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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 영문 저널 창간
Korean Anthropology Review 첫 호 발행

인류학과가 영문 학술지 <Korean Anthropology Review>(이하 KAR)를 창간하여 2017년 4월 첫 호를 발행했다.
KAR는 기존에 발표된 한국의 우수한 인류학 연구를 번역해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해외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적 교류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학술지다. KAR 첫 호 대표편집자인 정향진, 채수홍, Olga Fedorenko
교수는 2017년 5월 25일 “왜 영문저널, 왜 번역저널인가?"라는 주제의 집담회를 개최하고, KAR 발간을 계기로 한국 인
류학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숙인 학과장은 저널 발송문을 통해 지속적인 학술지
발간으로 인류학과가 한국연구와 동아시아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거점 학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7 글로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Global Korean Studies and Writing Korean Culture”

지난 9월 22일~23일,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동아시아 문화의 비교연구와 문화공공재 전문가 양성 사업단)이 주
최하는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한국학과 한국문화 쓰기(Global Korean Studies and Writing Korean Culture)”가 서울대
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 첫날 기조강연자인 이정덕 교수의 <한국문화의 변모하는 모습
들> 둘째 날 기조강연자인 Laurel Kendall 교수의 <한국학을 회고하며, 내 첫 번째 책에서 틀렸던 것들>의 강연을 비롯해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핀란드 등에서 온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조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에 다음 소식지에 게재 하
겠습니다.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판된 인류학과 소식지는 인류학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담당조교: 강부성, kbs0910@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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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과 홈페이지 개편
2017년 4월 인류학과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
이지는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기존 영문 홈페이지의 전면적
인 수정을 통해 국내외의 이용자들이 쉽게 인류학과의 소식
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대폰 및 태블릿 등 PC 이
외의 전자기기들을 통한 접속에서도 디자인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되어 해외 이용자들의 접근에
장애를 없앨 것으로 기대한다.

2017학년도 학부생 MT
2017년 5월 12일, 인류학과 총엠티가 1박 2일에 걸쳐 진
행됐다. 가평군 별빛트리하우스 별장에서 진행된 총엠티는 체
육활동, 학부생들이 준비한 퀴즈, 교수님과의 대화 등의 프로
그램으로 구성됐다. 총엠티를 통해 학과 구성원들 간의 소통
을 증진하고 멤버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6학년도 후기졸업식
2017년 8월 29일, 사회대 신양회의실에서 인류학과 후기 학위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인류학과는 이번 학기, 박사1명(10이경묵),
석사3명(15김이향, 15류수경, 15주도경), 학사4명(09정한결, 11
이동준, 11이승혁, 12서희경)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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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처벌법까지 있다는 것을 토론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이 작용한 결

입학 후기 17 김예정

과라는 사실을 안 뒤 동아리를 담당하셨던 사회 선생님과

안녕하세요! 지금만은 풋풋한 새내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소개

기, 17학번 김예정입니다. 제가 앞으

받았습니다. 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바라보는

로 걷게 될 길을 앞서 가고 계신 분

시각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학문, 인류학과의

들과, 저와 손을 맞잡고 그 길을 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을 경험하

란히 걷게 될 분들께 이렇게 인사드

고 사회·문화 교과목을 수강하며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대

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저와 인

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학이 ‘문화’라는 키워

류학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

드를 중심으로 역사,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 걸쳐 인간의

리고자 하는데요. 고등학생이 되어, 방송기자라는 꿈만을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

가진 채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는 방황을 많

니다.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문화인류학이었지만 한국사

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동

과목을 수강하며 정치인류학에 관심이 생겼고, 루스 베네

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했

딕트의 『문화의 패턴』을 읽고 나서는 성의 인류학 등 인류

습니다. 국가별로 합법화 진행 정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학의 다른 하위분야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는 성소수자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지원해 생애 첫 큰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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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습니다. 입학 후 직접 인류학을 수학하게 될 생각에

면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떨쳐버리고 보다 따뜻

매우 설렙니다. 사건의 단면만이 아닌 이면까지도 꿰뚫어

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개인적 성숙도 이루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의 방송기자로서의 자질을 기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지금 느끼고

르고 싶습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학문이라는 점

있는 이 설렘을 잊지 않고 매순간 뜨겁게 살겠습니다. 사

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것은 훗날 현대사회의 복잡한 양

랑하는 선배님들과 동기님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

상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성’

합니다!

