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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위한 활동중심 사회・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디자인 크레파스.
§ 이상민, 천성문, 오인수, 이은경, 신효정, 송미경 (2016).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박학사

§ Hess, R. S., Magnuson, S., & Beeler, L. (2012). 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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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오인수 (역) (2016).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Chodhuri, D., Santiago-Rivera, A., & Garett, M. (2012). Counseling and diversity. 오인수 

(역) (2015) 다문화 상담. 서울: 박학사. (201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Henderson, D. A. & Thompson, C. L. (2011). Counseling children (8th ed.). 이승희, 이영순, 

오인수, 유형근, 권경인, 장문선 (역) (출판중). 아동상담 (8판).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 오인수 (2015). 사이버 불링의 영향. 안성진 외. 사이버 불링의 이해와 대책. (pp. 77∼98). 
교육과학사. 

§ 오인수 (2014). 가해, 피해, 주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

소 (편).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 (pp. 364∼396). 서울: 학지사. 
§ 오인수 (2014). 학교폭력 주변학생의 이해 및 개입.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

구소(편). 이규미 외.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pp. 69∼96). 서울: 학지사.
§ Rapp-Paglicci, L. A., Dulmus, C. N., & Wodarski, J. S. (2004). Handbook of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오인수 (역) (2013).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개입. 서울: 학지사.
§ 오인수 (2013). 지속적인 괴롭힘: 상담적 개입. Orpinas P. A., & Horne, A. M. (2006). 

Bullying prevention: Creating a positive school climate and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이
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편역)(2013). 괴롭힘 예방: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사

회적 역량 개발(pp 217∼242).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Marshak, L. E., Dandeneau, C. J., Prezant, F. P., & L'Amoreaux, N. A. (2010). The school 

counselor's guide to help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이효정, 오인수, 이영선, 최하영 (역) 
(2012). 특수아상담: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상담. 서울: 학지사. 

§ Lee, S. Y., & Oh, I. (2012). School violence in South Korea: An overview of school 
violence and intervention efforts. In S. Jimerson, M. Furlong., A. Nickerson, & M. Mayer 
(Eds.), Handbook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safety: Intern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2nd ed.). Routledge.  

§ 최상근, 김동민, 오인수, 신을진, 김인규, 이일화 (2011). Wee 프로젝트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인수 (2010). 학교상담의 체제적 접근: 종합학교상담모형의 적용. 이화교육총서 17. 이

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오인수 외 (2008). 교실밖의 아이들. 서울: 행복한 상상

§ 오인수 외 (2005). 상담으로 풀어가는 교실이야기. 서울: 교육과학사. 
§ 한숙경, 오인수 (2002). 효과적인 학급경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사

연구비수주

§ 2020-2021 책임연구,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및 영향 요인 탐색(Ⅲ): 관계적 집단 

                폭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탐색.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

                (2억9,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
§ 2019-2020 책임연구,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및 영향 요인 탐색(Ⅱ): 성폭력의 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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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요인 탐색.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2억9,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
§ 2019-2020 책임연구, 교사의 행복감 구성요인 및 행복감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탐색. 이화여대 학술연구과제. 2,500만원.
§ 2019-2020 책임연구,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대 학술연구과제.      

             700만원.
§ 2019-2020 공동연구, 교육학의 이해. 이화여대 출판부 교재개발 지원사업. 500만원.
§ 2018-2020 공동연구, 다양한 언어 문화적 환경 아동의 사회 통합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 언어 및 정서·행동 발달 지원 연구.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1억2천만원. 

§ 2019-2019 공동연구, 체험형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더불어 행복한 학교.  
             대한적십자사. 2,000만원.

§ 2018-2019 책임연구,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및 영향 요인 탐색(Ⅰ):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탐색.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2억1,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
§ 2018-2019 책임연구, 교사대상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적응 탐색: 부적응 집단과 회복 

             및 성장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학제간 융복합 공동연구 

             지원사업. 1,500만원.
§ 2018-2019 책임연구, 폭력 피해를 경험한 교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대 학술연구과제. 700만원.
§ 2018-2019 책임연구,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위한 도담도담 프로그램의 개선 연구. 

             이화여대 특별정책연구과제. 5,250만원.
§ 2017-2019 책임연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전략 개발. 

             이화여대 학술연구과제. 1,000만원. 
§ 2017-2018 책임연구, 사이버 불링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교육적 지침 개발. 이화여대 

                학술연구과제. 700만원.
§ 2017-2018 책임연구, 학교폭력 영역별 실태 분석 및 대안 탐색(Ⅲ):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2억7,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 
§ 2017-2018 책임연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평가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연구. 2,000만원

§ 2016-2019 공동연구,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생태학적 영향요인 및 변화추이 분석을 

             위한 종단연구.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 일반공동연구자지원사업. 
             1억3,000만원.

