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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과 뉴스

2019 글로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뼈로 읽는 과거사회: 옛사람 뼈를 이용한 과거사 연구방법]

2019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뼈로 읽는 과거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2019 글로벌한국학 국제학술대회는 고고학 유

적에서 출토된 옛사람 뼈를 이용한 과거사 연구의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생물인류학의 최신 연구들을 공유한 학술대회였다. 인류의 역

사와 한반도, 생물적 프로파일링과 집단생물학, 그리고 법의학적 해석과 과학적 기법의 응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각적이고 체계적으

로 최신 연구들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과거 한반도 거주민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적용 가능한 연구 절차와 분석 기법을 모색하는 의미있고 

성공적인 학술대회였다.

인뉴

제38회 세종문화상 수상

제38회 세종문화상(대통령 표창)의 ‘학술’ 부문 올해 수상자로 권헌익 

초빙 석좌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칼리지 석좌교수 겸직)가 

선정됐다. 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창조정신을 계승

하고자 1982년에 제정된 상으로, 한국문화 진흥 등 각 분야에서 뛰어

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사회과학대학 한타 우수교수상 수상

2019년 6월 13일 사회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연구,교육,대학발전에 

훌륭한 기여를 한 교원에게 한타 우수교수상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한

타 사회과학 우수교수상은 연구부문, 교육부문, 봉사부문, 영어강의부

문에 걸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교원에게 한국 타이어에서 기부하는 발

전기금으로 수여되는 상으로서 올해는 교육부문 수상자로 인류학과 박

순영 교수가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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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식인류학과

2019년 8월 29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인류학과 2018학년

도 후기(2019년8월)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인류학과는 이번학기 박사 4명(11문경연, 12박한선, 13신유정, 

14조진곤), 석사3명(17김수현, 17정다연, 17이소영), 학사 8명

(11박재현, 11심정보, 12박천호, 13김소담, 13윤유선, 13홍두선, 

14권현지, 14박시원)을 배출하였다.

2018학년도 후기 인류학과 학위수여식

2019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3박4일) ‘인류학연구방법실습’교과목 담당 이현정 

교수 인솔 하에 대만 타이베이 지역에서 해외 학술답사를 진행하였다. 조별로 대만 타이

베이의 시장, 음식, LGBT, 관광 등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조직하여 답사의 

수준을 심화하고, 단기간 답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학습과 조사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류학과 문경연 박사 및 석사과정 대학원학생들이 현지 안

내 및 통역에 도움을 주며 공동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대만 원주민이 거주하는 우라이 

마을을 방문하여 대만의 문화를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연구 주제와 인류학자로서

의 전망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현장 연구의 경험을 제공 하였다.

2019 인류학과 해외 학술 답사(대만)

2019년 9월 20일(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448-2호

에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University of Göttingen(UGOE) 

사회문화인류학과 간 학술교류 MOU가 체결 되었다.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해 UGOE의 Andrea Lauser 학과장이 서울대학교 인

류학과를 방문하였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과장 강윤희 교수와 

함께 MOU 서명식을 가졌다. 양교는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Unversity of Goettingen 사회문화 인류학과의 학술교류 MOU체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과 전북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이 공동후원한 East Asia Anthropological 

Association(EAAA) 2019 국제학술대회가 “Rethinking East Asia, Within and Beyond”를 주제로 2019년 9월 28일부터 29일

까지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대만과 홍콩에서 모여든 총 21개 패널에 78명의 발표자가 참가하여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인류학 관점에서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을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장이 되었다.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 East Asia Anthropological Association (EAAA) 2019 

2019 학부생 총 MT 해외석학 초청 강연 및 전문가초청 세미나

2019년 5월 17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리

스타 교육관에서 인류학과 총엠티가 진행되었다. 교수님과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몸으로 말해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조어 퀴즈'와 

같은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활동을 하였다. 이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학문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까지도 

배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 인류학과는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과 함께 해외학자를 공식 초청하는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와, 국내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를 초빙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학기에는 총 4회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있었다.

