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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인류학과 학술문화제 개최

강윤희 교수가 2017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교육

2017학년도 인류학과 학술문화제가 학부생 자치회의 주

상을 수상하였다. 강윤희 교수는 언어인류학 관련 심

도 하에 2017년 11월 27일, 사회과학대학 신양관에서 진

화 강좌를 신규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학의 선

행되었다. 이번 학술문화제에서는 베트남 호치민 해외답사

행 이론들과 나(학생)의 소통, 교수자와 학생의 소통,

보고 발표를 시작으로 소모임 발표 및 개별연구 발표를 진

그리고 학생들 간의 소통”이라는 세 가지 소통을 강조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류학과가

하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궁금해 Q&A’ 등 신입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내

2017년 12월 6일에는 “소통의 인류학, 소통의 교육”

용으로 구성되었다. 개별연구 발표와 소모임 발표에는 대

이라는 제목의 교육상 수상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여

학원생들이 총괄토론자로 참여하여 학과 내부의 소통의 장

강윤희 교수의 강의 경험과 교수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을 다변화했다.

가졌다.

2018학년도 초빙석좌교수 부임
권헌익 교수가 2018년 3월
1일자로 노벨상 수상자급 초빙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권헌익
교수는 친족이론과 현대 정치이
론의 통합적 영역, 냉전시대 환
경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로 영
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
리지의 종신 연구석좌교수이다.

'단경(旦景) 인류학진흥기금' 신설
인류학과에서는 정영섭 동문(고고인류학과 66학번
/아주테크 대표이사 회장)께서 출연해주신 발전기금
으로 '단경(旦景) 인류학진흥기금'을 만들어 운용하
기로 하였다. 이 기금으로 서울대 인류학과 학부생
중 인류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학업 성취가 뛰어
난 학생을 선발하여 학기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
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학원생들의 현지조사를 지
원하는 '내산장학금'(한상복 명예교수 출연)과 함께
학부생에게도 뜻깊은 동문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조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에 다음 소식지에 게재 하겠
습니다.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판된 인류학과 소식지는 인류학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
니다. (※ 소식지 담당조교: 강부성, kbs0910@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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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식
베트남 호치민 해외답사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4박6일) 채수홍 교수의 인솔 하에 인류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해외답사가
진행되었다. 해외답사 기간에는 현지 조사와 함께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과의 교류의 기회도 가졌다.
해외답사 팀은 조별로 베트남의 박물관, 한인타운, 시장, 음식, 한국어학과 학생들 등의 연구 주제를 정하고 현지조사를 진
행하였다. 이번 해외답사는 공동 현지조사를 통해 베트남 문화를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연구주제와 전문 학자로서
의 전망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현장 연구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2018학년도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8년 2월 13일, 사회과학대학 신양관에서 2018학년도 인류
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교수님과 신입생 그리고
일부 재학생이 함께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신입생에 대한 대학생
활문화원의 ‘신입생 정신건강문제 예방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권숙인 학과장님의 덕담과 환영사에 뒤따라 조교실의 학사 개괄
및 학부 소모임과 자치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후 재학생
들이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뒤풀이 행사에
서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7학년도 전기 인류학과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26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인류학과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인
류학과는 이번 학기, 박사 1명(11채현정), 석사 5명(15계은
진, 15김경민, 15김지원, 15장예지, 15황준), 학사 7명(11
김영상, 12이다영, 12이윤하, 13김민영, 13손지연, 14 이주
은, 14한지혜)을 배출하였고, 최우수 졸업자를 비롯하여 학부
생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포상을 받아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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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식
인류학연구방법실습 보고서 발간
“제27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작 ”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 ‘소리 없는 아우성: 아파트 경비원의 일상적 대응 전략’

