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개최된�아시아연구소�박사학위논문상�시상식�및�

발표회에서� 이선화� 박사(2015년� 2월� 졸업)와� 지은숙� 박사

(2016년� 2월� 졸업)가� 수상하였다.� 수상� 논문은� 「초원을� 나는�

닭(草原飛鷄):� 중국� 내몽고� 초원� 사막화� 방지의� 생태정치」� (이
선화)� 와� 「비혼(非婚)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
더�질서」� (지은숙)� 이다.

아시아연구소‘박사학위논문상’수상

2016학년도� 인류학과� 학술문화제는� 학부생� 자치회의� 주도�

하에� 2016년� 11월� 9일�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문화제는�

일본� 홋카이도� 해외답사� 보고� 발표,� 소모임� 발표� 및� 개별

연구� 발표와� 고전강독� 연극� 발표,� 막간� 앙케이트� 등을� 포

함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개별연구� 발표와� 소모

임� 발표에는� 한상복� 명예교수와� 이문웅� 명예교수가� 총괄토

론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값진� 조언을� 해주었다.� 학

술문화제를� 통해� 인류학과� 학생들은�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다시� 한� 번� 이해할�수�있는� 좋은� 기회가�되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오명석� 교수가� 2017년� 3월� 9일�

‘2017학년도�사회과학대학�우수교수상’을� 수상하였다.� 오명

석� 교수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개척,� 선도

함으로써�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연구토대� 및� 한국� 인류학

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아시아연구소를� 통해� 서울

대학교의� 아시아� 연구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를� 견인해� 왔

다.� 그뿐� 아니라� 한국� 동남아연구소장,� 한국� 동남아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지역연구를� 한국� 사회과학

의� 주요� 연구분야로� 정착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학을� 한� 공

로를�인정받았다.�

김재석� 교수가� 2017년� 3월� 1일� 자로� 인

류학과� 신임� 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재석�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

에서�인류학�박사학위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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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 후기 16� 김병국
솔직히� 인류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입학한� 것은� 아니었습

니다.� 동기들도�비슷하게�말하곤�하지만,� 입학� 전에는� 입시

를� 위해� 『문화의� 수수께끼』를� 읽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류학이� 제� 적성

에� 맞지� 않을� 거라는� 의심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막연

하게� 관심을� 갖던� ‘문화’를� 학술적으로� 배울� 수� 있다니� 상

상만으로도� 기대되었고,� 홈페이지의� 강의명들은� 하나같이�

제� 호기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학

문에�이토록�끌렸던�것은� 처음이었습니다.

� 입학� 후�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막연한� 기대감과� 호기심은�

다행히� 만족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류학과에서� 그간� ‘막연

히’� 궁금해� 하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무엇보다� 제

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며�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공

부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 읽는� 것도�

싫어하는데요,� 인류학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과제를� 하

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거

나�논문을�검색해�읽어보는�일도�생겼습니다.

� 한편� 인류학을� 배울수록� 인류학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 학문적� ‘성격’에도� 끌렸습니다.� <인

류학의� 이해>� 수업시간에� 강윤희� 교수님께서는� “인류학은�

낯선� 것을� 당연하게� 보고,�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보는� 학문

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인류학적� 관점은�

바람직한� 관계맺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

어,� 저는� 타인의� 언행을� 그� 사람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저의� 언행은� 타인의� 것에�

견주어�재고하려고�노력하게�되었습니다.

� 아직� 인류학과에� 입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류

학은� 저라는� 사람을� 참� 많이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동

시에� 신입생� 때의� 파릇파릇한� 초심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

길� 바라며�졸고를�이만�줄입니다.