§ 2016-2017 책임연구, 학교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측정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600만원.
§ 2016-2017 책임연구, 학교폭력 영역별 실태 분석 및 대안 탐색(Ⅱ): 장애학생의 

§              학교폭력 경험분석 및 효과적 개입방안.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2억3,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
§ 2016-2017 책임연구, 또래 괴롭힘 경험 후 성장한 학생들의 특성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우수교원 학술연구과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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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6 책임연구, 학교방문 정신건강 사업 평가연구. 한림대학교 자살과 

정생정신건강연구소. 2,000만원. 
§ 2015-2016 책임연구, 사이버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우수교원 학술연구과제. 700만원.
§ 2015-2016 책임연구, 학교폭력 영역별 실태 분석 및 대안 탐색(Ⅰ): 초등 저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2억3,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2014-2015
책임연구,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관한 연구(Ⅲ): 

                도담도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

                (2억4,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
§ 2014-2015 책임연구, 미래인재선발을 위한 고교-대학간 연계 전향적 평가방법 연구(후

속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1,500만원

§ 2013-2014 책임연구,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관한 연구(Ⅱ).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2억3,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
§ 2013-2014 책임연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마스크챗 애플리케이션의 효과성 검증. 

(주) 레드퀸. 2,300만원

§ 2013-2014 공동연구, The Female Brain. Global Top 5 Project. 이화여자대학교. 6억원. 
§ 2013-2014 공동연구, 교원양성교육 선도사범대학 지원사업: 예비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억원. 
§ 2013-2014 공동연구, 행복나무 프로그램(학교폭력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중학생용 개

발. 법무부

§ 2013-2013 공동연구,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한정신건강재단. 
§ 2013-2013 공동연구,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심리생리학적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2-2015 공동연구,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 한국연구재단, 

6억9,000만원. 
§ 2012-2013 책임연구,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관한 연구(Ⅰ): 
                학교폭력 근절 정책 지원 정책연구(2억4,000만원) 중 기본3과제. 
                한국연구재단.
§ 2012-2013 책임연구, 사이버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및 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연구재단, 2,600만원.  
§ 2012-2012 공동연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법무부, 

             4,000만원. 
§ 2012-2012 공동연구, 위기학생 진단 및 교육적 지원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500만원. 
§ 2011-2012 책임연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괴롭힘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연

구재단. 3,200만원. 
§ 2011-2012 책임연구, 미래인재선발을 위한 고교-대학간 연계 전향적 평가방법 연구(후

속연구). 이화여자대학교. 6,400만원

§ 2011-2011 책임연구, 초등학생 학습부진 원인 종합 진단검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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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1 공동연구, 학생의 성장지원을 위한 다면적 평가도구 개발. 서울시교육청, 
4,800만원. 

§ 2010-2011 공동연구, 자생력(resilience) 신장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역량강화. 
서울시교육청. 2,000만원.

§ 2010-2011 책임연구, 집단따돌림 주변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연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000만원

§ 2010-2011 책임연구, 미래인재선발을 위한 고교-대학간 연계 전향적 평가방법 연구(후
속연구). 이화여자대학교. 6,400만원

§ 2009-2010 책임연구, 미래인재선발을 위한 고교-대학간 연계 전향적 평가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억원

§ 2009-2010 책임연구, 생태체계적 접근에 기초한 집단따돌림 관련변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1000만원

§ 2009-2010 공동연구, 맞춤형 교원 집중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학기술원. 2,900만
원.

§ 2009-2010 공동연구,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평가제도 선진화방안. 한국과

학창의재단. 8,000만원 

§ 2007-2009 공동연구, Developing a Tool to Assess the Quality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3억3천만원

학회발표

§ 반지윤, 오인수 (2019.11.15.).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

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및 성별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제8회 한국아

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선화, 이정수, 오인수 (2019.11.1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가해 행동의 관계: 사회적 위축과 핸드폰 의존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제8회 한국아동·청
소년패널 학술대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인수, 손지향 (2019.10.26.). MPD 심리사회성 발달검사. 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학술대

회. 
§ 오인수, 이승연, 황혜영, 임영은 (2019.6.29.).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2019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성태제, 이보람, 손지향 (2019.6.29.). 한국형 에릭슨 심리사회성 발달검사(MPD)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이승연, 신태섭, 노은희 (2019.6.29.). 교사대상폭력 피해교사의 회복과 성장을 위

한 상담적 개입방안: 교사대상 폭력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노은희 (2019.6.29.).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맥락

적 이해 및 효과적 상담전략.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반지윤 (2019.6.2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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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교사 애착 수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교

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Li Mingji (2019.6.29.). 사이버 불링 도발적 피해자의 정서조절능력과 부정정서, 

분노 및 공격성의 관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이승은 (2019.6.29.). 교차문화 아이들(CCK)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보호요인의 맥

락적 이해 및 효과적 상담전략.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정광석, 오인수, 홍세정 (2018.12.8.). 영재학생의 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탄력성과 창의적 성향의 조절효과. 한국영재학회 추계 학술대회. 
§ Kim, S & Oh, I. (2018.10. 17). Protective factors of teacher-targeted violence as 

post-traumatic stress: Focus on post-traumatic growth and related psychological factors.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Seoul, Korea. 

