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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어

지역 공동체 민속학 농어촌
노인문화 지방 소멸 지속가능한 발전

전통 지역 활성화 공동체 복원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민속학적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은 지

방소멸이라는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한국

의 농어촌 지역 공동체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그 존립기반마저 위태

로운 상황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대도시를 비롯한 한국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문

제이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가 현실화될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농어촌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인문학적 대응 담론에서  ‘민속’이나 ‘전

통’, ‘토착적 지식’등과 같이 지역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화양식은, 서구적 

가치와 문화가 세계적인 표준으로 강요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양식은 주민의 정서에 친숙하고 사회적 수용성 역시 높이 나

타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나 공동체 복원·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요

소로 강조된다. 실제로, 현대 한국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활발하게 기획·시도되는 

축제, 전시, 가요, 영화, 스토리텔링 등의 문화산업 영역에서 민속을 비롯한 지역 공

동체문화의 가치와 잠재력은 매우 높게 평가·주목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정착유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문화센터, 독거노인 공동거주, 

마을학교 등과 같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양식의 효용성과 활용 가치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왔던 민

속학의 학문적 특성을 살려,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문화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본 교육연구팀은 주민 생활에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가

치들을 재탐색·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생태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

하는 방향으로 농촌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 교육 목표 

 - 소멸 위기의 지역 공동체/대안 공동체문화의 조사·보고 능력 강화

 - 소멸 위기의 지역 공동체/대안 공동체문화의 분석과 해석 능력 강화

 -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지역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능력 강화 

○ 연구 목표 

 - 소수성·주변성을 지닌 지역 공동체문화를 포착하여 민속학 연구의 지평 확대 

 - 현대성과 미래성을 담보하는 지역 공동체문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지역 공동체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및 활용 문제 모색 

 -‘친환경 생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모  

  색

○ 국제화 목표  

 - 현지연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해외 모델 사례 발굴과 자료 축적 

 - 해외 모델 사례의 분석과 한국적 적용 모델 구상

 - 해외 대학 및 연구소를 포함한 농어촌 문제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 해외 지역 공동체 등과 국제적 연대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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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 영역 

  본 교육연구팀은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를 문화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며, 공동체문화에 기반한 창조적이며 대안적 

해결방식을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할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특성은 현장의 경험적 지식과 대학의 이론적 지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하

여, 통일성을 갖추게 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연구의 강조와 수행-자료의 

생성과 정리-이론의 적용 및 해석-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교육 수행

의 기본 체계이다. 정규 교과 과정외에도 학술세미나·연구회·윤독회·국내외 학술

조사·논문 작성 및 투고·교육연구팀 차원의 총서 출간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심하게 기획·수행하려 한다. 본 교육연구팀의 사업이 성공

적으로 수행된다면, 한국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총

체적이면서 다층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진 전문 인력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

다.  

연구역량 영역

  민속의 전승 기반으로 존재하는 지역 공동체의 붕괴는 ‘민속학’ 자체의 존립 근

거나 정체성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 제기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온다. 

본 교육연구팀은 현재 한국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를 적극적으로 민속학의 영역으

로 인식·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는 미래학으로서 새로운 민

속학 패러다임의 정립이라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연구 영역은 크게 소멸위기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와 문화에 대한 실증적 사례연구와 이론화’ 그리고 ‘지

역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문제에 대한 사회적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두 가지 지향

을 지닌다. 교육연구팀의 구성원들은 전통적 공동체문화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

인 지역 공동체의 변화양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특히, 지역 

활성화 문제와 관련한 지역축제, 박물관, 지역특산물, 문화관광, 마을만들기, 대안적 

공동체, 다문화, 귀농·귀촌인 등은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연

구팀 자체의 연구역량 강화 외에도, 학회를 통한 민속학계의 연구 흐름 주도, 민속

학연구소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관련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대 효과

  민속문예·사회민속·물질문화 등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공동체 민속과 더불어, 

노인회관, 주거공동체, 독거노인,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마을/지역 공동체 운동, 

지역 NGO, 협동조합운동, 육아공동체 등 새롭게 등장하는 공동체문화에 대한 실증

적 접근은 지역 공동체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멸위기의 지

역 공동체 현실문제는 민속학을 비롯한 인문사회학 전분야의 관심 영역으로 존재하

기 때문에, 본 교육연구팀의 학문적 주목도와 기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교육연구팀의 활동은 지역 공동체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및 활용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자치·자율·호

혜·돌봄 등 공동체문화의 가치 재인식이라는 인문학적 비전을 대중을 비롯한 사회 

일반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실용적으로는 영화, 축제, 박물관, 전시, 관광, 

스토리텔링 등의 영역에서 문화 자원화와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고령화 

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 소멸위기라는 현실문제 영역에서, 민속이나 

전통, 토착 지식과 지역 문화의 체계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는 중앙·지방 정부의 주요 정책적 관심사이기도 하

다.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지역 활성

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적 활용 및 민·관·학 협력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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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팀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팀 구성

1.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글 영문

소 속 기 관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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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육연구팀장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번
저자/

수상자
논문제목/저서제목/book

chapter제목
저널명/출판사명

권(호),
페이지/ISBN

게재연도/
출판년도

DOI 번호
(해당 시)

1
농촌의 근대 경험과 문화변동－전
남 곡성군 B마을의 사례연구－

실천민속학연구 25호, 351∼388쪽 2015

2
1899년, 가뭄과 기우제 그리고 전
차 폭동

실천민속학연구 26호, 223∼247쪽 2015

3

지역밀착형 다문화모임과 혼입여
성의 한국사회 적응 -경북 김천시
‘나눔공부방’에 대한 민속지적 연
구-

민속연구 34집, 203∼241쪽 2017

4
마을사회의 위기와 의례적 대응 -
풍력발전 반대 ‘산신제’에 대한 민
속지적 연구 -

민속연구 35집, 209∼244쪽 2017

5
투쟁 공동체에서 풀뿌리 공동체로
－경북 영양군 귀농귀촌인 한 모
임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

비교민속학 70집, 241∼269쪽 2019
10.38078/ACF.2019
.12.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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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육연구팀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팀 구성

1.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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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역량 

 ○ 재직 중인 안동대학교를 비롯, 서울대학교, 목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에서 민속학과 인류학 관련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담당해 왔음. 

 ○ 현재 대학원 민속학과에서 ‘한국사회와 민속’(석사), ‘민속의 관광자원화’(석사),

‘마을조사 심층연구’(박사), ‘문화관광 연구와 기획’(박사) 등과 같은 과목을 담당.

 ○ 최근, 농촌사회의 현실문제와 해결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

육연구팀 주제인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민속학적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된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임. 

2. 연구 역량 

 ○ 이진교 교수는 평가대상 기간인 최근 5년간(2015.1.1.-2019.12.31) 8편의 논문을 한국연

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에 단독으로 게재했으며, 5권의 공저를 발간했음

 ○ 교육연구팀의 주제와 직결되는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 진단과 해결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

  ·「투쟁 공동체에서 풀뿌리 공동체로 -경북 영양군 귀농․귀촌인 한 모임에 대한 민속지

적 연구  -」, 『비교민속학』70(비교민속학회, 2019. 12).

  ·「농민들의 저항과 마을 지식의 재구성－경북 영양군 H마을 풍력발전 반대운동의 민

속지적 연구－」, 『민속연구』37(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8. 08).

  ·「마을사회의 위기와 의례적 대응 - 풍력발전 반대 ‘산신제’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

-」, 『민속연구』35(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 08).

  ·「지역밀착형 다문화모임과 혼입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경북 김천시 ‘나눔공부방’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 『민속연구』34(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 02).

  ·「다문화가정 혼입여성의 농촌 적응전략과 마을사회의 반응 -나눔공부방에 대한 민속

지적 연구-」, 『민속연구』33(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6. 08).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실적  

  ·2018.09∼현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공동연구원

  ·2018.03∼2019.02, 안동의 마을민속, 사신마을 학술조사 공동연구원 

  ·2017.03∼2018.02, 안동의 마을민속, 저전마을 학술조사 공동연구원

  ·2016.03∼2016.12, 안동의 마을민속, 금소마을 학술조사 공동연구원

  ·2015.11∼2016.10,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지원사업 

  ·2015.03∼2015.12, 안동의 마을민속, 송제마을 학술조사 공동연구원

3. 행정 역량

 - 이진교 교수는 다년간 BK21+사업의 신진연구인력으로 재직했고, 민속학과 임용 이후에

는 참여교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BK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음. 또한, 학술대회 개최, 

해외 공동조사, 총서 출판사업 등 다양한 학술활동과 관련한 행정 경험을 지니고 있음. 

 ○ 2013.10∼2015.02,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박사후연수연구원  

 ○ 2015.03∼2017.02,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학술연구대우교수 

 ○ 2018.03∼현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플러스사업 참여교수

 ○ 2019.03∼현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학과장 

 ○ 2019.03∼현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학연구』(등재후보지) 편집위원장 

 ○ 이 외에도 실천민속학회 총무이사, 한국민속학회 연구위원, 비교민속학회 연구위원 등

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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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1-2>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현황

연번
성명

(한글/영문)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1 e 교수 민속학(인류학) 기존 내국인

2 교수 민속학(인류학) 기존 내국인

3 교수 민속학(인류학) 기존 내국인

4 교수 민속학(인류학) 기존 내국인

5 부교수 종교학 기존 내국인

6 조교수 민속학(인류학) 신임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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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단위: 명)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학과(부) 소속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2020.05.14 민속학과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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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교수 수 (명) 7 6 7 7 7 7 6

전입 교수 수 (명) 1

전출 교수 수 (명)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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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최근 3년간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2017년 2학기 전출 정년퇴임

2 2018년 1학기 전입 신규 임용

3 2020년 1학기 전출 정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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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 명, %)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접수
마감일

민속학과

전체 18 12 66.67 17 8 47.06 0 0 - 35 20 57.14

자교
학사

11 9 81.82 9 7 77.78 0 0 - 20 16 80.00

외국인 0 0 - 0 0 - 0 0 - 0 0 -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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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외국인) 학생 현황

연번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공인어학성적

비고
국어 영어

No data have been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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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2.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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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연구팀의 비전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민속학적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연구팀은 지방소멸

이라는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한국의 농어촌 지

역 공동체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그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고령

화와 인구감소는 대도시를 비롯한 한국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이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가 현실화될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의 사회

적 안전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 전체 또는 국가의 행·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전통’이나 ‘민속’의 전승현장인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은, 필연적으로 

지역 문화의 소멸이나 한국의 문화 다양성 훼손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민속학에

서도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지방 소멸은 비단 민속학만의 관심 영역이 아니며, 한국사회 전체가 대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 정비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의 문제를 적극적

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적 대응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학문적 접근은, 노인을 타자화된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한계를 노출

하고 있다. 

  경제적 생산이나 이윤추구가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한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노인의 사

회·문화적 지위는, 전근대시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시각을 빌리자면, 노인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며, 병들고, 힘없는”, 그래서 “국가와 사

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탄생(재구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나 학문적 접근 역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주도의 대응은 지역 주민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지를 향상하는 대신 국가의 통제력

만 강화하는,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의 확장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유념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고령화를 비롯한 농촌 현실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삶의 주체

로서 노인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더불어, 그들의 문화를 세심하게 고려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성찰적 반성 속에서, 본 교육연구팀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

한 한국 지역 공동체의 현실을 정면에서 직시하여, 민속학적 대응을 모색·시도하려 한다. 

민속학은 과거로부터 전승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생성된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그동안 민속학은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문제를 공유해 왔다. 이같이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왔던 민속학의 학문적 특성을 살려,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문화적 대응방안을 모

색하려 한다.

  농어촌 활성화에 관한 최근의 논의나 지방 소멸에 대한 인문학적 대응 담론에서 특히 부각

되는 것이, 바로 문화에 기반한 문제 해결방식이다. 특히, ‘민속’이나 ‘전통’, ‘토착적 

지식’등과 같이 지역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화양식은, 서구적 가치와 문화가 세계적인 표

준으로 강요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양식은 주민의 

정서에 친숙하고 사회적 수용성 역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나 공동체 복원·재

생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된다. 실제로, 현대 한국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활발하게 기획·시도되는 축제, 전시, 가요, 영화, 스토리텔링 등의 문화산업 영역에서 민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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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지역 공동체문화의 가치와 잠재력은 매우 높게 평가·주목되고 있다. 또한, 귀농·귀

촌인의 유치와 정착유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문화센터, 독거노인 공동거주, 마

을학교 등과 같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문화

적 양식의 효용성과 활용 가치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교육연구팀은 주민 생활에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가

치를 재탐색·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생태주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방향으

로 농촌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민속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한국인의 삶 속에서 끈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지역 문제 해결과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과 다양한 가능성을 담지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대사회의 대안적·

실천적 영역에서 강조하는 개념들 예를 들면 ‘주민의 권리와 복지’, ‘지역 전통과 문화 주

권’, ‘민속적 지식체계/토착적 지식체계’, ‘지역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등과 같은 문제

의식들과 결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교육연구팀은 교육·연구, 세계

화와 관련한 사업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1) 교육 비전

  ① 교육 비전의 배경 : 민속이나 전통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생성·발달한 생활에 밀착한 문화임. 특히 민속문화는 곧 공동체문화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

로, 마을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되어 왔음.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공동체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단순히 신기술의 도입이나 

표준화된 지식 교육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님. 지역 공동체문화 전통의 적절한 활용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성화나 현실문제 해결에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음. 

  ② 교육 비전의 지향 : 민속학은 농촌의 전통이나 민속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지식을 축적해 왔음. 이렇게 축적된 민속학적 연구 성과는 단순히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지역 공동체가 처한 다양한 현실문제 해

결을 위한 대안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본 교육연구팀은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를 문화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려 함.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문화에 기반한 창조적이며 대안적 해결방식을 갖춘 인재양성을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할 것임.  

  ③ 교육 비전의 설정 : 본 교육사업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교육 비전에 입각해 대학원 교

육을 수행할 것임. 

   ○ 고령화와 노인문화 등 농어촌 현실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역량 강화

   ○ 농어촌 공동체문화 이론을 통한 분석·해석 역량 강화 

   ○ 주민 생활에 밀착한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연대 능력 강화 

 

 2) 연구 비전

  ① 연구 비전의 배경 : 현대 한국사회에서 마을과 같은 지역 공동체는 결코 ‘농민’, ‘민

속’, ‘전통’과 같은 단일한 이미지나 균질적인 시공간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님. 오

히려 지역 공동체의 위치는 세계화의 동력, 국가 권력의 정책적 관심과 실현, 자본의 작동방

식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지역 주민 등의 복잡다단한 상호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시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음. 한편, 이미 소멸 위기까지 공공연히 언급될 정도로 쇠퇴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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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농촌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위기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과 대응의 모습이 뚜렷하게 포착

되고 있음. 본 교육연구팀은 이와 같은 시도의 이념적·실천적 개념으로 ‘공동체문화’가 강

조되고 있음을 주목함.  

