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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Vitae
임정재 (Lim, Jeong-jae / 林正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연세대학교 위당관 318호, (우) 03722
hello.jj.lim (at) gmail.com
◼ 학력
2014. 3 - 현재.

사회학 박사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11. 3 – 2013. 8.

사회학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 동거형태가 문제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2005. 3 - 2011. 2.

사회학 학사 졸업.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 관심분야
보건의료사회학, 온라인 미디어. (Sociology of Health, Online Media)

◼ 출판 (*=교신저자)
오지혜ㆍ임정재. 2016. 10.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203-245.
임정재. 2016. 4. “음주친구가 청소년의 음주시작에 미치는 영향: 사회학습이론과 친구
연결망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41:99-130.
임정재ㆍ강정한. 2015. 5.

“온라인 여론조사의 편향 성격과 보정방법 탐색: 2014년 서

울시장 선거 사례”. 『조사연구』,16(2):117-154.
강정한ㆍ강예원ㆍ임정재*. 2014. 5. “응답자의 성격특성과 성향점수 매칭기법을 활용한
모바일 조사 향상방안 연구”. 『조사연구』, 15(2):71-103.
임정재ㆍ이민아*. 2013. 6. “동거형태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적 효과”. 『보건과 사회과학』,33:189-220.
임정재ㆍ강정한*ㆍ김상돈. 2011. 12.“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12(2):37-67.

◼ 수상
2017. 3.

8.

2016년도 BK21 플러스 우수연구인력 표창.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2016. 11. 23.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우수논문 장려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4. 10.

제39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대학원생 학술논문발표회 대상.
대한보건협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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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2016. 6.

연구역량 장학금. 연구등록생 연구경쟁력 강화사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3 – 2018. 2. 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011. 3 – 2013. 2. 한국연구재단 BK21.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010. 2.

국민대학교 성적3종 장학금. 국민대학교.

◼ 학회 발표(*=Invited Presentations)
양재원ㆍ김민정ㆍ임정재ㆍ염유식ㆍ김현창ㆍ김창오ㆍ이유미. 2017. 10. 20. “The risk of
falls related with lower BMI can be decreased by better practical support in
Korean elderly women”. 대한예방의학회 창립70주년 기념 가을학술대회. 부산.
임정재. 2017. 4. 21.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뉴스 접촉이 사용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제4회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2016-17년 SSK 제3차 네트워킹 심포지엄). 서울.
임정재*. 2017. 4. 7. “음주경험 친구가 청소년의 음주시작에 미치는 영향”. 2017년 한
국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춘계학술대회(2017년도 보건학종합 학술대회). 서울.
임정재. 2017. 2. 11. “Social Trust and

Suicidal Ideation: A Multilevel Analysis

in South Korean adults”. Global Advisory Program Symposium. New York.
임정재･강정한. 2016. 11. 11.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적 뉴스 접촉이 응답자 반응에 미
치는 영향”. 201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서울.
임정재. 2016. 7. 2.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다수준 분석 연구: 지역수준 요인들의 성
차를 중심으로”. 2016 제4회 불평등 연구회 심포지엄. 서울.
임정재. 2015. 8. 23. “Do Your Friends Trigger You to Start Drinking? Analyzing the
Drinking onset in South Korea". 2015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ction on Alcohol, Drugs and Tobacco Round tables. Chicago.
오지혜ㆍ임정재. 2015. 7. 3. “남녀 임금근로자의 초혼 이행: 젠더 및 학력차이를 중심
으로”. 2015 불평등 연구회 심포지엄. 서울.
임정재. 2015. 4. 10. “음주친구가 음주시작에 미치는 영향 : 차별적 접촉 이론을 중심
으로”. 제39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대학원생 학술논문발표회. 서울.
임정재. 2014. 12. 5. “What Makes You Drink?” The Influential Factors on Age of
Alcohol Drinking Onset in South Korea: Analyzing the Differential Effects
Depending

on

Gender”.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Hong Kong

Sociological Association. Hong Kong.
임정재ㆍ강정한. 2014. 8. 19.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행태를 활용한, 2014 서울시장
선거 온라인 조사 대표성 평가”. 2014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부산.
임정재. 2012. 10. 25. “The Effects of Living arrangement on Alcohol-drinking
behavior”. International Symposium for Young Sociologists of Taiwan,
South Korea and Japan, 2012. Kobe.
임정재. 2012. 2. 24. “가족관계와 건강: 동거가족관계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4
회 전국 사회학과 대학원생학술대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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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2016. 9 – 2018. 2. 연구보조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SSK)
: 네트워크 시대의 다중극화와 불평등.
2014. 3 – 2016. 8. 연구보조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SSK)
: 쏠림과 불평등: 네트워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2013. 9 – 2014. 2. 위촉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2013년도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시행 평가 연구.
2013. 2.

실습조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통계방법론 워크숍: 패널분석

2012. 6 - 2012. 8. 연구인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Survey Research Laboratory.
2012. 2 – 2013. 2. 연구보조원
한국연구재단 한국 사회기반연구 지원사업(SSK)
: 온라인 연결망 불평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학제적 연구.
2011. 9 – 2012. 2. 연구보조원
연세대학교 미래유망 사업: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학제적 연구.
2010. 2 – 2010. 9. 국민대학교 조사팀장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0. 2 – 2011. 2. 사회조사센터장
국민대학교 사회조사 센터.

◼ 연구보고서
김미란ㆍ유현숙ㆍ이정미ㆍ김은영ㆍ송옥현ㆍ길용수ㆍ양오석ㆍ한진아ㆍ임정재ㆍ오은지.
2014. 『2013년도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시행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김미란ㆍ유현숙ㆍ이정미ㆍ김은영ㆍ송옥현ㆍ길용수ㆍ양오석ㆍ한진아ㆍ임정재ㆍ오은지.
2014. 『2013년도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시행 평가 연구 : 해외사례』, 한
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기타활동
2014. 9 – 2015. 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자치회 박사대표.

◼ 자격사항
사회조사분석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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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al Skills
STATA, SPSS, HLM.
Multiple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Panel Regression,
Event History Analysis(Survival Analysis), Hierarchial Linear Model(Multi-level Model).

◼ References
Jeong-han Kang
Professor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82)2-2123-5421
Email: jkan9130 (at)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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