§ 오인수, 이승연, 황혜영, 임영은 (2018.6.23.).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2018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노은희 (2018.6.23.) 학교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성: 정신건강전문가의 학

교방문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18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이선아, 임영은, 오인수 (2018.6.23.) 학교폭력 가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평가문항 개발 

및 타당화. 2018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정지혜, 오인수 (2018.6.23.) 청소년의 공감과 또래 괴롭힘 주변인 역할 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관계의 질과 또래 동조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2018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조유경, 손지향, 오인수 (2018.6.23.) ‘대2병’의 관점에서 분석한 대학생 정신건강 변화에 

대한 연구. 2018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Oh, I. & Cho, Y. (2018.7.6). Investiga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Sophomore Syndrome’ 

and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the syndrome. 2018 International 
KALCI Conference. Seoul, Korea. 

§ Oh, I. (2016.7.28). Developing content of PC games and apps to prevent traditional and 
cyberbullying: Focusing on effective coping strategies and intervention for bystander. The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Yokohama, Japan. 

§ 오인수, 이승연, 김화영, 김혜미 (2016.6).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의 특징 탐색 연구. 
2016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대구광역시 교원연수원. 

§ 오인수, 임영은 (2016.6). 공격성과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에 따른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 

및 문제해결방식의 차이. 2016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대구광역시 교원연수원. 
§ 오인수, 김서정 (2016.6). 사이버 괴롭힘의 순수피해자, 가피해자, 무경험자에 따른 청소년

의 대처방안 차이에 관한 연구. 2016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대구광역시 교원연수

원. 
§ 홍세정, 오인수 (2016.6).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6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대
구광역시 교원연수원. 

§ 박지선, 오인수 (2016.6). 괴롭힘 피해자들의 괴롭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외상 후 

성장을 중심으로. 2016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대구광역시 교원연수원. 
§ 박예라, 오인수 (2016.6). 초등학생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주변인 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동조성과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대구광역시 교



- 14 -

원연수원. 
§ 임영은, 오인수 (2016.6). 학교상담자가 지각한 학교폭력 상담의 어려움 탐색: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대구광역시 교원연수원. 
§ Oh, I. (2015.9). New Trend in school bullying in Korea: Emerging issues and research on 

cyberbullying. 79th Annual Convention of the Japanese Psychological Association. 
§ 오인수, 이승연, 이미진, 김무영 (2015.8).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상담 프로그램 개발연

구.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정제영, 강태훈, 박주형, 오인수 (2015.8). 초등학교 1, 2학년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

그램 개발 연구.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2015.8). 사이버 괴롭힘의 이해 및 상담적 개입. 2015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

회. 
§ 오인수, 송지연, 김서정, 윤수영 (2015.8). 사이버 괴롭힘 피해학생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

한 상담전략: 사이버 괴롭힘 유형별 효과적 대응을 중심으로. 2015 한국상담학회 연차학

술대회. 
§ 이수경, 오인수 (2015.8). 아시아 거주 한인 교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e Kids)의 문화적

응 유형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 전략. 2015 한국상담학회 연차

학술대회. 
§ 송지연, 오인수 (2015.8).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방식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의 측정방법 비

교 분석. 2015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 이선아, 오인수 (2015.8). 학습부진 대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5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 김혜미, 오인수 (2015.8). 학교폭력의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전략. 

2015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 김서정, 오인수 (2015.8).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통합예

술상담프로그램 개발. 2015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 정수인, 오인수 (2014.8).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3). 2014 한국상담학회 연차

학술대회. 
§ 오인수, 이승연 (2014.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마스크챗 애플리케이션의 효과성과 활용

방안. 2014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송지연, 권미소, 곽미성 (2014.8). 학교폭력 유형별 목격에 따른 심리생리학적 변

화와 대처방식의 차이. 2014.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 오인수, 이승연, 이주연 (2014.7). 학교폭력 가해, 피해 및 주변학생의 심리적 특성. 2014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고려대학교.
§ 정제영, 강태혼, 김동민, 류성창, 오인수, 이승연 (2014.7). 중학생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

램 개발 연구: 행복나무 프로그램. 2014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고려대학교.
§ Oh, I. (2013.7). Children’s bullying in Korea: A focus on children’s empathy.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14th Annual Conference. Seoul, Korea
§ 오인수 (2013.6). 지속적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 전략.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교

원대학교. 

