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소식

인류학과
2018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답사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4박6일) ‘문화와 언어’교과

받고 있는 가자마다 대학교 (Universitas Gadja Madah)의 인류

목 담당 강윤희 교수 인솔 하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인도네시아

학과와 한국학과 현지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들이 현지 안내 및 통

족자카르타에서 해외답사를 진행하였다. 조별로 족자카르타의 박

역에 도움을 주며 공동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해외답사는 공동

물관, 시장, 음식, 대학생 문화, 관광, 언어경관 등 다양한 연구 주

현지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

제에 대한 세미나를 조직하여 답사의 수준을 심화하였다. 이 과정

의 연구주제와 전문 학자로서의 전망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현장

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학 중 높은 평가를

연구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일본 게이오(Keio) 대학 사회학부 학생 방문 및 간담회

인류학과 학부학생들이 2018년 9월 6일 게이오 대학 사회학부

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과에서는 BK+ 사업단 단장인

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간담회을 열고 교류행사를 개

채수홍 교수와 일본전문가이며 신진연구인력인 지은숙 박사가 함

최하였다. 이번 교류모임에서는 양 학과에서 각각 7명의 학생이

께하였다. 이번 교류는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과의 학부

참여하여 전공수업과 학교생활 등의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

학생과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이오 대학 학부학생이 우정

누었으며, 도서관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탐방도 이루어졌다. 이 모

을 쌓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임은 본 학과를 졸업한 게이오 대학의 김병철 교수(84학번) 교수

2017학년도 후기 인류학과 학위수여식

2018학년도 학부생 MT

2018년 8월 29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인류학과 2017 학년

2018년 5월 11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파주 전통한옥 살림채

도 후기(2018년 8월)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에서 인류학과 총엠티가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학생들과 교

인류학과는 이번 학기 박사 1명(11이길호), 석사 3명 (15김수진,

수님이 한 팀이 되어 ‘빙고’, ‘몸으로 말해요’등 소그룹 게임을 통

15이예은, 16이하얀), 학사 6명(12이인경, 13박나연, 14박인우, 14

해 서로 간의 친목과 유대감을 키우고 학기에 임하는 마음 가짐

송일찬, 14이애리, 14이지윤)을 배출하였다.

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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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과
대학원생 콜로퀴엄

2018년 5월 18일 인류학과 대학원생 콜로퀴엄이 진
행되었다. 이번 대학원생 콜로퀴엄에서는 『사람 장소
환대』의 저자인 김현경 박사가 ‘인격의 개념’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교에 얽매이지 않은 독
립연구자로서 김현경 박사는 이번 콜로퀴엄에서 인격
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적인 추상이 아니며 의례를 통해
사회적 공간에 현상하는 것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
여주었다. 특히 이번 콜로퀴엄은 인류학과 대학원생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연구자를 직접 선정하고 연락을
한 후 BK21플러스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성사되었다
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018 역사문화학회 · 비교문화연구소 북한민속연구단 공동학술대회
지난 2018년 6월 22일, 역사문화학회와 비교문화연구소

의 변화와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일상은 어떻게

북한민속연구단 공동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남북한 경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 정세와 맞물려

계의 역사문화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2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이 주

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 1. 남한지역정착의 사회사:

제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학술대회는 성황리

월남민에서 탈북민까지’에서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에 마무리 되었다.

삶이 다각도에서 조명되었고, ‘세션 2. 북한 (근)현대 민속

2018 인류학과 대학원 하계 워크샵 ‘한 여름밤의 꿈’

2018년 8월 24일-25일 1박 2일에 걸쳐 경기도 가평 꿈에

하는 시간이었다. 대학원생들은 기호 인류학의 기본적 흐름

그린 펜션에서 대학원 하계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 여름 밤

과 의의, 협동과 사회자본의 연결성을 공유했다. 두번재 섹

의 인류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크게 두 섹션

션은 지금 막 현지조사를 마친 대학원생의 조사 결과에 관

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섹션은 인류학과 대학원생들이 책

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조선족 초등학생의 이중언어

을 읽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생각하고 고민한 지점들을 발표

사용 양상에 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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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초청 강연 및 전문가초청 세미나

일시

발표자 및 주제

2018.03.27

Becoming ‘Ethical Entrepreneurs’ in Post-Financial Crisis South Korea
MIHYE CHO,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HASS),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SUTD)

2018.04.05

“Raising Global Families - Parenting, Migration and Class Inequality in Taiwan”
Pei-Chia La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Taiwan University

2018.04.16

“Rethinking state-society relation in China”
XIANG BIAO, Professor, Soci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Oxford.

