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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종우 (金鐘宇 / Kim, Jongwoo)
소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Sociology, Yonsei University)
E-Mail: copy333@daum.net

학력 EDUCATION
2015.9–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2011.3– 2013.8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

2005.3– 2011.2

학위논문: “감정노동 담론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 텍스트의 담론분석과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문학사)

출판 PUBLICATION
김종우, 김왕배. 2016. “감정노동 담론의 경합과 공존: 의미연결망을 통한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한
국사회학』 50(1):163-188.
김왕배, 김종우. 2012.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탐색과 전망.”, 『보건과사회과학』 32:1-18.

경력 EXPERIENCE
2014.4 – 201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2 – 2014.4

•
공공기관 경영평가 TF 참여, 청년취업인턴사업 운영
경기개발연구원(現 경기연구원), 연구원(나급)
•

경기도 소프트웨어산업육성방안 정책과제 연구보조

2013.2 – 2013.11

충남발전연구원(現 충남연구원), 위촉연구원
• 충남지역 자살실태 현황분석 및 예방정책 연구보조

2011.9 – 2013.8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조교
•

연구과제명: “인터넷과 감성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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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및 수상내역 GRANTS AND HONORS
2016.7.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3회 근로환경조사 논문대회” 우수상
“교대근무와 건강: 교대근무의 유형과 근로환경요인을 중심으로”

2015.9 –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지원대학원생

2013.3 – 2013.8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실적우수장학금

2012.3 – 2013.2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2012.3 – 2012.8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성적우수장학금

학술대회 및 발표 CONFERENCE PRESENTATIONS
2016.12.16

“인권 담론의 생산과 변동: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2016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Oral Presentation).

2016.10.21

“Discourse Dynamics on Human Rights Acts in Korea – In case of legislating Anti-Discrimination
Law.” Conference for Intercultural Exchange 2016. University of Vienna, Vienna: Austria. (Oral
present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7.6

“교대근무와 건강: 교대근무 유형과 근로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제3회 근로환경조사 논문
대회. COEX, 서울: 대한민국. (Oral Presentation).

2016.6.18

“교대근무와 건강”, 2016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대한
민국. (Oral Presentation).

2012.12.15

“모니터 위의 금남로를 걷다: “26년”에 대한 수용태도와 5.18에 대한 인식”, 2012년도 한
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Presentation).

(공동연구:강지웅).

경희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Oral

2012.10.20

“The Rise and Transition of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n Government: An Analysis of the
Korean Act on Multiculturalism.” International Symposium for Young Sociologists of Taiwan, South
Korea, and Japan 2012, Kobe University, Kobe: Japan. (Oral Present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2.8.23

“감정노동은 어떻게 감정노동이 되고 있는가: 중앙일간지 및 학술지 논문 분석”, 제5회
전국사회학과대학원생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Oral Presentation).

2012.6.25

“감정노동은 어떻게 감정노동이 되었는가: 한국의 중앙일간지보도와 감정노동 담론 형
성유형”, 2012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경남대학교, 마산: 대한민국. (Oral
Pres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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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노동과 건강권”, 제3회 전국사회학과대학원생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서울: 대

2011.8.27

한민국. (Oral Presentation).

기타 실적 RESEARCH PAPERS & ETC.
2013.11

(연구보고서) “전략과제: 충청남도 자살 실태분석 및 예방정책 연구” 공주, 충남연구원(위
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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