  ② 연구 비전의 지향 : 한국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붕괴라는 현실문제

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과 연구는 당위적이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한편, 민속

의 전승 기반으로 존재하는 지역 공동체의 붕괴는 ‘민속학’ 자체의 존립 근거나 정체성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 제기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옴. 사회적 환경변화나 지식사

회의 인식전환은 마을 공동체의 민속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민속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과 더불어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게 만듦. 본 교육연구팀은 현재 한국 지역 공동

체의 현실문제를 적극적으로 민속학의 영역으로 인식·연구할 것임. 이러한 시도는 미래학으

로서 새로운 민속학 패러다임의 정립이라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음. 

  ③ 연구 비전의 설정 : 본 교육사업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연구 비전에 입각해 연구를 수

행할 것임. 

   ○ 지역 공동체문화 현지연구와 사례 축적 

   ○ 농어촌의 구조적 모순 분석 및 해석 

   ○ 공동체문화 이론 모색과 미래학으로서 민속학의 패러다임 정립 

   ○ 민속학과 지역 공동체의 연대 및 사회적 실천 방법 모색

 3) 국제화 비전 

  ① 국제화 비전의 배경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붕괴,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의 해체·소멸은 한국사회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며, 세계화·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범지구적

인 현상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가장 큰 병폐와 희생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

체를 중심으로 가시화됨. 특히, 전지구적 수준의 다국적 기업과 거대자본의 압력은 마을 공동

체의 소멸과 붕괴를 가속화 함. 본 교육연구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해외 대학 

등과 농촌지역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천적 연대를 추구할 것임. 이러한 연구와 실천적인 활동

은 그 자체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으며, 교육연구팀의 학문적 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기회로 작용할 것임.        

  ② 국제화 비전의 지향 : 해외 사례의 피상적 소개나 무비판적 이론 수입을 지양함. 외국

의 사례나 모델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한국적 상황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수 있으며, 반

대로 한국적 상황의 연구나 모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활용될 수 있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해외 학계, 지역 단체 등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교류를 추

구할 것임.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의 농어촌 공동체 역시 지역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로 

민·관·학의 협력체계가 의욕적으로 구축되는 상황이며, 학문적 연구나 대응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교육연구팀은 학문적 교류 및 실천적 연대를 두 축으

로 민속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방식의 국제화를 추구할 것임. 

  ③ 국제화 비전의 설정 : 본 교육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세계화 비전에 입각해 국제

적 연구와 교류를 수행할 것임. 

   ○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의 지역 공동체 사례 발굴 및 현지조사  

   ○ 해외 학계와 학술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연구 안목   

확대 

   ○ 비교연구에 기반한 대안적 공동체문화 모델 제시 및 한국사회 적용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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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대학 및 사회단체(공동체)와‘농촌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국제적 연대와 공동의 

실천

2. 교육연구팀의 목표와 달성 방안 

  농어촌 지역이 주 연구대상이었던 민속학은 마을을 비롯한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소멸 등으

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일찍부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 왔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역시 한 

사회의 맥락 속에서 고유의 지식이나 문화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재창조될 때, 학문적 수용 

가능성과 현실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과거와 현재의 삶과 문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안적이고 확장적인 지역 공동체

문화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모색을 시도할 것이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는 1979년 3월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수와 연구원을 비롯

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 이를테면 박물관, 전시관, 국공립 및 사립 문화 연구소, 중앙과 지방

의 문화행정기관, 문화기획 및 마을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등의 직종을 아우르는 분야에 전문

적인 인력을 배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이론과 방법, 

교육내용과 교수법, 그리고 사회적 효용성 등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올 수 있었다. 

  대학원 민속학과의 연구자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마을학파’의 추구를 학계 내외에 선언

하였으며, 이후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를 연구단위로 한 다양한 차원의 성과물을 생산해 왔다. 

매년 마을을 단위로 한 민속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자료보고서·학위논문·학술논문 및 

단행본이 출판되었다. 개별 학과 수준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전통’과 ‘민속’ 분야 조

사·연구의 축적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자부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그동안 축적한 대학원 민속학과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를 대상으로 이론적·실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대학원 민속학과는 2단계 BK21(2006∼2012)과 BK21+사업(2013∼현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속학 교과과정의 체계화와 고도화를 이루었으며 대학원 교육·연구, 국제화에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예를 들면, BK21+사업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2016년 ‘인문학분야 최

우수 사업팀’으로, 2018년도 성과점검 결과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가 증액되었다. 

그리고, 2019년 종합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 출신이 ‘BK21플러스사업 

우수 연구인력'으로 선정되는 등 BK사업을 통해 교육·연구, 국제화 활동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독일 튀빙겐대학교,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일본 국립민족

학박물관(박사과정), 쯔꾸바대학교,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민족학원 등의 우수 대학원 프로그램

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특히, 민속학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대학인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민

속학&민족음악학과(folklore & Ethnomusicology)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

로, 본 교육연구팀은 부지도교수 제도’와 ‘대학원-졸업생 멘토링 제도’등을 학사제도에 도

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는 “미래학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패러다임 정립과 활

용”(2018∼)이란 주제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전원이 공동연구원으로 대학원생 중 일부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문화’에 대한 학문적 역량 강화와 지역 현실문제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모색·수행중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2단계 BK21사업과 BK21+사업을 통해 강화된 교육·연

구, 국제화 역량과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가 구축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시

적인 성과를 구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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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 목표 설정과 달성 방안 

  ① 교육 목표 설정  

   ○ 대학원 민속학과의 교육 목표는 “첫째 민속학의 정치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갖춘 인재 

양성, 둘째 민속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셋째 한국 

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이와 더불어 

본 교육연구팀은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공동체의 문

화를 조사·연구하여, 창의적이며 대안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 인재양성”을 미래 

목표로 설정하려 함. 이러한 교육연구팀의 목표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목적인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미래 인재양성”과 정확히 부합함. 

   ○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지역 재생/활성화’와 관련한 연구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는 추세임. 또한, 정부의 유관 부처나 지자체, 연구소, 박물관, 문화 컨설팅회사, 축제조

직위원회, 농어촌 관련 NGO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 인력의 필요성과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음. 본 교육연구팀은 위에서 제시한 교육비전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

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학원 교육을 수행할 

것임. 

   ○ 교육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소멸 위기의 지역 공동체/대안 공동체문화의 조사·보고 능력 강화

    ·소멸 위기의 지역 공동체/대안 공동체문화의 분석과 해석 능력 강화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지역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능력 강화 

 

  ② 교육 목표 달성 방안 

   ○ 교육역량 강화는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할 때, 온전히 성취될 것으로 기대됨.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 특성은 현장의 경험적 지식과 대학의 이론적 지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일성을 

갖추게 하는 데에 있음. 구체적으로 ‘현지연구의 강조와 수행-자료의 생성과 정리-이

론의 적용 및 해석-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교육 수행의 기본 체계임. 정

규 교과과정 외에도 학술세미나·연구회·윤독회·국내외 학술조사·논문 작성 및 투

고·교육연구팀 차원의 총서 출간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세

심하게 기획·수행할 것임. 

   ○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정규 수업 외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계

획임.

    ·동·하계 대학원 정기학술세미나 : 학위논문 및 교육연구팀 주제와 관련된 발표 권장

    ·연구회 : 참여교수 별로 연구회를 구성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윤독회 : 참여대학원생이 중심이 된 2∼3개의 윤독회를 구성해, 관련 분야의 자율적인 

발제·토론  

    ·국내외 학술조사 시행 : 연구회별로 연차별 현지연구를 기획·실시  

    ·교육연구팀 총서 출간 : 교육연구팀 차원에서 <농촌 현실문제의 민속학적 대응>(안) 총

서를 기획·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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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학위논문 단행본 출간 : 교육연구팀 차원에서 우수 석박사 학위논문의 단행본 출

판 지원 

    ·공동체문화 아카이브 구축 : 민속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외 공동체문화에 대한 아카

이브 구축 작업 수행 

    ·학위논문 지도의 정교화와 수월성을 위해,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민속학&민족음악학과

에서 시행 중인 부지도교수 제도를 도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민속학&민족음악학과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인사-대학원생’ 

멘토링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대학원 졸업생-대학원생’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학

업·연구·취업 역량을 강화 

 2) 연구 목표와 달성 방안 

  ① 연구 목표 설정 

   ○ 그간의 민속학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전승과 존재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규

명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음. 하지만, 한국사회는 IMF로 인한 신자유주의 심화와 국제적 

표준의 강화, ‘개인’의 성공과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치·경제·문화

의 수도권 집중화,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 등에 직면해 있음.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농

어촌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는 ‘민속학’이라는 학문의 존립 근거와 맞물려 있음. 본 

교육연구팀은 민속학 연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조응하여, ‘미래학으로서 민속학 패러

다임 재정립’을 목표로 함. 

   ○ 한편, 농촌의 해체와 소멸에 대한 문제는 민속학만의 관심사는 아니며, 실용적 학문을 

포함하여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통섭적 대응과 대처가 필요함.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

동체의 현실문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의 영

역과 통섭적인 교류와 융합을 시도할 것임. 

   ○ 교육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소수성·주변성을 지닌 지역 공동체문화를 포착하여 민속학 연구의 지평 확대 

    ·현대성과 미래성을 담보하는 지역 공동체문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지역 공동체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및 활용 문제 모색 

    ·‘친환경 생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논리에 기반한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모색   

  ② 연구 목표 달성 방안

   ○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 목표는 크게 ‘소멸 위기 지역 공동체의 현실과 문화에 대한 실

증적 사례 연구와 이론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문제에 대한 사회적 실

천 방안 모색’이라는 두 가지 지향을 지님. 참여교수와 민속학과 대학원생은 전통적 

공동체문화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공동체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연구를 이미 

적극적으로 수행 중에 있음. 특히, 지역 활성화 문제와 관련한 지역축제, 박물관, 지역특

산물, 문화관광, 마을만들기, 대안적 공동체, 다문화, 귀농·귀촌인 등과 관련한 폭넓은 

연구성과가 산출되는 상황임. 이러한 교육연구팀 자체의 연구역량 강화 외에도, 학회를 

통한 민속학계의 연구 흐름 주도, 민속학연구소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본 교육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민속학 관련 학회 또는 연구기관과 매년 1회 이상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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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비슷한 성격의 BK사업단(팀) 등과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사업명: 미래학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패러다임 정립과 활용)과 연계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 

 3) 국제화 목표 

  ① 국제화 목표 설정 

   ○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소멸문제’와 관련한 공통의 문제의

식과 관심을 매개로 해외의 연구자 그리고 연구기관과 학문적 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

할 것임. 특히 해외의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 극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

역 공동체 활성화의 한국적 모델을 구상하고자 함. 본 교육연구팀의 국제화 목표의 특

성은 해외 학계와의 학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실천적 

연대를 추구한다는 데에 있음. 

   ○ 본 교육연구팀의 국제화 전략은 민속학의 현지연구 전통 속에서 교육·연구의 국제화를 

구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참여 인력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것임. 대학원 민속학과

는  BK21+사업 기간에 사업팀 주도로 중국 조선족 마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마을을 

대상으로 ‘해외 한민족 학술조사사업’을 기획·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는 매년 『한

민족연구총서』로 발간되었음. 이러한 사업을 통해 축적된 해외 조사 경험의 노하우는 

본 교육연구팀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매년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를 주

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본 사업팀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임. 

   ○ 구체적인 국제화 목표는 다음과 같음.  

    ·현지연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관련 해외 모델 사례 발굴과 자료 축적 

    ·해외 모델 사례의 분석과 한국적 적용 모델 구상

    ·해외 대학 및 연구소 등을 포함한 농어촌 문제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해외 지역 공동체 등과 국제적 연대와 교류 

 

  ② 국제화 목표 달성 방안

   ○ 대학원 민속학과 BK21+사업팀은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센터 등과 학술교류를 통한 MOU를 체결했으며, 중국 조선족 마을과 카

자흐스탄 고려인 마을에 대한 공동학술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음. 이 외에도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대학 세계민속학연구센터 등과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그동안 BK21+사업팀 주관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와 ‘해외석학초청강연’

을 통해 형성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 교육연구팀의 특성에 맞는 국

제화를 추진할 것임. 

   ○ 본 교육연구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국제화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해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공사례에 대한 학술조사 실시  

    ·해외 대학 또는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비슷한 주제의 교내외 BK사업단(팀) 등과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해외 석학과 전문가 초청 강연    

21 / 160



II.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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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현황과 진단    

  안동대 대학원 민속학과의 교육과정 목표는 “민속학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

여 전통문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로 설정

되어 있다. 아래 제시한 교육과정은 석사과정의 경우 1988년 설립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

을 거쳤고, 박사과정의 경우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구

성된 것이다. 특히, 2단계 BK21사업과 BK21+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과과목을 전면적

으로 신설·개정하는 등 교육과정의 고도화를 이뤄왔으며, 이를 통해 학계와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론과 방법, 교육내용과 교수법, 그리고 사회

적 효용성 및 경제적 실용성과 관련한 교육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현재, 대학원 민속학

과 석·박사 과정은 민속학과 학부 출신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민속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1) 교육과정 현황 

  ① 현행 교과과정

   ○ 석사과정 교과과정

  

  ○ 박사과정 교과과정 

교과목 구분                                 교과목명 

공통과목 

민속학사연구, 한국민속사연구, 민속학방법론연구, 비교민속학연구, 영

상민속지론, 민속아카이브론, 민속지식론, 민속지식과 문화기획, 공동체

와 대안문화연구

민속문예전공
민속예술연구, 민속극의 의미와 기능, 민속가요의 해석과 활용, 한국신

화의 해석과 자원화, 설화연구와 지식자원화, 연희전통과 공연문화연구

사회민속전공

한국사회와 민속, 한국종교와 민속, 가족과 친족연구, 통과의례연구, 민

속의 관광자원화, 세시풍속의 의미와 활용, 무속의 의미와 기능, 민속

놀이연구, 축제문화연구, 민속문화와 미디어변환 

물질문화전공

의식주문화 연구와 활용, 문화유산 연구와 관리, 박물관 기획과 운영, 

생업전통과 특산물 연구, 민속공예연구와 민속지식, 생태민속학과 민속

지식 
논문지도 논문지도 

교과목 구분                                 교과목명 

민속학 전공 

동아시아 비교민속학, 민중생활사 특수연구, 한국민속학사 특수연구, 

민속문예미학 연구, 구비서사문학 연구, 민속극 특수연구, 민속가요 특

수연구, 민속예술 특수연구, 민속종교 특수연구, 세시의례 특수연구, 전

통축제와 놀이연구, 영상민속지 연구, 가족과친족 특수연구, 물질문화

연구방법, 민속생태학 특수연구, 통과의례 특수연구, 여가문화 특수연

구, 마을조사 심층연구, 민속학 방법과 문화이론, 문화관광 연구와 기

획, 지역축제 특수연구, 의식주문화 특수연구, 박물관기획운영 특수연

구, 민속학 사례연구, 생업과 경제 민속연구, 신화학 특수연구, 민속지

식론 특수연구, 민속지식과 문화산업, 구술사와 구전지식, 민속공예지

식의 자원화, 공동체문화와 대안이론연구, 연희문화와 공연이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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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과과정 개편 실적 

   ○ 2006년, 대학원 민속학과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2단계 BK21사업의 효율적 수행

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교과 과목을 대폭 개편하였음. 