과 ‘상대성’을 존중하는 인류학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

소모임
그래도 뭐라도 하면 뭐라도 느끼고 배웁니다. 시작했을

아우라 13 국명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던 무적의 함대가 폭풍우와 풍랑에

때의 결의와 다르게 학기를 거치며 점점 아우라에 소홀해

죄다 난파되어 마지막에 가선 몇 명만이 뗏목을 끌고 목적

지는 우리 자신을 보며 한심함, 애석함 따위의 복잡한 감

지에 당도하듯, 스무명 남짓한 거대 선단을 이루어 출항했

정을 느꼈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무언가 새롭게 생각해보

던 아우라는 정규 학기라는 세파를 겪고 난 뒤 네 명이 진

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중사회3: 일상의 욕망

행한 마지막 모임으로 한 학기를 마감했습니다. 첫 문장이

과 미망』과 『자아 연출의 사회학』을 읽었습니다. 물론 다

간단해야 좋은 글이라던데, 그러기엔 너무 복잡하고 긴 문

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조망하는

장으로 글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약간의 변명을

책 한 권과, 연극과 같이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

하자면, 이번 학기 활동에 대한 제 소회가 그처럼 간결하

통에 대해 다루는 책 한 권을 훑으며, 인간을 설명하는 건

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

어떤 거대한 구조도, 아니면 외면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떤

금 우리 학생들이 처한 삶에서 매주 만나 책을 읽고 토론

고유한 내면성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한가롭

서 이제는 누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냐 개인적 존재냐 하는

게 교양을 쌓을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교양을 쌓는 것만

이상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으로 공적인 자리에 나가 위신을 쌓을 수 있는 시대는 적

반박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대학

학기는 인간에겐 고유한 영혼과 사회의 정신이 동시에 들

수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엔 졸

어가 있다는 어떤 수업의 가르침 하나와, 사회가 개인에게

업 후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영향을 주지만 개인도 사회에게 영향을 준다는 또 다른 수

걸 다 하고 나서도 남는 시간엔 쉬어줘야 합니다. 인간에

업의 가르침 하나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게 휴식은 너무나 소중하므로…. 책 읽고 토론하는 건 분

었습니다.

명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학기에도 또 뭔가를 꾸리겠지만 계획대로 안 될 것

데 그보다 중요한 건 많고, 그보다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부터 어차피 제대로 안할 거라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책모임을 꾸려나가는

며 장차 도래할 나약함을 정당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니다. 또 다시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습니다. 그로부터 또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무언가 얻기를 기대합니다.

애쓰는 필름(Ethn:film) 12 성재규

어야 했다면 아무 것도 없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다. 허나
올 봄과 여름은 유

누구처럼 자기를 계발할 열정이 있거나 천부적인 재능을

난히 피곤했다. 중도

가진 게 아니어서 그런 목적의식은 일찌감치 버렸다. 애초

에 포기하는 일이 많

에, 어느 시점부터 애쓰는 필름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마

았고 거짓말처럼 방

음이 이끌리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학도 끝나서 무언가

대신 애쓰는에는 애쓰는 만의 자리가 생겼다. 물론 세상

유예할 시간도 없이

이 만들어둔 숱한 자리들과는 달랐다. 어떤 인류학도들은

이제 가을이란다. 학

그런 자리에 앉기를 아직은 두려워하는 듯 했다. 남들처럼

기 초에 홈페이지에

딱딱한 사무실에 들어서기에는 그들은 아직 유연했다. 하

올린 소개글처럼, 항

고 싶은 말도 많고, 못 해본 것에 대한 미련이 많고, 심지

상 그랬듯이 애쓰는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애쓰는 필름이

어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은 그 어떤 눈치나 분위기에 휘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해 모인다는 목표를 가졌다면 더욱이.

