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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실적

2018년
○ 제3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주제: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 일시: 2018. 6. 27.(수) 13:3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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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우수 논문상, 우수 심사자상 시상
- 일시: 2018. 6. 27.(수) 14:00~14:20
- 대상 기간: 2016~2017년
가. 우수 논문상
구분

권호

우수 논문

제36권
제1호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 성인의 건강궤적과 예측요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집단 내, 집단 간 불평등 정도를
중심으로

유창민(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2

우수 논문

제36권
제3호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 성인의 건강궤적과 예측요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집단 내, 집단 간 불평등 정도를
중심으로

이현주(대구대 교수),
정은희(광운대 SSK
정신건강과 역사회연구단
전임연구원)

3

우수 논문

제36권
제3호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
원 전문연구원),
한창근(성균관대 교수)

4

우수 논문

제37권
제4호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1

제목

저자

김영종(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 우수 심사자상
구분

심사자

1

우수 심사자

강은정(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2

우수 심사자

최재영(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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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KCI 학술지 평가 결과 ‘등재 학술지 유지’

6

Ⅰ. 주요 실적

2019년
○ 제4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주제: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 모색
- 일시: 2019. 6. 26.(수) 13:00~18: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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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일시: 2019. 6. 26.(수) 13:30~14:00
- 응모작 수: 57편, 당선작 수: 5편(최우수작 1편, 우수작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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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작(1편)
김건기, 김주함(공동제안)

제안자

□ 사업명: 사이다(저소득 계층 대학생의 기초수급 자격박탈과 지원중단 방지)
□ 사업 내용
- 기초 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자격탈락 방지 대상자’
로 선정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
-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기초 수급 및 차상위 지원이 사라진 재학 대학생들의

제안 내용

4대 보험 미 가입 아르바이트 선호율을 감소시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음.
- 이로 인해 의료,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가 있고, 소득 분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에
지원하여 시간 및 재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스스로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지속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 및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우수작(4편)
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 사업명: 지역청년 미래자원 결정위원회
□ 사업 내용
- 지역 환경의 대규모 개발 결정은 청(소)년의 삶의 환경을 크게 바꿈.
- 지자체장 산하 ‘미래자원 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규모 환경개발 사

1

강귀웅

업 승인 시 ‘미래자원 결정위원회’ 의견 반영 의무 부여
- 전체 위원 중 청년, 청소년 100분의 50 의무 배당 및 참여하여 청년과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마련
- 지역을 살아갈 시민인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지자체 환경정책 집
행 가능

□ 사업명: 청년도 행복하자
2

김민영

□ 사업 내용
- 시기적절한 치료개입을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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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치료기록으로 인한 취업불이익,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고 있음.
-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울증을 포함한 종합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청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캠페인 진
행.

□ 사업명: 청년 가장에게 날개를 달다!
(취업한 자녀의 부양부담감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
준 개편방안)
□ 사업 내용
- 대표적인 탈수급 요인 중 하나는 ‘성장한 청년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

이영재
3

노소영
(공동제안)

한 ‘소득인정액 증가’임.
- 취업한 자녀세대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산정하여 가구에서 자녀가
취업할 경우 자녀를 제외한 인원을 수급권자로 인정해주어,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법에 대한 미흡점 보완
- 자립지원별도가구에서는 청년이 부양의무자로 선정되어,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남은 가구원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이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와 같은 공약 정책을
감안하여, 청년세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제외하여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하고 남은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함.

□ 사업명: 대학생활협동조합기반 청년1인가구 식생활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청년 1 인 가구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4

성수빈

- 기존의 대학생활협동조합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
로 청년 1인가구에게 매일 규칙적으로 건강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
급하는 식생활 지원 사업
-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건강상태 개선,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효
능감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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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완전한 전자출판으로 전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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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제5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주제: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
- 일시: 2020. 6. 25.(목) 13:30~18:00
- 장소: 인터넷 생중계(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

12

Ⅰ. 주요 실적

○ 제3회 우수 논문상, 우수 심사자상 시상
- 일시: 2020. 6. 25.(목) 13:30~14:00
- 대상 기간: 2018~2019년

가. 우수 논문상
구분

권호

제목

저자

1

우수 논문

제38권
제2호

북한 내과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질환들의 분포

하신(고려대학교 교직원),
이요한(건양대학교 교수)

2

우수 논문

제38권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을 중심으로

안서연(국민연금연구원),
조미라(연세대학교)

3

우수 논문

제38권
제3호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세원(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나. 우수 심사자상
구분

심사자

1

우수 심사자

박현용(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우수 심사자

최은영(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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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CI 인용지수 성과 ‘사회과학 일반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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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실적

2021년
○ 제6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주제: 뉴노멀 시대의 아동의 삶과 행복
- 일시: 2021. 6. 30.(수) 13:00~18:00
- 장소: 인터넷 생중계(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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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보고서(2018~2021년)

○ ‘내가 제안하는 아동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일시: 2021. 6. 30.(수) 13:30~14:00
- 응모작 수: 79편, 당선작 수: 5편(최우수작 1편, 우수작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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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실적

□ 최우수작(1편)
남상우

제안자

□ 사업명: 시각장애인에게 친구의 얼굴을 선물하자
□ 사업 내용
- 장애인 학교의 학기가 시작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사진을 찍고 3D프린터로 흉
상을 제작하여 학급에 비치하고 우리 반 친구들의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맹학교에서 졸업사진 대신 3D프린터로 졸업생 흉상을 제작하여 친
구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진정 시각장애인들을 위한다면 입학
할 때 3D프린터로 흉상을 제작하여 친구들의 얼굴을 알고 학창시절을 보낼

제안 내용

수 있도록 해야 함. 입학식 때 3D 흉상을 제작하고 보급하면 장애인의 필요
를 적시에 채워주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학급 친구들의 얼굴을 알고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됨. 본인의 얼굴을 몰랐던 시각장애인들
이 본인의 얼굴을 알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됨.
-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 장애인의 필요를 적시에 채워주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우수작(4편)
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 사업명: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슬픔
을 완화할 수 있는 사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첫째,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지역별 지

1

박유경

정 병원 혹은 상담 센터에서 아동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둘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방과 후 돌봄을 경제
적인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셋째,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유족을 위한 정신 상담 및 치료가 아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VR, 홀
로그램 등 가상현실 구현 등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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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의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정신
건강과 교육 기회 및 보호에 정부가 개입함. 일회성 혹은 단기적인 프
로그램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사업으로, 최소 만 18세 때까지는 추적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와의 사별을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으로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사회적 기능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함.

□ 사업명: 아동·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사업 내용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판단하고 사
이버 폭력 등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광범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함. 또한

2

김미영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중독, 올바른 미디어 사용 방
법, 미디어 제작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콘텐츠 발굴·홍보와
유해 콘텐츠 차단 방법 등을 홍보하고 교육함.
- 아동 안전 5대 의무교육에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포함하여 6대 의무
교육으로 확대 실시함. 지역별 통합 교육 센터 추진 또는 기존 기관들
에 통합 사업으로 공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안 제작 및 자료 배포,
교육 강사 양성, 부모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높이고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명: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패런토링: parentoring
(parents+mentoring)
□ 사업 내용
3

김보름

-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받
은 금액들 대부분을 주거문제 해결에 사용함으로써 보호 종료 후 자산
형성이나 자기계발이 어렵고, 이는 구직문제까지 연결됨.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주택을 설립하여 보호종료와 동시에 입주가
능 하도록 함. 2년을 주거기간으로 하며, 학업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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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가 있을 시 최대 5년으로 함. 더불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함.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본 정책은 ‘주택’을 지
원함. 또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반면 본 정
책은 ‘패런토링’을 지원함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자산 등을 보호
종료 후 초기 2년 동안 주거비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미래
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명: 아동-부모 통합 아동정신건강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아동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아동상담-부모상담을 통합하여 아동정
신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양지희
송지나,
4

이유선

- 상담이 예정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아동상담 시작 전 부모상담을 실시함. 아동상담이 진행되는 기간 중
심층적 부모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다회기 부모 상
담을 진행하여 아동상담의 효과성을 높임.

(공동

-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적 상담을 통해 아동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파악

제안)

하여 지원하고, 부모(발달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상담 지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부모상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에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여 향후 아
동발달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동정
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2차 전문기관 조치 연계율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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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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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KCI 학술지 재인증평가 결과 ‘등재 학술지 유지’

21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보고서(2018~2021년)

Ⅱ

연도별 활동 보고

2018년
○ 『보건사회연구』 발행 현황
1) 제38권 제1호(2018년 봄호)

22

순서

제목

집필자

1

논설: 올림픽, 평화, ‘Primum non nocere (first, do no harm)’ 그리고
하늘의 별

신영전

2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권중돈

3

간호의 견지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제언

4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신규가입연령
상한기준을 중심으

5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영, 허성희, 장수지

6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기태, 송진영, 정종화

7

노인의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8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충동성과 우울, 당뇨병 관련 자기관리행동이
혈당조절에 미치는 영향

9

Korean Version of the Care-Receiver Efficacy Scale:
Factor Structure Identification and Validity Test of the Short
Form (KCRES-SF) and the Revised Shorter Form (KCRES-SR)

Jung, Soyon
Seo, Honglan

10

노인의 노인복지관 물리치료 이용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송이슬, 김기원

11

개호보험에서 케어직원이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12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13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갈등의 매개효과 분석

김년희, 조성숙

14

인구 집단 측면의 복지 수요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를 견인하였는가?