    - 석사과정 : 4과목 신설, 13개 과목 개정

    - 박사과정:  3과목 폐지, 4과목 신설, 6과목 개정

 

   ○ 2013년, BK21+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적으로 민속지식을 자원화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음.

    - 석사과정 : 4과목 폐지, 5과목 신설 

    ·폐지과목 : 민속학과 문화기획, 설화연구와 자원화, 민속공예연구와 자원화, 생태민속  

      학과 문화지식

    ·신설과목 : 민속지식론, 민속지식과 문화기획, 설화연구와 지식자원화, 민속공예연구  

      와 민속지식, 생태민속학과 민속지식

    - 박사과정 : 3과목 폐지, 4과목 신설

     ·폐지과목 : 민속과 문화산업, 구술사와 문화연구, 민속문화지식산업화

     ·신설과목 : 민속지식 특수연구, 민속지식과 문화산업, 구술사와 구전지식, 민속공예  

       지식의 자원화

   ○ 2018년, 민속문화의 현대적 변환과 활용 문제를 강조하고,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사업명: 미래학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패러다임 정립과 활용)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과과목을 신설하였음. 

    - 석사과정 : 신설 3과목 

    ·신설과목 : 공동체와 대안문화연구, 연희전통과 공연문화연구, 민속문화와 미디어

      변환  

    - 박사과정 : 신설 3과목 

    ·신설과목 : 공동체문화와 대안이론연구, 연희문화와 공연이론연구, 민속문화와 미디  

      어 융합

 2) 교육과정 진단과 개선 방향  

  ① 현행 교육과정 진단 

   ○ 현행 석사 교과과정은 공통과목 9과목, 민속문예전공 6과목, 사회민속전공 10과목, 

물질문화전공 6과목, 그리고 논문지도 1과목을 포함해 총 32과목이, 박사과정의 경우 민

속학 전공 33과목과 논문지도 2과목 등 총 35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민속학 분야에서 민

속문예·사회민속·물질문화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교과과정은 국내

외적으로도 드문 사례임. 대학원 민속학과의 교과과정을 통해 대학원생은 민속학의 특정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음. 

민속문화와 미디어융합
논문지도 논문지도Ⅰ, 논문지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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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민속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특성과 차별성은 현장의 경험적 지식과 대

학의 이론적 지식이 전일적인 체계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임. 다시 말해 원천자료의 생성

과 정리, 분석 및 가치 창출 등의 전 과정이 교육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분화되어 있음

과 동시에 종합적인 성격을 지님. 

   ○‘② 교과과정 개편 실적’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원 민속학과의 교과과정

은 민속학의 학문적 발달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전시관, 국공립 및 사립 

문화 연구소, 중앙과 지방의 문화행정기구, 축제조직위원회, 문화기획, 마을기업 혹은 사

회적기업 등과 같은 분야의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수요에도 적극적이며 유연

하게 대응해 왔음. 최근 3년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의 84% 취업률은(졸업생 19명 중 

취업 13명, 진학 3명, 미취업 3명), 이와 같은 교과과정의 편성과도 무관치 않음. 

  ② 교육과정 개선 방향과 기대효과  

   ○ 2006년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한 이래 2013년, 2019년 보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편은 교육의 수월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고 판단함. 특히 2019년 교과과정의 개편과정에서는 급변하는 현대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과목과 ‘공동체문화’ 관련 과목을 개설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민속학적 대응과 인력양성’이라는 사

업주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과목을 신설·개편하고자 함. 

   ○ 교육연구팀의 주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과목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 석사과정 폐설 : 한국사회와 민속, 민속지식론

    - 석사과정 신설 : 농촌 현실문제의 민속학, 노인문화 연구, 문화변화 연구    

    - 박사과정 폐설 : 민속지식론 특수연구

    - 박사과정 신설 : 실천민속학 특수연구, 노인문화 특수연구, 문화변동 특수연구

   ○ 위와 같이 교과과정을 개편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 공동체/대안 공동체의 현실과 쟁점 인식 능력 강화  

    - 문제 중심의 조사·보고·분석 능력 강화 

    - 주민의 생활과 문화에 밀착한 지역 문제 해결 능력 강화   

2. 학사관리 현황과 진단 

 1) 학사관리 현황

  ①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논문 제출 관련 주요 규정  

석사과정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

- 전공 24학점, 논문지도 2학점

·동일교수로부터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만 인정

·논문지도는 3학기 또는 4학기 1회

- 수업연한은 2년, 재학연한은 4년

수강신청 -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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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박사과정 이수학점과 논문 제출 관련 주요 규정  

     및

이수성적  
- 이수성적 평균 : B0(3.0) 이상을 취득해야 함. 이하 취득 시 수료 불가

논문자격

 요건

- 4회 이상 등록한 자

- 주제발표 2회, 중간발표 1회를 한 자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학술대회의 발표도 주제발표 실적으로 인정한다.

- 마을답사 3회 이상 참가, 보고서 1회 이상 집필한 자

- 위의 내용에 따라서 학점 이수한 자 (논문 쓰는 학기 포함)

- 3학기 종료 이전에 연구계획서 1회 제출한 자 

- 학위청구 자격시험(외국어,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제출

  방법

- 3학기 종료 이전에 연구계획서 1회 제출 

- 청구발표 1회

- 논문 1차 심사 (청구발표로 1차 심사를 함)

- 논문 본 심사 

- 논문 제출(논문 3부 도서관 학술정보과 수서팀 제출 → 납본확인서를 받

아서 윤리준수확인서와 함께 학사관리과 제출)

박사과정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

- 전공 36학점, 논문지도 4학점

·동일교수로부터 취득한 학점은 15학점 이내만 인정

·논문지도는 2학기 1회/ 3, 4학기 중 1회

- 수업연한은 2년, 재학 연한은 6년

수강신청 및

이수성적

-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수성적 평균 : B0(3.0) 이상을 취득해야 함. 이하 취득 시 수료 불가

논문자격

요건

- 4회 이상 등록한 자

- 자유주제로 대학원 정기 세미나 중간발표 1회, 각종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한 자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도 각종 학술

대회 발표 실적으로 인정.

- 위의 내용에 따라서 학점 이수한 자(논문 쓰는 학기 포함)

- 연구계획서 1회 제출한 자(청구논문제출 1년 전) 

- 학위청구 자격시험(외국어,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제출

방법

- 3학기 종료 이전에 연구계획서 1회 제출(위의 내용과 같음)

- 청구발표 1회

- 논문 1차 심사(청구발표로 1차 심사를 함)

- 논문 2차 심사 

- 논문 본 심사

- 논문 제출(논문 5부, CD 2장 도서관 학술정보과 수서팀 제출 → 납본확

인서를 받아서 윤리준수확인서와 함께 학사관리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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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사관리 진단과 개선 방향   

  ① 학사관리 진단 및 분석 

   ○ 대학원 민속학과는 대학원생의 입학, 지도교수 선정, 학위논문 심사과정, 수료와 졸

업 등과 관련해서 소속 대학인 국립안동대학교의 ‘대학원학칙’, ‘안동대학교 일반대

학원 학사운영규정’ 등에 의거해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음. 대학원 교육과정이 국

제적으로 표준화된 현재 상황에서, 학사관리 형식에서 국내외 대학과 커다란 변별점을 

찾기 어려움. 

   ○ 대학원 민속학과에서 석·박사학위 논문 자격을 내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석사과정생의 경우 “동·하계 대학원세미나에서 주제발표 2회, 중간발표 1회”를 

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학술대

회의 발표가 의무화”되어 있음. 

     - 박사과정생의 경우 “동·하계 대학원세미나에서 중간발표 1회”, “각종 학술대회

에서 1회 이상 발표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해

야 함. 

 

 →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왔음. 실제로 본 신청서  

[첨부 5]에서 확인되듯이 대학원 민속학과 박사과정생의 경우 최근 3년간(2017.101.∼

2019.12.31.)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7편,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발표 18편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같은 기간 석박사대학원생은 5권의 저서를 공동으로 출판

했음. 

  ② 학사관리 개선 방향 

   ○ 전업학생 위주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과 비전업 대학원생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교육연구팀 운영규정’을 자체적으

로 제정해,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 연구윤리 그리고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연구·교육, 취업,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 등을 제도화할 것

임.

   ○ 참여대학원생은 본교에서 매 학기 시행하는 <전문가의 눈, 지도자의 길> (학기별 4회 

초청특강) 과 <연구윤리와 대학원생 권리장전> (학기별 1회 특강) 등의 수강을 의무화할 

것임. 

 

   ○ 대학원 수업개선을 위해 과목별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구팀 홈페이

지에 게시할 것임. 

   ○ 현재 학위청구자격시험(전공시험)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수강했던 전공과목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의 논술형 시험으로 치러짐. 이러한 방식의 학위청구자격시험은 전공의 이

해도를 심화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실제 논문작성과의 연계성은 떨어짐. 따라서 학

위청구 자격시험과는 별도로, 학위논문에 필요한 ‘이론과 연구방법론’ 검토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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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 작성 과정을 자체의 평가 시스템으로 마련하고자 함. 이는 심사위원의 평가 방식

으로 실행될 것이며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하고자 함. 다만 부담이 배가되지 않도록 내

규에서 정한 여타의 자격 조건 이행 사항 중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규를 개선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3. 참여교수 담당 교과의 특성과 방향   

 1) 참여교수 담당 과목 해설과 운영방식

  ① 이진교 교수 

  

  ② 한양명 교수

구분 교과목
교과목 개요
교과목 성격

석사

민속놀이 연구

민속놀이가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으며, 일상적 문화현상들

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기존 자료와 현지조

사를 통해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전승 및 연행의 원리를 도출한

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 현지조사, 실습, 현대적 활용

민속예술 연구

전근대사회에서 민속예술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였으며, 오늘날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변용․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민속예술의 예술사적 위상을 조망하고 다른 민

속현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민속예술에 대한 이

구분  교과목
교과목 개요
교과목 성격

석사

한국사회와

민속

종교․생산․분배․오락 등 농어촌의 조직들과 친족집단이 지연공동체

의 운영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를 살핀다. 아울러 농어촌사회와 

도시와의 관계유형을 근대화 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세미나, 이론, 사례연구, 현대적 활용

민속의 

관광자원화

인간의 문화적 욕구인 관광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한 다음 

문화관광의 주요한 자원이 되는 민속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목적과 방법을 연구한다.
세미나, 사례분석, 자원화 

박사

마을조사 

심층연구

기존 민속학자의 마을 조사는 주로 언어 및 종교 생활 등의 전통

적인 민속학의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시

기의 마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못하였다. 

본 과목에서 기존 민속학의 마을조사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논의한다.
세미나, 사례연구, 현지조사

문화관광 

연구와 기획

문화관광은 필수적으로 민속과 같이 전통문화가 핵심적 요소로 

이용된다. 그러나 기존 문화관광은 민속의 의미와 기능이 무시된 

상태에서 주로 관광객의 관심을 위주로 개발되었다. 본 과목은 

기존 문화관광의 연구와 기획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

에 대하여 논의한다.
세미나, 이론, 사례분석, 현지조사, 현대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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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배영동 교수

  ④ 이상현 교수

론적 안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세미나, 현지조사

박사

지역축제 

특수연구

현재 한국의 지역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역사와 존재양상을 파악하고, 지역축제의 성립과 전개, 그리고 실

행과정에 작용한 이념과 전승 및 연행의 원리를 탐색한다. 또한 

외국의 지역축제사례와 비교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축제의 발전

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세미나, 현지조사, 이론, 실습, 현대적 활용

여가문화 

특수연구

인간의 삶에서 여가는 노동만큼 의미 있는 활동이다. 여가와 노동

의 관계 속에서 전통사회 및 현대사회의 여가문화를 탐구하고 이

를 바탕으로 관심있는 주제를 설정하여 논구함으로써 여가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세미나, 이론 

민속학 

사례연구

민속현상의 규칙이나 원리를 규명한 성과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현

대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관점에서 모색

하고 실현한다. 다양한 민속학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가적 소양을 기른다. 
세미나, 사례분석 

구분 교과목
교과목 개요
교과목 성격

석사

의식주문화 

연구와 활용

전통적 의식주생활의 실상을 조사하여 역사적․지역적․문화적 차원에

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변화원리를 탐구하며, 이를 현대사회에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모색한다.
세미나, 현지조사, 의미해석, 정보화

생업전통과 

특산물연구

전통적 의식주생활의 실상을 조사하여 역사적․지역적․문화적 차원에

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변화원리를 탐구하며, 이를 현대사회에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모색한다.
세미나, 현지조사, 의미해석, 자원화, 산업화

문화유산 

연구와 관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형문화유산을 문화재학․민속학․
미술사․건축사 등의 다학문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연구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탐구한다.
세미나, 현지조사, 의미해석, 정보화, 산업화

박사

의식주문화

특수연구

전통음식, 전통복식, 전통주택의 양상과 그 이용형태에 대한 문화맥

락적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현대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세미나, 이론, 의미해석, 현대적 활용

생업과 

경제민속 연구 

전통적 기술에 근거한 생산활동과 경제민속을 연구하여 문화의 기

술․경제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것이 사회문화 변동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탐구하며, 그 현대적 재창조의 기반을 마련한다.
세미나, 이론, 의미해석, 현대적 활용

29 / 160



  ⑤ 이영배 교수

구분 교과목 교과목 개요
교과목 성격

석사

민속아카이브

론

민속은 다양한 관심과 목적으로 수집되어 민속아카이브를 형성하고 

있다. 본 과목은 기존의 민속아카이브의 특색과 문제점을 비판적으

로 분석하고 다양한 목적에 응용할 수 있는 민속아카이브의 정립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세미나, 실습, 현대적 활용

영상민속지론

사진기 혹은 촬영기 등을 이용하여 민속을 영상으로 담은 것을 영

상민속지라고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기존에 제작된 영상민속지를 

분석하며 또한 영상민속지 제작에 관하여 논의하고 실습한다.
세미나, 사례분석, 실습, 현대적 활용

박사

민중생활사 

특수연구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민중들이 이룩해온 생활문화를 상․하층 문화

와 관련지어 시대별, 영역별로 탐구한다.
세미나, 이론

민속학 방법과 

문화이론

민속학방법론과 문화이론의 전개양상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민속연

구사례를 통해서 방법론과 이론 개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역사의

식과 현실인식을 통해서 이론 개척의 좌표를 설정하고 일정한 가설 

아래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론을 수립한다.