둘리지 않고 신나게 떠들고 놀 자리가 필요했다.

영상에 민감하고 언제나 카메라/캠을 다루며 작품을 만들

어찌나 잘 놀았던지 언제 어디를 갔고 무슨 영화를 감상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그런 기억은 있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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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무얼 해보겠다

가득한 주소록이 그러할까. 다들 소심하고 어색한 물질만

고, 영상을 만들어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섬은

자고 팀을 꾸리고 주

섬대로 두고 카누를 타기 시작했다. 카누 사이에는 시시껄

제를 나눠보긴 했다.

렁한 이야기와 웃음뿐이었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게 필요하

그러나 그런 구심점

진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도 희망도 없었는데, 카누

도 없고 맥도 없는

사이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고 나누었다. 아직

계획들은

없어졌다.

섬에 남은 사람들도 조금씩 항해자들을 궁금해 했다. 도대

사실 별로였다. 즐거

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카누를 타고 서로를 오

워 보이지도 않았고 다들 바빴다. 그래서 그냥 놀았다. 4

간 걸까, 카누를 탄 항해자들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월에는 꽃놀이를 가고 5월에는 이제는 애쓰는의 연례행사

아마 ‘심심해서’ 그랬을 거라 다 지나고 나서야 나는 생각

가 되어버린 전주국제영화제 엠티를 갔다. 짧은 시간에 꽤

해볼 뿐이다.

많은 영화를 봤는데 거의 잊어버렸고, 폐막제에서 본 야구

가끔은 ‘객관적으로’ ‘살아남기’가 화두인 시대에 ‘그냥’,

치 시노부의 『서바이벌 패밀리』가 기억난다. 코미디로 신파

‘심심하다’는 애쓰는이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 스펙이 되는

를 극복해버린 재난영화였는데, 세달이 지난 지금 다시 생

것도 아니고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된 콘텐츠를 생산하지

각 해보니 살아남으려 아등바등하는 오늘 우리 자신의 이

도 않는다. 솔직히 각 잡고 하는 공부와도 거리가 멀다. 하

야기와 공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각자-혼자가

지만 뭐- 그렇다. 의무감이나 소속의식이 아니어도 먼저 보

되어버린 현실에서 가족이란 부제는 빠질 필요가 있겠지

고 싶은 영화를 말하고, 글을 쓰려 하고, 무언가 만들고 싶

만.

은, 이유를 말할 수 없는 마음들이 오간다. 사람과 이야기

전주에 막 다녀오고 나서는 아무도 애쓰는을 찾지 않았

와 시간이 지나간다. 그리고 지난봄을 한바탕 꿈으로 여기

다. 시험기간이 찾아왔고 놀이가 잦아들었다. 세상살이가

기 무색하게 애쓰는은 카누들이 지나간 물길로 남아있다.

험하고 마뜩잖아서 그 바쁜 와중에 모여 무언가를 한다는

늘 그랬듯 애쓰는에서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뛰

것이 쉽지 않았다.

놀고 헤집고 다니다 지

그렇게 뚜렷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던 조직들은, 이제는 철

치고 심심해지면 둘러

이 지나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스리슬쩍 무너지고 있었

앉아, 영화와 책을 읽

다. 애쓰는의 여름은 봄 학기의 추억을 뒤로 한동안 담담

고 소중했던 어제 일을

하게 흘렀다. 간간히 영화모임이 있기는 했지만 모임이라

나누는 주인 없는 축제

기엔 혼자 혹은 둘이서 보는 날도 많았다. 처음에는 사람

의 자리 말고는. 다음

들이 섬처럼 떨어져 각자의 자리를 서성이는 것 같았다.

