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불평등 연구회 일정

2020년 7월 17일 (금) – 18일 (토) 국민대학교북악관 616호

2020년불평등연구회심포지엄

09:00-09:30 등록

09:30-11:20 코로나 19 특별 세션

11:30-12:40 문화불평등

12:40-13:30 점심식사

13:30-15:10 교육불평등

15:20-17:10 불평등연구 현황과 과제

09:30-11:10 교육과사회이동

11:20-12:30 건강불평등

7월 17일(금)

7월 18일(토)



사회 :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 Gender & COVID-19 in South Korea: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김진환

(서울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김선(시민건강연구소) 김창엽(서울대)

- 코로나19, 진단받을 권리 확대를 위한 정책 효과 분석: 사례정의 변화

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홍혁(Yale Univ.) 김명희(시

민건강연구소) 최홍조(건양대)

- 코로나19 국면에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대응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김세라(고려대)김영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욱(시민건강연구

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양영실(건강세상네트워크)

- 코로나19 팬데믹, 감염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정에 대한

연구 이주연(University of Toronto)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 Social trust in the midst of pandemic crisis: Implications from COVID-19 

of South Korea 계봉오(국민대) 황선재(충남대)

◇코로나 19 특별세션 (09:30-11:20, 07/17)

2020년불평등연구회심포지엄

◇문화불평등 (11:30-12:40, 07/17)

사회 : 김영미(연세대)

- The Relational Structures of Cultural Beliefs: Stratification and Life-Goal 

Schemas in the U.S. and South Korea 김지혜(Univ. of Iowa)

- Religion as the Opium of Females Only? Perceived Distributive 

Unfairness, Religion, and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정종현

(Nanyang Technological Univ.)

- 서울시의 동별 아파트 가격과 총 사망률 간의 공간적 상관성 김익한(제

주대)



사회 : 최율(중앙대)

- Undergraduate Funding Sources and Advanced Degree Attainment 오

병돈(Portland State Univ.), 김창환(Univ. of Kansas)

- Where, and How Gender Matters in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이수빈(연세대) 최성수(연세대)

- 사교육의 이질적 효과: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위별 효과를 중심으로

이수정(연세대) 최성수(연세대)

- 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가족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 격차 분

위 회귀분석 고원태(연세대) 최성수(연세대)

◇교육불평등 (13:30-15:10, 07/17)

2020년불평등연구회심포지엄

◇불평등연구현황과과제 (15:20-17:10, 07/17)

사회 : 신광영(중앙대), 토론: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한국의 세대 간 계층이동과 교육 불평등: 기회 불평등은 심해져 왔는가?

정인관(숭실대) 최성수(연세대) 황선재(충남대) 최율(중앙대)

- 한국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이성균(울

산대) 김창환(University of Kansas) 신희주(가톨릭대)

- 불평등과 인구변동 김영미(연세대) 계봉오(국민대)

- 젠더 불평등 신경아(한림대)



사회 : 이성균(울산대)

- 세대간 사회 이동: 한국 사회 얼마나 개방적이 되어 왔나? 박현준(Univ. 

of Pennsylvania)

- 학업성취에 있어 교육 불평등: 최근 경향과 시사점 변수용(Pennsylvania 

State Univ.)

- 대학 졸업장의 직업 가치는 줄었는가? 김창환(Univ. of Kansas)

- 젠더, 교육과 사회이동 신광영(중앙대)

◇교육과사회이동 (09:30-11:10, 07/18)

2020년불평등연구회심포지엄

◇건강불평등 (11:20-12:30, 07/18)

사회 : 최성수(연세대)

- Health inequality on labor market: Exploring health-related employment 

transitions among Korean young adults  Ekaterina Baldina (연세대)

- Gender Differences in the Link between Marital Status and the Risk of 

Cognitive Impairment: Evidence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김여진(강원대)

- Precarious Jobs and Mental Health Inequalities  최재희 (Univ. of Texas 

Aust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