세미나, 이론

구분 교과목
교과목 개요
교과목 성격

석사

민속극의 

의미와 기능

민속극의 문화적 위상과 연극적 성격을 포착하고 기존 연구 성과들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속극의 전승현장과 공동체의 관련

성 속에 민속극이 가지는 의미와 현실적 기능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문화지식으로서 자원화 가능성을 찾도록 한다.
세미나, 의미해석, 자원화, 정보화

민속학 

방법론 연구

민속학 관련 방법론들의 역사와 이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일정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

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세미나, 이론

민속문화와 

미디어변환

민속문화가 미디어를 매개로 변환되는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여 현

대민속문화론을 탐구한다.
세미나, 이론, 사례분석

박사

민속학 방법과

문화이론

민속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방법과 분석 사례를 공부하고 연구보

고서를 제출한다.
세미나, 이론, 사례분석

민속학 

사례연구

민속의 현대적 재현과 변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위한 패러다임, 분석 

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세미나, 이론, 사례분석

공동체문화와 

대안이론연구

공동체문화의 현대적인 제 양상을 탐구하여 대안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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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이용범 교수 

 2) 참여교수 담당 교과과정의 진단과 개선 방향 

  ① 본 교육연구팀에는 안동대 민속학과 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민속학과와 본 교육연구팀의 운영을 쉽게 연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양명 교수

는 놀이, 축제, 예술 분야를, 배영동 교수는 의식주문화와 박물관학 분야를, 이상현 교수는 

마을사회와 문화변동 분야를, 이영배 교수는 의례, 예능과 공연, 문화이론 분야를, 이용범 

교수는 민속종교, 의례, 신화 분야를, 이진교 교수는 농촌문화, 마을사회 분야를 전공으로 

담당하고 있다. 위에서 확인되듯이 민속학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분야별 전공지식과 이론, 현지조사와 사례연구, 자원화와 현대적 활용 등을 

세미나, 이론, 사례분석, 현대적 활용

민속문화와 

미디어융합

민속문화와 미디어융합 혹은 트랜스미디어 현상의 제 양상을 검토

하여 현대민속문화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세미나, 이론, 사례분석

구분 교과목
교과목 개요
교과목 성격

석사

무속의 

의미와 기능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샤머니즘의 하나인 한국 무속은 오랜 역사

를 통해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왔

다. 그러기에 무속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종교로 전승될 수 있

는데 그 요인과 본질, 의미에 대하여 천착한다. 아울러 현대사회

에서 무속의 기능, 종교로서의 위상 등을 파악해 본다.
세미나, 이론, 의미해석, 현대적 활용

세시풍속의 

의미와 활용

세시풍속은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

인 문화현상으로 생활문화이자 생활의례이다. 여기에는 민중의 

생활관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에 대하여 다각적

으로 연구한다. 아울러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 이론, 의미해석, 현대적 활용

박사

세시의례 

특수연구

세시의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개인이나 사회를 갱신시켜 주

는 행위문화이다. 이들 행위문화는 일상이나 비일상 속에서 특정 

시간과 공간에, 특정한 방식에 따라 정형화된 행위들로서 다양하

고 복합적인 행위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시의례의 연구는 한

국인의 행위의 문법을 찾아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세시의례

의 연구를 통해 주기적 의례의 의미와 한국인의 생활관을 파악해 

본다.
세미나, 이론, 의미해석, 현지조사

민속종교 

특수연구

민속종교의 현상은 다양할 뿐 아니라 다신적이고 다층적인 성격

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민족종교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면

서, 무속신앙을 비롯한 개별적인 민속종교 현상을 대상으로 심층

적인 분석을 한다. 아울러 민속종교 현상을 통해 거기에 내재되

어 있는 한국인의 심상을 조명해 본다. 
세미나, 이론,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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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은 대학원 민속학과 교육과정의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

다. 

  ② 참여교수의 최근 3년간 담당 과목 중 민속학 총론이나 일반론에 해당하는 과목은 

‘민속학 방법론 연구(석사)’, ‘민중생활사 특수연구(박사)’, ‘민속학 방법과 문화이론

(박사)’, ‘민속학 사례연구(박사)’, ‘마을조사 심층연구(박사)’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

별 전문지식 못지않게 민속학 전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민속학사연구(석사)’, 

‘한국민속사연구(석사)’와 같은 교과목과 교육연구팀 비전 및 주제와 관련된 수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사업팀 비전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방안 

  본 교육연구팀은 2단계 BK21사업과 BK21+사업을 통해, ‘지도교수별 연구회’, ‘동하계 

대학원학술세미나 ’, ‘국내외 학술조사’,‘국제·국내학술대회 개최’등과 관련해서 다

양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4단계 BK21사업에서는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민속학

적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 교육연구팀의 주제 속에서,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인 

선순환 체계를 이루도록 기획·설계되어 있다. 신청서 ‘Ⅲ.1.3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

상 계획’과 ‘Ⅲ.2.2 산업·사회문제 해결 기여 계획’등에서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듯이, 

참여교수는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따라 연차별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교수는 담당 교과목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참여대학원생과 공유하며, 지도교수별 연구회를 

통해 그것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편, 참여대학원생은 수업이나 연구회를 통해 발전시킨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동하

계 대학원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표·지도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 결과물은 다시 연구

회를 통한 지도·수정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결과물은 본 교육연구팀 주최의 국내외 학술

대회나 민속학 관련 학회에서 발표할 것을 권장할 것이다. 특히, 민속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논문이나 저서와 같은 연구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수적이다. 교육연구팀은 

연구회별 또는 참여대학원생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에 대한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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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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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

  대학원 민속학과는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해결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

져왔다. 참여교수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축제의 기획·평가, 지역 박물관의 

기획·전시, 지역 문화자원의 조사·발굴 등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및 사회적 활동은 참여교수의 담당 과목 운영에 자연스럽게 반

영될 수 있었다. 특히 2단계 BK21사업(2006∼2012, 사업명 : 유교문화권 전통마을의 문화지

식 자원화 연구)과 BK21+사업(2013∼현재, 사업명 : 미래지식 창출을 위한 민속지식의 자원

화)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자원과 산업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해결’과 

관련한 교과목으로 체계화되기도 했다.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한 대학원 민속학과의 프로그램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의 사업 및 활동과 관련된다. 민속학연구소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2018∼2024, 사업명 : 

미래학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패러다임 정립과 활용)을 통해, ‘지역협력학술네트워크 컨

퍼런스’, ‘정책간담회’, ‘콜로키엄’ 등을 활발하게 기획·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

램은 단순히 학술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문화를 주제로 민·관·학 협력의 가능성과 모

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원 민속학과의 석·박사 과정생들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관·학 협력체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

역개발이나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지역협력학술네트워크 컨퍼런스

  ○ 제1회 지역협력학술네트워크 컨퍼런스

   - 기간 : 2019년 2월 27~ 28일(목)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중회의실

   - 주제 : 지역에서 일구는 미래, 공동체문화 재생의 동력과 실천들: 충남 홍성을 중심으로

   - 발표 내용 : 

    ·공동체문화의 두 얼굴, 마을공동체와 가상공동체 문화(임재해,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홍성지역 풀무생협과 풀무신협의 역사와 문화(염찬희,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센터 연구위원)

    ·지역재생을 위한 풀뿌리 지역 언론의 실천과정과 의미(이번영, 홍성신문 대기자)

    ·농업, 농촌 그리고 청년(정민철,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이사)

   ○ 제2회 지역협력학술네트워크 컨퍼런스

    - 기간 : 2020년 1월 30~ 31일(금)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중회의실

    - 주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문화와 사회혁신 실험들

    - 발표 내용 : 

    ·공동체 문화와 지역 혁신(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지속가능한 생태순환 시스템 만들기(안화윤, 기대리 선애빌 대표)

    ·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와 공동체교육 프로그램(민경주, 글로벌에코빌리지네트워크 한국대표)

    ·로컬푸드로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옥천군의 실험(주교종,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

    ·언론의 공공성, 공동체 언론(황민호, 옥천신문 제작실장)

    ·사회적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나?(박명배, 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지역 놀이활동가 양성이 어린이놀이 문화 정착에 미치는 영향(이상호, 풂놀이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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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 민속학연구소는 지역과의 학술교류 및 현장 연계형 소통구조를 강화하는 지역협력

학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실천가(주민)와 학계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협력컨퍼

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이러한 기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농촌 현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

계와 현장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학습할 수 있음.

 2)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정책간담회 

  ○ 제1회 민속학연구소 정책간담회 

   -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 206호

   - 주제 : 지역의 재생과 혁신 그리고, 공동체문화

   - 내용 : 

   ·지역재생·지역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제언(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경북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김상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장)

   ·안동시 사회적경제의 현황 및 추진과제(김광수,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 청년창업의 실천사례와 전망(이혁재, 안동대학교 창업지원본부장)

   ·경상북도 청년농업인의 창농사례와 전망(신종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장)

   ·경상북도 귀농인 재능기부 실천사례와 전망(전익조, 경상북도 귀농귀촌센터장)

→ 민속학연구소는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매년 1회 정책간담회

를 추진하여 공동체 관련 정책 현황과 흐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대안을 마련하는 학술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재생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안동시 및 경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 청년 창업, 청년 창농, 귀

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에 대한 참여대학원생의 중요한 교육 기회가 됨.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콜로키엄

  ○ 제1회 민속학연구소 콜로키엄 

   - 일시 : 2019년 5월 10일(금) 2시~ 8시

   - 장소 : 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 206호 

   - 주제 : 지역재생을 보는 관점Ⅰ

   - 내용 :

   ·지역재생의 필요성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농촌공동체 재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개발 및 활용방안(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자연농을 통한 공동체 재생과 의미(금창영, 자연재배협동조합 이사)

        

  ○ 제2회 민속학연구소 콜로키엄

   - 일시 : 2019년 10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 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 206호 

   - 주제 : 공동체문화와 사회혁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내용 :

   ·공동체 기반 사회혁신 실험의 동향과 과제(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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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시대를 살아가는 생태공동체, 기대리선애빌(안화윤, 선애빌 대표)

   ·자급과 자치를 화두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꿈꾼다(황민호, 옥천신문 제작실장)

   ·놀이와 함께 되살아나는 마을 이야기(문재현, 마을배움길연구소장)      

→ 민속학연구소는 2019년‘지역재생을 보는 관점’, ‘공동체문화와 사회혁신,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콜로키엄을 실시했음. 마을과 지역 공동체 운동의 전문

가/실천가의 강연을 통해, 사회적 경제 및 지역 공동체 재생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

하게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음. 참여대학원생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매

우 크다고 판단함. 

2. 지역 산업과 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기획

  지역 산업과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

로 이뤄질 것이다. 하나는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개인의 관심에 따라 운영하는 ‘연구회’와 

‘윤독회’ 등의 조직·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연구팀 차원에서 실시하

는‘국내외 학술조사사업’이나, 민속학연구소와 연계한 ‘지역협력학술네트워크 컨퍼런스’, 

‘정책간담회’, ‘콜로키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

영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에게 현대 한국의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문제에 관한 다양한 문

제를 성찰하며, 그에 따라 지역 공동체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다양한 지혜와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동체

문화와 현실문제에 대한 총체적이며 다층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진 창조적 연구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성과를 축적한다면, 향후 보다 정교화된 교육과정의 모델을 구

성하여 민속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1) 참여교수 중심의 연구회 운영 

  ○ 연구회 구성(안)

연구회명
참여

교수
내용과 기대효과 

농촌 

현실문제

연구회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문제를 점검

하고, 그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응방식을 탐색할 것임. 연구회 활

동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은 농어촌을 배경으로 한 전통 사회조직, 

새롭게 등장하는 단체나 지역 NGO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것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 함. 
지역 

공동체와 

민속예술 

연구회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되는 다양한 민속예술의 전승환경, 

전승주체,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특히 인구의 공동화, 

성장동력의 상실과 도농 양극화, 주민 갈등 등 지역 공동체가 당

면한 현실문제 속에서 민속예술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 

일상생활

과 

문화자원

화 연구회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로 농어촌이 공동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전

통적인 생산민속과 의식주생활이 어떻게 해체되는 한편 선택적으

로 재활성화·자원화되어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함. 특

히 전통적인 음식, 주거, 농업, 공예 등의 일상생활 문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논리가 무엇인지 주목하고자 함.   

비판 및 본 연구회에서는 농촌의 현실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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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회 운영방식과 기대효과

   - 연구회는 참여교수와 지도학생(필요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대학원생과 학부생도 포함)를 

중심으로 결성되며, 연구회별로 자율적인 계획과 운영을 보장할 것임. 

   -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도교수·지도학생의 전공과 분야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 

인식과 대응, 전통이나 민속의 현대적 활용방안 등 대학원생의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

할 것임. 

   - 교육연구팀은 연구회 활동이 지도교수 프로젝트 수행, 대학원세미나, 학위논문, 국·내외 

학회 발표, 학술지 논문 투고, 저서발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임. 

 

 2) 대학원생 중심의 윤독회 운영

  ○ 윤독회 구성(안)

 

대안 

연구회

임. 다음으로 농촌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일본과 독일 등의 민속학 관련 연구 및 실천 활동, 예를 들어 마

을만들기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임. 또한, 한국의 

농촌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기존 민속학의 조사와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회에서는 농촌 일상생활

과 관련된 아카이브 조성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임. 

다중사회

와

융합문화 

연구회

도농복합지역인 지방 소도시지역은 인구 구조 및 사회 직능/계층, 

문화 취향 등이 불균등하게 분포⋅존재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야

기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문화의 주체⋅토대

⋅실천 조건을 탐구하는 혁신적 인식이 요구됨. 이 연구회는 지역 

공동체를 다중사회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 주체 및 실천 담론과 

그 공동체문화를 융합문화로 이해하여, 지역 전통 또는 민속의 색

다른 연구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실마리들을 탐구고자 

함.