장인수, 김홍석

15

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관계가 국민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김용하

16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사업 비용-효과분석

박세희, 김선영, 이태진

17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의 건강도시사업 연구경향 분석

홍(손)귀령, 박경옥,
오은미
조보배, 최요한

박소영
서지현, 김정민, 최지영

임정미
김정오, 문희, 박옥임

이문재, 윤기찬

Ⅱ. 연도별 활동 보고

순서

제목

18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연구: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19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20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 변화 과정: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각 영역별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탐색

21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집필자
이유리, 최성경, 김인숙,
강선주
배호중, 한창근
유창민
정진희, 권오영, 김석준

2) 제38권 제2호(2018년 여름호)
순서

제목

집필자

1

논설: 평화가 길이다

신영전

2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3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김현식

4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노혜진

5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석재은

6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비교연구

박명아, 조시울, 신혜리,
박설우, 김영선

7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은퇴시점 및 저축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원종욱, 이연희

8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선방안 연구:
개인단위 연금체계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정인영, 김아람

9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구성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 분석

황인욱, 이태진

10

배우자와의 지원교환 유형이 전기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11

개인이 인지한 지역특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

12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카지노 단도박자를 중심으로

13

심리부검 기반 자살유형 연구

서종한, 최선희, 김경일

14

한국 전공의들의 직장 내 차별 경험과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과의 연관성

최보경, 김지환, 김승섭

15

소아암 경험자 및 보호자의 취약성과 치료궤적 기반 심리사회적 서비스
요구

16

Market Competition and Hospital Specialization in inpatients with
Disease of Circulatory System in Korea

우해봉, 한정림

남석인, 김세진, 김호정
김진영
강준혁, 주완태

최권호
Kim, J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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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목

17

병원종사자의 조직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및
환자안전보장활동에 미치는 영향

18

흡연의 위험 인식을 약화하는 담배 광고 기법:
국내 잡지에 게재된 담배 광고 내용분석 연구, 1994-2014

19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ervice Quality Scale for Disabled
Adults

20

한국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 연관규칙 분석의 활용

21

북한 내과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질환들의 분포

집필자
박은진, 한지영

백혜진
Park, Susie
유혜림, 민인식
하신, 이요한

3) 제38권 제3호(2018년 가을호)
순서

24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 소유양식과 불안정, 그리고 저출산

여유진

2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10년간의 변화과정: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를
중심으로

유창민

3

아동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4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원식

5

체형지수(A Body Shape Index)와 주관적 불건강 상태(Poor Self-Rated
Health)와의 관련성

장세균, 김재현

6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변금선, 이혜원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8

외상후인지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9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10

Perceived Benefits and Challenges of Psychosocial Service Uses
for Adolescents and Young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Kim, Min Ah
Yi, Jaehee
Choi, Kwonho

11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정선, 최만규

12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담뱃갑 포장: 저타르와 가향 담배의 인식과
선택을 예측하는 포장 요인 연구

백혜진

13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의 감염관리 업무, 업무 수행 시 어려움과
교육 요구

정선영, 김옥선, 최정화,
이소진

14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15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에 대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이상정, 정익중

문난영, 김석선, 길민지
김소향, 최지영
이세원

김자영
심정미, 조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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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저자

16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합성 연구: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17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경험 연구

안희란

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김용득

19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등록제를 중심으로

전용호, 이민홍

20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이종하, 황진영

21

2017년 광역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 제3차 국가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을 기준으로 한 구성요소 및 세부과제
분석

김민지, 김인숙, 이유리

김정수, 김지은, 송인한

4) 제38권 제4호(2018년 겨울호)
순서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성공의 전제

신영전

2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전용호

3

노인의 미충족 돌봄과 미충족 의료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금령, 최병호

4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계숙, 김진욱

5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박창제, 신동호

6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결정
요인과 우울 증상에 관한 종단연구

박소연, 박소영

7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거주환경 만족의 영향: 거주유형별 다집단분석

백옥미

8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 성향매칭분석을 통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

강은나, 이민홍

9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정

10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 비행경험 유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순희, 허만세

11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 뉴스 프레임과 기사
논조를 중심으로

황애리, 나은영

12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활용한 국내 성인의 체형지수 및 주관적
체형인식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재현

13

장애인 흡연에 관한 종단 연구

김현식

14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음주와 흡연 행동의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15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정지형, 홍석호, 장수미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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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논문 제목

저자

16

배우자 간 학력 격차 변화와 결혼 선택: 출생코호트별 중심으로

신윤정, 박신아

17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

이용관

18

한국의 비근로가구는 증가하였는가?

안서연

19

간호사의 문화역량, 문화간 의사소통역량, 병원의 문화역량지지가
외국인환자 간호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20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송진숙, 허수연

21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

임소연, 이진숙

최윤경, 안정원, 김금순

○ 편집위원회·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26

연월일

주요 안건

참여인원

2018.01.17

편집위원장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8

2018.02.07

38권 1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외

5

2018.02.09

보건사회연구 운영지침 개정안 심의 외

13

2018.03.15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기획, 우수논문 선정

5

2018.04.05

학술지 운영 전반 기관장 보고

6

2018.04.19

학술지 계속평가 준비

6

2018.04.23

학술지 계속평가 준비

6

2018.05.02

38권 2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6

2018.06.27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최종 점검

7

2018.07.23

38권 3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외

5

2018.10.22

학술지 평가 결과 보고, 전자출판 도입 검토

14

2018.11.01

XML 구축 샘플 검토

5

2018.11.07

학술지 운영 개선방안 논의

8

2018.11.28

전자 출판 및 저널사이트 검토

5

2018.12.18

저널사이트 구축 현황 검토 외

13

Ⅱ. 연도별 활동 보고

○ 기타 활동
1) 운영지침 개정
개정 2018. 2. 26.
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문화함
다. 예비 심사 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술지의 배포를 『연구사업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함
마. 별쇄본 조항을 삭제함
바. 투고자 제출서류에 IRB 심의 증명서를 추가함
사. 교신저자의 별도 표기를 명문화함
아.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한 논문 투고를 명문화함
자. 회신이 없는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함
차. 투고자의 수정 논문 제출 기한을 정함
카. 동일한 저자가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를 통과할 시,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한해
각 호에 1편만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함
타. 연구윤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파. 논문 심사의 윤리규정을 신설함
하. [별표 2] 판정기준표를 변경함

개정 2018. 4. 27.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증명서 외에 심의면제증명서 또는 자가심의면제사유서를 추
가함.
나. 논문투고신청서 내에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내용을 삭제함.
다. 논문심사의견서 내에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내용, 계좌번호, 은행,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함.
라. 저자점검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증빙 서류를 명시하여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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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KCI 학술지 계속평가 참여 및 평가 결과
- 평가보고서 작성: 『보건사회연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 공동 작성
- 평가 결과: 등재학술지 유지

2018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결과
○ 발행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학술지명 : 보건사회연구
○ 최종평가결과 : 등재학술지 유지
○ 신청자격검토결과 : PASS
○ 체계평가검토결과
1. 연간 학술지 발간실적 : [배점] 3 / [자체] 3 / [득점] 3
2. 학술지 및 수록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 [배점] 7 / [자체] 7 / [득점] 7
3. 주제어 및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 : [배점] 5 / [자체] 5 / [득점] 5
4. 게재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자 기재 : [배점] 4 / [자체] 4 / [득점] 4
5. 논문 게재율 : [배점] 5 / [자체] 5 / [득점] 5
6. 편집위원의 균형성 : [배점] 4 / [자체] 4 / [득점] 4
7. 편집위원장의 안정성 : [배점] 2 / [자체] 2 / [득점] 2
8. 체계평가 소계 : [배점] 30 / [자체] 30 / [득점] 30

[체계평가 검토의견] 자체평가 점수 인정
○ 정성평가 결과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 [배점] 10 / [득점] 9.2
2. 편집위원(장)의 전문성 : [배점] 15 / [득점] 13.8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정성 및 가독성 : [배점] 10 / [득점] 9
4. 투고논문 심사제의 구체성 및 엄정성 : [배점] 15 / [득점] 14
5.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 [배점] 5 / [득점] 4.6
6. 연구유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 [배점] 5 / [득점] 5
7. 학문분야 특수평가 : [배점] 10 / [득점] 9
8. 정성평가 소계 : [배점] 70 / [득점] 64.6

○ 평가점수 총계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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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주제: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 일시: 2018년 6월 27일(수) 13:3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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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회 우수 논문상, 우수 심사자상 시상
- 일시: 2018. 6. 27.(수) 14:00~14:20
- 대상 기간: 2016~2017년

가. 우수 논문상
구분

권호

제목

저자

우수 논문

제36권
제1호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 성인의 건강궤적과 예측요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집단 내, 집단 간 불평등 정도를
중심으로

유창민(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2

우수 논문

제36권
제3호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 성인의 건강궤적과 예측요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집단 내, 집단 간 불평등 정도를
중심으로

이현주(대구대 교수),
정은희(광운대 SSK
정신건강과 역사회연구단
전임연구원)

