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학계 동향
최근 교원임용 현황 일부 (가나다 순)

FAQs
이게 궁금해요!
연세대학교

강진연(전남대학교)
김영미(연세대학교)
김용현(홍콩과기대학, 홍콩)
김선혜(이화여자대학교
김주연(서울시립대학교)
김희원(Arizona State U., 미국)
문상석(강원대학교)
서찬석(중앙대학교)
신희주(가톨릭대학교)
양명지(U. of Hawaii, Manoa, 미국)
오은실(U. of Wiscnosin-Madison, 미국)
윤수련(Lingnan U., 홍콩)
이병규(Indiana U., Bloomington, 미국)
이재민(홍콩중문대학, 홍콩)
이철승(서강대학교)
임이숙(한양대학교ERICA)
정가영(UC Davis, 미국)
정고운(경희대학교)
정우석(HEC Paris, 프랑스)
조은주(명지대학교)
최성수(연세대학교)
황선재(충남대학교)

대학원 전형 요강
원서접수
구술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4/10월 하순
6/12월 초순
6/12월 하순
8/2월 초순

서류전형
입학지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
출신대학 교수 추천서, 영어성적증명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참고요망

http://graduate.yonsei.ac.kr

Q 입시 전형에서 무엇을 물어보나요?

사회학과 일반대학원

A

The Graduate School at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학업 및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설정한 연구
관심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학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
봅니다. 별도의 시험이나 단편적 전문지식을 확인
하지는 않습니다.

Q 대학원 입학에 높은 영어실력은 필수인가요?
A

입학 지원시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지만 최저 기준은 없으며, 선발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 지도교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본인의 연구주제 및 방법론에 따라 대학원 지원시
학과 교수님과 소통하여 결정하거나, 입학 후 수업을
듣고 교수님께 지도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Q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내외 대학, 공공 연구기관, 공공 및 사기업,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 생산을
담당하거나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 2123-2420
E-mail: sociology@yonsei.ac.kr
소개영상 : https://youtu.be/nrvnR5mnF0w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위험 사회와 탈진실 시대의
성찰적 사회학자 양성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대학원 소개

교수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1972년 설립되어 현재 12명의 전임
교수가 기초적인 이론에서부터 최신의 사회변동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의 산실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장학금 제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는 원생의 안정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사회정책 / 경제사회학 / 연결망 분석

특히 대학원은 사회문제 해결을 적극 지향하는 성찰적 사회
학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약 400명의
석사와 박사들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영역 및 기업에서
활동하며 세계적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염유식
사회연결망 분석 / 사회신경과학(뇌과학 ) /
의료사회학

교수진

BK21 FOUR 연구지원금
지원대학원생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연구지원금을 지원
(석사 최저 700,000원, 박사 최저 1,300,000원,
박사수료 최저 1,000,000원)
기타 장학금
대학조교 장학금(RA/TA), 학과 소속 사회발전연구소 조교,
교수별 연구 프로젝트, 한국연구재단 SSK 사업단 참여 등

강정한

원재연

수리사회학 / 지식정보사회학 / 양적방법론

중국 및 동아시아 / 사회이론

김동노

이도훈

역사사회학 / 사회사상 / 사회운동

인구학 / 사회계층론 / 양적방법론

차영주

김영미

안당 기초사회학장학생/글로벌 사회학장학생
등록금 전액 면제 및 생활비 일부 보조,
장기 해외인턴 우선권 부여 등

BK21 FOUR 위험사회와 탈진실 시대의
성찰적 사회학자 양성 교육연구단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BK21
사업에 선정되어온 국내 유일의 사회학과 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원생 약 400명 이상에
게 장학금과 체계적인 학술활동 지원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BK21 장학금 수혜율: 지원대학원생 94% 이상 (2019년 기준)

사회계층과 불평등 / 젠더 사회학

젠더 / 가족과 일 / 직업 / 조직 / 사회 불평등

•국제 학술대회 지원: 참가비용 지원 총 16명
(미국, 유럽, 대만 등에서 개최된 9개 학술대회 참여, 2019년 기준)

•해외 연구소 인턴십: NORC at University of Chicago
매년 2명

김왕배

최성수

산업사회학 / 사회계층 / 도시공간론 / 감정사회학

교육사회학 / 사회계층론 /
가족인구학 / 양적방법론

•교내 연구소, 한국사회학회, 동아시아와 북미 및 유럽의
유수 대학과 연계

김호기

한준

•Global Research & Education Program (GREP) :
대학원생-해외학자 1대1 매칭 공동 연구

현대사회론 / 시민사회 / 세계화

조직사회학 / 예술사회학

•해외석학 초빙 콜로키움

•Global Advisory Program(GAP): 해외 학자들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고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홈페이지

http://sociology.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