지역 

공동체와 

의례 

연구회

한 지역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의례는 그 공동체의 삶의 문

화를 표상하고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행위코드로 존재함. 의례는 

또한 지역 공동체의 삶의 변화가 표현되는 매체임. 이 연구회는 

의례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고 아울러 그 변화상을 파

악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진

단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윤독회명 내 용
전통문화 자원화

윤독회 

전통, 민속, 지역 문화의 정보화·산업화·자원화의 사례를 집중적

으로 분석, 논의하고 그에 따른 현대적 활용방식을 모색

지역 공동체문화

윤독회  

전통적/현대적 공동체문화에 대한 이론 및 사례에 대한 윤독과 토론

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임. 대안적 지식으로서 현실사회의 적용 가능

성 모색  

아카이브 윤독회

민속학 아카이브 관련 서적 및 논문 윤독과 토론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임. 또한, 전통, 민속, 지역 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공모전 등과 

같은 프로젝트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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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독회 운영방식과 기대효과

   - 관심 분야를 공유하는 대학원생이 자율적으로 윤독회를 기획·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지원할 계획임 

   - 참여대학원생이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초점을 맞춰 연

구하고, 그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교육연구팀은 윤독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일정하게 지원할 계획임 

 
 3) 국·내외 학술조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 지역 공동체 학술조사사업 

   - 참여대학원생은 개인의 연구 분야에 따라, 연차별로 소멸 위기의 지역 공동체/대안 공동

체문화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기대효과

   ·지역 공동체 사회·문화적 현상의 수집, 보고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사회·문화의 의미 분석과 해석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문화의 정보화와 산업화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문제의 창조적 해결방식 모색  

   
  ○ 해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공사례에 대한 학술조사사업 

   - 국제화 경비를 활용해 연차별로 해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공사례에 관한 국제적 공동

연구를 실시할 계획임 

   - 기대효과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안목 향상 및 해외 연구역량 강화   

   ·해외 지역 공동체 및 학계와 국제적 교류 및 연대 강화   

   ·외국의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통한 한국사회 적용 가능성 모색      

   
 4)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프로그램의 연계방안 

  ○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전원은 민속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팀장(이영배 교수)

과 공동연구원(한양명, 배영동, 이상현, 이용범, 이진교 교수)으로, 대학원 민속학과 석·박사 

과정생 6인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민속학연구소의 행사와 프로그램은 대학원 민

속학과의 운영과 자연스럽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민속학연구소의 기존 프로그램인 ‘지역협력학술네트워크 컨퍼런스’, ‘정책간담회’, 

‘콜로키움’을 본 교육연구팀과 공동개최함으로써, 민·관·학 협력체계 속에서 지역 공동

체 현실문제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방법들을 대학원생에게 교육하는 기회로 확대·

재편하고자 함. 

  ○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동체 문제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주도할 전문 인력양성의 한 모델을 제시할 것임. 즉 공동체문화 아키비스트, 커뮤니

티 디자이너,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정책 전문가, 공동체문화 기획 및 비평가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 영역을 창출하고 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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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17년 11.50 6.50 0.00 18.00

2018년 13.00 9.50 0.00 22.50

2019년 14.50 13.00 0.00 27.50

계 39.00 29.00 0.00 68.00

배출
(졸업생)

2017년 6 1 7

2018년 6 2 8

2019년 2 1 3

계 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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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2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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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대학원생 확보 계획 

  대학원 민속학과는 본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타교 졸업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다양한 대

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왔다. 본교 출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부-대학원 상호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부생 연구역량 강화, 진로상담 체계화에 중점을 두며, 타대학 출신 대

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해, 논문공모전 개최 등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위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① 대학원 민속학과의 성과와 지원 혜택 홍보

  ○ 대학원 입시요강(브로슈어 포함)에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의 비전과 다양한 혜택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교육연구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대학원(생)의 활동과 성과를 홍보

할 것임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http://www.andong.ac.kr/]의 <알림방>, <솔뫼인>을 통해 대학원(생)

의 주요사업 성과, 수상실적 등을 공지함

  ○ BK21+사업 기간에 안동대 대학원 민속학과의 수상실적·우수참여인력·학술활동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총 41건에 달함. 4단계 BK21사업 기간에도 본 교육연구팀의 주요 학술 

활동과 수상 내역 등을 언론에 소개함으로써, 홍보 효과의 파급력을 증대시킬 것임. 

 

 ② 본교 출신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방안

  ○ 학부생 대상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개최

   - 연 1∼2회 학과 행사 기간을 이용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임

   - 본 교육연구팀의 장학금 혜택, 연구 성과, 높은 취업률, 대학원생 해외 단기 연수와 같은 

학술 활동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관심 유도

  ○ 학부 4학년 전공과목을 통해 대학원 및 교육연구팀 홍보  

   - 학부 4학년생을 대상으로 담당 교수가 진로상담을 수시로 수행하여, 학업·적성·진로 

등에 대한 지도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함

  ○ 참여교수의 프로젝트에 학부생 참여 

   - 참여교수가 수주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학부생을 보조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를 심화하여 대학원 진학을 유도할 것임

  ○ 논문공모전 개최를 통한 관심 유도 

   - 매년 민속학과, 교육연구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논문공모전을 개최함

으로써, 민속학과 학부생의 관심과 대학원 진학을 유도할 것임

   - 안동시 지원금(연 1천만 원)과 안동대학교 지원금(연 1천만 원)의 일부를 논문공모전 개

최경비로 사용할 계획임 

  ○ 학부생들의 현상논문 공모전 참여 권장 및 적극적 지도  

    - 각종 민속학 관련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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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 수상 실적과 대학원 민속학과 진학 사례 (2017년~2019년)

   - 민속학 관련 다양한 논문공모전에 학부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교수들

이 체계적으로 지도할 계획임. 이를 통해 학부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 성취감을 

높일 것임. 

  ○ 민속학 유관기관의 인턴십 확대와 학부생들의 목표의식 증대

   - 박물관이나 민속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한 학부생 대상 인턴십 기획·운영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서울),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국립대구박물관(대구), 미리벌민속박물

관(경북 밀양), 한국국학진흥원(경북 안동), (재)안동축제관광재단(경북 안동), 안동시립민속박

물관(경북 안동),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경북 안동) 등 10여 개 이상의 기관과 연계해서 인

턴십을 운영 중임

  - 인턴십 참여 학부생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학부생의 민속학 유관기관 인턴십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전공과 관련한 목표

의식을 함양할 것임. 

  ○ 대학원생과 학부생 공동 경진대회 참가 독려  

   -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공동으로 정부, 지자체, 민속학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목표의식 함양과 대학원/학부 간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 

  ○ 민속학과 학부 학술조사의 대학원생 참여 권장  

   - 학부생들의 학술조사에 대학원생의 참여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학부생의 현지조사 역량 

강화와 전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것임. 

  ○ 학부생 대상 ‘멘토링 제도’ 시행

   -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생 ‘멘토링 제도’를 시

행하여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함

  ○ 본 교육연구팀의 주요 학술프로그램을 학부생에게 개방으로써, 민속학과 대학원에 대한 

이해 증진  

   - 학부생에게 교육연구팀이 주최하는 세미나, 해외석학 초청특강, 학술대회 등의 행사 등

에 참여를 권장하여 대학원 진학의 동기를 부여함

성명 수상내역 논문 제목 주최/주관 수상 날짜

한국민속학자대회 
논문 현상공모전 

대학생부문 최우수상

20세기 후반 
새참용 음식의 

변화

(사)한국민속학술단체연
합회, 국립민속박물관, 

울산광역시

2017년 
9월 15일

한국민속학자대회 
논문 현상공모전 

대학생부문 최우수상

농촌 여성들의 
파마머리 

수용과 그에 
대한 인식

(사)한국민속학술단체연
합회, 국립민속박물관, 

울산광역시

2017년 
9월 15일

한국민속학자대회 
논문 현상공모전 
대학생부문 우수상

‘이매탈놀음’
의 풍자적 
성격과 의미

(사)한국민속학술단체연
합회, 국립민속박물관,
순천시, 국립순천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사)전
남무형문화재보존회

201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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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타대학 출신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방안

  ○ 대외적 인지도 및 위상 강화

   - 참여교수들의 적극적인 학술 활동을 통한 대외적 위상 강화

   - 교육연구팀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연구팀의 활동과 취업률 등을 

홍보 

   -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인문예술특강’과 같은 프

로그램에 참여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민속학 및 교육연구팀 홍보

   - 교수들의 외부 강연회, 초청특강 등의 대외활동을 적극 권장, 수행함으로써 대외적 인지

도강화   

  ○ 논문공모전 개최를 통한 타교 대학원 예비자원의 관심 유도 

   - 민속학과, 교육연구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개최함

으로써,  타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을 유도할 

것임

  

2. 우수 대학원생 지원 계획 

 ① 다양한 장학금과 복지혜택   

  ○ 안동대학교 대학원 차원에서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대학원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구근로장학금’ 신설ㆍ운영/현재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월 

25만씩 4개월을 지급하고 있음 

  ○ 우수한 학업성적의 bk21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교내 성적 장학금을 지급할 것임

  ○ 대학원생이 대학교 기숙사에 지원할 경우, 우선 배정할 것임        

  

 ② 넉넉한 연구공간과 학습 시설 제공 

  ○ 넉넉한 연구공간 제공  

   - 교육연구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 전용 학습실[박사과정실(21.42㎡), 석사과정실(32.13㎡)]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도교수 연구실에도 참여대학원생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지도와   

과제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음

   - 민속학연구소에도 석박사연구보조원의 전용 학습실[57.83㎡]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속학

과 학습실[자료실], 대학원 학습실[자율적 학습 공간], 대학원 세미나실[윤독회, 세미나, 집담

회 등]도 BK사업 운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인문대학 건물 내에 조성 중인 <인문미디어 창작실>과 <인문예술 스튜디오>의 자유

로운 활용

   - 고성능 컴퓨터, 각종 영상 촬영·편집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정보화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단기 해외연수 혜택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시각을 넓히고, 국제적 감각

을 갖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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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원생의 취(창)업 현황

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19.2/2019.8 졸업한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취(창)업률
(%)

(D/C)×100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
자

(C=G-B)

취(창)업자
(D)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2 0 0 0 2.0000 2
100.0000%

박사 0 0 0.0000 0

2019년 8월
졸업자

석사 0 0 0 0 0.0000 0

100.0000%

박사 1 0 1.0000 1

계
석사 2 0 0 0 2.0000 2 100.0000%

1 0 1.0000 1 100.0000%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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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원생의 취(창)업 현황

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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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의 질적 우수성

 

 ○ 2019년 졸업생은 석사 2명, 박사 1명으로 총 3명이었음. 취업대상자 3명 모두 전공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함으로써 100%의 취업률을 달성했음. 특히, 대학원 졸업생은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전문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전공지식의 활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인 취업 기관은 한국국학진흥원, 상주박물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임. 이들 기

관은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민속학적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 교육연

구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향후 연구ㆍ학술조사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

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의 주요 취업 예상처

이기도 함.  

2. 취업 기관과 직무의 전공 적합성

 ○           :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현재 국학진흥원의 중점 사업인 

세계기록유산의 발굴과 등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재된 자료는 민속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대학원에서 교육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담당 

업무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함  

   -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에 소장된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하여 폭넓게 연구

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국가와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해 국학 연구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음. 특히 2015년에는 

‘유교책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고, 2016년에는 ‘한국의 편액’, 2018

년에는 ‘만인의 청원, 만인소’를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등재함으로써 전통기록

문화유산을 세계화하는 데 기여함. 현재 50만점 이상의 자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 최대 

국학자료 소장 기관임. 국학진흥원에는 유교박물관 운영, 국학자료 수집ㆍ보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속학 전공자들이 다수 취업해 있음.   

 

 ○            : 상주박물관에서 상주지역의 전통문화 관련 자료 수집과 전시 업무를 담당함. 

석사학위 논문은「안동식혜의 전승양상과 상품과 과정」을 주제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지

역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관련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갖추 고 

있음. 이를 담당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상주지역 문화의 관광상품화나 자원화 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상주박물관은 상주의 각종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는 역할을 함. 상설전

시와 기획전시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특징과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야외에는 생

태 연못, 전통의례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어서, 지역민의 교육과 여가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박물관은 민속학 전공자들의 대표적 취업 기관 중 

하나임. 지역문화의 발굴, 전시, 연구, 보존,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박물관의 고유 업무는 

민속학과 졸업생들에게 특화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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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대 이후 유교식 상장례의 변화 연구 : 국가정책과 의례규범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박사학위 취득.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에서 겸임교수

로 재직. 근대 이후 생성된 상조(相助) 문화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관

련 수업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의례전공 민속학자로서 권위를 높이고 있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은 우리나라 불교계의 최초 교육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불교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함. 학과는 불교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생사문화산업

학과, 명상심리상담학과, 융합요가학과로 구성되며 최고위 과정이 별도로 마련됨. 민속학

에서는 식문화, 세시(歲時)와 의례, 설화 등에서 나타나는 불교민속이 중요한 연구 대상

임(참여교수 연구실적 중 배영동,「한국 사찰음식의 문화유산 가치와 전승과제」, 『비교

민속학』69호, 비교민속학회, 2019 등). 따라서 민속학 전공자들이 불교 관련 연구소와 사

찰박물관 등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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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자의 대표적 취(창)업 사례 (최근 10년)

<표 2-3> 최근 10년간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졸업생 대표적 취(창)업 사례

연
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박사/석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재학 시
BK21사업 참여 여

부 (Y/N)

최종학위
(박사/석사) 및 수

여 대학/학과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1

2010.08 석사 민속학과 Y
석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동일

한식진흥원 국회

협력관 5급 주임

한식진흥원은 한식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 안일국은 「전통적 된장 담그기의 전승지식과 전승양상」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와 매우 밀접한 기관에 취업한 사례임. 한식포털 관리 및 콘텐츠

운영, 통합 SNS 운영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통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2010.08 석사 민속학과 N
석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동일

예천군 문화관광

과 학예연구사

예천군에서 설립·운영 중인 예천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임.

이재완은 예천박물관에서 문화유산 연구조사, 자료 수집, 연구총서 발간, 수장고 관리, 특별전 개최 등 주요 업무를 담

당하고 있음. 특히 안동대 민속학과와 예천박물관의 학술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며,『예천군 마을신앙 조사연구』(예천군

, 2015, ISBN: 9788928507177) 등 다수의 연구성과를 냈음.

3

2013. 02 석사 민속학과 Y
석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동일

한양대학교 박물

관 학예연구사

한양대학교박물관은 서울, 경기권 문화유산의 발굴, 수집, 보존, 연구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문화체험과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문화공간임. 장명선은 「문경 호산춘 양조전통의 재구성과 활용」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

며, 한양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서 유물 관리(보존, 대여 등), 시설물 관리(대관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국공사립박물관뿐만 아니라 대학박물관까지 진출함으로써, 취업 활동의 폭을 넓힌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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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박사/석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재학 시
BK21사업 참여 여

부 (Y/N)

최종학위
(박사/석사) 및 수

여 대학/학과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4

2015.02 석사 민속학과 Y
석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동일

청주시문화산업진

흥재단 문화예술

행정 전임

       은 「출산 후 ‘산걷이' 의례 물품의 의미와 기능」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

단 에 취업했음. 현재 지역문화팀에 소속되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주도적으로 운

영 하고 있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충북 청주시의 안정적인 문화산업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임. 특히 민속학의 전공지식을 응용해서 문화파출소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함으로써 호평받고 있음.