주에는 무얼 할까, 항

오도가도 못하고 자기 섬을 버리지도 못하는 처지였다. 눈

해자들의 들뜬 수다가

치를 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연락처만

들린다.

교환학생
한 달 전까지 베를린 사람이었던 사람이 쓰는 생생한 베를린 이야기 13 김소담
독일 베를린에서 1년

다. 물론 로망은 깨졌고 유럽 별 거 아니라는 생각, 한국과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한국어의 소중함을 느꼈지요. 오히려 로망과 환상이 깨져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서 유럽과 독일 사회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기

돌아온 지 한달도 채 되지

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생활보다 행복하지 않았기

않았네요. 어떻게 보면 다

도 해요. 한국에서 나를 채워주던 사람들이 없었고 모든지

소 늦은 시기에 6개월도

저 혼자 헤쳐나가야 했으니까요. 독일어는 물론 영어조차

아닌 1년 동안 다녀왔지만

도 너무 힘들었고, 속 터질 것 같은 행정처리를 할 땐 울

저는 그 시간들을 꿈꾸지

고 싶기도 했지요. 제 상상대로 결코 흘러가지 않았어요.

도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과 생각들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베를린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고 다양

저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은 로망이었고 타국에서

한 인종과 국적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지만 함

1년동안 살아보고 공부해보는 경험 역시 꼭 도전해보고 싶

께 살아가는 것이 좋았고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흥미

은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사회가 궁금

로운 공간들이 좋았고 매일 겪는 새로움이 좋았고 서울에

했고, 로컬로서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이 아닌

서는 보기 힘든, 도시 전체에 가득한 여유가 좋았고 싸고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도 얻고 싶었습니

맛있는 맥주가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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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빴던 서울 생활보다 ‘해야할 일’이 없는 여유 시간이
많았기에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자고 요리도 많
이 하고 한국에서보다 한국 소식을 꿰고 있기도 했어요.

도 있었지요.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인기 있는 여행지역인 유럽인만
큼 정말 매력적인 도시가 많고 부담없이 혼자 여행다닐 수

그러한 시간이 많았기에 오히려 한국생활이, 한국에서

있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과 짧게는 몇 시간, 길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소중했다는 것도 알

는 2주까지도 여행을 함께 했고 혼자도 여러 번 다녀왔습

수 있었어요.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1년 동안 있지 않

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 취향이

았다면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에요.

뭔지, 나와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기도

외국 친구들을 접하고 사귀어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했어요.

언어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자괴감에 빠진 적도 많았지만,

베를린 생활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1년이었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맥주 한 병 들고 이 얘기 저

만 또 그만큼 즐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베를린 한번 찐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좋았어요.

하게 느끼고 왔네요! 자세한 얘기는 밤새 해도 모자랄 정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머물다보니 교환학생이 아닌

도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저는

독일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얘기하고

이제 다시 한국 속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네요… 교환학생

같이 먹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통

을 고민하는 후배 분들은 꼭 무리해서라도 다른 세상에서

해 정말로 베를린에 사는 독일인의 일상과 문화를 엿 볼

1년 동안 살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을 볼 수

취업 후기
취업에서 인류학 활용하기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나와

11 이동준

LINE에서 채용을 담당하게 된
11학번 이동준입니다.
요즘 취업이 많이 힘듭니다.
힘들다, 힘들다하지만 생각보다
더더욱 많이 힘듭니다. 저도 물
론 최신의 취업 준비 과정을 몸
소 느껴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채용을 담당하게 되면서 구직자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서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현장에서 느끼곤 합니다. 우선
취업을 희망하시는 후배 여러분(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본인과 적합한 공간은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취업 준비에 지치기 시작할 때쯤이면, 핑계거리를 하나
씩 찾아 나서게 되고, 결국에 전공을 탓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예를 들면, 인류학은 취업 무쓸모 전공이
야… 아이 문송해라… 라든지… (!)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인류학은 취업하기 딱 좋은 전공입니다. 현
실적으로는 천편일률적인 전공을 가진 지원자들 사이에서
면접관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됩니다. (먹
고 들어간다고 하죠) 대부분의 기업이 하는 일은 소비자,
즉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경험했던 일들은 분명 면접에서의 썰풀기와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의 전공 인류학을 주특
기로 활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부에서 공부한 인류학은