소모임

애쓰는� 필름(Ethn:film)� 12� 성재규

안녕하세요.� 애쓰는� 필름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으니�

복� 많이� 받으시기�바라오며,� 지난� 2016년을�뒤돌아볼까요.�

우선� 애쓰는� 필름에서는� 북악산� 밑� 기와집만큼� 크게� 요란

한� 일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봄에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여름에는� 홍대� 상상마당� 음악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가을

에는� 교내에서� <멜랑콜리아>(2011)� 등의� 영화를� 상영,� 몇

몇� 학우들과� 함께� 관람하면서� 멜랑콜리한� 시국과� 종말이�

다가옴에� 몸서리치며� 늦은� 밤까지� 술� 부대를� 풀어젖히곤�

하였지요.� 그러나� 1999년의� 종말론이� 그랬던� 것처럼,�

2016년은� 촛불과� 함성을� 뒤로� 지나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2017년이�왔습니다.� 아직� 끝나지�않았기에�

우리는� 계속� 애쓰는� 필름을� 해나가야겠지요.� 올� 상반기에

는� 조금� 발칙한� 상상력을� 가시적인� 결과물로� 내보고자� 합

니다.� 영상과� 이미지에� 대해,� 예술과� 현실에� 대해,� 그간� 마

음속에� 가둬두었던� 망측하고� 귀엽고� 답� 없는� 이야기를� 풀

어볼� 겁니다.� 물론� 16동� 448-2호에서의� 영화상영과� 다양

한� 영화제� 참여도� 계속될� 겁니다.� 세미나와� 함께� 영상을�

만드는� 일도� 누군가� 원한다면� 하도록� 하지요.� 다만� 우리�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필요합

니다.(주전� 멤버� 일부가� 졸업하고,� 교환학생으로� 떠났기� 때

문).� 때론� 진지하고,� 때론� 한� 없이� 괴상한� 사람들이요(그런�

제가� 심심해서� 요즘� 공부만�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곧�

만나요.

아우라� 13� 국명표

미뤄놨던� 공부를� 하고� 싶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아우라는�

지난� 학기와� 겨울방학� 동안� 피에르� 부르디외라는� 프랑스�

학자의� 『구별짓기』를� 읽었습니다.�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에� 한� 번씩� 만나� 읽어온�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많이� 말할수록� 그만큼� 자연스레� 더�

머리를� 쓰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우라에서는� 책을� 읽

은� 뒤� 이해하고� 생각한� 것들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으니,�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내용을� 꽤나�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학기부터� 무엇을� 읽을지는� 아직� 정해두지� 않았습니

다.�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모임을� 갖고,� 각자

가� 읽고� 싶은� 책� 중에� 선정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매주� 1회� 만나는� 걸� 기준으로� 하되,� 주마다�

만나는� 날짜는� 협의하여� 다소� 유동적으로� 정할� 예정입니

다.� 지난� 학기에는� 우디� 앨런의� 영화� <카페� 소사이어티>를�

함께� 시청한� 뒤,� 『구별짓기』에서� 제시하는� ‘체화된� 계급성’

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책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작

품들을�찾아�함께� 볼� 예정입니다.�

� 학교를� 다니다보면� 책� 한권을� 다� 읽기도� 쉽지� 않고,� 고전

을� 읽기란� 더더욱� 쉽지� 않은데요,� 이처럼� 아우라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 배우는� 것도� 많

고� 참� 좋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좋

은� 경험을�함께� 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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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장밋빛� 파리,� 느리게� 또� 깊숙이� 15� 감나영

가기� 싫다고� 징징대던� 때,� 너무도� 다른� 환경에� 매일� 울며�

지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교환학생� 후기를� 쓰다니�

정말� 시간이� 날아가� 버린� 것� 같네요.� 저는� 파리� 7대학

(Paris� Diderot)에서� 가을학기를� 수학했는데요,� 모든� 수업

이� 프랑스어로� 진행된� 덕분에(?)� 프랑스인� 친구도� 사귀고,�

프랑스어로� 발표와� 과제를� 하면서� 더� 깊숙이� 프랑스� 대학

사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프랑스

를� 선택할� 때를� 되돌아보면�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지원해버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뚜렷한� 목표� 없이�

막연한� ‘홀로서기’를� 위해� 출발한� 프랑스행이었던� 만큼� 제

게� 이� 시간들은� 훨씬� 더� 막막하고� 어려운� 동시에� 놀랍고�

찬란했습니다.�

� � 제� 지인들은� 다� 알정도로,� 파리� 생활� 초기에� 저의� 파리�

혐오는� 꽤� 심했습니다.� 느리고� 무책임한듯한� 행정,�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