2018.04.24

“Ethnographic research on intensive motherhood and the meaning of educational work in
Singapore”
Kristina Göransson, Associate Professor, the School of Social Work at Lund University

2018.05.18

“인격이란 무엇인가: 프랑스 법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현경, 독립연구자, 『사람 장소 환대』 저자.

2018.06.4

2018.06.12

“Ritual Symbolic Hybridity and Class Distinction in Vietnam”
Hy V. Luo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Toronto
“Mourning as political action: Hauntology as ghost chronotopes in the Americas”
Kristina Wirtz, Professor, Department of Spanish at Western Michigan University.
“When the auto-ethnography of the anthropologist intersect with the auto-thnography of the

2018.09.18

investigator：A case study of SNS practices of Tanzanians in Hong Kong”
Ogawa Sayaka, Ritsumeikan University

비교문화연구소 집담회

회차

일시

173

2018.04.06

174

2018.05.24

175

2018.06.22

176

2018.08.31

177

2018.09.12

발표자 및 주제
발표자: 진천규 (한겨레신문)
주 제: 진천규가 본 오늘의 북한 그리고 2018년 전망
발표자: 신현정 (서스캐처원대학 교육학과)
주 제: Neoliberal “rationality,” English-medium instr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발표자: 최서연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주 제: 탈식민지 시대 말레이시아의 미션스쿨
발표자: 조수미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주 제: 해외 학계 내의 성폭력과 대응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관욱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주 제: 미소 띤 ARS -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으로 본 콜센터 여성 상담사의 감정 ‘이상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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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과
대학원생 논문 게재
한율리아 (박사과정)

김태호 (석사과정)

학 술 지 The Asia Pacific Jaouranal of Anthropology
(2018.06)
논문제목 “Ghost in the Shell: Reflections on Field Work
in Kazakhstan”

학 술 지 Amphibia-Reptilia 39(2)
논문제목 Microhabitat use during brumation in the
Japanese treefrog, Dryophytes japonicus
(공저)

최학락 (박사과정)

전채린 (석사과정)

학 술 지 『민속학연구』42호 (2018.06)
논문제목 무대-위의-굿考: 민속예술로 무속 의례의 연행과 기술
에 관한 소고

학 술 지 『대한체질인류학회지』31(1) (2018.05)
논문제목 “삼국시대 옹관묘에서 출토된 사람뼈에 대한
학적 분석” (공저)

인류

이도정 (박사과정)
학 술 지 『서울민속학』4. (2017.12)
논문제목 “무연고묘와 죽음권”