3) 2014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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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수. 송지연, 김정현, 석민정 (2013.6). 사이버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변인 탐색4).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교원대학교. 
§ 오인수 (2013.5). 사이버 괴롭힘의 특징과 효과적인 개입방안. 한국학교심리학회 춘계학술

대회. 전남대학교. 
§ Oh, I., & Lee, S. (2012.6). School violence in South Korea: An overview of school violence 

and intervention efforts. Pacific Circle Consortium 36th Annual Conference, Seoul, Korea. 
§ 이수경, 오인수 (2012.6). 직접적, 관계적 괴롭힘 가해와 충동성 및 공격성의 관계에서 죄

책감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 김현수, 오인수 (2012.6). 저소득층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보호요인 탐색: 학업적, 사회

적, 정의적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5).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 오인수 (2012.5). 주변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괴롭힘 개입. 한국학교심리학회 춘

계 학술대회. 고려대학교.
§ 오인수 (2011.7). 예방모형을 적용한 학교상담 접근: 학교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

회 연차대회. 중앙대학교. 
§ 오인수, 이지은, 최임순 (2011.4). 한국과 미국의 상담교사 양성과정 비교분석. 한국교육학

회 춘계학술대회. 충남대학교.
§ 전선미, 오인수 (2011.4). 정서처리 과정유형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충남대학교.
§ 박정희, 모정은, 김현수, 오인수 (2011.4).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적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충남대학교.
§ 이수경, 반지윤, 임이랑, 오인수 (2011.4).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상호 피드백의 학습 촉진 

요인 분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충남대학교.
§ 이지은, 백인혜, 한혜성, 오인수 (2011.4). 품성계발 집단상담 참여자의 변화촉진 요인 탐

색.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충남대학교.
§ 오인수 (2010.11). 청소년 정신적 자립의 형성과정과 증진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 오인수 (2010.11). 부적응 학생의 이해 및 효과적 상담을 위한 학제적 접근. 한국교육문화

융복합학회 학술대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오인수 (2010.4). 초등학생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 및 오프라인 괴롭힘과의 비교분석. 2010

년 한국초등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pp. 67-82). 한국교원대학교.
§ 오인수, 전선미 (2010.4) 사범대 여학생이 인식한 영향력 있는 교사의 전문성 특성 탐

색6).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교원대학교.
§ 오인수, 선명숙 (2010.4). 은둔형 부적응 학생을 위한 체제적 학교상담 전략: 종합학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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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수, 전선미, 박세와, 박슬기, 선명숙 (2010. 4).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활동 현황분

석: 종합학교상담 프로그램 적용 실태7).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교원대학교.
§ 오인수 (2009. 10). 괴롭힘 행동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4) 2013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장려상 수상

5) 2012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우수상 수상

6) 2010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최우수상 수상
7) 2010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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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성별에 따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pp 
99-114). 이화여자대학교

§ 오인수, 전선미, 박세와, 박슬기, 박지희 (2009.10). 사이버 괴롭힘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공감, 공격성,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8).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

회. 이화여자대학교

§ 오인수 (2009.10). 미래 학교변화와 상담심리학의 과제. 한국상담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pp. 1-12). 연세대학교. 
§ 오인수 (2009.6). 또래 괴롭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학교상담. 초등교육연구원 아동상담연

구소 학술세미나. (pp. 1-8). 서울교육대학교.
§ 오인수 (2009.5). 효과적인 학교 괴롭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전학교 접근. 한국학교심리

학회 춘계학술대회 (pp. 47-63). 이화여자대학교. 

학술 활동

§ 교육과학연구 편집위원장 (2011∼2013)
§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Consulting Editor (2009∼현재)
§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Associate Editor (2009∼현재)
§ 한국상담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1∼2013)
§ 한국상담심리학회 학교상담위원회 위원 (2011∼현재)
§ 한국학교심리학회 이사 (2011∼현재)
§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 이사 (2010∼현재)
§ 한국교육치료학회 이사  (2010∼현재)

담당 과목

(학부)
§ 상담과 생활지도, 학교상담의 실제, 청소년심리교육, 교수학습이론, Introductory 

Psychology in Education, Introduction to Counseling, Diversity in Counseling and Language 
(일반대학원)
§ 교육상담의 기초,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다문화 교육 상담, 교

육상담연구방법,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학교상담 세미나, 긍정심리학, 교육상담 

세미나, 학교부적응 상담

(교육대학원)
§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교육심리

8) 2009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우수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