에� 왜� 와서� 이러고� 있나’�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미션� 같이�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해결

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 해보다보니,� 제� 주변에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제가� 마음을� 여니� 파리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다른� 선배들보다도� 느리게� 적응했을지

는� 모르지만� 그만큼� 더� 깊숙이� 파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

까요?� :� )� ‘내’가� ‘스

스로’� 잘� 챙겨서� 일

을� 해야� 하지만� 동

시에� ‘그러려니’�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온� 몸으로� 배우

는�시간이었어요!

� � 한편,� 저는� 시

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녔어요.�

노르웨이� 피오르

드부터� 모로코� 사

막까지� 제� 나름대

로� 도전과� 쉼에�

대해� 배울� 수� 있

었던� 소중한� 여행

들을� 했습니다.�

저가항공과� 교환

학생의� 여유로운�

일정� 덕분에� 노매

드처럼� 원� 없이�

여행� 다니고� 생각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여행� 짐� 싸고� 비행기� 타는� 건� 거

의� 식은� 죽� 먹기!� 인류학도로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 넓은�

자연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색하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건� 2016년� 동안� 가장�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 � 지나간� 일이기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 수

도� 있지만� 파리에서의� 시간들은� 분명�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제겐� 낭만도� 꿈도� 아니었던� 파리가� 미래가� 되고�

고마운� 존재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기까지는� 분명� 그만

한� 고민과� 눈물이� 필요했으니까요!� 교환� 생활을� 꿈꾸는� 선

후배� 인류학도� 분들,� 어쩌면� 꿈꿨던� 세상이� 그대로� 펼쳐지

지� 않을� 수도� 있어요(사실�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새로

운� 꿈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녹아들

어가는� 경험은� 정말� 값진� 인생의� 흔적으로� 남을� 거라고� 확

신합니다!� :� ) 

소박하지만� 깨끗한� 나라,� 핀란드의� 선물� 15� 이다혜

제가� 핀란드를� 선택했던� 것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교

육과� 복지선진국이며,�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북유럽의�

자연� 속에서�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핀란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마친� 지금� 저

는� 자신� 있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

니다.� 핀란드는� 사실� 자일리톨,� 사우나,� 교육이라는� 키워드�

외에는� 한국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핀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겉은� 무심하지만� 속은� 친절하고,� 도움받기보다는�

혼자� 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핀란드� 사람들의� 성격이� 저와�

맞았고,� 화려한� 도시문명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시� 하

는� 그들의� 가치관이� 제가� 바라던� 삶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었겠지요.� 스웨덴과� 러시아에게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으며� 유럽의� 주변부인� 북유럽� 안에서도� 주변부로�

지내오다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낸� 핀란드의� 역사�

또한� 우리나라와의�동질감을�느끼게�만든� 요소였습니다.

� 교환학생� 기간� 동안�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독

일,� 프랑스� 등지를� 방문하면서,� 예전에는� 유럽이나� 북유럽

으로� 일반화시켰던� 국가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발견하며�

의도치� 않은� 인류학� 공부를� 하기도� 하였고,� 여행을� 통해�

타지에서� 살아남는� 법,�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을� 배

우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은� 라플란드(핀

란드� 북부)� 여행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설원과� 타이가,� 해가� 아주� 낮게� 떠서� 생기는� 정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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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 커튼처럼� 일렁이는� 녹색과� 붉은� 색의� 오로라� 등,� 제

가� 교환학생을� 오기� 전� 기대했던� 모든� 것을� 라플란드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추운� 것을� 더운� 것보다� 싫어하

던� 제가� 사우나� 후에� 북극해에서� 수영을� 하고,� 겨울� 스포

츠라고는� 생전� 해본� 적도� 없으면서� 크로스컨트리와� 스노모

빌에� 도전했던� 저를� 보며,� 핀란드가� 참으로� 여러� 의미에서�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연히�

핀란드� 유학생� 친구의� 대입� 공부를� 한� 달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덕분에� 핀란드� 대입� 시험� 문제를� 분석하면서� 핀

란드� 교육의� 합리성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었고,� 그� 친구

가� 대학에� 합격하면서� 또� 하나의� 뿌듯한� 기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너무나�기쁘고�감

사했습니다.�

� 2학년� 2학기� 교환학생을�

신청한� 뒤� 준비� 기간� 동안�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게� 아

닐까?� 왜� 하필� 핀란드를� 선

택했을까?’하면서� 때� 이른�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

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제�

대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훌륭했던� 선택이었습니

다.� 6개월� 간� 최고로� 힘든� 때와� 최고로� 행복한� 때를� 모두�

겪었고,�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만남을� 하며,� 생각지도� 못한� 길,� 색다른� 꿈을� 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

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분명� 제� 변화를� 느낄� 수� 있으리

라� 기대합니다.� 아,� 물이� 깨끗한� 국가� 1위인� 핀란드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마셨던� 습관� 때문에� 돌아가서� 한� 번쯤은�

수돗물을� 마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행복했던� 한� 학기의�

기억이� 제� 평생을� 좌우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만� 이� 소

중한�기억의�종지부를�찍으려고�합니다.

취업

인류학이요?� �

증권� 할� 수� 있겠어요?� �

12� 박승모

제가� 첫� 면접에서� 처음� 받았던� 질문입니

다.� 사실� 면접관� � 뿐만� 아니라� 증권사�

동기들,� 그룹� 연수원에서� 만난� 계열사� 친구들까지� 같은� 반

응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인류학과� 증권

이� 관련� 없어보이나요.� 저는� 인류학의� 경쟁력을� 믿었습니

다.� 그래서� 인류학과� 증권을� 결합하여� 두� 가지� 키워드로�

저를� 표현했습니다.� ‘발로� 뛰는� 트레이더’,� ‘시장의� 이성과�

감성을�이해하는�자’

발로� 뛰는� 트레이더

컴퓨터� 앞을� 벗어나� 직접� 발로� 뛰는� 트레이더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들처럼� 직접� 발품� 판� 정

보로�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거로�

일본,� 괌,� 명동� 등� 인류학� 현지조사� 경험을� 들었습니다.� 명

동� 조사를� 통해� ‘외줄� 타는� 변검술사’로� 현재의� 명동을� 통

찰한� 얘기,� 괌�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3가지� 정체성의� 혼재

를� 파악한� 일� 등� 학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필드의� 경험

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면접관은� 저의� 이� 경험이� 매우�

독특하다�생각하여�뽑았다고�했습니다.

시장의� 이성과� 감성을� 이해하는� 자

시장은� 이성과� 감성의� 결합물입니다.� 수요와� 공급� 같은� 경

제학� 이론이� 잘� 들어맞아� 보이지만� 때론� 전혀� 맞지� 않아

요.�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사태가�그� 예지요.� 시장의�반쪽

은� 감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포에� 빠지면� 순식간에�

주식시장은� 붕괴되기도� 하고� 기대에� 부풀면� 정반대가� 되기

도� 합니다.� 저는� 이� 비합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

습니다.� 인간을� 따뜻한� 감성과� 차가운� 지성으로� 바라보는�

인류학을� 전공했기에� 누구보다� 시장의� 이성적� 측면과� 감성

적�측면을�잘�이해할�수� 있다고�했습니다.�

어떠신지요?� 이렇게� 보면� 인류학과� 증권이� 꽤� 연관� 있어�

보이나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면접관을�

사로잡아� SK의�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학은� 증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필드조사,� 그� 안에서� 견지했던� 문화상대주

의,� 총체적� 관점� 등은� 어떤� 분야를� 가든� 필요하니까요.� 혹

시라도� 취업� 걱정이� 있는� 인류학도가� 있다면� 걱정� 하지� 않

았으면� 합니다.� 4년� 동안� 직접� 체험하고� 배웠던� 인류학� 방

법론은�어떤�분야를�가든� 여러분을�빛내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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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신입생� OT

 

2017년� 2월� 14일� 인류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교수님과�일부� 재학생이�함께하는�가운데,� 20명의� 신입생에�대한�

인권� 및� 성평등� 교육,� 학사� 개괄,� 교수님과� 학과에�대한� 소개,� 학

부�소모임과�자치회에�대한� 소개가�이루어졌다.

