. 3 – 2012. 11
2012. 4 – 2012. 8

2011. 6 – 2014. 9

2011. 3 - 2012. 2
2011. 5 - 2011. 12.
2010. 9 - 2011. 8
2010. 4 - 2010. 10
2009. 9 - 2010. 2
2009. 6 - 2009. 12
2009. 6 - 2009. 12
2009. 6 - 2009. 10
2009. 3 - 2009.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연구책임: 김혜영)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머니투데이(연구책임: 옥선화)
가족관계 위기 진단 척도 개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연구책임자, 10,000천원)
100세 사회 가족 생애주기 및 Marital History 분석 연구
한국연구재단(연구책임자, 25,702천원)
저출산·고령화시대의 한국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30,000천원)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화 및 대응방안 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김유경)
가족변화 대응 국가-사회발전 기본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김승권)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경험과 사회적응 및 정신건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연구책임: 이순형)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연구책임: 옥선화)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정경희)
100세 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원 연구
여성가족부(연구책임: 조희금)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교육청(연구책임: 옥선화)
아동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가족의 자녀교육 기능 회복 1단계
연구
한국연구재단(세부연구책임자)
보령 I.MOM 코호트 양육 소비 문화 연구
보령메디앙스(연구책임: 한경혜)
가족정책 기초연구
여성가족부(연구책임: 옥선화)
북한이탈청소년의 양심 및 도덕성 발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연구책임: 이순형)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해외사례 연구
여성가족부(연구책임자, 19,600천원)
서머타임 도입과 관련된 청소년 생활시간
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책임: 김희진)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이삼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연구책임: 김혜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연구책임: 정재훈)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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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009. 11
2008.
2008. 9 - 2009. 8
2008. 7 - 2009. 6
2008. 6 - 2008. 12
2007. 9 - 2008. 8
2007. 9 - 2008. 7
2007. 9 - 2007. 12
2007. 8 - 2007. 12
2007. 1 - 2007. 12
2006. 10 - 2007. 1
2006. 9 - 2006. 12
2006. 8 - 2006. 12
2005. 6 - 2005. 12
2005. 5 - 2005.12.
2004.10 - 2005. 9
2004. 5 - 2005. 4.
2004. 8 - 2005. 1.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 환경과 여성의 일 가정 양립
태평양학술문화재단(연구책임자, 19,000천원)
새터민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자본
학술진흥재단(책임저자)
북한의 공·사적세계와 북한주민 및 탈북자의 소통 및 관계특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연구책임: 이순형)
보령 IMOM 코호트 양육 및 소비 문화 연구
보령메디앙스(연구책임: 한경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연구책임: 이봉주)
탈북 후 가족해체 및 재구조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연구책임: 이순형)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종단적 분석
학술진흥재단 (연구책임자, 16,144천원)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가족지표 개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연구책임: 김경신)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홍승아)
비혼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요구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김혜영)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책임: 손상희)
건강가정사 자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여성가족부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재) 서울여성 (연구책임: 고선주)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개발원(연구책임: 장혜경)
OECD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박세경)
새터민가족의 적응과 사회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연구책임: 이순형)
가족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10,000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연구책임: 김양희)