3

우수 논문

제36권
제3호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
원 전문연구원),
한창근(성균관대 교수)

4

우수 논문

제37권
제4호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김영종(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나. 우수 심사자상

34

구분

심사자

1

우수 심사자

강은정(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2

우수 심사자

최재영(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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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보건사회연구』 발행 현황
1) 제39권 제1호(2019년 봄호)
순서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 _인간을 압도하는 과학기술 시대의 보건복지

신영전

2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과
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이지혜, 황남희

3

비공식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관한 분석

최경덕, 안태현

4

영국의 치매대응 정책분석과 시사점: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을
중심으로

5

도시재생사업의 탐색을 통한 쇠퇴지역 내 지역주민의 거주문제와 삶의 질
증대의 모색: 부산해운대 우동 지내마을을 중심으로

6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7

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8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과정
관점을 중심으로

윤수경

9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 유형 분류 및 예측요인 확인: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적용한 7개년도 종단연구

유창민

10

담뱃갑경고그림이 대학생 흡연자의 주의편향과 주의편향 수정훈련에 미치는
영향

박하나, 윤혜영

11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연령집단 간 다집단 분석

이숙현, 한창근

12

일반 성인의 건강문해력의 하위 차원과 건강 관련 행위간의 관계

13

고령층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

김정욱, 배호중

14

머신러닝을 이용한 신경계통의 질환 퇴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 개발

박종호, 강성홍

15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의사소통만족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권은영, 박경연

16

호스피스 팀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참여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이현숙
오영삼, 김수영, 정혜진
이유신, 김한성
박세희, 황인욱, 고브니엘,
이태진

김성은, 박동진, 최정화

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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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권 제2호(2019년 여름호)
순서

36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_전국민의료보험 30년 역사가 주는 교훈

신영전

2

고온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우경숙, 김대은, 채수미

3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4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 개발 연구

김유진, 박순미, 박소정

5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차년도 사업의 건강 영향 평가: 노인 보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허종호, 윤난희, 황서은,
황종남

6

사회위험수준인식과 노인낙인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조수현, 정순둘

7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권혁창, 조혜정

8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다층모형 적용을 통한 개인 및 지역자원 효과
검증

김명일, 어유경, 김순은

9

노인에 대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이미지가 노인학대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경제지위의 조절효과

김수진, 김미혜, 전혜연

10

산재환자 여성배우자의 돌봄경험과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적연구

김수현, 이정은, 이자호

11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사별지원 서비스 욕구

김민아, 이재희, 정대희,
김찬권

12

자연주의 의료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이밍의 탐색적 연구

조혜림, 정민수

13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의 한계와 발전방향 모색: 무지의 틀을 이용한 전문가
지식 분석을 중심으로

오영삼, 조영은

14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특성의 분석:
요인설문조사(Factorial Survey)의 적용

15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16

229개 시군구 이주민 분포 프로파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17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박금령, 최병호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을 중심으로

안서연, 조미라

19

체질량지수와 비만이 개인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Control
Function 방법

20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동반아침식사와 우울증 간의
관련성

김용하

정선영
권구환, 장수미, 홍석호
허청아, 그레이스 정

이용우
정석환,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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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권 제3호(2019년 가을호)
순서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_‘다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여유진

2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방임: 자녀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Advance Care Planning)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

하정화, 이창숙

4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김계숙, 김진욱

5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 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이용자 선택과 제도
지속가능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용득

6

고령장애인의 빈곤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7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8

노인 대상 한국어판 자가보고 복약이행도 측정도구(ARMS-K)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서정, 김계하, 박정환

9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김경호

10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의 영향

최정아

11

청소년의 비만 관련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박소연

12

청년층 의료이용 양상: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비교를
중심으로

13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

이하나, 조영태

14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비오

15

독일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중심으로

주보혜

16

저소득 암생존자의 구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인정

17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18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방안 연구

19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20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운영 현황과 확산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김수지, 권은주, 이장범,
김순은

박소영, 정순둘

임유나, 조윤민, 이태진

홍기명, 이경무, 장숙랑
정인영, 유현경
이세원
황지은, 박언주, 조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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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권 제4호(2019년 겨울호)
순서

38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 보건·복지·사회정책분야 ‘하지 않는 연구’ 또는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를 넘어서

2

한국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시간 유형별 근무형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수현, 김기연

3

신규 빈곤진입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변화

이종하, 김윤화

4

Mechanisms Linking Employment Type and Health: Panel Data
Analysis with Fixed-Effects Models

Lim, Sojung
Sung, Baksun

5

중･고령층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과 연령집단별 분석

최은영, 엄사랑

6

배우자와의 사별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통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의 영향 분석

원혜진, 송신애

7

중고령자의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8

아동의 개인 및 환경요인이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아이젠버그의 친사회성이론을 중심으로

이은영, 황혜원

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동태적 구축효과 분석

설귀환, 임병인

10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

11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사회복지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12

암 경험자의 생존단계별 필요에 관한 질적 연구

13

동적 시뮬레이션 접근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스마트 헬스케어 효과성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14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 방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이기주, 석재은

15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역량강화 교육 요구도

전경미, 김석선

신영전

임정숙, 정세미, 정순둘

최새은, 정은희, 최슬기
허원빈, 정하은
김다은, 김혜림, 양동욱,
강은실, 김진현, 배은영
정윤, 이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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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연월일

주요 안건

참여인원

2019.01.22

저널사이트 검토, 심사자 분류체계 논의 외

5

2019.01.31

전자 출판 및 저널사이트 검토

5

2019.02.01

전자 출판 및 저널사이트 검토

5

2019.02.13

39권 1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5

2019.02.21

전자 출판 및 저널사이트 검토

8

2019.04.02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기획

17

2019.04.11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기획

4

2019.04.17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기획

4

2019.05.08

39권 2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3

2019.06.26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최종 점검

8

2019.08.05

39권 3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5

2019.11.07

39권 4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운영위 워크숍

5

2019.12.20

보건사회연구 운영 현안 논의

8

○ 기타 활동
1) 제4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주제: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 모색
-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13:00~18: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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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일시: 2019. 6. 26.(수) 13:30~14:00
- 응모작 수: 57편, 당선작 수: 5편(최우수작 1편, 우수작 4편)

□ 최우수작(1편)
김건기, 김주함(공동제안)

제안자

□ 사업명: 사이다(저소득 계층 대학생의 기초수급 자격박탈과 지원중단 방지)
□ 사업 내용
- 기초 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대학
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자격탈락 방지 대
상자’로 선정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
-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기초 수급 및 차상위 지원이 사라진 재학 대학생들

제안 내용

의 4대 보험 미 가입 아르바이트 선호율을 감소시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
음.
- 이로 인해 의료,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가 있고, 소득 분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에
지원하여 시간 및 재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스스로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지속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 및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우수작(4편)
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 사업명: 지역청년 미래자원 결정위원회
□ 사업 내용

1

강귀웅

- 지역 환경의 대규모 개발 결정은 청(소)년의 삶의 환경을 크게 바꿈.
- 지자체장 산하 ‘미래자원 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규모 환경개발 사
업 승인 시 ‘미래자원 결정위원회’ 의견 반영 의무 부여
- 전체 위원 중 청년, 청소년 100분의 50 의무 배당 및 참여하여 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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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마련
- 지역을 살아갈 시민인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지자체 환경정책 집
행 가능

□ 사업명: 청년도 행복하자
□ 사업 내용
- 시기적절한 치료개입을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치료기록으로 인한 취업불이익, 비용에 대한

2

김민영

부담 등으로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고 있음.
-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울증을 포함한 종합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청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캠페인 진
행.

□ 사업명: 청년 가장에게 날개를 달다!
(취업한 자녀의 부양부담감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
준 개편방안)
□ 사업 내용
- 대표적인 탈수급 요인 중 하나는 ‘성장한 청년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

이영재
3

노소영
(공동제안)

한 ‘소득인정액 증가’임.
- 취업한 자녀세대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산정하여 가구에서 자녀가
취업할 경우 자녀를 제외한 인원을 수급권자로 인정해주어,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법에 대한 미흡점 보완
- 자립지원별도가구에서는 청년이 부양의무자로 선정되어,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남은 가구원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위
험이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와 같은 공약 정책을 감안
하여, 청년세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제외하여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하고 남은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함.

□ 사업명: 대학생활협동조합기반 청년1인가구 식생활 지원 사업
4

성수빈

□ 사업 내용
-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청년 1 인 가구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44

Ⅱ. 연도별 활동 보고

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있음.
- 기존의 대학생활협동조합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
로 청년 1인가구에게 매일 규칙적으로 건강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
급하는 식생활 지원 사업
-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건강상태 개선,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효
능감이 향상됨.

3) 『보건사회연구』전자출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학술지 사이트) 구축
• 구축 목적
- 1981년 창간한 『보건사회연구』는 보건복지 분야의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로서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어 그동
안 학계 및 정책 분야의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해왔음.
- 『보건사회연구』의 우수 학술지로서의 지속적 발전과 향후 국제 학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9년부터 완전한 전자출판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함.
(편집위원회 회의 의결 및 기관 경영진 의사결정)
- 이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서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Scholarly Communication)
체제에 대응하는 완전한 단독 전자저널 홈페이지 구축이 필수적이고 향후 한국연
구재단 학술지 평가 기준 중 ‘ JATS XML 준수 여부’에 대비하기 위함.