‘인류학도가 본 비정규직의 세계’
1. 탈숙련 검침노동자의 자동화에 따른 대응 : 비정규직⋅중년여성 ‘가스검침원’을 중심으로 (황태희, 이범휘, 유경연, 최지우)
2. 만만한 대학생 더 만만한 어린 여자 : 여자 대학생의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김고은, 김소담, 박시원, 이애리)
3. 무급노동이었던 육아가 유급노동으로 수행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베이비시터의 노동을 통해 살펴본 상품으로서의 육아
(김학유, 백경림, 이상진, 황혜원, Stella Woo)
4. 24시간 노동은 어떻게 ‘할만한 일’이 되었나? : 조선족 간병사들의 노동과 삶
(강지윤, 김수경, 김수현, 이기병, 정다연, 크리스나)
5. 노동자 아닌 노동자, 이데올로기와 통제에서 살아남 : 학습지 회사의 지배 이데올로기 속 학습지 교사의 대응 양상 연구
(박일랑, 장민국, 최보민)
6. 개인과 연대 사이에서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을 중심으로 (안태혁, 우인석, 이윤하, 이지민)
7. 마트 판촉사원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팔까? : 마트 판촉사원의 노동통제와 헤게모니 재생산
(강나은, 박선미, 이현정, 정유나)
8. 소리없는 아우성 : 아파트 경비원의 일상적 대응 전략 (감나영, 이다혜, 이유라, 정영진)
9. ‘학생이 아닌’ 학생들 : 서울소재 중국인 유‘학생’들의 노동은 왜, 그리고 어떻게 지속되는가?
(박윤희, 유해민, 전미영, 신경준, 유안유안, 서효동)
10. 헬스트레이너의 꿈과 현실 : 직업 생애사를 중심으로 (김세림, 서하림, 신현, 이자인)
11. 빅이슈 판매원은 무엇을 위해 출근하는가 : 자활의 좌절과 계속되는 노동에 대해서 (신진수, 변광범, 부승아,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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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아우라 방학 자율세미나 13 국명표

칸트가 깔끔하게 구분해준 뒤(너는 여기고, 너는 저기야!),

방학 때 친구들 몇 명과 모여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너무나도 유명한, “형식 없는 내용은 공허하며, 내용 없는

을 읽어보았다. 칸트의 철학은 마치 무수히 많고 세세한

형식은 맹목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두 입장 모두 철학계

조각들을 잘라내고 다시 이어 붙여 만들어 낸 프라모델 같

에서 퇴장시켜버린다(물론 이들은 퇴장하지 않았다. 여전히

았다. 칸트는 변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우리 곁에 있다.). 이런 맥락 위에서 칸트는 주체의 절대성

이 책을 읽고자 했던 이유는 일단 엄청 유명해서다. 읽고

을 확보하지 않고, 또 경험주의나 이성주의에 빠지지 않으

나서 유명한 건 항상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일상적인

면서 이성의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논의한다. 그런데 이러

수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한 논의의 길 위에는 사실 허무주의라는 가장 무서운 손님

그래서 칸트는 대체 무슨 소릴 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게으르게 철학하기를 싫어하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첫째, 고전주의적 인식론에

칸트는 인식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대한 거부다. 이는 결국 재현하는 주체 자신은 재현되지

거부하고도, 허무주의라는 마왕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

않으면서, 자나 컴퍼스 같은 것을 가지고 자연적 대상들을

한다. 아니 칸트가 보았을 때 허무주의는 사실 문제가 안

명석판명한 지식의 대상으로 정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된다. 아무튼 이성의 권위를 찾아 떠나는 칸트 선생님의

칸트는 이러한 주체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에 따르면 주체

흥미진진한 모험이 궁금한 사람들은 한 번 읽어보면 좋을

는 객체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 객체의 자명성은 이제

것이다. 그리고 이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심심한 사람은

칸트에 이르러 주-객 동일성으로, 또는 객체(사물) 그 자체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 과 대질하면서 읽어봐도 재밌을

와 현상의 구별으로 보다 수축된다. 둘째, 당대 계몽주의가

것 같다.

