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 I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

좌장: 권현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비취업 여성의 근로형태 이행과 결정요인분석

세션3 I 가족규범과 가치관의 변화
좌장: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정책연구실 실장)

발표자 : 주재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센터장)
송치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임연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자 : 문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역할 규범과 결혼 가치관의 세대 간 전이:
미혼 여성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발표자 : 호정화(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통근시간의 증대가 직장 여성의 일-삶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김수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 구혜란(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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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5:00
한국 여성의 생애유형별 코호트별 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비교
[목련홀]

15:20~17:00
[목련홀]

발표자 :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미선(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이선(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 차승은(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22

사전행사

11:30~13:00

세션2 I 가족 및 제도적 환경과 출산
여성가족패널 데이터 홍보 및 설명
11:30 ~ 12:30
(*데이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설명)

발표자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진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진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자 : 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목련홀

22

13:00~13:20 개회사

개회식

세션4 I 여성과 건강
좌장: 박종헌(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서비스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좌장: 이진숙(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여성의 완경영향요인: 여성가족패널 이차자료분석
발표자 : 차지영(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토론자 : 정수경(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육아휴직 사용과 추가출산의 관계 분석
발표자 : 계봉오(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정지윤(국민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토론자 : 이도훈(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2:30 ~ 13:00 등록

13:00 ~ 13:20

13:20~15:00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가사분담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동백홀]
발표자 : 송유진(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 이재림(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명규(한국사회학회 회장)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혼전 임신과 둘째 출산의 관계 분석
발표자 : 김근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 김현식(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자 : 염지혜(중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이나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가족행복정책부 연구위원)

기혼 이행 집단의 특성과 결혼가치관 변화

한국 중장년 부부의 퇴직전후 가사분담 변화
발표자 : 김혜원(싱가폴 국립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조교수)
이창준(싱가폴 국립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박사후 연구원)
토론자 : 서지원(한국방송통신대 생활과학과 교수)

중년기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 연구

15:20~17:00
[동백홀]

여성의 BMI와 체형 인식 그리고 건강상태:여성가족패널조사에
나타난 동태적 변화
발표자 : 이병호(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신희주(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성인 여성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 유형과 사회적환경
발표자 : 김영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전건강연구센터 센터장)
허준기(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 최병목(극동대 교수)

| 찾아오시는 길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여성들의 삶에 대한 종단면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조사를 준비하여, 2007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6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관계와 가치관,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 등 여성의 삶 전반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일반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9,329가구 내 여성 11,234명을
표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방대한 패널자료입니다.
여성가족패널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의 모든 정책과 어우러져 여성·가족
정책 및 학문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제5회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http://www.ho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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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461, 641, 643, 5413, 5424, 5520, 5524, 5528 이용 낙성대하차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
(5분거리)
승용차 남부순환도로에서 낙성대(이정표:서울대후문) 방면으로 좌.우회전 하여 1.5km 직진하여 좌측 위치
내비게이션 이용시 입력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구주소 : 봉천동) 239-1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웹사이트 (http://klowf.kwdi.re.kr) 및 전화문의 (02-3156-7218)

2017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사회학회 공동주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출구)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관악-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거리)
* 마을버스[관악-02]는 2~3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여성가족패널 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 제고에 귀중한 도움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심포지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02-3156-7218 FAX. 02-3156-7007

9 22일(금) 11: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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