• 『보건사회연구』전자저널 홈페이지 구축 내용
- JATS XML 표준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저널 페이지 구축
-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고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 100% 웹 표준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구현 및 검색툴 제공 등
- 각 논문에 대해 XML 형식 외 pdf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제공 기능 구현
- 저널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자용 사이트 개발
- 국제적인 연구 성과의 투고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단계의 언어를 영문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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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웹 표준을 준수하여 브라우저 간 오류 발생을 최소화함.

4) 전자출판(XML JASTS) 도입
-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2019년 봄호부터 인쇄물 병행 없는 완전한 전자출판으로
전환함.
- 전 세계 학술지의 전자출판 이행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학술연구 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보건사회연구』를 인쇄물 병행 없는 완전한 전자
출판으로 전환하기로 함. 이와 같은 결정은 학술 시장의 의미 있는 변화에 선도적
인 발걸음을 보태기 위한 것이며, 『보건사회연구』를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 도약
시키기 위한 노력임.
- 게재논문은 새롭게 구축된 학술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
게 논문이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오픈 액세스를 위한 더 나은 플랫폼을 구축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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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보건사회연구』 발행 현황
1) 제40권 제1호(2020년 봄호)
순서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 코로나19 대유행시기의 보건복지: “온 보건복지(One Health &
Welfare)를 향하여”

신영전

2

세월호 참사 전후 한국 성인의 우울 궤적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김성용

3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사회 서비스의 성과 인식: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

김민아, 유정원, 최권호

4

중·고령 초기 유방암 생존자가 경험한 진단 이후의 삶

박소영, 노은정, 구향나,
백정연, 박향경

5

위암 수술 환자의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명숙, 김정수

6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 종사상 지위별 삶의 만족에 대한 다차원 빈곤의
영향

김성아, 김문길

7

기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인과적 방향성 검토를 위한 종단
경로모형과 교차지연 패널모형의 결합을 중심으로

노법래

8

소득 계층에 따른 시간 빈곤 결정요인 분석

박세정

9

한국사회의 이타적 집단행동 재해석: 공동체 차원에서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의 몰입이론 적용

오영삼

10

지역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사례 비교 연구: 지역 맥락에 따른 연합체계
형성과 다부문 협력의 차이

11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소규모 비공식 이웃관계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현보

12

노인의 사회관계망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화 연구: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

김용석

13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모의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오지혜

1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지역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창숙, 강상경

15

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복지정책의 소득흐름
분석

노용환

16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성별 영향평가

17

청소년 사용 담배 유형 선택 요인: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허원빈

18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거빈곤과 문제음주의 관계 분석

이숙현

19

국내 비만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체계적 고찰

허현희, 손인서

석재은, 노혜진

전종설, 윤석현, 한혜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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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20

고용형태별 및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의 차이

21

아동건강에 대한 대리보고와 자기보고의 비교분석: 한국복지패널의 사례

저자
우세린, 손민성, 김귀현,
최만규
이용우

2) 제40권 제2호(2020년 여름호)
순서

48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 실증기반의 복지정책 연구 축적되어야

노용환

2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3

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박탈영역별 효과를 중심으로

4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5

장애인의 만성질환, 건강행태 및 사망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분석

김지영, 강민욱, 서욱영,
이지원

6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태도 장벽

이정은, 최보라, 조미형,
이인선, 신형익

7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이주미, 김태완

8

노인의 복합만성질환과 병의원이용·약물복용정보 문해력의 관련성 분석: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지역의 비교

박은자, 정연

9

도시 거주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유무를 중심으로

10

노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서울노인의 연령집단별, 정보종류별
정보매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11

암환자의 개구충제 복용에 관한 대중의 태도: 온라인 뉴스 댓글 테마분석

이윤주, 김설아, 도영경

12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건강 리빙랩 구성과 활용:
미세먼지 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오영삼, 정혜진, 강지영

13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 자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계층 차이

14

Temporary-Permanent Workers’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A Simple Comment on the Use of a Linear
Probability Model Instead of a Binary Probability Model when
using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15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2007,
2016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장인수

16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경험과 결혼의 질: 인지유연성과
관점다각화의 매개효과

현경자

17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8

사적연금 수요자의 행태 분석: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고 있는가?

한정민, 장정은, 전종설
여유진
서원선, 서욱영

최성헌
문진영, 정순둘

함선유

Choi, Yohan

양은모, 배호중
김대환, 안장혁, 성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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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19

미국 거주 한국인 청년 흡연자의 흡연태도에 관한 질적 탐색

20

한국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근거중심 문헌고찰 및 평가: 젊은 성인을 위한
담배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허원빈
이윤경, 김강희, 강현진,
조세린, 김수지, 김미정,
정완교

3) 제40권 제3호(2020년 가을호)
순서

논문 제목

저자

1

[논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보건의료연구란 무엇인가?

김남순

2

갚을 수 없는 돈, 떠나는 동료, 아픈 몸: 2018 손해배상･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

박주영, 최보경, 김란영,
윤지선, 박형근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

조아라, 김명희, 권현정

4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물질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이래혁, 남재현

5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코호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세진, 남석인

6

노인 만성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7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

사립학교 폐교 시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 연구:
현행 사학연금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및 재정추계를 중심으로

정인영, 권혁창, 김수성

9

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사회접촉의 매개효과와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엄사랑, 김수경, 김지원,
신혜리, 김영선

10

노인의 우울 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규민, 김재학, 이현실

11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연구

서원선, 이혜수

12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와
부모의 경험 연구: 꿈틀꽃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이지, 엄명용

13

일상에서의 차별 피해 경험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정

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김진웅, 홍서준, 김욱진

15

부부의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상호매개효과: APIMeM의 적용

김효진, 신현우, 홍세희

16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7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이 분석

신윤정

18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 성과 연구

양소영, 장선미, 권순홍,
이주연, 아영미, 강신우,
홍성현, 박혜경

김수연, 손민성, 김귀현,
최만규
황인욱, 이태진

오신휘,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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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논문 제목
통일시대 사회복지실천 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저자
양옥경, 김학령, 최혜지

4) 제40권 제4호(2020년 겨울호)
순서

50

논문제목

저자

1

[Editorial]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연구자로 사는 법

신영전

2

가족 정책의 차이에 따른 주관적 건강 궤적의 성별 격차: 덴마크, 독일,
한국 중년을 중심으로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
1998~2016년 자료를 중심으로

4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조성호, 변수정

5

가정외보호 자립준비대상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영향 요인

이상정, 김지민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

김용하

7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특성이 방문요양 급여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기주, 석재은

8

노인차별 경험이 노인의 여가 시간 사용과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대도시
노인을 중심으로

김수지

9

노인 구강건강평가지수와 삶의 질의 연관성 분석

10

Statistical Analysis of the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Risk of
Korean Elderly: Using a Panel Logit GLMM

11

청년가구의 부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12

Posttraumatic Growth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in
Korea: Growth of Contradictory Coexistence

13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들의 사별지원 서비스 욕구와 선호

김민아, 김찬권, 정대희

14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 한국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종단분석

이진혁, 송인한

15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윤경, 임유나, 최요한,
이태진

16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 연구: 국내외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김일옥, 노현승, 김미란

17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소진과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슈퍼비전의 조절 효과

최철, 장수미, 정지형

18

정신적 폭력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9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의 차이

20

가열담배 관심도 분석: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와 온라인 뉴스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21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혜, 강영호
오지혜

양정민, 송시은, 허민희,
김재현
이종형, 이준배
하랑경, 심혜원, 김강희,
박신아
최권호, 남석인

조상미, 정희수, 한예선
최재영, 서슬기
황지은
서지현,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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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2020.01.17

2020년 보건사회연구 사업계획 검토

14

2020.02.04

40권 1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5

2020.03.18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기획

5

2020.04.14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기획 외

5

2020.05.06

40권 2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외

8

2020.06.09

우수논문상 및 우수심사자상 수상자 선정

5

2020.06.18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준비

5

2020.06.25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최종 점검

15

2020.08.06

40권 3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외

8

2020.11.05

40권 4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5

2020.11.17

투고자 이의제기 내용 검토

5

2020.12.01

‘알기 쉬운 요약’ 도입 준비

5

2020.12.23

‘알기 쉬운 요약’ 시행 계획 및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19

○ 기타 활동
1) 운영지침 개정
개정 2020. 1. 1.
가.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등 저자 정보 표기에 대한 조항 신설
나. 논문투고신청서에 KRI 번호 등 연구자번호 항목 신설,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표기에 대한
안내문구 추가 등

개정 2020. 12. 30.
가. 편집위원회 구성에 운영위원을 추가
나.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저자가 작성한 ‘알기 쉬운 요약’ 관련 조문 추가
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체화
라. 제보자의 권리 보호, 조사자의 권리 보호 조항 신설
마. 사문화된 조항 삭제
바. 조문 문구 수정 및 용어 변경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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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주제: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
- 일시: 2020년 6월 25일(목) 13:30~18:00
- 장소: 인터넷 생중계(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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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회 우수 논문상, 우수 심사자상 시상
- 일시: 2018. 6. 27.(수) 13:30~14:00
- 대상 기간: 2018~2019년
가. 우수 논문상
구분