2017학년도� 전기졸업식

 

2017년� 2월� 24일� 인류학과�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박

사과정� 1명(06심일종),� 석사과정� 4명(14강대훈,� 14이흔이,� 14김

휘동,� 15박재형),� 학사과정� 11명(06박용식,� 08김홍석,� 08이태

경,� 09신승민,� 09정운영,� 10김현웅,� 10봉하진,� 10이장원,� 12고

형민,� 12박승모,� 13송지원)이� 졸업하였다.

인류학과� 학술문화제� 개최

2016학년도� 인류학과� 학술문화제는� 학부생� 자치회의� 주도� 하에� 2016년� 11월� 9일�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문화제는� 일본�

홋카이도� 해외답사�보고�발표,� 소모임�발표� 및� 개별연구�발표와� 고전강독�연극발표,� 막간� 앙케이트�등을�포함한�다양한�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개별연구� 발표와� 소모임� 발표에는� 한상복� 명예교수와� 이문웅� 명예교수가� 총괄토론을� 담당함으로써� 학

생들에게� 값진� 조언을� 해주었다.� 학술문화제를� 통해� 인류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고�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대

해� 다시�한�번�알�수�있는� 좋은� 기회가�되었다.

  

학술제-고전강독� 후기� 16� 이강산

인류학도� 중에서도�신입생만이�참여할� 수� 있는� ‘고전강독세

미나’는� 대학원생�조교님의�도움을�받아� 인류학의�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을� 읽고,� 학생들이� 발제하여� 토론하는� 프로그

램이다.� 우리는�에드먼드�리치의� 『버마� 고산지대의�정치�체

계』를� 강대훈�조교님과�함께�공부했다.� 수업에서�배운�개념

과� 이론을� 버마� 고산지대의� 사례에� 적용하고,� 반대로� 수업

에서� 버마� 고산지대의� 정치�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배우는� 상호작용� 속에서� 배움의� 뿌듯함(?)과� 인류학에�

대한�흥미를�느낄�수�있는� 시간들이었다.

� 고전강독세미나의� ‘꽃’은� 프로그램이�끝난�후,� 내용을�토대

로� 학술제에� 올리는� 연극이다.� 이� 책은� 카친과� 샨이라는�

두� 세력� 간의� 정치적� 상생과� 긴장관계,� 그리고� 카친종족�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뉘는� 부족들� 안팎의� 정치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샨은� 풍요로운� 평지에� 자리잡은� 부

족으로,� 중앙집권적인�정치적� 체계가�잘� 잡혀있다.� 반면� 카

친족은� 산지에� 자리잡아� 샨족에� 비해� 가난하고,� 위계적인�

정치체계인� 굼사와� 평등한� 정치체계인� 굼라오를� 오가고� 있

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대한민국� 정치를� 풍자하

는� 내용의� 연극대본을� 짰다.� 위계적인� 굼사� 세력이� 샤먼을�

선두로� 하는� 굼라오� 세력에� 의해� 정복당하고,� 이� 굼라오�

세력의� ‘비선� 실세’가� 된� 샤먼이� 샨� 왕까지� 조정하려고하는�

스토리라인이었다.

