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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심 분야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 학생 개인 요인
성취목표와 자기조절

학력
2022.03.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학전공 박사과정 재학

2017.03. - 2019.02.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발달심리학전공 석사
- 학위논문: 유아의 얼굴표정 정서인식, 정서단어 획득, 정서이해 발달 간의 관계(지도교수: 정윤경)

2013.03. - 2017.02.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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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연구 참여]
2021.12. - 2022.02.

연구보조원, 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데이터센터

2019.04. - 2021.03.

선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데이터센터(교수학습개발원 겸직)

2019.02.

연구보조원, 육아정책연구소, 직장실태조사 실태 관련 사업장 조사

2018.12. - 2019.02.

연구보조원, 가톨릭대학교 교육질관리센터

2017.03. - 2018.08.

조교, 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교수학습지원팀

[프로젝트 참여]
2019.10. - 2020.04.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9년 김수환추기경 사상 인성프로그램 개발, “김수환추
기경연구소 교육 성과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

2018. - 2020.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한국연구재단(NRF),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 연구”

2018.

EBS, 기획다큐 ‘놀이’

[학술 단체]
2018.09. - 2019.03.

총무간사, 한국심리학회

2018. - 2019.

멘토, 대학 연합 학부생 심리 학술제

[국제 경험]
2015.01. - 2015.12.

학부 교환학생, 미국 Alverno College

2014.01.

어학 연수,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탐방 프로젝트(2013-2 GEO Program 우수 참가자)

[교육·상담·치료 경험]
2018.11. - 2019.11.

강사, 송도고등학교, 학술적 글쓰기 캠프

2016.09. - 2017.04.

자원봉사자,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2016.09. - 2016.12.

자원봉사자,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서지원 개인 상담

2016.07.

실무실습생, 동작아이존

2016.01. - 2017.02.

보조치료자, 루돌프어린이사회성발달연구소, ASD 아동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2014.09. - 2014.11.

자원봉사자, 다정한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및 정서지지

2013.04. - 2013.08.

자원봉사자,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방과후교실

수상 및 장학금 수혜
2017.03. - 2019.02.

대학원신입생특별장학금, 가톨릭대학교

2017.03. - 2018.08.

행정조교장학금A급, 가톨릭대학교

2017.02.

우등상, 가톨릭대학교

2013.03. - 2017.02.

학부신입생장학금(우수입학A), 가톨릭대학교

자격증
2021.12.

사회조사분석사 1급, 통계청

2021.09.

데이터분석준전문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10.

청소년상담사 3급, 여성가족부

2018.08.

컴퓨터활용능력 2급, 대한상공회의소

2017.08.

사회조사분석사 2급, 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