학과 소식

일시 발표자 및 주제

2019.03.28

“문화재 활용의 의미와 새로운 정책 방향

 The Meaning and the New Policy Direction of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 문화재 정책 전공)

2019.05.10

“You are what you post-Exploring online/offline food movements in postmodern Taiwan and 

the question of cultural authenticity”

 Yi-Chieh Jessica Lin (Assistant Professor in College of Communicatio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pei, Taiwan) 

2019.05.24

“A deconstruction from the outside, a deconstruction of the ontology from the outside from 

the Far Eastern thought, why there is no cultural identity”

“밖으로부터의 해체, 동아시아로부터 존재론의 해체, 왜 문화적 정체성이란 없는가” 

 François Jullien (프랑소아 줄리앙)

                          파리 제 7 대학교 (파리-디드로) 교수

                          인문학 연구소 (FMSH), 세계학 연구회, 타자성 연구소장

2019.07.18

“Making multicultural society within the Madang Festival in the Korean community in Kyoto”

 Nataša Visočnik Gerželj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Ljubljana, Slovenia)

2019.09.20
“On the materiality of (forced) migration - From ‘bare necessities’ to ‘promising things’ ”

 Prof. Dr. Andrea Lauser (Institute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Gött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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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소식인류학과

교환학생

소모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호

기심과 외국에서 여행이 아닌 진짜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

난 겨울, University of Virginia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습

니다. 구체적인 기대와 계획조차 없

었지만, 현지에서의 다양한 교류와 

풍부한 경험은 감히 제 인생의 전환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와 교환학생에 대해 

잘 몰라서 막연했던 저에게 아낌없

이 조언해주신 김재석 교수님께 감

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학교에

서 잘 적응하고 교환학생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교환학생 생활은 친구들, 인류

학, 그리고 저 자신 크게 세 가지로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 동아

리와 스윙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합숙, 파티를 하는 

등의 경험들은 제 교환학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덕에 교

환학생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 인류학, 의료 인류학 등 흥미로운 주제의 인류학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분량의 원문 리딩을 소화하고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토

론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 벽을 부딪히는 과정

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Arctic Culture Forum에서의 인턴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하신 Arctic 

문화 전문가 Judith와 6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친구가 되는 인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

하였는데 갤러리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감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낯선 땅에서 오롯이 혼자 지내면서 저 답게 즐겁고 열심히 살아

가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혼자이면서 더불어 지내는 삶의 균형에 대

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만큼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데 두려움이 없었고 그 덕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은 낯선 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인

연들과 교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

니다. 샬롯츠빌의 별처럼 

빛나는 추억들과 더불어 

앞으로 제 삶에 활력을 더

하고 자신감을 얻는 값진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16학번 신현

끊길 듯 말 듯, 간신히 명

맥을 유지하고 있는 아우

라는 우여곡절 끝에 2019

년 1학기에도 활동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가면 갈

수록 많은 것들이 디지털

화되고 책에 대한 관심도, 

독서에 쏟아 부을 시간도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이번학기 아우라는 무

려 16명이나 되는 인류학과 학생들이 함께해서 참 풍요로운 시간이었

습니다. 첫 모임을 통해 자기소개를 하고 피자를 먹으며 한 학기의 밑

그림을 그린지가 엊그젠데, 벌써 학기가 끝나고 다음 책을 고를 시간이 

왔다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 아우라를 관통했던 대주제는 ‘죽음’이었습니다. 법의학자 유

성호 교수님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간다’를 읽고 나서 죽음과 연관

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각자

의 가치관부터, 자살, 죽음 교육, 안락사, 호스피스 등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검토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밝히

고,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죽음을 맞이

하는 더 바람직한 모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할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삶의 생기에 가려 당장 잘 느껴지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 삶의 양면처

럼 존재하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

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인류학을 공부하는 학부생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이기에 