는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
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에서 작성해오기를 요구하셨던 보고
서들, 해외답사를 통해 얻었던 경험들은 남들은 쉽게 구성
하지 못하는 나만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꼭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인사’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의 서류합격률이 매우 높았던 이유도, 인류학 공
부를 통한 나만의 경험을 진정성 있게, 업무와 연관 지어
서 설명한 덕분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LINE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이유 역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제 경험들을
선배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셨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인류학을 잘 활용(!)하여 좋은 결실 이루
시길 응원하겠습니다.
LINE의 채용을 담당하게 되어 우수한 후배 분들을 LINE
으로 모시는 것이 저의 일이 된 만큼, 회사 자랑도 겸손하
게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LINE은 한국에
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LINE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늘 “네이버에서 만든 카카오톡 같은 것” 이라고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여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우수한
근무환경의 글로벌 IT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노랑 메신저와는 비교하
기 어려울 만큼 큰 규모의 시장과 다양한 사업 분야를 확
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봉이나 복지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대기업의 수준으로 제공받으면서도 사복 출근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좋은 기회로 만나 뵙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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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사업단 행사
「2017 글로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한국학과 한국문화 쓰기”
일시: 2017년 9월 22-23일

「BK21플러스사업단 해외석학 및 전문가 초청강연」

대학원생 논문 게재
김지원, 2017,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서 피해자 범주의 구성,” 『비교문화연구』, 23권 2호

이예성, 2017,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다: 정신적 장애 개념
의 대안적 실천과 한계,”, 『한국문화인류학』, 50권 2호

대학원생 콜로퀴엄

Care and Suffering in the Contemporary World
발표자: Arthur Kleinman (Harvard University)
일시: 2017년 3월 15일

“국경 자유화 정책과 교역실천의 틈새에서”
발표자: 채현정 (박사과정)
토론자: 오은정 (서울대 인류학과), 류수경 (석사과정)

Culture, Collaboration, and Obviation

일시: 2017년 5월 2일

at the 2011 Asia NGO Social Innovation Summit
발표자: Amy Levine (부산대학교)
일시: 2017년 3월 17일

“국가의 헤테로토피아 : 정책의 실험과 실험실-마을”
발표자: 이경묵 (박사과정)
토론자: 송준규 (서울대 인류학과), 서경한 (석사과정)

Is the Romantic-Sexual Kiss a Near Human Universal?

일시: 2017년 5월 16일

발표자: William R. Jankowiak (University of Nevada)
일시: 2017년 4월 11일

“‘중국’이라는 다양한 꼬리표 : 양안관계의 변화와 중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조직화”

Repetition an Recovery
:The Limits of Reason in post-3.11 Japan
발표자: Michael Fisch (University of Chicago)

발표자: 문경연 (박사과정)
토론자: 한준성 (한양대 평화연구소), 김지원 (석사과정)
일시: 2017년 7월 5일

일시: 2017년 4월 19일

국제학술대회 참가

한국대대문화문법, 그게 무헌디?
:성찰적 민족지와 한국의 문화 전통 연구

School of Pacific and Asian Studies 2017 Graduate

발표자: 강신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Student Conference

일시: 2017년 6월 21일

홍성훈 (박사과정) “Reciprocal Punch-Out: A Boxer's Body

(미국, 2017.3.22-3.24)

Born with Others in a Korean Boxing Gym”

Olympic Games and the Rise of East Asia
:Insights from the Theory of the Gift Economy