5) 학술대회 발표

Youngmi Shin, Soonbum Kwon, & Meejung Chin (2016.11). The Effect of Living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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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pous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5th CIFA Regional Symposium. Seoul:
Korea. (oral)
SangHa Kim, Hanjin Bae, Jingya Ding, & Meejung Chin (2016.11).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Neglect on Adolescents’ Game Time. The 5th CIFA Regional Symposium.
Seoul: Korea. (oral)
노신애, 소효종, 진미정 (2016.10.)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 및 관
련요인 탐색.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포스터)
Wol-Seop Kim, Sonnbum Kwon., & Meejung Chin (2016.8). An Evaluation of Parent Career
Counsel from a Parent Competence Enhancement Perspective. XXIII IFHE WORLD
CONGRESS 2016. Daejeon (poster).
Hanjin Bae, Youngmi Shin, Hyojong So., & Meejung Chin (2016.8).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Parental Efficacy in South Korea. XXIII IFHE WORLD CONGRESS
2016. Daejeon (poster).
Jingya Ding, Soonbum Kwon, Sangha Kim., & Meejung Chin (2016.8). The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Parental Network on Parental Knowledge about
the child’s School Life. XXIII IFHE WORLD CONGRESS 2016. Daejeon (poster)
Meejung Chin (2016.8) A Comparison of Familism among Asian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XXIII IFHE WORLD CONGRESS 2016. Daejeon (poster).
Meejung Chin & Joosoo Byun (2016.7). Changes in Korean Children’s Time Use by Family
Structure.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Seoul, Korea. (oral)
Hanjin Bae & Meejung Chin (2016.7). Evening Tim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
Comparison of 2009 and 2014 Time Use.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Seoul, Korea. (oral)
SoonBum Kwon & Meejung Chin (2016.7). Child Care Time in Dual-Earner Families.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Seoul, Korea. (oral)
Shinae Noh, Young-mi Shin, & Meejung Chin (2016.7) Factors Affecting Time Pressure of
Married Couples in Multi-Household Families.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Seoul, Korea. (poster)
Hyojong So, SangHa Kim, Jingya Ding, & Meejung Chin (2016.7). Factors Affecting
Perceived Time Pressure of Married Employed Women.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Seoul, Korea. (poster)
김소영, 진미정(2016.5.21.) 부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서울: 중앙대학교 (구두)
변주수, 소효종, 진미정 (2016.5.2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사회자본 특성
비교: 출신국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서울: 중앙대학교
(포스터)
배한진, 진미정 (2016.5.21.). 청소년의 평일 저녁 가족식사 관련요인 분석: 부모요인과 자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서울: 중앙대학교 (포스터)
김상하, 진미정 (2016.5.21.). 기혼 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가족 갈등 완화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서울: 중앙대학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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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진미정 (2016.5.21). 비혼 성인딸과 어머니의 가사노동시간: 동거 여부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서울: 중앙대학교 (포스터)
권순범, 진미정 (2015.11). 교육수준별 가족생애주기 변화 추이: 1958-2004년 결혼코호트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경희대학교. (포스터)
진미정, 김상하 (2015.11).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이주 특성과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
술대회. 서울: 경희대학교. (포스터)
진미정 (2015. 11). 가족교육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경희대학교. (구두)
Kim, S. & Chin, M. (2015). A Family-Friendly Community and Its Effect on the
Work-family Balance of Employed Mothers in Korea, The 18Th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Biennial International Congress 2015. (poster)
Sung, M., Chin, M., & Choi, Y. (2015).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Middle Aged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The 18Th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Biennial International Congress 2015. (oral)
진미정 (2015.5). 기혼 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가족 전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교. 2015년 공동춘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 경희대학교.
(포스터)
정해련, 진미정 (2015.5). 부모기 진입 이후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 및 무급노동 시간 변화:
수준에 따른 차이 비교. 2015년 공동춘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 경희대학교.
(포스터)
변주수, 권순범, 진미정 (2015.5). 혼인유형과 부부연령차의 상호연관성 연구. 2015년 공동춘
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 경희대학교. (포스터)
배한진, 진미정 (2015.5). 청소년의 평일 저녁식사 패턴에 대한 연구: 함께 하는 사람을 중심
으로. 2015년 공동춘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 경희대학교. (포스터)
정해련, 진미정 (2014).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공유시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
회 제56차 추계학술대회. 상명대학교. (포스터)
권순범, 진미정 (2014). 주5일 근무제가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 남성의 일요일 생활시간사
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제56차 추계학술대회. 상명대학교. (포스터)
김소영, 진미정 (2014).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에 따른 시간사용만족도: 미취
학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제56차 추계학술대회. 상
명대학교. (포스터)
김소영, 진미정 (2014).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중고 학교급별 차
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대구가톨릭대학교. (포스터)
진미정, 성미애 (2014). 50-60대 기혼남녀의 사회관계망이 가족 돌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대구가톨릭대학교. (포스터)
진미정 (2014).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거주유형과 적응.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대구가톨
릭대학교. (구두)
Meejung Chin (2014). Time use patterns of children by the types of family structur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me Use Study. Turku, Finland. (poster)
Meejung Chin & Miai Sung (2014). Social and Care-giving time with parents of single
person households in Kore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me Use Study. Tur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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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oral)
진미정(2014).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돌봄정책.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통합학술
대회. 숙명여대 (구두)
진미정, 조은숙(2014). 가족관계위기징후척도 개발 연구.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통합학술대회. 숙명여대 (포스터)