5

2017.02 박사 민속학과 Y
석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동일

안동대학교 민속

학연구소 학술연

구대우교수

       는 「동성마을 잔치음식의 구성과 의미」란 주제로 박사학위 취득 후,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학술연구대우교수

로 재직 중임. 2018년 <미래학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패러다임 정립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된 

민 속학연구소에서, 박선미는 공동체문화 연구와 학술대회 기획·개최 등과 같은 학술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 중임. 특

히 음식문화의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 성격과 운영원리를 밝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6

2017.02 석사 민속학과 Y
석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동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

환경자원과 연구

원

      은 「죽음의례의 의미작용 구조와 정동론적 함의」란 주제로 석사학위 취득 후,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

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 관련 전통지식 발굴 및 가치 확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국립농업과학원의 중점과제로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환경, 활기찬 농촌을 설정하고 있으며, 민속학의 활용성이 매우 높은 취업기관임. 특히, BK21+사업

을 통해 민속지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취업사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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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졸업생 수

석사 53

6

박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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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2-4> 최근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

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1 석사
민속학

(인류학)
2018.2

등재(후보

)지

① 

② 막걸리 양조장의 기능과 문화유산 가치-‘칠

곡양조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③ 박물관학보

④ 34호, 99~127

⑤ 단독

⑥ 2018.06.

⑦

2 석사
민속학

(인류학)
2018.2

등재(후보

)지

① 

②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재현과 그 활용 : 재생

산된 청송백자를 중심으로

③ 실천민속학연구

④ 33권, 39~66

⑤ 단독

⑥ 2019.02

⑦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4

2

박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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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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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재현과 그 활용 : 재생산된 청송백자를 중심으로」, 『실천

민속학연구』 33, 실천민속학회, 2019. 

 ○ 연구의 문제의식  

  현대사회에서 지역 활성화나 관광개발의 명분 속에서 지역 문화 특히 특산물이나 문화유

산과 관련된 것을 부각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지역 활성화나 관광개발은 지

역과 생산품, 지역과 문화유산을 접합하는 것으로, 이질적인 개념의 두 층위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문화로 기술적, 사회적, 상징적 측면을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화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단순히 ‘생산자/소비자’의 구도 속에서 해

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며, 지자체, 지역 정치인, 관광 산업과 같은 특정한 주체들의 목

적과 의도 그리고 실천의 복잡다단한 측면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는 청송백자를 매개로 청송이라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제 

집단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밝히고 있다. 

 

 ○ 연구의 내용

  청송백자의 재현과 관광자원화 과정을 중심으로, 제 집단들의 상이한 시선과 욕망을 다

양한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그에 따른 문화적 실천과정을 해명하고 있다. 청송백자의 재현

과 관광자원화는 문화유산과 지역, 그리고 지역과 관광자원이라는 이질적인 두 속성을 결

합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이 과정은 청송백자와 관련된 과거의 현재적 재생산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특산품으로서의 청송백자는 특정 주체의 의도와 실천에 의해

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ㆍ소비ㆍ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복잡

다단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파악된다.  

 ○ 연구사적 의의 

  청송백자를 대상으로 탈맥락화와 재맥락화의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 속에 투영된 행위주

체들의 다양한 시각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독창적인 연구이다. 특히, 특정한 기술

(技術)을 통해 청송백자를 생산하지만, 전승 주체가 창의적으로 변용하는 현상을 통해 문화

의 자연스러운 생성, 변형, 전승이라는 측면까지 논의를 진척시킨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 연구의 활용 가능성

  문화유산을 응용 혹은 재창조한 지역특산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 연구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청송백자가 관광상품화 되는 과정과 원리

를 해명한다. 특히, 전승 주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 청송백자가 혁신적인 모습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지역특산품이 재창조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장동력을 상실한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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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막걸리 양조장의 기능과 문화유산 가치」- ‘칠곡양조장’의 사례를 중심으    

로, 『박물관학보』34, 한국박물관학회, 2018.

 ○ 연구의 문제의식 

            의 연구는 문화유산과 지역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을 지녔지만, 그동안 인문사회  분

야 연구에서 소외된 양조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에 위 치

한 ‘칠곡양조장’을 사례로, 그것의 경제적 가치나 물질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 니

라, 칠곡이라는 지역사회에서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다.   

  

 ○ 연구 내용

  칠곡양조장의 사회문화적 기능은 술의 생산과 유통공간, 지역민에게 부수적 경제활동의 

공간, 성인 남성들의 쉼터, 오늘날 ‘맛집’과 같은 지역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이다. 양조장

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세대 간 전승과 사회적 역할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전승 문화적 가

치, 각종 시설과 이를 활용한 지식을 함축한 건축적 가치,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운영된 생활사적 가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양조장의 사회문화적 기능

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유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조장은 

단순히 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민들에게 소일거리

를 제공하는 협업 기능, 성인 남성들의 쉼터로서 소통의 기능, 지역관광명소로서 경제적 기

능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연구사적 의의

  그동안 민속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 전반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양조장의 사회문화

적 의미를 구명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양조장의 문화유산적 의미

는 주로 건축학적 측면에서 접근되었지만, 최유정의 연구는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의

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 연구의 활용 가능성

  칠곡군 역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활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

움에 처한 지역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 수단으로서 칠곡양조장을 활용한 문화

자원화와 관광지화의 중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지닌 활용가능성

은 매우 높다. 또한, 문화유산과 지역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을 지닌 양조장 보존 필요성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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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표 2-6>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연
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 박사 2017. 02 구두

① 

② 동성마을 잔치 부조(扶助)의 양상과 호혜성 : 20세기 중후반 경북 영양군 감
천마을의 사례

③ 제37차 실천민속학회 학술대회 - 다시 민속학의 실천을 묻다

④ 단독

⑤ 2017.08.05. 안동대학교(안동시, 한국)

2 석사 2018. 02 구두

① 

② 축제민속의 분화와 융합에 따른 축제민속론의 전환

③ 2019년 BK21플러스 공동국제학술대회- 지역문화자원의 재인식과 활용

④ 단독

⑤ 2019.01.17.~01.18. 안동대학교(안동시, 한국)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4

2

박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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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③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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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성마을 잔치부조의 양상과 호혜성」: 20세기 중후반 경북 영양군 감천마을의  

사례, 37차 실천민속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실천민속학회, 2017.  

 ○ 연구의 문제의식  

  부조(扶助)는 한국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연구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20세기 중후반 한 동성마을의 잔치 부조 사례를 통해, 

혈연관계에서 나타나는 호혜성의 실천 유형과 원리를 해명하고, 종가와 지손가 사이에서 발견

되는 종법(宗法) 실천양상의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 연구의 내용

  잔치 부조의 형태는 몸부조, 현물부조, 현금부조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부조는 20세기 후

반에 접어들면서 몸부조와 현물부조의 전승은 약화된 반면 현금부조의 형태가 두드러진다. 그

러나 동성마을의 경우 잔치에서 몸부조가 일상화됨으로써 호혜성을 보인다. 큰종가는 작은종

가를 비롯한 모든 지손가로부터 몸부조를 받는 반면, 큰종가는 지손가에 대내외적으로 지손가

와 문중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위상 제고’ 형태의 부조가 나타난다. 이는 문중 내 종법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동성마을 잔치부조의 특징은 종가와 지손가의 차이에 

의해 그 형태와 의미가 달라졌으며, 종가형 부조와 지손가형 부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종가는 지손가로부터 받은 부조의 양과 유무에 관계 없이, 지손가들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현물 또는 현금을 부조한다. 이는 종가 내지는 종손가의 역할과 도리의 입장에서, 

‘형평성’의 논리와 가치를 더욱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연구사적 의의 

  이 연구는 부조에 대한 민속지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분과학문에서 중요하게 다룬 ‘호혜성’의 유형과 원리를 보다 치밀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연

구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한 동성마을의 잔치 부조의 실천양상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것이 

종법의 규준에 의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 연구의 활용 가능성

  호혜적 인간관계는 전근대사회 노동, 의례 등의 교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

지하는 근간으로 작용해 왔다.            의 연구는 마을이라는 미시적인 사례를 통해 호혜성의 

원리와 중요성을 해명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분열되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상실한 지

역

 

공동체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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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축제민속의 분화와 융합에 따른 축제민속론의 전환」, 2019년 BK21플러스 공동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안동대학교 민속학

과

 

BK21플러스 사업팀, 2019. 

 ○ 연구의 문제의식  

  축제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의 문제점은, 축제 자체를 대상화하여 논의를 진행한 까닭

에, 그것의 소비자인 대중이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축제를 보다 명

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참여 주체로서 대중의 존재와 위상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축제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에서, 융합문화시대의 축제에 대한 대

중들의 소비양상을 주목한다.   

 

 ○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융합문화론적 관점에서 현행 한국 지역축제의 지형을 살핀다. 대중의 형성 과

정을 통하여 대중의 일상과 여가시간의 소비양상을 파악하고 그 핵심으로 풀뿌리 컨버전스

에 주목하여, 최근 만들어져가는 축제민속에 대해 접근한다. 신촌물총축제의 경우 참여자들

이 코스프레를 하고, 물총을 개조하며 그들의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등 기존 축제와 다른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풀뿌리 컨버전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연구사적 의의 

  이 연구는 그동안 민속학의 축제연구에서 소외된 대중들이 분화되는 양상, 여기서 생성

된 소중(小衆)이 축제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전통축제를 위주로 이해를 시도했

던 기존 축제민속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연구의 범위를 현대성 또는 현재적 문화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현되는 축제민속의 현재성과 생성성을 주

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된 독창성을 지닌다. 

 ○ 연구의 활용 가능성

  지역축제는 지역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축제의 연행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변별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 연구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

는 축제를 수용자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적 축제에 대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성

을 지닌다. 또한, 독창성의 문화적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창조적 구성방안에 대

한 지식적 기반과 논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58 / 160



3. 대학원생 연구역량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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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수월성 증진 방향과 목표 설정  

  대학원생의 연구 능력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교과과정, 효율적 학사운

영, 대학원생의 자율적 학습 능력을 보장하는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뤄 실행되

어야 한다. 특히 인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야말로 참여대

학원생 연구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참여교수뿐만 아니라 참여대학원생 

역시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창의적이며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①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연구 현황 

  ○ 2017년~2019년, 대학원 민속학과 박사과정생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7편, 국내외 학 

술대회 발표 18회의 실적을 냈음. 한편, 같은 기간 저서 실적의 경우 석박사과정생 전   

체가 5권을 저술했음. 

  ○ 위에서 제시한 성과 대부분은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에 의해서 생산되었음. 따라서,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전업 학생의 논문게재, 저서발간, 학술대회 발표 등의 학문 활   

동과 관련한 생산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함.  

    

 ② 연구 목표 설정

  ○ BK21+사업을 통해 참여대학원생 연구 생산의 양적인 측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고 판단함.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대학원생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교육 비전 및 목적에 충실한 연구역량 강화를 구현할 것임. 

   - 현 실적을 고려하여 박사과정생은 1인당 연평균 1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매년, 우수학위 논문을 선정해 교육연구팀 차원에서 출판할 계획임. 이는, 참여대학원  

생의 연구역량을 학위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 연구 목표의 실현 방안

 ①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체계 확립

  ○ 지도교수가 주관하는 연구회 활성화

   - 현재 운영 중인 연구회를 교육연구팀의 사업 비전과 목표에 맞게 재편 

   - 대학원생에게 교육연구팀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도교수의 밀착지도를 통해  

논문과 저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 지도교수·참여대학원생의 공동논문 작성 확대

   - 공동논문 작성을 통해 문제의식의 설정, 이론적 배경, 자료 수집·정리, 투고 및 수정  

과정 등에 대해서 밀착지도 

 ② 국내ㆍ국제 학술대회 공동개최 및 참여대학원생의 발표 기회 제공 

  ○ 민속학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발표 기회 제공 

  ○ 교내외 BK사업단(팀) 등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발  

표 기회 제공  

  ○ 학술대회 발표한 논문은 수정·보완을 거쳐, 학술지에 투고 권장

  ○ 등재지(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료 지원 및 성과급 지급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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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내외 정기 학술조사 기획·실시

  ○ 국내 학술조사 : 대학원생 개인의 연구주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역 공동체/대안 공동 

체 문화 학술조사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 

  ○ 해외 학술조사 : 연구회 중심으로 해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공사례에 대한 학술조사

를 실시  

→ 국내외 정기 학술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논문 발표 등 대학원생의 개인 연구나 교육연

구팀 차원의 총서발간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④ 우수 학위논문의 학회지 투고 및 출판 지원 

  ○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ㆍ보완을 거쳐 학회지 투고를 권장하며, 게재료 등을 지원함

  ○ 사업팀 비전에 부합하는 우수 학위논문을 선정하여, 단행본 출판을 지원함  

 

 ⑤ 지도교수의 학술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대 : 참여교수의 학술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의 참 

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조사,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축제기획과 평가, 박물관 전시   

기획 등에 대한 학문적 역량 강화 

  

 ⑥ 대학원 차원의 다양한 학술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 정기학술세미나 : 동·하계 방학 중 대학원 민속학과와 교육연구팀은 ‘대학원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참여교수의 코멘트 및 종합

토론을 통해 논지를 발전.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전시켜 학회 발표, 학술지 논문 투

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육연구팀의 중점 사업인 ‘농촌 현실문제의 민속학적 

연구총서발간’(가칭) 등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 

  

 ○ 월례집담회 :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이 월 1회, 지역 공동체의 소멸위기와 관련한 다 

양한 주제에 대한 집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아이디어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심화  

 ○ 대학원생 중심의 윤독회 : 전통문화 자원화 윤독회(안), 지역 공동체문화 윤독회(안), 아

카이브 윤독회(안)를 구성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와 관련한 사회·문

화적 현상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그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⑦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의 학술 프로그램과 연계 : 민속학연구소의 기존 프로그램인   

‘지역협력학술네트워크 컨퍼런스’, ‘정책간담회’, ‘콜로키엄’등을 확대·개편하는 방

식으로 본 교육연구팀과 공동개최.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인식과 

조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시각을 제공. 

 ⑧ 민속학 관련 학회 참여 권장 및 경비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주제나 관심주제와 

관련한 학술대회 참석 경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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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연구인력 운용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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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확보 및 지원 방향

 ①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2명 확

보할 계획이다. 신진연구인력에게 요구되는 소양은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이해 및 연구 능력, 그리고 참여교수와 대학원생과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들 수 있

다. 교육연구팀의 주제와 관련해서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역

량을 갖춘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②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속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

자를 채용해, 연구와 교육에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 민속학의 학문적 특성상 다양한 현지

조사 경험이 중요하다. 본 교육연구팀이 계획하고 있는 국내외 학술조사사업을 효율적으

로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풍부한 현지조사 경험을 가진 연구자를 우대할 것이다. 신진

연구인력은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성과 품성 

역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려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연구 목표는 매년 등재학술지 기준 논문 2편을 게재하는 것이다. 본 교

육연구팀에서는 신진연구인력에게 양적인 목표달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연구

팀의 비전과 목표에 적확한 연구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통해 민속

학계 및 인문사회학에 신선한 학문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

육연구팀에서는 신진연구인력의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하며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책을 마련할 것이다. 