번성하던 가운데 계몽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뉘어 흐르고 있

『순수이성비판』 에 대해서 더 소개하는 건 솔직히 부담

었다. 그 두 줄기는 먼저 초월적 원리는 없고 모든 것은

스럽다. 본문이 꽤 복잡하기도 하고 반 페이지 분량에 칸

경험적이라는 경험주의와 다음으로 경험적인 것은 표면적

트를 소개할 만큼 간단히 내용 정리를 할 자신은 없다. 여

인 현상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초재적인 이성의 원리에

기다 내 전공을 살려서 인류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야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성주의다. 물론 당대 사람

기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만 같다. 아무튼 읽었

들은 자기들이 이런 두 파로 나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고,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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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소식
교환학생

미국 유타대학교 교환생활을 마치며 15 황효민
저는 지난 2017
년 2학기에 미국
유타주로

꾸려나갔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학업을 미룬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환학

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범죄인류학, 캠핑과 같은 수업을 듣

다녀왔습니

기도 했고 미국 현장에 특화되어 있는 고고학이나 라틴아

다. 어떻게 4개월

메리카 문화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에 가서는

이 지났는지도 모

학업을 좀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중

를 만큼 재미있는

간고사와 기말고사 때에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시간을

같습니다. 한번은 뭔가를 쉽게 포기하지도 단단히 붙잡지

생을

보냈습니

다. 제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 번도 넓은 대륙에 나가

도 못하는 제 모습에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본 적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큽니다. 미국의 문화는 세계화

이처럼 제 교환생활은 혼자 살 때, 혼자 여행을 할 때

를 통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있지만 본토의 실제 mass

나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었습니다. 생각

culture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 제가

보다 혼자만의 생활을 즐긴다는 것, 생각보다 요리를 좋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환상과 허상의 진면모를 보고 싶

한다는 것, 꽤 대담하다는 것 등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선 언어가 통하는 곳으로 가고 싶

면모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생각했던 것만

기도 했고, 행정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곳, 여행으로도 가기

큼 디스토피아였지만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힘든 곳을 가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

‘미국병’에 걸려서 온 것을 보면 저는 미국을 오롯이 잘 즐

국에 도착해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되니 제가 미국에

겼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좋지 않았던 순간도요!

서 보고자 했던 것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새로운 목표가 들

어디든 새로운 곳으로 교환을 다녀오는 것을 강추합니다.

어섰습니다. 좀 더 일상적이고 생활과 가까운 목표들을 만

하지만 다녀와서 겪을 현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녀와서

들어 나갔고 ‘미국에서 자취 성공하기’를 내세워 혼자 장보

무엇을 할 것인지, 몇 학년 몇 학기에 갈 것인지에 대해

기, 요리하기, 친구 초대하기 등에 집중을 했습니다. 돌이

잘 고려를 해서 다녀오세요! :)

켜 생각했을 때 교환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이렇게 혼자

입학 후기
새내기 입학생 18 최예리
이제 갓 첫발을
내디딘

18학번

새내기로서

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98~100%에 육박하는 대출금 회수율은

선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한 결과였고,

님들, 동기님들께

남성 중심 문화에 종속된 여성들의 역량 강화는 이루어지

이렇게

지면으로

지 못했으며,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 양성 파트너십

인사드릴 수 있게

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소비시장을 빈민층으로 확대할 뿐

되어 영광입니다.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

아직 인류학이라

행하면서 찬양받는 사업의 이면을 밝혀낸 인류학자 라미아

는 학문에 대해서

카림의 책을 통해 저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실상을

도,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조심스

꿰뚫어 보는 통찰력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인류학에 관심

레 글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사람을 돕고, 사람다운

을 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만을 가지고

삶과 그를 관통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있었던 탓에 수 없는 진로희망의 변화를 겪으며 방황했습

사회공헌사업의 공과 폐를 찾아보고, 이후에 진정한 사회

니다. 그랬던 제가 ‘기업사회공헌 매니저’라는 조금 더 구체

공헌사업을 기획하는 기업사회공헌 매니저가 되기 위한 밑

적인 목표를 갖게 된 계기는 ‘가난을 팝니다’라는 책이었습

바탕을 갖추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과학적 문제를 해결하

니다. 이 책을 읽기 전, 저는 그라민 은행의 마이크로파이

기 위한 응용인류학의 관점으로 일상의 문제에 접근하다

낸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빈곤층 여

보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제 막연한 목표도 이

성에게 소액 금융의 혜택을 제공하여 자기 고용의 기회를

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

주고, 은행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대출금을 꼬박꼬

점에 서게 되어 많이 떨리고, 또 설렙니다. 많이 부족한 만

박 갚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상적’이었고, 노

큼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학 후 인류학을 수학하며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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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과