권호

제목

저자

1

우수 논문

제38권
제2호

북한 내과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질환들의 분포

하신(고려대학교 교직원),
이요한(건양대학교 교수)

2

우수 논문

제38권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을 중심으로

안서연(국민연금연구원),
조미라(연세대학교)

3

우수 논문

제38권
제3호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세원(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나. 우수 심사자상
구분

심사자

1

우수 심사자

박현용(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우수 심사자

최은영(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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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보건사회연구』 발행 현황
1) 제41권 제1호(2021년 봄호)
순서

56

논문제목

저자

1

[Editorial]
연구는 누구의 것인가?: ‘알기 쉬운 요약’을 시작하며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 활용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4

한국인의 복지태도: 균열구조의 형성과 변화

안상훈, 김영미, 김수완

5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임승지, 이용갑, 이정면

6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3 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7

건강도시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확장하는가?: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예산을 중심으로

강은정, 손창우, 함영은,
고광욱, 김건엽, 김유림

8

도･농간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정지윤, 정재연, 최화영,
이해종

9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및
다집단 분석

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1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12

성인의 문제음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3

조현병 대상자를 위한 그룹 행동활성화 프로그램의 효과

14

말기 암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및 불안: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15

상용치료원 유무와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한국의료패널 환자경험조사를
중심으로

16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

17

50~60대의 원격의료서비스 수용에 관한 연구

구준혁, 진기남

18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북한의 결핵 환자 발견율 및 질병부담 추계

박세희, 이태진

1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도의 매개효과

이영민, 권성연

신영전
최민정, 정효선, 정용선,
이희영
장이츠, 김민아

박규범

정세미, 임정숙
송진영
정연, 김수정
박완경
송승권, 황정하
김계숙
오종묵, 황종남
최정규, 박병규, 안금희,
오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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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논문제목

저자

20

청소년 도박문제의 경로: 문제적 및 병적 도박 경로모델의 적용

김진영, 배인경, 전종설

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민기채, 김혜원, 반소영,
사유림, 양유라, 이호진,
조요셉

2) 제41권 제2호(2021년 여름호)
순서

논문제목

저자

1

[Editorial]
우리가 넓게 공부하고 서로 만나야 하는 이유

2

수도권 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시기별 감염경로 다이나믹스

3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자원관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제도론적 고찰

4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5

청소년의 꿈 잠재계층 유형과 영향요인

6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7

여성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 데이트 관계를 중심으로

김지현, 전종설

8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임병인, 서혜림

9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

이소영, 김가희

10

가정외보호 아동의 우울･불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정, 정선욱

11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1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13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자살 뉴스 기사의 댓글 내용분석: 유명인 자살과
일반인 자살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 비교

부천초, 안순태, 이하나

14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중･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은혜, 송선미, 허순임,
김혜영

15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경험

신소연, 조윤민, 윤난희,
황서은, 황종남, 최정원,
김잔디, 허종호, 이선구

16

스포츠 경기장의 음주 관련 정책 개입 효과 분석

제갈정, 김광기, 강희원,
최민주, 김인국

17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한 이전지출의 소비효과 분석

최은영
이진희, 박민숙, 이상원
김민지, 이동현
노혜진
이승진, 황아리영, 정익중
김진현

김주리, 최혜진, 강지원
안은숙, 이진숙

노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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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1권 제3호(2021년 가을호)
순서

58

논문제목

저자

1

[Editorial]
전환기의 보건복지서비스, 위드 코로나, 연구의 민감성

2

우리나라 시군구의 고위험 음주율 시공간분포 특성 분석

김예은, 박종호

3

국가별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의 비교 분석: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양진욱, 권경희

4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김용석, 서영주, 윤선목,
이혜진, 최은선

5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의 자살 이해력(suicide literacy) 평가

안순태, 조정희, 이하나

6

사별 경험자의 복합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혜진, 송혜원, 이예진,
송인한

7

부모의 과잉간섭이 대학교 신입생 자녀의 우울을 매개로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이의빈, 김진원

8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공감능력과 실천관계에 관한
연구

이민화, 서미경

9

소아청소년암 대상 심리사회 서비스 제공 현황: 병원 및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

김민아, 최권호, 유정원

10

한국 장애인 미충족 의료 현황

최경화, 김미현, 최용준,
조용민, 김미소, 정은혜,
김정애

11

외국인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환자경험평가의 관계에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조절효과

최한실, 이진형, 최재영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고용창출효과

김진현, 권현정, 정유미,
이은희, 여나금, 최하영

14

보건사회연구의 여성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 1981년 창간호부터
2020년까지 논문을 중심으로

손연우, 김보름

15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채병주, 황선재

16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위한 논리모형 설계와 초기 평가 결과

17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학: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김용득

TIAN YUZHUO, 윤희수,
최만규

문다슬, 유사라, 김소담,
정혜주, 노진원
오신휘, 장인수

Ⅱ. 연도별 활동 보고

4) 제41권 제4호(2021년 겨울호)
순서

논문제목

저자

1

[Editorial]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2

노인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선형패널분석을
통한 공급자의 수요자 발굴 현상 분석을 중심으로

3

지역사회 거주 고령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 유형화 연구

한상윤, 남석인

4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령장애인의 주관적 건강변화에 미치는 영향

임수경

5

노인구강건강과 우울 수준의 연관성

6

중·고령자의 인터넷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7

노인1인가구의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의 탐색

8

농촌 독거노인의 스마트 홈 활용 경험

백옥미, 홍석호, 이미영,
장은하

9

사회자본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이태호, 허순임

10

한국형 자살 예방정보 이해력(Suicide Literacy) 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안순태, 이하나

1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인과관계
검증: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비교

박병선, 배성우

12

도박중독자에서 동료지원자로: 회복자인턴 경험을 중심으로

장정은, 전종설

13

소아청소년암 생존자의 운동 경험과 운동 제약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김지영, 연수진, 변지용,
유사무엘, 유철주, 전용관

14

훈육과 학대의 경계: Text Mining을 통해 살펴 본 자신과 타인의 체벌
기준

정규희, 김희송, 김종한,
양경무, 최인석, 박재홍

15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연구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16

일자리 관련 요인과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17

결혼지위와 결혼만족도가 건강과 갖는 관계: 연령 및 소득과의 상호작용
효과

18

간호조무사의 일과 삶의 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9

항공사 해고노동자의 삶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저비용항공사 운항승무원의
해고경험을 중심으로

20

인권관점 사회복지실천 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21

중국 사회사업(Social Work)의 특징 및 형성과정에 대한 소고

신영전
서종근, 이한기, 이서윤,
왕영민

김세연, 김재현
엄사랑, 신혜리, 김영선
황혜선, 이윤석

조성호, 문승현
김진영
윤나라, 김일옥
김현숙, 강준혁, 이혁구
이민홍
HE ZHIFENG, LIU
DONG,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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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연월일

주요 안건

참여인원

2021.01.19.

『보건사회연구』 2020년 운영 보고 및 2021년 사업 계획 검토

7

2021.02.08.

41권 1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7

2021.02.16.

학술지 평가 및 콜로키움 준비, 신규 편집위원(이원진, 최슬기) 소개

16

2021.03.10.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개선안 검토 회의

4

2021.03.30.

2021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기획

6

2021.04.07.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기획 및 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준비 회의

10

2021.04.27.

학술지평가 보고서 점검 회의

10

2021.05.12.

41권 2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7

2021.08.05.

41권 3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6

2021.10.06.

보건사회연구 운영지침 개정 관련 논의(분량, 다수 투고, 소속 표기)

17

2021.11.05

41권 4호 투고논문 예비심사

6

2021.12.20.

『보건사회연구』 2021년 운영 및 편집위원회 활동 보고서 초안 보고

18

○ 기타 활동
1) 운영지침 개정
개정 2021. 4. 23.
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 규정화
나.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 보고, 심사 및 게재시 제척,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발생
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함.
다.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젠더혁신성 내용 추가
라.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 추가

개정 2021. 12. 20.
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나. 동일 저자의 한 호 다수 투고 처리를 위한 내용 추가
다. 논문 분량 기준에 관한 내용 추가
라. 저자의 소속기관 표기 및 저자 변경에 관한 기준 추가
마. 투고논문의 내부 처리 기준(심사 가능 편수) 추가
바. 상기와 관련한 제출서류 서식의 내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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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KCI 학술지 재인증평가 결과
- 평가보고서 작성: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과 실무진 공동 작성
- 평가 결과: 등재학술지 유지

