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T. 033-250-6860

Department of Sociology

http://sociology.kangwon.ac.kr

F. 033-259-5611

강원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육목표는 현대 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찰적 능력과 실용적 지식을 두루 갖춘 사
회학도로 기르기 위하여 교육과정은 기초전공 이외에 학문 지향적 교육과정과 취업 지향적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
문 지향적 교육과정은 직업으로 사회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 지향적 교육과정은 응용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현장 중심적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 및 연구분야

E-mail : @kangwon.ac.kr

김원동 교수

김재훈 교수

김준호 교수

이기홍 교수

이태원 교수

033-250-6866
wdkim
사회대 307호

033-250-6869
jhkim06
사회대 309호

033-250-6864
jhk0709
사회대 312호

033-250-6868
yikihong
사회대 306호

033-250-6865
ltwltw
사회대 313호

사회계급론,
정치사회학,
정보사회론

산업사회학,
조직사회학,
정보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보건의료사회학

사회이론,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철학

범죄사회학,
사회문제,
사회조사방법론

정성호 교수
033-250-6867
shc
사회대 314호
인구학, 도시사회학,
미래학

학과 자랑거리
학생회를 주축으로 동아리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며 재학생들의 전
공소양 능력함양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들과 재
학생 간, 선배와 후배 간에 소통이 원만하여 언제나 즐겁고 쾌활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년별 교육과정
1

사회학의 역사

2

사회학강독Ⅰ·Ⅱ, 사회통계, 사회학의 쟁점, 지역사회와 인구문제,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현대사회와 사회심
리, 사회조사방법, 사회계급론, 도시사회학, 사회과학방법론, 강원사회의 이해

3

현대사회학이론, 조직사회학, 정치사회학, 사회분석실습, 사회학특강, 한국사회론, 일탈행동과 범죄, 산업사회
학, 현대사회론, 환경사회학, 성과 가족, 사회적 경제의 이해

4

사회변동론, 지역과문화, 인터넷과 정보사회, 특수사회학, 복지국가론, 보건의료사회학

전학년

꿈-설계 상담

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 http://sociology.kangwon.ac.kr
한국사회학회 : http://www.ks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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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리서치회사에 입사하고 싶기도 하고 기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두 분야가 매우 달
라 보이지만 사회학과에서 배운 소양을 바탕으로 리서치회사에서는 SPSS 활용 능력
및 해석능력을, 기자가 되어서는 사회문제 및 현상을 통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학계나 교육계, 연구기관

일반기업
광고, 홍보, 시장 및
여론조사기관,
신문사, 방송국, 잡지사 등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동녘/앤서니 기든스,필립 W.서튼)
현대사회학(을유문화사/앤서니 기든스, 필립 서튼)
현대사회학이론(다산출판사/강정한 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회조사 방법론(커뮤니케이션 북스/장택원)

College of social
Business
sciences
Administration

진학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기도 하니까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재학생 인터뷰

자랑스러운 동문
황영두(81학번)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최기영(01학번) 강원일보

전현덕(92학번) 수원지방법원

김초롱(05학번) 한국농어촌공사

장익규(94학번)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지은혜(05학번) 대한항공

박우성(96학번) 농촌진흥청

한창훈(06학번) 한진

홍훈식(97학번) 통계청

김채현(07학번) 한국소비자평가원

추아름(99학번) 에이씨닐슨 코리아

하초희(08학번) 춘천 KBS

최근 3년간 취업자
최상율(07학번) 현대해상화재보험

권한조(09학번) 청정원

지정배(08학번) 홈플러스

조안나(09학번) 쿠팡
최다예(11학번) 한샘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그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학생
사회학에 흥미가 있으며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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