취업 후기
‘인류학이 뭔뎅?’하는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13
학번 손지연 입니다.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

13 손지연

던 곳에 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부끄럽게도 저의 취준은
적중률에서 썩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회사들의
서류전형에서, 면접전형에서, 정말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후기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

제가 생각한 저의 가장 큰 패인은 아마도 자소서가 부끄

게 되어서 기쁩니다! 사실

러워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했던 점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안

었습니다. 다들 취준 때는 여기저기 붙잡고 물어보기도 하

에 떨던 취준생이었는데 제

고, 수정도 받고 조언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결국 저는

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

상반기 여름 인턴에 지원하고(3월) 면접을 보고(5월) 6주

만, ‘인류학과가 취업에 유리

간의 인턴십(6-7월)을 했던 제일기획에 전환면접(11월)을

한 과도 아니고...’ 하며 이것저것 불안에 떠는 친구 후배들

보고 마침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용 전형이

에게 작은 위로와 자신감이라도 전해주고 싶어 조그만 용

있으니 꾸준히 탐색하시기를!) 첫 자소서 부터 입사까지 1

기를 내 보았습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년이 꼬박 걸린 정-말정말로 긴 여정이었어요. 나의 가능성

저는 제일기획의 광고기획직(AE)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

에 대해 계속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감정적

다. 이미 많은 인류학과 선배님들이 계신 곳이라 낯설지

으로도 많이 지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 보단 다른 취준

않은 회사겠지만, 살짝 소개를 하자면 제일기획은 삼성의

생을, 선배들을, 친구들을 만나서 생각 정리도 하고 말도

광고 계열사로 ATL(방송,신문,잡지,라디오) 및 BTL(프로모

꺼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진부한 조언으로 글을

션,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이벤트 및 전시), 미디어까지 광

마무리 할까 합니다. 취준생에게는 사실 힘내라, 잘 될거다

범위한 광고를 하는 곳입니다. 인류학과 선배님들 덕분에

라는 말이 더욱 부담스럽고 공허하게 들리니까요, 아무도

면접에서 ‘인류학이 뭔뎅?’하는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감

챙겨주지 않더라도 맛있는 것 잔뜩 먹고 다시 한 번 의지

격스럽죠? (제가 무엇을 하는지는 저도 아직 발령을 받지

를 붙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못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부끄럽습니다…) 가장 원하

인류학과

대학원생 소식
BK21플러스 사업단 행사

「BK21플러스사업단 해외석학 및 전문가 초청강연」

The

Film

Festival

in

Translation:

The

Youth

as

Interpreters of Meaning at the Jeonju Internatioal
“Migrant-phobia

in

Poland:

from

communism to post-communist religious nationalism”
발표자: Michal Buchowski(University in Poznan)
일

Film Festival(JIFF)

quasi-religious

발표자: Bonnie Tilland(연세대학교)
일

시: 2017년 12월 8일

시: 2017년 9월 13일

「제3회 인류학 오픈포럼」
What was advertising before the ad agency? notes
on the bazaar in colonial India
발표자: Aribind Rajagopal(New York University)
일

요리인류, 팩트체크
발표자: 이욱정(KBS PD), 김필규(JTBC 앵커)
일

시: 2017년 11월 19일

시: 2017년 9월 29일

대학원생 콜로퀴엄
What is History? or the life and times of water hyacinth
발표자: Anna Tsing(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일

시: 2017년 10월 24일

‘마음가족’ 만들기: 한국의 가족주의와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발표자: 이예은 (석사과정)
토론자: 지은숙(서울대 인류학과 BK사업단 계약직 교수),
이기병(석사과정)
일

시: 2018년 1월 31일

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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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락 (박사과정) “Ritualization and Secularism in

대학원 워크샵

Korean Wedding Ceremony Seen through the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2018년 동계 워크샵

Ritual Manuals of the 20th Century”

일시: 2018년 2월 23일 (금) 오전 10:30분 부터
장소: 16동 448-2(인류학과 세미나실)

하지라 압둘라 (박사과정) “Because it is a “heavenly
Language”: A reflection amongst Moonies youth’s

