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실천민속학회 학술대회

학술대회 일정

[ 2월 18일(금) ]

9:00~9:20

□ 주제 : 지역 공동체의 현실과 민속학 연구

9:20~9:30

□ 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9:30~10:20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인사말

10:20~11:10

회원 여러분께
11:10~12:00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히 복 많이 지으시고 받
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며 깨우치는 학회 활동이 즐겁게 펼쳐지면

13:00~13:50

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의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그 존립
조차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13:50~14:40

실화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왕의 민속학이 주로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민속’을 조사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온 점을 감안

농민들의 기록을 통해 본
수리계의 특징과 의미
: 경북 의성군 금성면의 사례

발표

윤경식(국립민속박물관)

토론

김재호(경북대학교)

분단의 현실과
접경지역의 어민 사회

발표

이중구(안동대학교)

토론

송기태(목포대학교)

주민과 마을
: 마을만들기 창출과정의
정치민속학

발표

김달현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토론

정수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점심
사회

이용범(안동대학교)

국가권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저항
과 공동체의 동향: 경북 성주군 소
성리의 사드 반대운동 사례

발표

이재각(초원사진관)

토론

김우창(서울대학교)

지역 언론과 공동체문화 실천 지
식의 재생산: 옥천의 공동체문화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

안진수(안동대학교)

토론

송준규(서울대학교)

휴식
제3세션

의 재검토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14:50~15:40

민속학연구소와 함께 현재 농어촌에서 벌어지는 실제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
니다. 동시에 그것들에 대치, 대응하는 지역 사회의 다종다양한 실천과 시행착
오들을 고찰해보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민속놀이와 마을굿에 관한 일

이상현(안동대학교)

14:40~14:50

하면, 이 현안 과제는 민속학이란 학문의 정체성 곧 그 대상과 방법, 목적 등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 교육연구팀, 그리고

사회

제2세션

오는 2월 18일 금요일에 실천민속학회 정기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

작금의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만, 특히 농어촌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가 현

이진교
(실천민속학회 총무이사)

12:00~13:00

좋겠습니다.
론장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현실과 민속학 연구」를 기획주제로 다루고자 합니

사회

개회사: 남근우(실천민속학회장)
제1세션

□ 장소 : 화상회의(zoom)
□ 주최 : 실천민속학회,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 교육연구팀,

접속, 등록

15:40~16:30

반 발표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해방 후 서울 어린이들의
연중놀이와 계절놀이의 장소성
: 서울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화와 관광화로 인한
마을굿의 순화 과정 고찰
: 중국 광서(廣西) 무노족(仫佬族)
의반절(依飯節)을 중심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온라인 화상회
의로 치러집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속과 기탄없는 질의, 토론을

16:30~17:20

삼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17:20~17:30

차전의 놀이도구와 연행방식에
관한 시론

사회

배영동(안동대학교)

발표

안주영(서울대학교)

토론

박선미(안동대학교)

발표

가오징
(高靜, 廣西科技大學)

토론

홍태한(전북대학교)

발표

한양명(안동대학교)

토론

이상호(풂놀이협동조합)

폐회사: 이진교(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 교육연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