아우라는 이를 연습하고 적용해보는 첫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불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각적인 시선 역시 인류학을 통해서 얻어

야 하고, 또 인류학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선이기에 아우라를 

통해 상보적인 관계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우라

는 바쁜 학기 중에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

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기 초에 책을 선정할 때만 해도 이번 학기는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이번 학기에도 

아우라를 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2학기의 아우라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이 

무엇이 될지 기대가 가득합니다. 아우라를 통해서 책에 대한 멈추지 않

는 애정도, 함께 모여서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도, 그리고 맛있는 피자

를 통해 얻는 행복도 놓치지 않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우라_조성효

졸업생 소식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13학번 홍두선입니

다. 한때는 잠시 부자치회장을 맡기도 했었

지만 그 이후에는 학과 생활을 워낙 조용하

게 보냈던지라, 소식지에 제 글이 실린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학생 신분으로 관악에서 보냈던 7

년 가량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정든 학과에 글을 남기고 

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 취업 후기를 몇 자 적어보

려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삼성 SDI에 영업마케팅직으로 입사해 얼마 후면 전략마

케팅실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리튬이온 2차전지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으로, 최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에 탑

재되는 배터리, 혹은 신재생에너지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ESS(에너지저

장장치)를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정해둔 기업입니다. 인류학과 제조업이

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 상당히 생소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과 

회사 내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제가 제조업에 종사하게 된 사실

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인류학의 연구분야가 상당히 다양한 만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류학을 

전공한 경험은 큰 강점으로 다가오는데, 영업마케팅 직무에서만 본다면, 

크게는 관점과 소통, 이렇게 둘로 정리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영업마케

팅 직무는 끝없이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자

신만의 관점이 명확하게 있는지, 그리고 그 관점이 합리적인 근거를 둔 

것인지를 끝없이 증명해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전공이나 

학회로 쌓은 경영학적 지식은 물론 시장을 바라보는 아주 기초적 관점을 

쌓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에 인류학적 사고가 더해졌

을 때야말로 그것이 차별적 역량으로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B2B 

기업의 영업과 마케팅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건을 팔러 다니

거나, 홍보, 이벤트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소통 능력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바로 이 지점

에서 인류학이 큰 강점으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느끼고 있는 인류학의 강점은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도전하시든지 인

류학 전공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길어지다보니 취업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적지 못했는데 혹시나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

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홍두선

저는 현재 서울시청 박물관과에서 학예연구사로 근

무 중인 인류학과 07학번 박재형입니다. 이렇게 찾

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졸업생의 편지면서도, 한

편으로는 아직도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

다. 고민 끝에, 아직은 대중에게 생소한 학예 업무를 

소개하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 하면 큐레이터(Curator),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예연구사/학예사

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박물관을 포함한 범문화기관에 근무하면서 

학예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학예 업무는 크게 보면 전시, 유물, 교육 등

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막 개관한 ‘서울생

활사박물관’에서 박물관 교육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설 

어린이체험실 운영, 교구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시연), 홈페이지 

및 교육 관련 예약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물관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전시-유물-교육 및 행정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두

루두루 업무를 익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청에서 서울시 박물

관·미술관 비영리법인 관리,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사전평가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 자신도 제가 하는 일인 ‘학예(學藝)’라는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사전적으로는 ‘학문과 예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위키백과에서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유물, 전시자료를 수집하

고, 전시를 기획하고, 관련된 교육 컨텐츠를 생산 및 시연하는 전문 직업

이라고 나옵니다. 관련 검색어에 ‘인류학자’가 나와서 참 반가웠고, 운 좋

게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구글에 학예연구사란? 검

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취업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인

류학도들이 전공을 살려 일할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학부 시절을 마칠 때에 즈음하여, 저도 진로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던 중, 지도교수님이신 강정원 선생님을 