� 대본을� 짠� 후에는� 총� 두� 번의� 리허설을� 거쳤다.� 실감나는�

연극을� 위해� 클레이를� 붙여� 직접� 가면을� 제작하였고� 의상

도� 준비했다.� 그렇게� 오른� 무대는� 어떤� 이에게는� 장난처럼�

보였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

는� 무대였다.� 교수님들과� 여러� 학우들의� 좋은� 반응에� 열심

히�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인류학도로서� 처음� 무

언가를� 해냈다는� 것에� 인류학에� 애착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전강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정향진�

교수님,� 강대훈� 조교님� 그리고� 두� 달간� 함께한� 친구들에게�

감사의�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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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으로부터의 편지    05 김경민

인류학과� 05학번� 김경민입니다.� 저는� 현재� 《시사저널》� 디

지털뉴스팀에서�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변변치� 않은� 프로필을� 알고� ‘후배들에게� 쓰는� 편지’를� 부탁

해주신� 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선후배․동기님들께� 이� 공간
을�통해�안부� 인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라는� 직함을� 명함에� 박고� 다닌� 지� 올해로� 벌써� 8년�

째입니다.� 아직도� 어디� 가서� “김경민� 기자입니다”라고� 하기

가�어색해� “김경민입니다”라고만�말하고�있네요.

� 주간지�기자로서의�생활은�나름대로� ‘리듬’이� 있습니다.� 하

루에서�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뉴스가� 우수수� 쏟아져� 나오

는� 요즘� 같은� 뉴스환경에서� 이슈� 메이커로서� 중심을� 잡아

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간지는� 일간지나� 연

합통신보다� 속도가� 느려� 호흡이� 수월하지만� 그만큼의� 깊

이,� 남다른� 시각으로� 독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중압감도� 만

만치�않으니까요.

� SNS로� 뉴스가� 유통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로�뉴스를�소비하는�환경에의�적응은,� 일간지,� 주간지

�할� 것� 없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영화관�

팝콘처럼� 소비되는� 뉴스.� 그� 속에서� 어떻게� 뉴스� 가치를�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언론사로� 선택되느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할� 것인가.� 취

재하는� 틈틈이�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답도� 찾아가야� 하니

까요.

� 저� 역시� 이런� 고민을� 안고� 나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기자와� 같은� 언론인을� 꿈

꾸는� 후배님들이시라면� 단순히� “기자가� 되고� 싶어!”라는� 생

각보단� 미래의�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시

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업종이� 그러하듯�

언론계�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후배님들이� 입

사� 면접을� 하실� 때엔� 면접관으로� 앉으신� 선임� 기자들은� 그�

변화의� 실마리를� 여러분에게서� 찾으려고� 할� 테죠.� 그� 답을�

쉽게� 찾을� 순� 없겠지만� 한번쯤� 생각해본� 사람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을� 찾게� 된다면.,� 저부터� 좀� 알려주시구요....� 꼭.�

제발...

논문� 게재

김지은� (박사과정)� “Landscape,� Memory,� and� the� “Gaze� of�

Others”� Becoming� Nostalgic� Subjects� in� a� Post-ingenio�

Cuban� Village“� (『라틴아메리카연구』� 29권� 4호,� 2016)

김수진� (석사과정)� “'아프리카TV가� 낳은� 괴물들':� 인터넷방송의�

다층적�이중성에�관한�연구”� (『비교문화연구』� 23권� 1호,� 2017)

장예지� (석사과정)� “산의� 경관과�환경에�대한� 인식의�역사적�변

화:� 울진군에서� 시행된� 산림녹화사업과� 화전정리사업� 사례를� 중

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3권� 1호,� 2017)

홍성훈� (박사과정)� “시원하게� 맞았다!:� 권투체육관에서� 함께� 태

어나는�권투선수의�몸”� (『비교문화연구』� 23권� 1호,� 2017)

대학원생� 콜로퀴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 아프리카TV에� 관한� 인류학적

� 연구“

발표자:� 김수진� (석사과정)

토론자:� 이길호� (박사과정),� 장한라� (석사과정)

일시:� 2016년� 12월� 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발표자:� 김지원� (석사과정)

토론자:� 오은정� (서울대�인류학�박사),�

� � � � � � � � 이영진� (전남대�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 � � � � � � � 이예은� (석사과정)

일시:� 2017년� 1월� 14일

국제학술대회� 참가

The� 8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2016.10.5-10.7)