2021년도 학술지평가 재인증평가 결과
○ 발행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학술지명 : 보건사회연구
○ 최종평가결과 : 등재학술지 유지
□ 신청자격 검토결과 : Pass
□ 체계평가 검토결과
1.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 [배점] 4 / [자체] 4 / [득점] 4
2.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 [배점] 13 / [자체] 13 / [득점] 13
3. 논문게재율 : [배점] 5 / [자체] 5 / [득점] 5
4. 편집위원의 안정성 : [배점] 4 / [자체] 4 / [득점] 4
5. 인용지수 : [배점] 4 / [득점] 4
6. 체계평가 소계 : [배점] 30 / [자체] 26 / [득점] 30
[체계평가 검토의견]
항목5) 4점, 중분류 IF(5년) 상위 0% ~ 25.0%
□ 내용평가 결과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 [배점] 20 / [득점] 19.6
2.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 [배점] 15 / [득점] 14.54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 : [배점] 10 / [득점] 9.84
4.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 [배점] 15 / [득점] 14.96
5.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 [배점] 5 / [득점] 5
6.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 [배점] 5 / [득점] 5
7. (가점) 학문분야 특수성의 학술적 가치[배점] 3 / [득점] 0.6
8. 내용평가 소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배점] 70 / [득점] 68.94
※ 항목별 점수는 평균점수이므로, 항목별 점수 합계는 내용평가 소계 득점과 상이할 수 있음
□ 평가점수 총계 : 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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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평가 결과 홍보자료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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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주제: 뉴노멀 시대의 아동의 삶과 행복
- 일시: 2021년 6월 30일(수) 13:00~18:00
- 장소: 인터넷 생중계(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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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제안하는 아동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일시: 2021. 6. 30.(수) 13:30~14:00
- 응모작 수: 79편, 당선작 수: 5편(최우수작 1편, 우수작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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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작(1편)
남상우

제안자

□ 사업명: 시각장애인에게 친구의 얼굴을 선물하자
□ 사업 내용
- 장애인 학교의 학기가 시작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사진을 찍고 3D프린터로 흉
상을 제작하여 학급에 비치하고 우리 반 친구들의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맹학교에서 졸업사진 대신 3D프린터로 졸업생 흉상을 제작하여 친
구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진정 시각장애인들을 위한다면 입학
할 때 3D프린터로 흉상을 제작하여 친구들의 얼굴을 알고 학창시절을 보낼

제안 내용

수 있도록 해야 함. 입학식 때 3D 흉상을 제작하고 보급하면 장애인의 필요
를 적시에 채워주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학급 친구들의 얼굴을 알고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됨. 본인의 얼굴을 몰랐던 시각장애인들
이 본인의 얼굴을 알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꿈
을 가지게 됨.
-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 장애인의 필요를 적시에 채워주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우수작(4편)
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 사업명: 부모와의 사별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슬
픔을 완화할 수 있는 사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첫째,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지역별

1

박유경

지정 병원 혹은 상담 센터에서 아동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둘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방과 후 돌봄을 경
제적인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셋째,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유족을 위한 정신 상담 및 치료가 아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VR, 홀로그램 등 가상현실 구현 등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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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의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정
신건강과 교육 기회 및 보호에 정부가 개입함. 일회성 혹은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사업으로, 최소 만 18세 때까지는 추
적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와의 사별을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으로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사회적 기능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함.

□ 사업명: 아동·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사업 내용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판단하고 사
이버 폭력 등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광범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함. 또한

2

김미영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중독, 올바른 미디어 사용 방
법, 미디어 제작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콘텐츠 발굴·홍보와
유해 콘텐츠 차단 방법 등을 홍보하고 교육함.
- 아동 안전 5대 의무교육에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포함하여 6대 의
무교육으로 확대 실시함. 지역별 통합 교육 센터 추진 또는 기존 기
관들에 통합 사업으로 공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안 제작 및 자료
배포, 교육 강사 양성, 부모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높이고 미디
어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명: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패런토링: parentoring
(parents+mentoring)
□ 사업 내용
3

김보름

-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
받은 금액들 대부분을 주거문제 해결에 사용함으로써 보호 종료 후
자산형성이나 자기계발이 어렵고, 이는 구직문제까지 연결됨.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주택을 설립하여 보호종료와 동시에 입주가
능 하도록 함. 2년을 주거기간으로 하며, 학업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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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자

제안 내용
가 있을 시 최대 5년으로 함. 더불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함.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본 정책은 ‘주택’을 지
원함. 또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반면 본 정
책은 ‘패런토링’을 지원함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자산 등을 보호
종료 후 초기 2년 동안 주거비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미래
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명: 아동-부모 통합 아동정신건강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아동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아동상담-부모상담을 통합하여 아동정
신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양지희
송지나,
4

이유선

- 상담이 예정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아동상담 시작 전 부모상담을 실시함. 아동상담이 진행되는 기간 중
심층적 부모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다회기 부모
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상담의 효과성을 높임.

(공동

-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적 상담을 통해 아동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파악

제안)

하여 지원하고, 부모(발달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상담 지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부모상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에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여 향후 아
동발달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동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도움이 필요
한 아동의 2차 전문기관 조치 연계율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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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도별 활동 보고

5) ‘알기 쉬운 요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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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사회연구』 판형 변경
- A4 크기에 2단 구성으로 변경(170*246 → 210*249)
- 편집 및 출력 시 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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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부 록

1) 역대 편집위원장
[제1대]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10.1 ~ 2017. 8)
[제2대]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7.8 ~ 2017.12)
[제3대]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2018.1 ~ 2012.12)

2) 편집위원(2018~2021년)
○ 2018년
연번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위

기간

비고

1

위원장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8.1.1.~2019.12.31

신규

2

부위원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8.1.1.~2019.12.31

3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1.1.~2018.12.31

4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1.1.~2018.12.31

5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1.1.~2018.12.31

6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1.1.~2018.12.31

7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1.1.~2018.12.31

8

신호성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2018.1.1.~2018.12.31

9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8.1.1.~2018.12.31

10

오인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8.1.1.~2018.12.31

11

윤장호

Oregon State University 교수

2018.1.1.~2018.12.31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1.1.~2018.12.31

13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18.1.1.~2018.12.31

14

이진형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1.1.~2018.12.31

15

임재영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8.1.1.~2018.12.31

16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1.1.~2018.12.31

17

주현수

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교수

2018.1.1.~2018.12.31

18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8.1.1.~2018.12.31

19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018.1.1.~2018.12.31

20

최재영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1.1.~2018.12.31

12

위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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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기간

비고

1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2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1.~2019.12.31

재임명

3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4

김현식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신규위촉

5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6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1.1.~2019.12.31

재임명

7

오인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8

윤장호

Oregon State University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9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11

이진형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12

임재영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13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14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15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신규위촉

16

주현수

FDA Mathematical Statistician

2019.1.1.~2019.12.31

재위촉

17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18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19

최재영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9.1.1.~2019.12.31

재위촉

10

직책

위원

○ 2020년
연번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위

기간

비고

1

위원장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0.1.1.~2021.12.31

재위촉

2

부위원장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2021.12.31

신규임명

3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0.1.1.~2020.12.31

신규위촉

4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1.1.~2020.12.31

재임명

5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김현식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7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8

도영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0.1.1.~2020.12.31

신규위촉

9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2020.12.31

재임명, 간사위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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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위

기간

비고

10

오인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11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신규위촉

12

이현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신규위촉

13

임재영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20.1.1.~2020.12.31

재위촉

14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15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16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17

정선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0.1.1.~2020.12.31

신규위촉

18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19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20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21

최재영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0.1.1.~2020.12.31

재위촉

○ 2021년
직책

편집
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기간

비고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1.1.~2021.12.31

재임명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김현식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도영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1.1.~2021.12.31

재위촉

오인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1.1.~2021.12.31

신규임명, 운영위원

이현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정선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1.1.~2021.12.31

신규임명, 운영위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최재영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1.1.1.~2021.12.31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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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사회연구』 주요 연혁
- 1981.07.: ‘인구보건논집’으로 창간(연 2회 발행)
- 1990.06.: ‘보건사회논집’으로 학술지명 변경
- 1995.07.: ‘보건사회연구’로 학술지명 변경
- 2007.01.: SCOPUS 등재
- 2008.04.: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록
- 2010.01.: 제1대 편집위원장 선임(박능후)
- 2011.0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 2011.06.: 연 4회로 발행주기 변경
- 2014.09.: DOI 도입(제34권 제3호부터)
- 2015.0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결과 등재학술지 유지
- 2016.03.: 투고심사시스템 JAMS 2.0 도입
- 2016.08.: 제1회 우수논문 시상 및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우수논문 콜로키움’
- 2017.08.: 제2대 편집위원장 선임(정경희)
- 2017.12.: 제2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책임의 강화’
- 2018.01.: 제3대 편집위원장 선임(신영전)
- 2018.06.: 제3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 2018.06.: 제2회 우수논문 시상 및 우수심사자상 시상
- 2018.10.: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결과 등재학술지 유지
- 2019.03.: 『보건사회연구』 학술지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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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 『보건사회연구』 학술지 전자출판 전환
- 2019.06.: 제4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 모색’
- 2019.06.: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시상
- 2020.06.: 제5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
- 2020.06.: 제3회 우수논문 시상 및 우수심사자상 시상
- 2020.09.: 2019 KCI 인용지수 사회과학 일반 분야 1위
- 2021.01.: ‘알기 쉬운 요약’ 도입
- 2021.01.: 『보건사회연구』 판형 변경
- 2021.06.: 제6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뉴노멀 시대의 아동의 삶과 행복’
- 2021.06.: ‘내가 제안하는 아동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시상
- 2021.10.: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결과 등재학술지 유지

4) 『보건사회연구』 웹사이트 소개
- 웹사이트 주소: https://www.kihasa.re.kr/hswr/
- 『보건사회연구』 전용 웹사이트로, 학술지 정보, 논문 원문(PDF, XML), 학술행사
자료 등 『보건사회연구』 관련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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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활동 사진
- 2018년(제3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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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제4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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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제5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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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제6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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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지침
보건사회연구 운영지침

제

정 2010. 4.30.