Association

of

Asian

발표자: Susan Brownell (Univ. of Missouri-St. Louis)
일시: 2017년 6월 29일

Studies

Annual

Conference

(캐나다, 2017.3.22-3.25)
엘리사 로메로 (박사과정) “Reframing Domestic Adoption in
South Korea: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BK21플러스 집담회」
왜 영문저널, 왜 번역저널인가?
: Korean Anthropology Review의 창간
발표자: 정향진, 채수홍, 올가 페도렌코 (서울대 인류학과)
일시: 2017년 5월 25일

「제2회 인류학 오픈포럼」

2017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미국, 2017.3.30-4.1)
김지원

(석사과정)

“From

Mysterious

Disease

to

Exposure: A Case Study of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s in South Korea”

Association for Anthropology, Gerontology, and the
Life Course

(영국, 2017.6.8-6.9)

인류학, 굿 잡!

이수유 (박사과정) “Alone and Together”

발표자: 홍원범(NHN,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이예성 (박사과정) “Just One More Day than My Kid”

손애경(아모레퍼시픽,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일시: 2017년 5월 27일

To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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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박사 11 이인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지금, 벌써
입추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
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읽으실
즈음이면 중간고사와 팀플레이, 그리
고 레포트와 함께 관악의 가을은 절
정을 향하고 있겠군요.
저는 삼청동에 위치한 국립민속박
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동편에 위치한, 삼청
동과 맞닿은 곳에 높은 탑이 솟은 건물, 바로 그 곳입니다.
저는 2015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공채시험을 거쳐 문화
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입사하였습
니다. 기획운영과, 섭외교육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 유
물과학과, 어린이박물관과 총 6개 과 중 일반 행정직 공무
원이 근무하는 기획운영과를 제외한 5개 과 중 1곳에 배
치를 받는데 저는 섭외교육과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섭외교육과에서 박물관 홍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속, 인류학 연구 현장이나 유물연구, 전시만
있는 것 같은 박물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와 닿지 않는
생소한 업무이지요. 혹시 과 사무실로 도착한 ‘민속소식’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국립민속박물관 웹진’을 읽어 보신
적은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공연전시 판에 실린 국립민

인류학과

속박물관 기사나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어 보신 적 있나
요? 그것도 아니면 국립민속박물관 기자단에 지원하실 생
각은 있나요?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
지하게 읽어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
급한 것들은 지금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박물관에서 진행한 연구, 전시, 교육 등등에 대하여 소개하
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다루는 소식을 대중에게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홍수처럼 전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그 중에서 좋은 매체에 실리게끔
기사를 작성하고 업로드 하는 과정은 외려 맥락을 파괴하
는, 조회수 경쟁에 가까운지라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많습
니다. 일단 널리 알려야 한다는 식의 압력도 만만치 않아
서, 원래 맥락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설득하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 힘든 업무이지요.
그래도 업무에 보람이 있다면, 누군가 저와 홍보팀이 올
린 기사를 보고 전시를 보러 오거나 행사에 참여하러 왔다
는 말을 전달받을 때입니다. 박물관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
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날린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제
대로 안착되었다는 생각에 안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
니 여러분, 혹시 국립민속박물관이 실린 포털사이트 기사
나 블로그, SNS, 잡지를 보게 된다면 자세히 들여 봐 주시
기 바랍니다. 보시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오셔서 저를 불러
내시면, 혹시 모르죠. 공짜커피라도 얻게 될지.

교수 소식
국제학회 및 국외활동

강윤희 싱가포르 (2017.7.24.-28.) - 자료조사

이현정 일본 (2017.4.20.-23.) - 학술협의 및 연구조사

강정원 키르기스스탄 (2017.4.22.-29.) - 자료조사

중국 (2017.7.3.–8.11.) - SNU in Beijing and
Chongqing 인솔 교수

권숙인 체코 (2017.4.20.-23.) - 논문발표

채수홍 베트남 (2017.4.26.-29, 6.28-7.23.)