엘리사� 로메로� (박사과정)� “Confucian� Family� Values� and�

Contemporary� Adoption� Practices� in� South� Korea:� Between�

Defiance� and� Continu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Tourism� in� the�

Changing� World� � � � � � � � � � � � � � � (태국,� 2016.10.21-10.22)

이민영� (박사과정)� “Escape� Mobility:� Young� Men’s� Long-term�

Travel� as� ‘Escape� from� Hell-Joseon’� in� South� Korea”

GEAS� GRAD� Conference,� Individual� Agency� in� Institutional�

Contexts� in� East� Asia� � � � � � � � � � � � � � � � � (독일,� 2016.12.9-12.10)

한율리아� (박사과정)� “Pakistani� Kitchen� and� Global� Civil�

Society:� The� Role� of� Agency� in� the� Transnational� Field� of�

Hanyang� University,� South� Korea”

인류학과� 대학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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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15th� AAA� Annual� Meeting� (미국,� 2016.11.16-11.20)

문경연� (박사과정)� “Chinese� Spouses� or� Taiwanese’s�

Compatriots?:� An� Ethnographic� Study� of� Social� Network�

Among� Chinese”

김지은� (박사과정)� “Gone� Deaf� with� the� Central:� Self,�

Memory� and� Landscape� in� a� Former� Sugar� Town� in�

Cuba”

엘리사� 로메로� (박사과정)� “Navigating� Ambiguous� Family�

Ideologies:� Domestic� Adoption� and� Confucian� Legacies� in�

South� Korea”

이수유� (박사과정)� “"Godori� till� Death":� Playing� and�

Socializing� Among� the� Rural� Elderl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조창미� (박사과정)� “The� Affect� of� Chong� and� Its� Social�

Embodiment:� An� Affective� Community� Among� Urban�

Football� Supporters� in� South� Korea”

최리� (박사과정)� “Branding� Music,� Branding� Nation:�

Recontextualization� of� Traditional� Music� in� Contemporary�

Korea”

최학락� (박사과정)� “In� Between� the� Secular� and� the�

Religious:� Ambiguities� and� Fluidity� of� Korean� Shamanism�

in� Korean� Modernity”

BK21플러스� 사업단� 행사

「2016� 글로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주제:� “글로벌�한국학과�이주/이산의�인류학”

일시:� 2016년� 10월� 21-22일

「BK21플러스� 해외석학�초청강연」

발표자:� Robert� Oppenheim� (Univ.� of� Texas� at� Austin)

발표제목:� “An� Asian� Frontier:� American� Anthropology� and�

Korea,� 1882-1945”

일시:� 2016년� 9월� 30일

발표자:� Thomas� Looser� (New� York� Univ.)

발표제목:� “Diasporas� from� the� Everyday”

일시:� 2016년� 11월� 4일

발표자:� Sealing� Cheng� (홍콩�중문대학)

발표제목:� “Love� in� Waiting:� State� Discipline� and� Intimacy� for�

African� Asylum-seekers� and� Refugees� in� Hong�

Kong”�

일시:� 2016년� 12월� 6일

「BK21플러스� 김밥토크」

발표자:�전경수� (서울대�인류학과�명예교수)

발표제목:� “중국�인류학사의�학습과정에서�나타난�문제들”

일시:� 2016년� 10월� 12일

「BK21플러스�전문가� 초청강연」

발표자:�김경수� (국회의원)

발표제목:� “국회로�간�인류학도”

일시:� 2016년� 10월� 26일

발표자:�서보경� (서강대�동아연구소)

발표제목:� “법외의�생명,�돌봄의�정치”

일시:� 2016년� 11월� 17일

「제1회� 인류학� 오픈포럼」

발표자:� 김영섭� (SBS� 드라마본부장),� 서황욱� (YouTube� Korea� and�

Greater� China�파트너십�총괄전무)

일시:� 2016년� 11월� 26일

                      

                      

교수� 동정

인류학과� 교수� 소식

수상� 소식 권헌익� 교수� 제12회� 경암학술상� 수상

경암교육문화재단� 제12회� 경암학술상의� 인문·사회� 부

문� 수상자로� 권헌익� 초빙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

니티칼리지�석좌교수�겸직)가� 선정되었다.�

신임교수�부임:�김재석� 교수� (2017.3.1,� � 부교수�발령)

