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배

매사에 머뭇거리며
다소 우울한 듯한...
한문) 金 王 培
영문) Kim, Wang-Bae
e-mail) wangbae@yonsei.ac.kr
전화) +82)02-2123-2432
핸드폰) 없음
학력)
1977.3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입학
1981.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1985.9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1992.9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경력)
1992. 8 - 1996.8 연세대학교 강사 및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1996. 10 - 1997. 3 미국 버클리대학(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동아시아 연구소 객원연구원
1997. 4 - 1998. 10 미국 시카고 대학(The 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과 조교수(전임초

빙)
1998. 10 - 1999. 7 미국 시카고 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1999. 7 - 2001. 9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부소장
2001. 9 ~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서)
2000.5 「도시 공간 생활세계: 국가와 계급의 텍스트 해석」, 도서출판 한울
2001.5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일생생활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 한울 아카데미
공저-책 장)
1992. 6. “후기주변부 포디즘과 지역의 재구조화”
학술단체협의회 세계체계와 한국사회 한울. (공저)
1995. 3. “일상생활의 철학적 의미와 생활정치"
일상생활의 문제와 생활정치 대윤.
1995. 11. “계급과 지역불균등 발전의 문제”
한국공간환경의 재인식 한울.
1997. 8. “자본주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공간의 구조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제6장, 대우학술총서, 민음사. (공저)
2000. 6. “공간 정치경제학의 기본개념과 분석 틀”
공간의 정치경제학 제3장, 도서출판 아르케 (공저)
2000. 6. “도시의 집합적 소비이론”
공간의 정치경제학 제21장, 도서출판 아르케 (공저)
2000. 6. “도시자본순환과 건조환경이론”
공간의 정치경제학 제22장, 도서출판 아르케 (공저)
2008. 2. “비정규노동과 노동과정”
동아시아의 사회적 포섭과 배제 4장,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6. “구술사의 방법론적 의의와 과제”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도서출판 선인
2009. 10. “미녀와 야수: 과학기술의 음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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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유망사업연구
2010. 7.- 2011.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산 및 가계 수지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9.-2013. 8. “인터넷과 감성사회”
가비아 (주)
2013. 3.-2013. 11. “주요 외국의 업종별 사망재해 조사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9.-2014. 8. “노스탤지어와 한국사회의 후기 근대적 재구성”
한국연구재단
2012. 9.-현재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사회인문학”
한국연구재단

2013. 6.-현재

“서애 류성룡 연구”
(사)서애선생기념사업회

2013. 9.-현재

사회학과 BK+, "사회적 연대와 공존“
한국연구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