개

정 2018. 4.27.

개

정 2010.11. 4.

개

정 2020. 1. 1.

개

정 2013. 4.30.

개

정 2020.12.30.

개

정 2015. 4. 3.

개

정 2021. 4.23.

개

정 2015. 8.21.

개

정 2021. 5.25.

개

정 2016. 8.12.

개

정 2021.12.20.

개

정 2018. 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사회연구』의 발간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개정 2020.12.30.>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2조(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편집위
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1.4>
제3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4.> <개정 2
021.12.20.>

② 삭제 <개정 2010.1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예비 심사와 학술지
운영 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2.26.> <개정 2020.12.30.> <개정
2021.12.20.>

⑥ 삭제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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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편집위원 외에 학술지 발간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간사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12.20.>

제4조(편집위원 임명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기여를 기반으로 하여 원내 연구진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
명한다. <개정 2015.4.3.>
② 부위원장, 편집위원, 운영위원은 학문적 기여를 기반으로 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4.> <개정 2015.4.3.> <개정 2018.2.26.> <개정 2020.12.30.>

③ 간사는 발간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5.4.3.> <개정 2018.2.26.> <개정 2020.12.30.>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투고 논문 접수 <개정 2020.12.30.>
3. 투고 논문의 적합성 판단 <개정 2020.12.30.>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 게재 여부 결정
6.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7. 기타 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2.26.>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매 호 발간 일정에 맞게 개최한다. <개정 2020.12.30.>
②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10.11.4.>
④ 삭제 <개정 2015.4.3.>
⑤ 편집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원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2.26.>
⑦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원고를 집필한 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4.3.>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2.26.>
⑩ 삭제 <2020.12.30.>

제3장 발행

제7조(학술지의 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8조(발간) 『보건사회연구』는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 연 4회 발행한다. <개정 2010.11.4>

82

부 록

제9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① 투고된 논문은 『보건사회연구』의 본 지침 제4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보건사회연구』의 제5장에 규정된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타 제반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간업무 주관부서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4.30>
제10조 삭제 <2020.12.30.>
제11조(배포) 『보건사회연구』의 배포는 ｢연구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08.21.> <개정
2018.2.26.>

제12조(발행인 및 편집인) 『보건사회연구』의 발행인은 원장,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인쇄인은 연구원과 인
쇄계약을 체결한 인쇄회사의 대표자이다. <개정 2018.2.26.>
제13조 삭제 <2010.11.4>
제14조 삭제 <2020.12.30.>
제15조 삭제 <2020.12.30.>
제16조(논문 게재 순서 및 구성) ①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게재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이 한 호에 실릴 수 없이 많은 경우 게재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이라도 다음 호
로 이월할 수 있다.
③ 한 호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 수는 1인당 최대 2편까지이며, 동일한 저자가 2편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 논
문을 투고하여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더라도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한하여 각 호에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자가 작성한 ‘알기 쉬운 요약’을 함께 게재하며, ‘알
기 쉬운 요약’의 내용은 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17조(게재 예정 증명서)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결정된 투고논문에 대해 출판 전 필자의 요구에 의해 이를 증
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투고

제18조(투고자격 및 원고내용) ① 투고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투고논문의 범위는 보건, 사회복지, 사회정책, 저출산고령, 보건사회통계 등의 자유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 학술논문으로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연구윤리서약서’(별지 제2-1호서식), 저자점검표
(별지 제2-2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증명서(또는 심의면제증명서) 또는 자

가심의면제사유서(자유양식)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30.> <개정 2015.08.21.> <개정 20
18.2.26.> <개정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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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20.12.30.>
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는 논문 및 저자점검표에 작성한다. <신설 2021.4.23.>
⑥ 투고자는 연구대상자의 성/젠더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 상 부적절하지
않은 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3.>
⑦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6항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신설 2021.4.23.>
제19조(논문분량) ① 국문 및 영문의 원고분량은 초록과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해서 원고작성요령에 제시한 양식
에 의하여 A4용지 20매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5매로 제한한다. <개정 2021.12.20.>
② 논문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원고작성요령(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3.4.30.> <개정 2020.12.30.>
제20조(중복 투고 게재 금지) 『보건사회연구』에 투고한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제21조(저자 표기) ① 논문의 저자는 투고시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우선으로 표기하고, 심사 진행 중에 소속기관
과 직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저자가 변경된 내용을 우선으로 표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주 근무지를 표
기한다. <신설 2020.1.1.> <개정 2021.12.20.>
②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 표기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고, 교신저자를 별도로 구분하
여 표기하며 나머지 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개정
2020.1.1.> <개정 2020.12.30.>

③ 투고 이후에는 저자 추가, 저자 순서 변경, 교신저자 변경 등 저자와 관련한 수정이 불가하다. <신설 2021.
12.20.>

제21조의2(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①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
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시 저자 점검표 양식에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
려야 한다.
④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관계 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1.4.23.]

제22조(원고접수) ① 원고투고의 마감일은 발행일 2개월 전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보건사회연구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③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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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원고를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다.
제24조 삭제 <2020.12.30.>
제25조 삭제 <2020.12.30.>

제5장 심사

제26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임무) ①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내용에 관한 학계의 전문가로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3년 이상의 교수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
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한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
다.
③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4.23.>
④ 심사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진행하며 심사 양식(별지 제4호서식)에 심사의견을 작성한다. <개정 2015.8.21.>
<개정 2021.4.23.>

⑤ 선정된 심사위원이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2.26.> <개정 2021.4.23.>

제27조(논문심사의 기준) 논문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
1.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구성의 적합성
4. 연구 결과분석 및 논의의 수준
5. 최근 연구의 반영도
6. 연구의 창의성
7.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기여도
8. 국‧영문 초록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과 완전성

제28조(심사절차 및 심사기간) ① 본심사 진행에 앞서 투고논문의 학술지 발간취지 부합여부 및 학술논문 적절
성을 판단하기 위해 논문이 투고된 후 예비심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0.12.30.>
② 예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
며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③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의견서를 반영하여 수정된 원고에 대해 2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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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진행한다. 2차 심사는 1차에서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한 심사자에게 의뢰하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후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심사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편집위원장이 판정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⑤ 재심사는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이 하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하며, 해당 논문은 수정 후 다
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⑦ 저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인한 재심의 과정이 학술지 발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호로
이월된다.
⑧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통보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⑨ 투고자의 연기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어 제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제출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기한까지 수정본이 미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
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⑩ 투고논문이 한 호에 심사 가능한 최대 편수를 초과한 경우,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해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전문개정 2018.2.26.]

제29조(판정기준) ① 심사결과의 최종 판정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과 내부 판정기준 및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편집위원장이 판정한다. <개정 2018.2.26.>
② 1차 심사의 심사결과판정은 다음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수정 후 게재”는 내용상의 수정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한 경우이며, 심사의견서의 수정요청

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투고자는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에 실리기 어려울 정도로 학술적 가치나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2차 심사의 심사결과 최종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개정 2018.2.26.>
④ 재심사의 판정기준은 2차 심사의 판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삭제 <20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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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20.12.30.>
제31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하면 7일 이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개정 2018.2.26.>
② 심사의견서에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2.30.>

제32조(게재취소 및 내용정정 요구) ①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
렸거나 학위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때,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② 학술지가 발간된 후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8.2.26.>
③ 최종본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개정 2018.2.26.> <개정 2
020.12.30.>

④ 게재 적격으로 판정된 논문의 초록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저자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
서 감수 및 수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3.>
제33조(심사결과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등, 본 지침 제
7장의 논문 심사 윤리를 준수한다. <개정 2018.2.26.> <개정 2020.12.30.>

제6장 연구윤리

제34조 삭제 <2020.12.30.>
제35조 삭제 <2020.12.30.>
제36조(연구 부정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

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

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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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4.3.>
6.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

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4.3.>
7.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4.3.>

제37조(연구대상자 보호)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대상자 보호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

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개정 2015.08.21.> <개정 2018.2.26.>
제38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
원장은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
원장은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
8.2.26.>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을 연구윤리 위반으로 의결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이 심각한 표절 혹은 중복게재로 의결된
경우 2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1. 주의 혹은 경고
2.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3. 해당 논문 저자의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4.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보건사회연구 홈페이지 공지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세부사항 통보

⑥ 연구윤리 위반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추가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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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을 최종 의결하면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 1주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미 확인한 사실관계 외에 최종 의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추
가적인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삭제 <2020.12.30.>
⑨ 삭제 <2020.12.30.>
[전문개정 2020.12.30.]

제38조의 2(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서면, 구두,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윤리 위반의 세부 내용과 증거를 제
시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윤리 위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38조의 3(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심 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
은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7장 논문 심사 윤리

제39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심
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이해상충 등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③ 심사자는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심사자는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에 잘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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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2.26.]

제40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와 심사 중 기밀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
위를 삼가해야 한다.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내용의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개정 2020.12.30.>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2.26.]

제41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독립된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오
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본조신설 2018.2.26.]