정춘식, 진미정(201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이 이후 정서발달에 미
치는 영향.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통합학술대회. 숙명여대 (포스터)
최슬민, 진미정(2014). 양육수당이 자녀의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상적인 돌봄유형
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통합학
술대회. 숙명여대 (포스터)
지혜, 진미정(2014). 30, 40대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 비교: 1인가구와 가족동거가
구를 중심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통합학술대회. 숙명여대 (포스터)
진미정, 변주수(2013). 고령화 사회의 가족생애주기 분석: 1987년 공세권 연구와의 비교. 한
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명지대. (포스터).
Soyoung Lee, Meejung Chin, Jaerim Lee, & Miai Sung (2013). The roles of economic
hardship and neighborhood satisfaction in Korean men’s marriag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USA. (oral)
Meejung Chin & Yoonjoo Lee (2013). Growing up in single/none-parent households and
women’s marriage or divorce in South Korea.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San Antonio, USA. (poster)
진미정 (2013). 학부모가 인식한 가정교육과 자녀 인성: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 한국
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성균관대. (포스터: 우수포스터상 수상)
성미애, 진미정 (2013). 50-60대 기혼남녀의 미래 지역/사회관계에 대한 전망과 우울. 한국가
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성균관대. (포스터)
Soyoung Kim, Meejung Chin, & Sun Wha Ok (2013). Factors associated with how parents
communicate with school in Korea. Shanghai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ocial
Science. Shanghai China. (oral)
진미정, 서현석, 이현아 (2013). 부모의 인식을 통해 본 가정 내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가능
성.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 성신여대. (포스터).
*진미정, 성미애, 변주수 (2013). 50-60대 기혼남녀의 노년기 동거가족 및 돌봄 기대에 관련
된 요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 성신여대. (포스터).
전지현, 진미정 (2013). 가족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자아통제에 미친 영
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 성신여대. (포스터).
*유재언, 진미정 (2013).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
정관리학회 춘계 통합학술대회. 성신여대. (포스터).
Meejung Chin (2013). Portrait of One-Person Household: Delayed Transition or Achieved
Individualiz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Life and Humanity in Late Modern
Transformation: Beyond East and West.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oral)
진미정 (2013). 청년기 비혼 1인가구의 삶.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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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정 (2013). 여성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일-가족 균형. 대한가정학회 춘계심포지
엄. 숙명여대. (포스터)
*성미애, 진미정, 변주수 (2013). 노년기 주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대한가정학
회 춘계심포지엄. 숙명여대. (포스터)
*Miai Sung, Meejung Chin, Jaerim Lee, Soyoung Lee, and Seohee Son (2012).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Government Responses to Recent Demographic Change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hoenix, AZ, USA. (oral)
*이현아, 진미정 (2012). 가정 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방안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서울대학교.
*노신애, 진미정 (2012). 서울시 거주 미취학자녀 양육 부모의 지역사회범위 인식과 가족친
화성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서울대학교
*이윤주, 진미정 (2012). 영유아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
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숙명여자대학교
Miai Sung, Meejung Chin, & Youngju Nam (2012). The awareness and the use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Multi-Cultural Family Center in South Korea. 2012
World Congres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me Economics. Melbourne, Australia.
(poster)
진미정 (2012). OECD Family Database 지표를 통해 본 가족정책의 범위와 과제. 한국가정관
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주제발표 (초청). 이화여자대학교.
*이승미, 송혜림, 이완정, 성미애, 진미정, 이현아 (2012).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기조발표. 이화여자대학교.
*노신애, 진미정 (201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와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
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우수학위논문상). 대구대학교.
*진미정, 성미애 (2011). 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지각: 근무 특성과 가족
친화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대구대학교.
*성미애, 진미정, 이재림, 최새은 (2011). 건강가정사의 직무정체감과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대구대학교.
진미정 (2011). 사회적 위기와 가족정책의 대응. 주제발표(초청).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
대회. 전남대학교.
진미정 (2011).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비공식적 가족 영역의 확대와 발전. 주제발표 (초청).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이화여자대학교.
진미정(2010). Lessons from Korean Family Policy Experience. Annual Conference of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Minneapolis, MN, USA. (oral)
진미정, 차지영, 정영숙 (2009).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
*진미정 (2009).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분석.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이성림, 손상희, 성미애, 진미정 (2008). Sen의 능력접근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
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진미정 (2008). 한국 아동의 생활시간: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 비교.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
대회. (구두)
*진미정 (2007). 탈북여성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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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jung Chin (2007). Recent demographic trends and child policy in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of Association of Child Development. Yokohama, Japan. (구두)
이승미, 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2006). 한국가족정책의 수립과정과 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
회 추계학술대회. (구두)
진미정 (2006).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생활실태와 정책적 요구. 한국가족학회 추계학
술대회. (구두)
*진미정 (2006)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생
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진미정 (2005). 건강가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
Meejung Chin (2005). Changes in financial status of women after widowhood, divorce, ad
separation. Asian Regional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Singapore. (포스터)
Meejung Chin (2005). Family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men
in Korea. 세계여성학대회, 서울. (구두)
진미정 (2004). 모자녀가족에 대한 사적부조와 공적부조의 관계.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구두)