국제학술대회 참가
Global Korean Studies: Korean Anthropology as Asian
Studies (2018.06.08.- 09)
발 표 자 Oxana RAKOVA (박사과정)
발표주제 Toolkits, Design Ethnography, Mediation: Toward
an Anthropological Critique of Seoul Design
Governance Program
발 표 자 진서현 (석사과정)
발표주제 “아주 혼자이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 책 읽는 술집을
통해 본 사회적 공간에서 혼자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의
동기와 의미
발 표 자 이경빈 (석사과정)
발표주제 한국 기지촌에서의 해외 입양과 가족 찾기 - 상상된 친
족과 냉전
발 표 자 윤석주
발표주제 연명치료 중인 노년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주돌봄자의
행위 연구
Art, Materiality and Representation (영국, 2018.06.01 2018.06.03)
발 표 자 홍성훈 (박사과정)
발표주제 The Savage Media: A Korean Traditional Pop's
Club as a Musical Trap
Eighth Worldwide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중국, 2018.06.08 - 2018.06.11)
발 표 자 전채린 (석사과정)
발표주제 Bioarchaeological analysis of commingled
human skeletal remains from an urn coffin in
South Korea (Three Kingdom Period)
The 6th Conference on Antrhopology and Sustainability in
Asia (일본, 2018.06.24 - 2018.06.25)
발 표 자 SINGH KRISHNA KUMAR (석사과정)
발표주제 Nepalese Nationals Indian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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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 이소영 (석사과정)
발표주제 Gentrification affecting neighborhood
relationship in multiethnic space- case of
Itaewon Seoul
발 표 자 정다연 (석사과정)
발표주제 Remembering the Past: Discourses of Historical
Continuity and Engagement, a Case Study of a
Patriotic NGO in South Korea
발 표 자 최민진 (석사과정)
발표주제 Sweet Dreams, Cold Reality: Successes and
Failures in the Transnational E-commerce of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The Sociolinguistics Symposium (뉴질랜드, 2018.06.27 06.30)
발 표 자 김성인 (박사과정)
발표주제 How I Illegitimately Met My Family: Narratives
on Unofficial Meetings Between Separated
Korean Families
IACSS 2018 / 6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체코, 2018.07.27 - 2018.07.29)
발 표 자 한율리야 (박사과정)
발표주제 The Color of Schooling in Post-Soviet
Kazakhstan (case study of urban Russianmedium high school)
"The Postcolonial Family" International Conference (폴란드,
2018.09.19 - 2018.09.20)
발 표 자 이경빈 (석사과정)
발표주제 Adop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Searching
for Families in American Camp Towns in Korea:
Imagined Kinship and Politics

교수 소식

인류학과
학회
학회 및
및 연구
연구 활동
활동
Olga Fedorenko 미국(2018.3.16~26) :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conference)
강정원 중국(2018.4.13~19) : 연구조사(연변대학교)
권숙인 일본(2018.6.15~18, 9.10~14) :
연구조사(오카야마, 시마바라)
강윤희 뉴질랜드(2018.6.25~7.1) :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이현정 중국(2018.7.1~7.21) : 연구조사(허베이성)
채수홍 베트남(2018.7.3~8.1) : 연구조사

정향진 호주(2018.8.14~21) :
국제학술대회 참가(Deakin University)
채수홍 미얀마(버마)(2018.9.15~19) :
국제 외교학술회의 참석(NEAT 미얀마, 주 미얀마 대사관 등)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 사업 선정
연구책임자 : 오명석
사업단명 : "이슬람 금융은 대안적 금융인가? 동남아 이슬람
금융의 원리와 실천"
연구기간 : 2018.8.1. - 2020.7.31.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논문 및 저서 출판

기초학문 전 분야의 도서 중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는 2018

강정원외 1인

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오명석 교수와 이현정

2017, "무연고묘와 죽음권-서울과 화성, 평택, 진도의 사례를

교수가 집필한 도서가 각각 선정되었다.

중심으로",『서울민속학』,4: 7-51.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맛과 멋, 공간 그리고 할랄』

권숙인

오명석·유창조 편, 2017, 진인진

2018, “Ethnic Korean Returnees from Japan in Korea:
Experiences and Identities,” Diasporic Returns
to the Ethnic Homeland: The Korean Diaspor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s. by T Tsuda & C Song.
Palgrave Macmillan.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이현정

이현정·김태우 공편, 201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개혁기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고령 농민의 구조적 배
제”, 『아시아리뷰』, 8(1): 75-104.
2018, “병원에서의 반말 사용과 여성 노인 환자의 주체성: 돌
봄의 젠더 정치”, 『비교문화연구』, 24(2): 397-430.

발전기금 모금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인류학과는 1961년
고고인류학과로 출발하고 1975년 인류학과로 독립한 후 그간 학과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류학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나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교육부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BK21+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이 대폭 확대되고 연구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학과는 크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연구와 동아시아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거점 학과, 그리고 한국사회와 타사회 간 문화소통 및 한국문화를 융성시
키는 데 기여할 글로벌인재를 키워나가는 학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류학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주시는 발전기금은 인류학 훈련에서 꼭 필요한 실험실습, 현지
조사 실습, 해외답사, 해외장기 현지조사, 현지어훈련, 학술지출판 등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모금에서 소액기부와 월정액기부를 특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인류학과가 나아갈 길
을 응원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과장 강윤희 교수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는 본 소식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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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담당조교 : 강부성 (

02-880-6419

kbs0910@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