제8장 보칙

제42조(규정 외) 이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과 제·개정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4.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고료) 제13조에서 규정한 원고료에서 외부 저자의 원고료에 대하여 국문 원고는 50만원, 영문 원고는 7
5만원을 지급하며, 외부 저자가 공동저자일 경우 기여율에 따라 그 비율대로 지급한다.

제3조(검독료)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검독료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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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 1. 1. 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은 2010. 1
1. 1. 로 소급한다.

제2조(부칙의 폐지) 2011. 1. 1. 부터 부칙 제2조는 폐지한다.
제3조(검독료)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검독료를 지급한다.
제4조(부칙의 시행일)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4. 30. 부터 시행하되, 2013년 여름호 투고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4.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8.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2.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4.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2. 3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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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12. 2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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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8.21.> <개정 2018.4.27.> <개정 2020.1.1.> <개정 2021.12.20.>

논문투고신청서
이

름

연락처

소속 및 직위
E-mail

휴대전화번호

논문제목
공동연구
여
부

단독연구 (

)

공동연구 (

)

공동연구자명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에 따라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밝혀야 함. 논문을 집필한 모든
저자에 대한 저자소개 및 KRI 번호 등 연구자번호를 기여도순으로 작성하고, 교신저자는 별도 표기하여야 함.

저자순서

저자소개

제1저자
□ 교신

예) ○○○는 ○○에서 ○○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에서 ○
○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 ○○, ○○이며, 현재 ○○,
○○, ○○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

연구자번호

제2저자
□ 교신
제3저자
□ 교신
제4저자
□ 교신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에 위 논문을 투고합니다.

년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94

월

일

제1저자

(서명 또는 인)

제2저자

(서명 또는 인)

제3저자

(서명 또는 인)

제4저자

(서명 또는 인)

부 록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8.21.>

연구윤리서약서
1. 본인은 보건사회연구 연구윤리지침을 숙지하였으며,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보건사회연구 연구윤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보건사회연구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으
며,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대표저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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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5.8.21.> <개정 2018.4.27.> <개정 2021.4.23.> <개정 2021.12.20.>

저자 점검표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검토하고 □에 ☑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한 논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

중복투고 논문이 아니며, 보건사회연구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함

□

연구비 및 이해관계의 명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증명서(또는 심의면제증명서) 또는 자가심의면제사유서(자유양식)를 제출함

□

최종 논문의 표절 검사(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했으며,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투고 이후에는 저자 추가, 저자 순서 변경, 교신저자 변경 등 저자와 관련한 변경이 불가함을 확인함

□

투고논문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 혈족)

초록
□

국문과 영문 초록을 모두 작성함

□

초록의 분량 기준을 준수함(A4 기준 1/2매 이내, 국문 500자/영문 300단어)

□

초록에 연구배경, 방법, 결과, 결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논문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음

□

초록 하단에 4~5단어의 주요용어(Keywords)를 작성하며, 영문의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함

원고작성
□

‘원고작성양식’에 따라 한글프로그램 혹은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함

□

논문의 분량은 A4 20매 이하*로 작성함.
*

요약(국문·영문), 본문(표·그림), 참고문헌(부록)을 포함하여 A4 20매(10pt, 줄간격 160% 기준)까지 허용

참고문헌
□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함

□

참고문헌 표기방법과 구두점이 투고규정에 맞는지 확인함
년
대표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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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21.> <개정 2021.5.25.> <개정 2021.12.20.>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
구

분

보건사회연구

제

권

제

호

논문제목

저자(들)는 본 원고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건사회연구에 게재가 확정되어 다음
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연구원 보고서 제외),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
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
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포함)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 양도합니다.
6. 이후 저자(들)가 해당 원고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활용합니다.

년
저자

성명

소속 및 직위

e-mail

연락처

월

일

서명

제1저자
□ 교신
제2저자
□ 교신
제3저자
□ 교신
제4저자
□ 교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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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8.21.> <개정 2018.4.27.>

보건사회연구 논문심사의견서
논문
제목
최종
평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

□

□

□

A. 세부평가
우수

보통

미달

1.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

□

□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

□

3. 연구 구성의 적합성

□

□

□

4. 연구 결과분석 및 논의 수준

□

□

□

5. 최근 연구의 반영도

□

□

□

6. 연구의 창의성

□

□

□

7. 연구주제와 내용의 학문적 기여도

□

□

□

8. 국‧영문 초록의 정확성

□

□

□

B. 심사평가
(별지에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특히 수정제의를 하실 때에는 더욱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일 201
평 가 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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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직위

전공분야

성명

(서명 혹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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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논문수정의견서:
심사소견 및 수정요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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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4.2.><개정 2015.8.21.>

원고 작성 요령

집필요령
투고논문의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의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는 제시된 ‘원고작성양식’에 따라 한
글프로그램 (한글 2007 이상)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
의 분량은 요약과 참고문헌을 포함하며 20매로 한다.

1. 표제지
표제지에는 국문 및 영문 각각으로 논문제목,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과 함께 교신저
자의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연구비의 원천과 관련 정보
를 밝힌다.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저자명 표기 순서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나머지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 기여도에 따라 명기한다.
2) 소속은 성명 아래에 처리한다. 교신저자의 연락주소(소속, E-mail 주소)는 첫
번째 페이지의 맨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연구비의
원천과 관련 정보를 밝힌다.
3) 영문 제목의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2. 초록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작성하며, 분량은 국문과 영문 초록 모두 A4 기준 1/2
매 이내(국문 500자 이내, 영문 3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록은 연구배경
(Background, 방법(Methods), 결과(Result), 결론(Conclusion) 등을 포함하며, 논
문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초록 하단에
4~5단어의 주제어(Key words)를 작성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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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
1) 본문의 항목구분은 zig-zag식으로 하며, 번호체계는 I, 1, 가, 1), 가), (1), (가)의
순서로 한다.
예시) Ⅰ.∨서 론
1.∨건강행위 모형
가.∨흡연 및 음주행태
1)∨흡연
2) 표 제목과 그림 제목은 왼쪽으로 하며, 단위는 제목과 같은 줄의 오른쪽에 넣
는다.
3) 학술용어의 경우 가능한 국문으로 써야하며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한자 및
영문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사용
한다. 숫자는 Arabia 숫자로,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4. 인용
1) 인용 표시 원칙
① 인용표시는

본문의

문장

안에

내주(in-text

citation)로

표시하고

각주

(footnotes)나 미주(endnotes)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각주는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할 때 사
용하고 문장의 마침표에 숫자를 윗첨자로 입력한 후 작성한다.

2) 인용의 종류
① 직접인용
–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절차, 구두점, 어구 등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 길이가 긴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인용구를 하나의 단락으로 간주하여 1행을 띄
우고 써야 하며, 이때 인용부호(“ ”, 또는 

)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앞뒤를 본문보다 한 칸씩 짧게 써야 한다.
– 길이가 짧은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앞뒤에 인용부호(“

”, 또는 

)를 달고

본문에 포함시킨다.
– 그러나 짧은 인용이라 하더라도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긴 인
용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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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인용
– 간접인용일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내주를 이용한다.
3) 인용형식
① 인용을 위한 내주 표시는 마침표나 쉼표 등 문장부호 앞에 표기하거나 문장 안
에 표시한다.
– 문장 안에 쓸 때: 저자명(발행연도, p.)
– 문장 끝에 밝힐 때: (저자명, 발행연도, p.)
② 영문이름은 성만 기재한다.
※ 1인 저자
▪ ...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노대명, 2006, p.123).
▪ (Booth, 1995, p.123) ...
▪ 노대명(2006, p.123)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하여...
▪ 인간의 정서는 결정처럼 아름다운 틀을 이룩하는 것(Read, 1999, p.141)이라 한다면
※ 2인~6인 저자
▪ (류진석, 노대명, 2006, p.123)
▪ (Booth & Colomb, 1995, p.123)
▪ Klimoski와 Palmer(1993, pp.10-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 박창규, 김재섭, 최동유(2003)는 ...
※ 7인 이상 저자
∎ 김병철 등(1995, p.14)은 ...
▪ 첫번째 저자만 기재하고, ‘등’ ‘et al.’로 표기
※ 단체 저자
▪ 정신문화연구원[정문연](1999, p.72)은 ...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1991, p.66)
▪ 단체저자의 경우 약어와 함께 쓰거나 모두 완전명으로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는 약어
만 기재

③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
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또, 동일저자는 연도순 배열하고 동일저자의 다른 저작은
콤마로 구분한다.
▪ (김성종, 1996, p.17; 노인철, 1999, p.35)
▪ (Kaku, 1998, p.42; McRae, 2001, pp.101-133)
▪ (오동근, 1998a, 1998b; 오동근, 황일원, 2003, pp.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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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용표시를 할 경우에는 참고한 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꼭 밝혀야 한다.
⑤ 인용 및 출처표시 대상
–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등 출판된 모든 자료들
– 전자 자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논문, 개인 웹사이트나 기관 웹
사이트, 블로그(Blogs), 이메일 메시지(Email messages),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 출판된 것 등
– 데이터: 정부가 출판한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조사 자료, 경제 지
표 등
– 이미지들: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illustrations 등
– 기록물들: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오디오 파일(podcasts) 등
– 구두 자료(Spoken material): 개인과 대화, 인터뷰, 강의나 포스트 세션 그리고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