일본 (2017.6.11.-14.) – 자료조사

- 연구조사 및 교류협력

김재석 중국 (2017.7.6.-15, 8.18.-22.)

Olga Fedorenko

-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일본 (2017.4.20.-23.) - 학술협의 및 조사
미국 (2017.8.25.-26.) - Global Korea Series

오명석 인도네시아(2017.6.29.-7.9.) - 연구조사
일본 (2017.8.20.-22.) - 학사협의회 및 회의참석

book workshop,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논문 및 저서 출판
권숙인, 2017, “The Extended Family in Contemporary

강윤희, 2017, “ “공장말”: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의 언어

Korea: Changing Patterns of Co-residence" in Korean

사용과 권력,” 『한국문화인류학』, 50(2): 237-285.

Society: An Introduction. edited by Andrew Eungi

오명석·유창조 엮음, 2017,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Kim, Korea University Press.

소비문화: 맛과 멋, 공간, 그리고 할랄』, 진인진.

201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현정·김태우 엮음, 2017,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젠더와 일본사회』 (권숙인 대표편집, 2016, 한울)

창』, 서울대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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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외 5인 공저, 2017,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

Challenges of Modernization and Governance in

다』, 오름.

South Korea,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한글판:

이현정, 2017, "From Passive Citizens to Resistant

이현정, 2017, "수동적 시민에서 저항적 주체로: 세월호

Subjects: The Sewol Families Stand Up to the State"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국가권력에 맞서왔는가?," 서재정·

in

김미경 편,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한울.

Jae-Jung

Suh

and

Mikyoung

Kim

(eds.),

연구사업 선정
한국연구재단 토대사업 선정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선정

(연구책임자: 강정원 교수)

(연구책임자: 채수홍 교수)

사업단명

사업단명

:통일한국 토대구축을 위한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구축

: ‘해외진출기업과 로컬사회의 상호작용 연구에 기반한

연구기간: 2017년 9월 – 2022년 8월 (5년)

현지화전략의 구축과 실행 : 동남아 VIP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단 구성

연구기간: 2017년 9월 - 2022년 8월 (5년)

: 연구책임자 강정원 외 전임연구원 2인, 공동연구원 5

사업단 구성

인, 연구보조원 6인

: 연구책임자 채수홍 외 전임연구원 4인, 공동연구원 3

사업내용

인, 연구보조원 3인

본 연구단은 북한의 민속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사업내용

목표로 한다. 맥락에 따른 생활공간과 시기, 지역, 계층별

본 연구사업단은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내외부자 관점을 적용하여,

의 특정 로컬사회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로컬사회의 상호

북한 내부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왕래한 외부자의 자료와

작용이 낳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양상을 연

증언도 함께 수집한다. 북한의 드러나지 않은 기억이나

구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세계화/탈국경 시대의 산재된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통일

의 현지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남

한국의 토대 구축에 인류학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수집된

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위한 컨설팅을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사회인류학적이고 민속학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발전기금 모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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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이기는 하나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자
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교육부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BK21+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원생들의 장학
금이 대폭 확대되고 연구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학과는 크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연
구와 동아시아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거점 학과, 그리고 한국사회와 타사회 간 문화소통 및 한국문화를 융성시키는 데 기
여할 글로벌인재를 키워나가는 학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류학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주시는 발전기금은 인류학 훈련에서 꼭 필요한 실험실습, 현지조사 실습, 해
외답사, 해외장기 현지조사, 현지어훈련, 학술지출판 등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발전
기금 모금에서 소액기부와 월정액기부를 특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인류학과가 나아갈 길을 응원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과장 권숙인 교수

인류학과 사무실

학과장: 권숙인

Fax: (02) 878-8621

선임 주무관: 강현술 ☎(02) 880-6418

홈페이지: : anthropology.or.kr

조교: 강부성, 오은정 ☎(02) 880-6419

학과 이메일: * anthropo@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