2.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현황(2017~2019년)

 ① 인건비

  ○ 최근 3년간 BK21사업을 수행한 신진연구인력에게 1인당 월 250만 원 이상의 인건비 

지급해 왔음 

  ○ 단, 계약 기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에 차등을 두었음. 

 ② 연구공간

  ○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인문학관 2219호, 25㎡)을 제공

 ③ 강의 기회 제공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강의 실적

연번 성명 학기 강의명
1 2018년 1학기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의 문화적 이해

2
2019년 1학기

안동지역 전통문화의 이해와 활용
2019년 2학기

3
2019년 1학기 문화복합공간기획
2019년 2학기 문화법제실무

 

  ○ 신진연구인력에게 학부 강의를 매학기 1~2과목씩 배정하여 교육역량 강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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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연구활동 보조비 지급

  ○ 신진연구인력에게 논문게재료, 학술조사 및 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을 지원해 왔음

  ○ 2018~2019년 논문게재료, 학술조사 및 학술대회 참가 여비 등 약 435만 원 지급

 

 ⑤ 국외 학술조사 기회 제공

  ○ 신진연구인력의 국외 학술조사 참여 내역(2017년~2019년) 

   

  ○ 해외 학술조사 결과는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능력 강화와 실적  

향상에 기여

   -『중국 조선족의 생활과 민속-수남촌을 중심으로-』(민속원, 2017.12, ISBN :           

9788928511372)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활과 민속-카자흐스탄 꼬끄달라마을을 중심으로』(민속원,    

2019.12, ISBN 9788928513888)

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① 채용 절차

  ○ 신진연구인력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함. 학회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등 신진연구  

연번 성명 학술조사 내용 기간

1
중국 길림성 석현진 수남촌 

현지조사
2017. 7. 11 ~ 7. 19

2
카자흐스탄 꼬끄달라 1차 

현지조사
2018. 7. 5 ~ 7. 14

3
카자흐스탄 꼬끄달라 2차 

현지조사
2019. 7. 9 ~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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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채용 공고를 확대해서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기회 제공

  ○ 3인의 민속학과 교수로 구성된 면접관을 구성하여 연구 능력·실무 능력·소통 능력  

 등을 고려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함

 

 ② 채용 조건과 재임용 기준

  ○ 민속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민속학·인류학·사회학  

분야에서 교육연구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사회민속 또는 공동체문화 연구자  

를 우선 채용함       

  ○ 다양한 국내외 학술조사 경험을 겸비한 인력에 대하여 채용 가산점 부여

  ○ 신진연구인력의 경력을 통하여 학술대회, 강연회, 학술조사 등의 기획·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신진연구인력 채용시 조직사회 적응력, 협업의 자세, 의사전달 방법 등을 심사함으로  

써  소통 능력을 고려함

  ○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과제수행 능력과 교  

육연구팀에 대한 기여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음.  

4.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계획

 

 ① 재정지원

  ○ 연구재단에서 정한 300만 원 이상을 매월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기본 인건비를 확대함

  ○ 연말 운영위원회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논문, 저서, 학술대회  

발표 등)과 사업 기여도(학술대회 및 학술조사 지원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함

  

 ② 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

  ○ 전공강의 기회 제공 

   - 학부 및 대학원 전공 강의(최대 6학점)를 배정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의 기  

회를 제공  

  ○ 각종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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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비를 책정하여, 연 3회 정도의 학회 참가비용 지원 

  ○ 현지조사, 자료수집 관련 비용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와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연구지원비를 지급함 

  

 ③ 연구역량 강화 

  ○ 국내외 학술조사 기회 제공

   - 동·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해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국내외 학술조사 기회 제공

   - 학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인의 논문 및 저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제  

공

  

  ○ 민속학연구소와 연계한 학술과제 수행

   -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와 관련한 학술조사 등 공동과제 수행시 신진연구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대학원생과 공동연구 및 학술 활동 기회 제공  

   - 논문 발표, 저서 저술, 학회 발표, 학술조사 등과 같은 활동을 참여대학원생과 공동으  

로 기획·추진함

 

  ○ 참여교수의 학술프로젝트 참여

   - 신진연구인력의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교수 학술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것임

 ④ 복지혜택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연구공간 지원

   - 참여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공간과 인접한 곳에 신진연구인력 전용 연구공간(인문  

학관 2219호, 25㎡)을 제공해, 연구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

  ○ 숙소 지원

   - 타지에 거주하는 신진연구인력이 숙소를 원할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하여 기숙사 제공

  

 ⑤ 신진연구인력의 소통 및 정보 습득 기회 확대

   - 교육연구팀 주제 관련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교육 행사에 단기  

연수 기회를 제공함

 

 ⑥ 사후 책임제 시행

  ○ 계약 종료시 평가를 거쳐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연구기관 추천 및 각종 취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

  ○ 민속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및 교양 수업 강의 기회와 민속학연구소나 참여교수의 학

술프로젝트 등에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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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표 2-7>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
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민속학(인류학) 민속문화와 미디어변환

<대학원 교과목 개설 실적, 2018년> 민속문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승과 연행 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그 연행문
법 및 형식내용도, 변화된 전승과 연행 맥락에 조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문화가 미디어기술에 매개접합되는 양상
이 심화됨에 따라 민속 또한 다양한 미디어기술과 접목되면서 다양한 변환 양태들을 보여 왔다. 이 과목은 이와 같은 변
환의 현실태를 교과과정에서 반영하여 현대사회 민속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망을 대안적으로 탐구하고자 개설되었다. 구체적으로 민속문화가 근대 미디어기기와 접속하면서 출현한 역사문화적
풍경과 그 변화상에 착목하여 새롭게 재현한 미디어양식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고 민속문화의 현대적 재현 및
변환과 생성의 특성들을 탐구하여 민속문화 및 그 연구의 의미와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민속학(인류학)
공동체문화와 대안이론연
구

<대학원 교과목 개설 실적, 2018년> 공동체는 근대사회가 출현함에 따라 인간 삶과 집단의 과거 실천 양식 또는 지혜원
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사회가 야기한 여러 인간문제, 사회문제, 생태문제 등을 해소하는 대안적 삶의 가치 양식
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물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함축하는 집단적 동일성과 지나친 결속감이 특정한 시대상
황과 이념과 결합하면서 인류 존속의 위기를 가중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더욱 인류 생존의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됨에
따라 현재적 삶과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실천 및 가치 양식들이 다양하게 실험되고 주목받고 있다. 이 과목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설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영역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민속과 같은 공동
체문화를 원천으로 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각적인 실천사례의 이해를 통해 민속학의 측면에서 그 대안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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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
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3

민속학(인류학) 안동문화로 보는 한국학 ISBN : 978-89-97779-60-4

한국학의 시선에서 안동문화를 6인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안동문화로 보는 한국학(알렙, 2016)을 집필하여 출간하였으
며, 2016년에 세종우수 학술도로서 선정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역사학, 민속학, 국문학, 한문학, 한국철학의 관점에서
안동문화를 조망하되, 한국학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접근되었다. 배영동은 ｢안동지역의 민속｣ 챕터를 집필하였는데, 한
반도에서 안동지역 민속이 차지하는 지역적, 문화사적 위상을 고려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은 학부생들을 위한 학제간 팀
티칭 강의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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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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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연구소 및 대학과의 연구 교류 

 ① 연구 교류 현황

  ○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과 학술연구 MOU 체결(2015년 1월~현재) 

  ○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센터와 학술연구 MOU 체결(2018년 10월~현재)

  → 해당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보 및 간

행물의 교환, 국제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와 협력, 학술조사의 공동수행과 상호

지원 등에 대한 MOU를 체결했음. 

 ② 연구 교류 계획

  ○ 기존 MOU 체결기관인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국제한국  

학연구센터 등과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수행할 것임.

  ○ 일본 민속학의 중심지 중 하나인 오사카 간사이대학 세계민속학연구센터(世界民俗学研
究センター) 등과 공동학술조사 등 학술교류를 추진할 것임. 

  ○ 현재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민속학의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일상과 문화연구회’(日常と文化研究会)와 국제적 협력과 학술교류를 추진할 것임. 

2. 해외학자 활용 현황 및 계획

 ① 해외석학 및 전문가 초빙 현황

  ○ 2017년 9월 18일,                    (일본 하치조섬 루미너스 생물 연구소) 교수가  “North-

East Indian Tribalsand their Uses of Insects as Food and Medicine”을 주제로 초 청 특강

  

○

 

2018년 1월 24일,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주변과 중심 사이 : 민속

을 통해 본 조선족의 고유문화”를 주제로 특강

  

○ 2017년 9월 18일,                     (일본 하치조섬 루미너스 생물 연구소) 교수가

  

“Kiriwina

/Trobriand Island : Malinowski made them famous through his 1929 book ‘The
   sexual life of savages’”를 주제로 특강

  
○ 2018년 4월 16일,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센터) 교수

가  “Changes In The Everyday Life Of Koreans In Kazakhstan”을 주제로 특강

  
○ 2018년 9월 7일,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중앙아시아의 디아스포라 : 소

련
 

붕괴 후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주제로 특강

  
○ 2019년 1월 17일,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교수가 “중국동북지역 人口較
小 民族의 생계방식의 변화 및 그 사회문화적 적응”을 주제로 특강  

  
○ 2020년 1월 17일,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가 “민화(民話)의 환경민 속학 - 

인간과 자연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 

  
→ 이러한 초청특강은 본 교육연구팀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해외 한민족 학술

조사사업’ 등과 연계해 실시했기 때문에,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었음

 
② 해외 석학 및 전문가 초빙 계획

  
○ 매년 1∼2회 해외 석학 및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할 것임. 해외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 및 사례 연구,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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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석학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와 연구방법론 등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학문적 방법론 모색 

  

3.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및 계획

 ①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현재 외국인 재학생은 없음. 하지만, 2016년 8월 대학원 민속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한              은 현재 중국 광서과기대학(广西科技大学)의 교수로 재직중임(2018년 7월   임용) 

  

 

② 외국인 학생 유치 계획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적 우수성과 활발한 사회적 활동

  을 적극적 홍보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리ㆍ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서 오는 위화감을 제거하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BK장학생 선정, 교내장학

금 주선, 기숙사 우선 배정, 안동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학업을 돕기 위한 도우미 제도 운영 등)

4. 해외 공동연구 수행 

 

① 해외 공동연구(단기연수) 실적

 

  

○ 2017년 7월 11일 ~7월 19일,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와 대학원 민속학과의            

교수, 대학원생 14명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에 대한 공동학술 조사 실

시

  

○ 2018년 7월 5일 ~7월 14일,           교수(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센터)

 

·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민속학과         교수·대학원생 7명과 ‘카자흐스 탄 꼬끄달

라 마을’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실시 

  
○ 2019년 7월 9일 ~7월 17일,         교수(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센터)

 
·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민속학과          교수·대학원생 10명과 ‘카자흐스 탄 꼬끄달

라 마을’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실시 

  
→ 공동학술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매년 『해외한민족연구총서』로 발간되었으며, 일부

 
대학원생은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학술지 논문게재에 활용하였음.

 
② 해외 공동학술조사(단기연수) 계획

  
○ 매년, 연구회별로 ‘해외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해결과 활성화 사례’에 대한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해외 공동학술조사는 민속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에 최적화된 단기연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교육연구팀이 개최하는 해외석학 초청 강연이나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등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해외 공동학술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 

  
○ 해외 공동학술조사사업의 결과를 참여대학원생의 논문이나 저서 집필과 같은 연구 활

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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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역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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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전통적 마을민속의 공공문화 자원화 과정－안동 하회탈놀이
와 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③ 비교민속학

④ 58호, 97~136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5.12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6647933

이 연구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통적 마을민속으로 전승되다가 단절된 하회별신굿탈놀이(하회탈놀이로 약칭)가 공공문화 자원으로 변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을 거치면서, 하회탈놀이는 마을 토박이가 아닌 안동사람들이 전
승하되,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자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민속학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마을민속의 공공자원화 과정을 다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을민속의 자원화 방향이 새롭게 가공되어 대중들에게 선보
인다는 단순한 시각을 벗어나, 지자체학계문화예술계교육계방송계가 함께 활용하고 있는 공공성을 띤 문화자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에 대응하여 마을민속이 시대적 필요와 수요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는 모습을 문화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민속이 현대 한국사회의 중요한 공공문화 자
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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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17세기 장계향의 삶과 조리지식의 현대 문화자원화 과정

③ 비교민속학

④ 63호, 291~333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7.08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7250625

이 연구는 『음식디미방』의 저자 장계향의 삶과 조리지식이 20세기 후반부터 차츰 문중 차원을 벗어나서 공공성을 지닌 문화자원으로 재발견
되며, 지역이나 국가 수준에서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소규모 문중에서 생각하던 모범적인 여
성 조상의 삶과 조리지식이, 지역과 국가로 나아가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관심과 의도에 적합하게 의미가 부여되어 현대적 문화자원으로 재
생산되는 과정을 정치하게 다룬다. 현재, 『음식디미방』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장계향이라는 인물
의 조리지식에 대한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수행한 문화적 연구는 드물다. 조리지식의 문화자원화 과정을 통해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역사와 문화를 공공성을 띤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는 적지 않다. 또한, 민속
의 사회적, 경제적, 인문학적,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실천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에서, 장계향의 조리지식 사례를 통해 공공성과 관련한
민속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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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UNESCO문화유산에 관한 독일민속학의 인식과 연구 －독일
Gottingen대학 민속학연구소의 연구를 중심으로－

③ 비교민속학

④ 56, 95∼124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5.04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6516425

이 연구는 독일민속학의 UNESCO 유산정책 특히 무형유산정책의 특징 그리고 정책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를 주
도하고 있는 독일 Göttingen대학교 민속학연구소를 사례로 연구 경향과 방법론을 소개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진 한국민속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UNESCO 무형유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 생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카니발 자체에만 주목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참여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은, 한국 학계에서도 성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연구 경향과 방법론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UNESCO 유산정책과 관련한 연구에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높다. 사회적 필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UNESCO유산정책의 해외연구 경향과 방법론을 정치하게 소개한 글은 드물었다. 해
외 사례를 토대로 무형유산의 보존·전승·교류·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더욱 확대·실현된다면 문화유산의 보고인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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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4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민속지식의 취업 현장 활용을 위한 독일민속학계의 노력과 연
구

③ 민속연구

④ 31, 205∼238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5.08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6648177http://www.dbpi
a.co.kr/journal/articleDetail?
nodeId=NODE06648177