집담회
회

일시

차
170

171

172

attitudes towards Korean Language”
한율리아 (박사과정) “‘Ghost in the shell’: Reflections

발표자 및 주제

on the fieldwork in Kazakhstan and South Korea ”
2017.
11.24

2017.
12.14

2018.
1.17

∙발표자: 조정아(통일연구원)
∙주제: 탈북자 면담조사를 위한

홍성훈 (박사과정) “The Korean Boxer's Body Waiting

문화적, 정서적 접근 방법

for Deep Play”

∙발표자: 이수정(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주제: 학문적 지형에 따른 탈북자

The 116th AAA Annual Meeting

면담 방법, 경계, 소통

(워싱턴, 2017.11.29-12.3)

∙발표자: 현인애(통일연구원)

엘리사 로메로 (박사과정) “A box to leave unwanted

∙주제: 북한에서의 1년 생애:

babies: Representations of the “Baby Box” and
their implications for domestic adoption in South

세시·명절·기념일의 과거와 현재

Korea.”

대학원생 논문 게재

2018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

전채린 (석사과정), 2017, “한국 고대사회 사람뼈 집단의
괴혈별 유병 양상”, 『대한체질인류학회지』, 30권

(하와이, 2018.2.15-2.17)
장한라 (석사과정) “The Struggle of the Cartesian
subject: in the case of the vegan-feminists”

국제학술대회 참가
The 7th Crossing over International Symposium
(미국, 2017.10.6-10.7)
하지라 압둘라 (박사과정) “Because it is a “heavenly

안미선 (석사과정) ““Let Me Make the Professor Happy.”:
Ethnography Work on Analyzing Performance
Ideology in South Korea Post-Modern Music
Education Field.”

Language”: A reflection amongst Moonies youth’s
attitudes towards Korean Language”

최학락 (박사과정) “The Phenomenology of Daegam:
Embodied Ontology of a Korean Shamanic God”

2017 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Annual Meeting

2017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홍콩, 2017.10.14.-10.16)

Ethnological Society

강지윤 (석사과정) “Criticizing Sex Work in Korea :
Confessions of @sex_worker”
이도정

(박사과정)

Child/Baby

with

“Changes

on

Kinship·Family

the

burial

of

relationship

in

South Korea”
이예성 (박사과정) “Diverse Meanings of Death in
the Commemoration and Memorization around a
Social Disaster in Korea”

(미국, 2017.3.30-4.1)
김지원

(석사과정)

“From

Toxic

Exposure:

A

Mysterious

Case

Study

of

Disease

to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s in South Korea”

Association for Anthropology, Gerontology, and
the Life Course
(영국, 2017.6.8.-6.9)
이수유 (박사과정) “Alone and Together”
이예성 (박사과정) “Just One More Day than My Kid”

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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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석사 04 손애경 (아모레퍼시픽 마케팅전략유닛 상품전략팀 부장)

회사처럼 소비재 제조, 판매 기업의 경우 특히 소비자에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학과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하고, 국내 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석사 04학번 손애경 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소비자와

아주 오랜만에 지면을 통해

시장 특성에 따라 어떤 제품이 어떻게 판매가 되어야 하는

선후배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지 등의 상품과 채널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것들이 많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모레

습니다. 실제 저는 입사 1~2년차 때 스스로 “웨딩세트 활

퍼시픽 상품전략팀에서 헤어/

성화 프로젝트”를 만들어 백화점 내 여러 브랜드 매장을

바디 카테고리 전략을 담당하

다니면서 어떤 브랜드의 상품이 웨딩세트로 판매되는지와

고 있으며, 입사 후 약 11년

고객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앞두고

간 줄곧 마케팅 업무를 수행

화장품을 구매했던 과정과 니즈를 파악함으로서 자사의 웨

해 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딩세트 기획과 판매 활성화 전략을 낸 적이 있습니다. 브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