찾아뵀는데 인류학 석사를 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 박물관 관련 업

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학업을 하면서 

박물관 일을 배웠습니다. 이후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1년간 학교박물관에

서 연구원 경력을 쌓아 현재의 직장에 오게 됐습니다. 햇수로 치면 약 5년

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이 길로 이끌어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강정원 선생님 및 학과 선생님들과 선배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면 상 많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한 마디만 덧붙이고 이만 줄

이고자 합니다. 요즘 박물관 관련 채용은 전공을 제한하는 편이지만, 인

류학은 여간해선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학의 ‘문화’ 개념이 우

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물이 중심이 되지만, 그것을 향유하

는 방식인 ‘문화’가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

에 대한 박물관은 ‘음식 문화’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먹고 

마시는 문화가 있고, 우리와는 또 다르게 먹고 마시는 지역, 민족, 국가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러한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관점이 교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은 인류학도들만이 갖는 장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학예 업무나 박물관 일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있다면, 인류학 등 관련 학문과 박물관 인턴, 자원봉사자, 도슨트 등 관련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 

메일(이름 검색!)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물

관 학예 업무에 많은 인류학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취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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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인류학 오픈포럼 개최

한일대학원생 논문 워크숍

안녕하세요. 석사 과정에 진학한 윤

유선입니다. 첫 학기가 시작된 지 얼

마 되지 않았지만, 정신없이 지내느

라 벌써 몇 주가 지난 것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학원에 오게 된 거

지? 생각해보니, 역시 단순하지 않네

요. 1년, 2년 전 생각을 지금 떠올려

보면 또 많이 달라져 있고, 새로운 일

들과 관심사도 생기는데, 앞으로 어

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 대학원이라는 선택을 내리는 게 잘하는 걸까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사주를 보러 가기도 했답니다. 공부 운이 계속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은 나의 몫, 인류학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걸 떠올리며 대학원에 왔어요.

인류학에 대한 저의 생각, 바라는 것이나 꿈꾸는 것 등을 쓰고 싶은데 뭔

가 바람직한 답이 있을 것만 같아서 움츠러듭니다. 물론 그런 건 없겠죠. 

하지만 꽤 일관되고 지배적인 삶의 모습이 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

어나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곤 해요. 인

류학 또는 학문을 한다는 것에도 그 비슷한 바람직한 길이 놓여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쓰다 보니 제 자신에게 자신감

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사실 저의 가장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꿈은 작은 집을 짓고 무해하게 사

는 거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것저것 실험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

강하기 전에 살짝 해봤어요. 재밌어서 학교로 돌아오기 싫기도 했어요. 

궁금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느낀 것들을 직접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책과 페이지로 접하던 세상에 직접 오감을 맞대는 건 

자극적이며 생동감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게 인류학이 갖는, 또 가

져야 할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보는 세상

을 인류학으로 접근하고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고 해요. 어찌 됐

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인류학과 석사과정 윤유선

 2019학년도 대학원 입학후기 

  이예성 (박사과정) 

학 술 지  『구술사연구』 10권 1호 (2019.03)

논문제목   4.16참사 유가족이 경험한 상실의 복합적 의미 : 부모의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전채린 (석사과정)

학 술 지  『해부·생물인류학』 32권 1호 (2019.03)

논문제목  인류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치아 마모도의 분석 방법 검토

  윤석주 (석사과정)

학 술 지  『가족과 문화』 31권 2호 (2019.06)

논문제목  연명의료 환자에 대한 노년남성의 배우자 돌봄: 문화기술지 연구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9.06.01)

발 표 자   김성인(박사과정)
발표주제  가족의 편지로 건너는 시간과 공간:‘비공식적’ 이산가족 만남 이

야기와 기록물 간의 물질적 매개성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이경빈(석사과정)
발표주제  기지촌 여성' '증언집' - 과학과 예술의 사이에서

East Asian Anthropology Now and into the Future: 
Transformations, Dynamics, and Challenges (일본, 2019.08.02)