6) 기타 발표
진미정 (2014). 포괄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운영. 가족정
책 발전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원방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회의원회
관.
진미정 (201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가족친화도시 개발과 일-가정
양립. 한국도시행정학회 정책세미나. 서울 프레스센터
진미정 (2013). 생활문화 적응을 중심으로 본 한-중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적응. 서울대학
교 생활과학연구소 다문화생활교육센터 학술심포지엄. (구두).
Meejung Chin (2012). Demographic Changes and Work-Family Policies in East Asia. UN
Expert Group Meeting on Good Practices in Family Policy Making: Family Policy
Development,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Lessons

Learn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조희금, 송혜림, 권혜진, 이현아, 진미정 (2012).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제15차 가족정책포럼.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 모임. 서울.
진미정 (2011). 가족정책 4G: 보편적 돌봄 중심의 가족정책. 제13차 가족정책포럼. (사)가정
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 모임. 서울.
진미정 (2011). 한국 기혼남녀와 한-베 다문화부부의 가족생활문화 비교. 서울대학교 생활과
학연구소 다문화생활교육센터. 서울.
진미정 (2009).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 취약성과 가능성. 제12차 가족정책포럼. (사)가정을건
강하게하는시민의 모임. 서울.
진미정 (2009).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 2009 전국결혼출산동향조사 결과보고회. 보건복
지가족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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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정 (2009).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진미정 (2009). 가족의 위기와 가족정책의 대응: 가족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통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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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학회 및 연구소
소속 학회
대한가정학회 (평이사, 전 홍보이사:2011~2012, 전 총무이사:2010~2011)
한국가족학회 (섭외이사:2014~2016, 전 연구이사:2012~2014, 전 총무이사:2008~2010)
한국가정관리학회 (상임이사:2014~2015, 전 편집위원:2007~2009)
한국가족관계학회 (평이사)
한국인구학회 (편집위원: 2014~2015)
한국시간학회 (부회장:2014~2015)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NCFR, USA)

소속 연구소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다문화생활교육센터

4. 외부경력
2016. 02 – 현재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2016. 01 – 현재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

2015. 05 – 현재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

2014. 01 - 현재

관악구 성평등위원회 위원

2014. 01 – 현재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2014. 01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분과 위원

2014. 01 – 현재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013. 06 – 현재

서초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012. 08 – 현재

금천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014. 08 – 2016. 0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위원

2009. 01 – 2009. 12

인문사회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전문위원회 위원

2007. 03 – 2009. 12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여성복지분과 위원

2007. 03 - 2009. 12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위원

2006. 01 - 2009. 12

보건복지가족부(여성가족부) 건강가정사 자격심의위원

2007. 03 - 2009. 12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2005. 06 - 2008. 0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자체평가위원

5. 논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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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6. 08

강남주

한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관련 내용 비교: 건강가정 구성

2016. 02

정해련

요소를 중심으로[협동과정 가정교육과] (대한가정학회 우수학위논문상)
자기보호아동의 방과후 생활시간

2015. 08. 권순범

(통계청 통계기초자료 우수활용 장려상)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사용양태: 단독주행동,

2015. 02. 전지현

동시주행동, 동시부행동을 기준으로(한국가정관리학회 우수 학위논문상)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 및 시간부족감

2014. 02. 정춘식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이 이후 정서발달에 미치

2014. 02

최슬민

는 영향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14. 02
2013. 02

지혜
유재언

30, 40대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 연구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

2011. 08

노신애

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우수 학위논문상)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와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2010. 02

배다영

(한국가정관리학회 우수 학위논문상)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차이

2010. 02

이윤주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2009. 08

정유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2008. 08

뭉크나릉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몽골 이주노동자의 분거 가족과의 관계

2008. 02

정혜은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2007. 08

변주수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욕구의 관련성 연구

김소영
김서현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부부의 무급노동시간 변화와 관련요인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위한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
2016. 02
2012. 02

[대학원 협동과정 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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