랜드 팀에 제안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되진 못했지만 기

씀드린다면 자사 카테고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화장품 시

획과 조사, 전략 도출 및 보고서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스

장(지역, 기업, 브랜드, 상품)과 고객을 다양한 관점에서

스로 진행하고 소정의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지금

분석하고 성장전략을 제안하는 일인데, 실은 화장품을 좋

생각해봐도 뿌듯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칫 무

아해서 많은 제품을 사용해보고 고객들은 왜 이 제품을 좋

모해 보일 만큼, 입사초기부터 다른 사람보다 깊이있고 차

아하는지 우리 제품을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별화된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인류학에 대한 자신감이

지를 고민하다고 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충만한 때 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책과 씨름하

서 저를 아는 대부분의 동료들은 제가 인류학 전공자라는

고 글을 쓰고 토론하며 공부하던 그때의 생활이 아득한 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인류학이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억으로 남아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던 때

특히 마케팅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중요

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업에서

한 학문인지를 이야기 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류

11년 동안 근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정말 신기

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

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선, 후배님들

감하고 인재 선발 조건에 명시가 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께 부끄럽지 않은 인류학도로서 인류학 전파자의 임무를

입사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

나가 “인류학은 어떤 학문인가요?”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과

교수 소식
학회 및 연구 활동

강윤희

권숙인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자문위원 선정

일본 (2017.12.15.-17.) - 워크샵 참석 및 연구조사

기간: 2018년 (1년)

대만 (2018.2.4.-7.) - 서울대-대만대 공동연구 및 교류모색 워크샵

내용: Reviewer Circle of the Committee for Research

김재석

and Exploration (CRE)의 일원으로 언어/인류학 관련, 동

중국 (2017.9.28.-10.3, 2018.1.31.-2.11.) - 연구조사

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지원서 심사
∙ 스웨덴 인문사회과학재단 (The Swedish Foundation for

오명석
일본 (2017.12.15.-17.) - 워크샵 참석 및 연구조사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동연구자로 선정

이현정

기간: 2018년 - 2020년 (3년)

중국 (2017.12.15.-24.) - 자료수집

연구내용: "부모들의 자녀교육 전략에 대한 중국, 한국, 싱

정향진

가포르 3개국 비교 연구" (Parenting strategies around

미국 (2017.11.29.-12.5.) - 전미인류학대회 논문발표

children’s education in urban China, South Korea

채수홍

and Singapore: A comparative ethnographic study)

베트남 (2017.11.7.-12.) - 인류학과 해외답사 인솔
베트남 (2018.1.10.-2.8.) - 연구조사

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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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식
논문 및 저서 출판

강윤희, 2018, “A pathway to ‘constant becoming’:

권숙인, 2018, “식민지 여자·제국의 주부·군국의 어머니:

time, temporalities and the construction of

『조선공론』 지면을 통해 본 재조(在朝)일본인사회

self

의 젠더 담론”, 『일본비평』, 18: 230-255.

among

South

Korean

educational

migrants in Singapore.”,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이현정외 2인, 2017, 『세월호 유가족의 젠더와 가족유형
에 따른 상실감의 특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강윤희외 1인, 2018, “싱가포르 2017: 포스트-리콴유 시
대의

도전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경기연구원.

28(1):

83-120.

Olga Fedorenko, 2017, "The Sharing City Seoul:
Global Imaginaries of the Sharing Economy

채수홍,

2018,

"The

Political

Processes

of

the

Distinctive Multinational Factory Regime and

and its Local Realities", Development and
Society, 46(2): 373-397.

Recent Strikes in Vietnam", Global Economic
Review 47(1): 88-104.
2017, "하노이 한인사회의 형성, 분화, 그리고 미

2017,

"Korean-Wave

global

capital

and

celebrities
regional

between

nationalisms",

Inter-Asia Cultural Studies, 18(4): 498-517.

래", 『한국문화인류학』, 50(3): 125- 174.
2017, "Book review: Igniting the Internet:
채수홍외 1인, 2018,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
계의

현황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8(1):

21-51.
한상복,

2017,

Youth

and

activism

South

Korea",

in

postauthoritarian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2(4): 402-403.
『가거도

어민생활의

연속과

변화

:

1963-2017』, 대학민국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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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희 ☎(02) 880-6418

홈페이지: : anthropology.or.kr

조교: 강부성, 황준 ☎(02) 880-6419

학과 이메일: * anthropo@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