발 표 자   황희선(박사과정)
발표주제  A Fully Sustainable Life: Companionship between Native 

Crops and People in South Korea

발 표 자   김성인(박사과정)
발표주제  Crossing Time and Space with His Letter: The Construction 

of Unofficial Family Reunion Story among Korean War 

Evacuees

EAAA(East Asi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2019 (한국, 2019.09.28~30)

발 표 자   박경민(박사과정)
발표주제  A New Experiment’ by Citizens: Citizen's Initiative Designs 

for a Global Town-Making in a local city of Japan

발 표 자   이주은(석사과정)
발표주제  What is Your Personal Color?: Discussing “I-tone-t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발 표 자   박윤희(석사과정)
발표주제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Caregiver

발 표 자   손성규(박사과정)
발표주제  Very Alternative, but Very Old Educational Project: 

Reforming Homeroom Class in South Korean Public 

Education

발 표 자   송일찬(박사과정) 
발표주제  Where is Hong Kong?: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n Hong 

Kong  West Kowloon Station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

서울대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과 일본국립민족학박물관의 

공동주최로 ‘Workshop for Young Researchers in Japan & S. 

Korea’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원생 논문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한국

과 일본의 대학원생 12명이 오사카에 모여 2019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동아시아 연구라는 공동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개최된 이

번 워크숍에서는 서울대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에 소속된 

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과 신진연구인력 박승현 박사가 참여하여 

발표와 특별강연을 하였다.

인류학 오픈포럼은 인류학을 화두로 인류학 전공한 이후 인류학의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소

개하는 자리이다. 제6회 인류학 오픈포럼이 경북대학교 고고인류

학과와 BK21플러스 사업단의 후원으로 <인류학으로 놀다: 문화콘

텐츠와 지역재생>을 주제로 2019년 5월 30일 경북대학교에서 개

최되었다.

마을, 지역, 그리고 그 장소에서의 일상과 삶을 그리는 인류학의 전

통적인 관심이 ‘지역재생’이라는 최신의 화두 속에서 어떻게 응용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다. 또한 인류학과의 재학생들이 지역사

회에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이를 실천적인 활동에 적용할 수 있

는 실마리 찾기의  기회가 되었다.

  명수정 (석사과정) 

학 술 지  『차세대인문사회연구』 15권 (2019.03)

논문제목  재조선 일본인 2세의 전후기억의 형성 - 1970년대 이후 

‘방어진회’의 결성과 집단기억

  최학락 (박사과정), 이하얀 (박사과정) 

학 술 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권 2호 (2019.04)

논문제목  근대화와 김치문화

발 표 자   주에유안유안(석사과정)  
발표주제 Dreams and Realities of 'Korean Beauty': Imagination and 

reality of transnational movement seen from the experience 

of Chinese visiting Korea for cosmetic surgery tourism.

발 표 자   장등뢰(석사과정)  
발표주제 Can Generation Z resist the infused education for self-

realization? : Educational anthropological considerations 

focusing on grade 12 students at general high school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South Korea

발 표 자   장유진(석사과정) 
발표주제   A Study on the Model of Marriage for Korean Newlyweds

발 표 자   권은채(석사과정)
발표주제  Eating, Personhood, and Gender: An ethnographic study 

of eating spicy food in South Korea

발 표 자   윤석주(석사과정)
발표주제  Negotiating a Good Death: Case of hospice palliative 

care team in Korean Hospital

발 표 자   유지현(석사과정) 
발표주제  Punishment as a Costly Signaling

발 표 자   김윤정(석사과정)
발표주제 A Study on the Strategy of a Multi-Level Marketing 

Company and Identity of Participants: A Case Study on 

‘Happiness Company

발 표 자   유해민(석사과정)
발표주제  A Comparative Study on the Spatial Sens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ICER) 
2019 (한국, 2019.10.16~18)

발 표 자   손성규(박사과정)
발표주제  Becoming Creative and Self-Directed with Communal 

Process: Homeroom Students-Centered Education in an 

Innovatio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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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식인류학과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는 본 소식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 담당조교 : 강부성 (      02-880-6419        kbs0910@snu.ac.kr)

