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실천민속학회 학술대회-

□ 주제 : 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일상의 정치학
□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21일(토)
□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화상회의(zoom)
□ 주최 : 실천민속학회, 국립민속박물관
□ 학회 연락처 : 010-4566-2825(이진교 총무이사), silchunms@gmail.com

□ 인사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일상의 정치학」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문화유산 연구의 초심으로 돌아가 문화유산과 일상이 가
진 본연의 관계성을 되묻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이란 한때 생활자들의 일상적
삶의 일부였던 것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위상에서, 이를테면 지역과 국가 및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년 동아시아에서는 일상의 건축물을 비롯해 사람들의 생활상, 삶의 지식과
기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제국일본의 지배와 수탈의 흔적들조차 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산(遺産)’으로 전화한 과거의 생활문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왜곡하거나 변경하기도 하고, 또 일상에 재활용되거나
혹은 정치사회적 저항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문화유산과 일상’을 둘러싼
복잡 다양한 관계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천민속학회와 국립민속박물관은 공동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유산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민속의 문화유산화와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정치
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른바 ‘문화유산시대’에 분출하는 동아시아의 내셔널
리즘과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소비 양상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회의를 주관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온라인 화
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국제 심포지엄만큼은 직접 대면의 가열한 공
론의 장으로 활짝 열리길 고대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 부득
이하게 비대면의 화상회의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속과 기탄없는 질의, 토론을 삼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학술대회 일정

[ 8월 20일(금) ]

10:30~10:50 접속, 등록
10:50~11:00 개회사 : 표인주(실천민속학회 부회장)
제1세션

11:00~11:50

사회주의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정
책: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사회

이상현(안동대학교)

발표

임장혁(중앙대학교)

토론

권혁희(강원대학교)

발표

남근우(동국대학교)

토론

배영동(안동대학교)

사회

송기태(목포대학교)

발표

권봉관(농촌진흥청)

토론

강성복(충남대학교)

11:50~12:40 ‘민속의 풍속화’와 탈유산화

12:40~13:30

점심
제2세션

13:30~14:20

14:20~15:10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농
민의 대응: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
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식디미방」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

15:10~15:20

16:10~17:00
17:00~17:30

토론

심지윤(경북기록문화연
구원)
라연재(한국학중앙연구
원)

휴식
제3세션

15:20~16:10

발표

국보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그
문화적 의의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지역
성의 재구성
총회

사회

박선미(안동대학교)

발표

이효정(안동대학교)

토론

유형동(전남대학교)

발표

문효진(안동대)

토론
사회

유승완(중앙대학교)
이진교(총무이사)

학술대회 일정

[ 8월 21일(토) ]: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

08:45~08:55 접속, 등록
08:55~09:00 축사 : 남근우(실천민속학회장)
09:00~09:10 축사 : 김종대(국립민속박물관장)
제1세션
09:10~09:40

현재·일상의 유산화: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사회

이관호(국립민속박물관)

발표

정수진(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

홍태한(전북대학교)

09:40~10:10

제도화된 굿의 비일상성

10:10~10:50

토론 : 야마 요시유키(山泰幸, 간세이가구인대학), 이용범(안동대학교)

10:50~11:00

휴식
제2세션

11:00~11:30

11:30~12:00

중국의 ‘유산’정책과 현실의
상극: 유네스코에서 ‘전통의 담
당자’까지
식민지 건축의 재이용·재인
식·재개발: 중국 동북지역을 중
심으로

사회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발표

스가 유타카(菅豊, 도쿄대학)

발표

저우싱(周星, 가나가와대학)

12:00~12:40

토론 : 한양명(안동대학교), 김승욱(충북대학교)

12:40~13:40

점심
제3세션

사회

심우장(국민대학교)

13:40~14:10

민속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의 이행
에 대해

발표

린쳉웨이(林承緯, 타이베이예술
대학)

14:10~14:40

非 세계유산으로서 대만의 제국
일본 遺構

발표

무라시마 겐지(村島健司, 국제
일본문화연구센터)

14:40~15:20

토론 : 이진교(안동대학교), 문명기(국민대학교)

15:20~15:30

휴식

제4세션
무형문화유산으로는 대체할 수
15:30~16:00 없었던 것: 유산 등재가 아닌 休
止를 택한 사례에서 생각한다
문화유산화와 일상의 폴리틱스:
16:00~16:30 일본에서 ‘생활문화’와 ‘새로
운 일상’의 계보학
16:30~17:10

김광식(릿쿄대학)

발표

효키 사토루(俵木悟, 세이조
대학)

발표

이와모토 미치야(岩本
도쿄대학)

通彌,

토론 : 이경엽(목포대학교), 한경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종합토론

17:10~18:00

사회

사회
발표자

남근우(동국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