겸임교수�발령:�권헌익� 교수� (2017.3.1,� � 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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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및� 국외활동�

권숙인� (2016.11.21-26� /� 2017.1.7-9� /� 2017.1.21-28)�

� � � � � � � 일본� -� 자료수집
�

이현정� (2017.1.3-20)� 중국� –� 자료조사

정향진� (2016.11.11-22)� 미국� -� 전미인류학대회�논문발표

채수홍� (2017.1.6-14� /� 2017.3.2-5)�

� � � � � � � 베트남� -� 자료조사,� 학술교류�및�세미나참석

Olga� Fedorenko�

(2016.11.10-21)� 미국� -� 전미인류학대회�논문발표

(2016.12.16)� 부산� -� 학술교류�및�세미나참석

논문� 및� 저서� 출판

강윤희� “’Beat� Your� Child� with� a� Flower!’:� Asian�

Advantage� and� Educational� Connectivity� between�

South� Korea� and� Singapore”(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4(6),� 2016)

권숙인�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 재일한인� 1세� 여성의�

노동경험과�그�의미”(『사회와�역사』� 113호,� 2017)

오명석� “해외지역연구의� 동향과� 쟁점”(한상복� 외,� 『학문연

구의� 동향과� 쟁점:� 고고학,� 민속학,� 인문지리학,� 문화인류

학』,� 2017)�

이현정�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고통:� 표상,� 경험,� 개입에�

관하여”(『보건과�사회과학』� 43집,� 2016)

� 「对中国农村地区防止妇女自杀工作的一个建议：论人类学
感受性的重要性」� (중국� 농촌의�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제
언:� 인류학적� 감수성의� 중요성)(『广西民族大学学报』� 2017
年 第01期.)
�

「현대� 중국� 농촌의� 시장개혁과� 혼인관습의� 변화:� Jack�

Goody의� 신부대�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문화인

류학』� 제50집� 1호� 2017)� �

채수홍� /� 이한우,�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7(1),� 2017)

황익주� 외� 『한국의�도시� 지역공동체는�어떻게�형성�

되는가』(2016)�

Olga� Fedorenko� “On� the� Futility� of� Advertising�

Critique.”� (Explorations� in� Critical� Studies� of�

Advertising,� 2016)

� “Quandaries� of� Advertising� Censorship� in� South�

Korea:� Freedom-Loving� Censors,� Smart� Consumers,�

and� Cynical� Sensibility.”� (Anthropological� Quarterly,�

89� (4),� 2016)

*발전기금�참여신청서는�본�소식지에�포함되어�있습니다.

※발전기금�담당조교:� 강부성� (☎� 02-880-6419�* kbs0910@snu.ac.k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인류학과는� 1961년� 고고인류학과로�

출발하고� 1975년� 인류학과로�독립한� 이후� 그간� 학과의� 내실을�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류학과는�상대적으로�소규모

이기는� 하나�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6년부

터�교육부로부터� 4년� 6개월�동안� BK21+� 사업비를�지원받아�대학원생들의�장학금이�대폭� 확대되고�연구지원을�충실히�할� 수�있게�되었습

니다.� 이제� 인류학과는� 크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연구와� 동아시아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거점� 학과,� 그리고� 한국사회와�

타사회� 간� 문화소통� 및� 한국문화를� 융성시키는� 데� 기여할� 글로벌인재를� 키워나가는� 학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류학과의� 비전

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주시는� 발전기금은� 인류학� 훈련에서� 꼭� 필요한� 실

험실습,� 현지조사�실습,� 해외답사,� 해외장기�현지조사,� 현지어훈련,� 학술지출판�등� 학생들을�교육시키고�연구활동을�지원하는�데�사용될�것

입니다.� 발전기금� 모금에서� 소액기부와� 월정액기부를� 특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인류학과가� 나아갈� 길을� 축복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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