강윤희  러시아(2019.6.24~26) : 학술교류(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

일본(2019.8.1~5) : 회의참석 및 논문발표(와세다 대학교)

강정원  중국(2018.10.14.~20) : 학술답사(연변조선족,단둥한인협회)

권숙인  일본(2019.6.20~25) : 현지조사 및 연구회의(니시노미야, 도쿠

시마, 나고야)

김재석  네덜란드(2019.7.15~19) :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라이덴대학교)

한국(2019.9.28~30) : EAAA학회참석 및 발표 (전북대학교)

박순영  러시아(2019.6.24~26) : 학술교류(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

오명석  러시아(2019.6.24~26) : 학술교류(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

말레이지아(2019.7.26~8.23) : 인터뷰 및 현지조사(쿠알라룸푸르)

이현정  러시아(2019.6.24~26) : 학술교류(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

정향진  미국(2019.4.3~9) :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심리인류학회)

러시아(2019.6.24~26) : 학술교류(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

Olga Fedorenko  이탈리아(2019.4.9~16) : 학회참석 (Sapienza University)

이스라엘(2019.6.8~13) : 국제회의참석(Tel Av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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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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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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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를 융성시키는 데 기여할 글로벌인재를 키워나가는 학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류학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각

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주시는 발전기금은 인류학 훈련에서 꼭 필요한 실험실습, 현지조사 실습, 해외답사, 해외장

기 현지조사, 현지어훈련, 학술지출판 등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모금에서 소액기부와 월정액기

부를 특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인류학과가 나아갈 길을 응원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과장 강윤희 교수 

발전기금 모금 안내

학회 및 연구 활동 논문 및 저서 출판

 강윤희

2019 "Statehood, Scale and Hierarchy: History, Language and Identity 

in Indonesia", Journal of Sociolinguistics 

 강정원 

2019 "근대화와 김치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권숙인 

2019. “일본에 돈 벌러 간 이야기: 1910~20년대 일본 방직산업의 조선여공,” 

『한국 문화인류학』 52(2). (2019.7.30.)

 박순영

2019 "Syphilitic infection in a pre-modern population from South Korea 

(19th century AD)", ANTHROPOLOGICAL SCIENCE

2019 "인류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치아 마모도의 분석 방법 검토",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이현정

2019 "연명의료 환자에 대한 노년 남성의 배우자 돌봄: 문화기술지 연구", 『가

족과 문화』

2019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Reserve on the Association 

between Gray Matter Atrophy and Memory Varies with Age in Older 

Adults", Psychogeriatrics

2019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 한울아카데미

2019 "Social Exclusion and Older Adults", Social Exclusion in Cross-

Nation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정향진 

2019 (Commentary) "Inter-Asia, Intra-Asia, and Asian Anthropologies", 

American Anthropologist

 채수홍 

2019 "베트남 2018:경제성장의 가속화와 정치적 보수화", 『동남아시아연구』

2019 "일의 역사적 변화와 정치: 통제, 저항, 헤게모니", 『지식의 지평』

2019 『통일연구자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한국기업의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투자진출: 지역전문

가의 조언』 진인진

2019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 : 이론·쟁점·변화>

정향진 편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 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등에 보급하는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정향진 교수의 편저가 선정되었다.

신간안내

2018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총 3회에 걸친 심포지움의 결

과물인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이 중국연구소 소장이었던 이현정 

교수의 책임편집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 중국연구소에 참

여하고 있는 12명 교수의 첫 공동 작업이자, 역사, 문학, 정치, 사회, 

문화, 법, 복지, 공학을 모두 아우르는 저서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1

대 중국연구소 소장이자 인류학과 명예교수이신 김광억 선생님이 서

문을 쓰셨다. 참여교수 명단: 김광억, 유용태, 이정훈, 정재호, 조영

남, 강광문, 이근, 이재홍, 장경섭, 이현정, 정종호, 조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