이 연구는 민속학 전공학생 취업을 위한 특히 민속지식을 활용한 전공학생 취업을 위한 독일민속학계의 활동과 연구를 소개한다. 먼저 1970년
에 개최된 Falkenstein특별학술대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는 전공학생들의 취업 방향과 방법에 대한 활동과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전공학생의 취업에 관한 독일민속학계의 최초 논의였던 Münster학술대회에서는 ‘문화분석과 취업분야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1977년에 개최
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민속학자, 전공학생 취업분야 전문가, 전공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조사, 개별 민속학연구소의 취업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민속학  전공  학생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박물관  분야에  취업시키기  위한  독일민속학회,
Frankfurt대학 민속학연구소의 활동을 소개하며, Tűbingen대학 민속학연구소의 전공 학생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 이 연구에 따르면, 민속지식은 단순히 과거의 문화나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미래지식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적 문화자원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전공지식을 활용한 학생들의 취업 활동에 대한 학계 차원의 대응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가치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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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5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붕괴의 시대, 연대의 전망: 민속연구에서 연대의 문제 설정

③ 코기토

④ 77, 252~286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5.02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6156519

이 연구는 붕괴시대의 초상을 불안정성의 일상화로 특징지으면서, 삶과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조건과 그 속에서 네트워크화된 전지구적
기계의 단자(端子)로 병형되고 있는 타자들의 존재 상황을 화두로, 민속연구에서 연대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생산과정의 파편화와 점증하는 불
안정성은 사회적 연대의 힘마저 파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의 모색을 느린 감응성과 노동으로부터 자유의 역동성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민속지식의 생산과 관련지었으며, 그것이 서로 감응하며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민속지식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삶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배치·구성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지식에 포함된 감수성, 타자에게 열려 있는 공감과 연대의 능력을 통해 한국사회의 각종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전거
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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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6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공동체문화 연구의 민속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기획: 흐름,
초기 조건, 그리고 공통장

③ 인문학연구

④ 40, 267~302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9.09 http://kiss.kstudy.com/thesis
/thesis-
view.asp?key=3703187http://
kiss.kstudy.com/thesis/thesi
s-view.asp?key=3703187⑦ 10.35559/TJOH.40.9

이 연구는 민속을 하나의 절합양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공동체문화도 하나의 민속적 절합양식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본문
에서 소개한 용동마을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자율성을 토대로 지속하는 공동체문화 실천의 양식을 주조하였다. 민속적
삶의 방식이 함축하고 있는 연대·공존의 원리는 근대적인 방식으로 변환하여, 비-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조건지었다. 그런 점에서 초기 조건
속에서 재구된 민속은, 연대와 상생의 실천 양식을 구성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문화는 민속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온 핵심 연구대상이다. 지식의 효용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문화 연구는 민속학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전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공동체문화 속에서 미래적 역할과 위상, 현대적 변환과 활용의 특징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특히 공동체문화의 현대적 변환 사례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 또는 혁신으로 표방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와 분석들은 미래학으로서 민속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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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교학
등재(후보

)지

① 

② 굿, 소통을 통한 관계맺음의 의례

③ 한국무속학

④ 32호, 65~91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6.02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6648412

이 연구는 서울 재수굿을 대상으로 무속의 대표적 의례인 굿이 어떻게 치유의 힘을 갖는가를 의례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굿이 갖는 이
른바 치유의 힘이나 메커니즘은 굿의 의례방식에서 비롯된다. 또한, 치유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굿 나름의 의례방식은 무속의례인 굿을 독립된
종교의례의 하나로 성립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한 굿의 의례방식을 이 연구에서는 ‘소통을 통한 관계맺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의례방식에 초점을 맞춰 치유의 힘을 지닌 종교의례로서 무속의 굿을 설명하고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통사회에
서 굿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신을 매개로 해결해주는 의례적 기능을 하였다. 신과 인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의례방
식이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 및 인간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우주적 축제의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치
유의 힘을 발휘한다. 이처럼 전통문화 속에 포함된 소통과 치유의 원리는 현대사회에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해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굿과 같은 전통문화를 매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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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교학
등재(후보

)지

①

② 무속 죽음의례의 일반성과 지역성 연구 시론-서울과 진도 무
속 죽음의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③ 남도민속연구

④ 33호, 159~182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6.12
http://kiss.kstudy.com/thesis
/thesis-
view.asp?key=3493505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진도 무속 죽음의례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한국 무속 죽음의례의 일반성과 지역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일반성과 달리 지역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서울과 진도 두 지역 무속 죽음의례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는 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두 지역 무속 죽음의례의 공통점보다 상대적으로 차이점을 강조했던 기존의 시각들을 재고하게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여러 지역 무속 죽음의례의 상호 비교를 통해 각 지역 무속 죽음의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
닌다. 특히, 죽음의례의 지역성에 대한 고찰이 주목된다. 산업화 이후 도시문화가 표준화되면서 지역문화는 낡은 것, 감추어야 할 것, 표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을 지닌 지역문화가 소멸되거나 점차 표준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잔존하는 전통문화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문화의 재발견을 위해 긴요한 과제이다. 전통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
단이며, 문화자원화를 통해 지역활성화라는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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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마을사회의 위기와 의례적 대응 : 풍력발전 반대 '산신제'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

③ 민속연구

④ 35호, 209∼244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7.08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7471005

이 연구는 거주지 인근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마을 사회의 위기 국면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분석하
고 있다. 이 글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풍력개발 반대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이 상징적 저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실행한 주산 산신제 및 그
와 관련된 몇몇 문화 형태들이다. 주산 산신제는 풍력개발에 저항하는 상징적 저항의례이며, 군수 및 토건 자본은 풍력 잡귀로 표상된다. 주민들
은 중요한 의례적 장치인 금줄과 허제비의 화형식을 통해,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제거한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집단의 저항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통’이나 ‘민속’을 저항의 수단으로 재발견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
이 지켜야 할 ‘마을’이나 ‘공동체’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긍정한다. 또한, 이렇게 재발견된 민속이나 전통은 농촌 주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자신들의 정당성과 투쟁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들의 성찰적 자기인식과도 관련되어 진다는 점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농촌 사회의 현실문제와 농민들의 고민을 공유하며,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학문으로서 민속학
의 방향성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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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다문화가정 혼입 여성의 농촌적응 전략과 마을사회의 반응 :
'나눔공부방'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

③ 민속연구

④ 33, 43∼83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6.08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7103348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혼입여성들의 농촌 적응과정과 마을 및 지역사회의 반응을 ‘나눔공부방’이라는 한 자생적 모임을 통해 탐색하고 있
다. 나눔공부방은 2007년, 국제결혼을 통해 농촌 마을로 이주한 한 외국인 여성과 이웃집 장애인 여성의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
을 내 평범한 가정집에 위치했던 나눔공부방에서 혼입여성들은 일상에서의 긴장과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눔공부방 10년의 역사는 그들을 둘러싼 외부집단과의 사회적 갈등과 배제 그리고 편견으로 점철되어왔다. 비
록 사회적 약자였던 혼입여성들이지만, 정기적으로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교류함으로써, 마을 및 지역사회와 정서적 유대감을 자연스
럽게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적 실천은 마을 및 지역사회에서 혼입여성들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나아가 혼입여성들 역시 이러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자신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자긍심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눔공부
방’의 문화적 실천과 그에 대한 농촌사회의 반응을 통해 마을이나 지역 수준에서 다문화 공존과 새로운 사회적 질서의 형성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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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울산 병영서낭치기의 역사성과 재현의 문제

③ 비교민속학

④ 57집, 39~74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5.08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6516383

이 연구는 울산 병영지역에서 전승된 ‘병영서낭치기’를 전승지인 경상좌병영의 특수성 및 울산의 보편적인 민간나례였던 매귀악과 관계 속에서
검토한 것이다. 정초에 제액초복을 위해 벌이는 지신밟기류의 벽사의례이면서 그 형식과 내용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울산 지역의 향토사학자와 문화계 인사들에 의해 재현된 병영서낭치기는 경상좌병영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및 매귀악과 차별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재현된 텍스트는 재현의 주체들이 그들의 지식정보와 공연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의 범주 속에서 제한적으로 구성한 결과
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울산 병영서낭치기의 역사성을 소상히 드러내고, 병영서낭치기가 갖는 역사성과 어긋나는 재현의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가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철저
한 고증 없이 재현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역사성을 바탕으로 재현 과정을 추적한 이 연구는 전통문
화의 체계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활성화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을 단위로 재현되는 무형문화유산 연구와 활용방
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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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학
(인류학

)

등재(후보
)지

① 

② 영산 문호장굿의 고형(苦形)과 축제적 위상

③ 민속연구

④ 37집, 193~228쪽

⑤ 단독 URL 입력

⑥ 2018.08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7553887

이 연구에서는 문호장굿의 고형을 살펴보고 그 구조와 축제사적 위상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문호장과 그의 처첩 그리고 딸 등 가족신을 모시는
문호장굿은 아전들의 주도하에 조직적, 경제적 기반이 조성, 운영되었으며 무당은 물론 주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민 합동의 축제였다
. 문호장굿은 고을축제의 보편성을 공유하면서도 ‘열네바퀴돌이’처럼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런 모습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무당굿형 고을축제를 비롯한 우리 축제의 전승과 연행양상 및 성격과 의미를 해명하는 데 긴요한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영
산 문호장굿의 고형을 탐색하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축제적 위상을 파악한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의 발굴·재현·전승방안을 모색 방
법에 대한 몇몇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전통문화를 복원하여 축제화
하는 전략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역사성과 문화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들이 중요하게 요청된다. 영
산 문호장굿의 고형과 축제적 위상을 규명한 이 연구는 민관이 함께 전승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거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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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업적물

③ 교육연구팀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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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1.           , 「농촌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재창조」,『민속

학연구』30, 국립민속박물관, 2012.

 ○ 연구의 문제의식 

  농촌 인구의 도시유출과 노령화, 농업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농촌 마을은 점차 

해체, 공동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러 농촌 마을에서는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이 상당 부분 재창조·재활성화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오늘날 마을만들기 사

업과 관련한 ‘만들어진 마을문화’, ‘만들어진 마을공동체 문화’는 정책적 지

원 속에서 타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일반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 주목하는 마을공동체 문화의 재창조는 국가의 지원에 의한 마을회관 설립과 국

가의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이라는 토대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성되는 현상이다. 마을회관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 문화의 지속성 및 변

화상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문화의 역동성과 현실문제를 실증적으로 

포착·설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연구의 내용

  현대 농촌사회에서 마을회관은 동절기 혹은 농한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가 실천되는 중요한 터전이다. 마을회관이 공동체문화 실천과 재창조의 공간

으로 존재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넓고 편리한 마을회관의 조성, 경제적 부담이 없는 마을회관 이용, 

동절기에 전통적 농한기 지속, 마을내 사회관계 중요성의 재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동류의식·나눔의식·소통의식에 기초한 마을회관 운영 등과 같은 조건이 복합적

으로 작동하여, 현재의 마을회관이 운영되는 것이다. 특히, 마을회관 운영의 사회

경제적 측면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찬조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문화 실천의 중요

한 동력으로 지적된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문화의 전통을 재창조하

는 것은 농촌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 경제구조, 사회체제에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 학문적 수월성

  농촌의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활동은, 현대 농민들의 일상적 실천

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사회

에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노인들의 일상을 통해 공동체문화의 실천과 

재창조의 양상을 해명하고 있다. 농촌 마을회관은 단순히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되는 ‘만들어진 공동체문화’가 아니며, 주민들 스스로 창조하는 공동체문화

의 양상을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마을회관 및 노인문화에 대한 최초의 민속학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의의

를 지닌다. 또한,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위기론적 시각으로 점철된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의 문화적 대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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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민속학의 공동체적 마을 인식의 특징과 문제점」, 『민속학과 공동

체 문화연구의 새로운 지평』, 민속원, 2019. 

 ○ 연구의 문제의식 

  이 연구는 민속학의 핵심 개념인 공동체를 민속학사의 전개과정을 통해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동체 개념에 대한 민속학의 관심은 초창기 민속학적 연구

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공동체는 당시 마을 생활 중에 특정 민속을 중심으로 지속

성을 담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마을을 공동체로 인식하는 민속학의 

인식적 특징은 특정 민속을 중심으로 마을의 모둠살이 전통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

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특정 지역 혹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라

는 민속학의 이념적 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속학 연구

에서 마을 공동체 연구는 실재 마을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생활보다는 민

속의 전승 과정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마을을 상상화된 공동체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  

 ○ 연구의 내용

  이 글에서는 각 분과학문에서 공동체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

속학의 조사 및 연구, 특히 마을 조사와 연구에 투영된 마을의 공동체적 인식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민속적 특징은 일부 민속학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1980년대 문화운동권의 공동체 운동 그리고 마을 민속

지 작성에 잘 나타난다. 민속을 활용한 공동체 연구는 민속이 지속성을 함축한 문

화로 인식하는 가치적 측면이 강조된다. 이러한 특징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고향에 대한 인식에서 잘 나타나며, 민속학 연구에 영향을 받은 문화

운동권의 마을 인식에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 연구는 한 마을의 역사와 문화는 공

동체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며, 그것은 오히려 마을 사회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나 권력 구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

다.   

 ○ 학문적 수월성

  마을을 공동체성이 살아 숨 쉬는 낭만적으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민속학을 

비롯한 여러 분과학문에서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주류적 시각이었다. 민속학의 경

우 상부상조와 협동을 강조하는 모둠살이의 측면들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한해 왔다.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의 생성 배경과 요인을 추적하고, 민속학자들의 연구 특색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기존 인문사회학에서 비판적 검토 없

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공동체 개념을 재고함으로써, 현실 농촌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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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민속지식 생산의 변환과 확장 가능성」, 『민속연구』37, 안동대학

교 민속학연구소, 2018.

 ○ 연구의 문제의식 

  지식의 의미와 민속지식의 함의에 기초하여, 민속연구에서 지식생산의 층위와 

변환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 영역의 확장을 시도한다. 민속연구에서 지식생산의 층

위와 변환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은 선행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나 평가 등과 같

은 담론 비평을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속연구를 하나의 장적 배치가 이루어

지는 의미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 개념의 외연과 내포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

었는지 또는 생산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생산의 층위와 성격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생

산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연구 지평의 확장과 변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텍스트의 변환과 사건의 민속이라 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민속지

식 생산의 지평 확장과 변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텍스트의 변환에서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봉건성의 고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그 지점에서 탈식민

지적 지식생산의 가능성이 열린다. 사건의 민속이 놓인 지점은 민속지식 생산의 

변환 가능성이 두드러지는 현재적 지평에 해당한다. 민속의 실체성은 통시성보다 

공시성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제국의 식민지 시선 또는 타자화로부터 벗어나는 

탈식민적 실천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민속은 문자 그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다

중의 존재방식이다. 다중은 글자 그대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개체적 존재들이면서 

그들이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연결되는 회로이기도 하다. 그 현장은 실제와 가상

이거나 이 둘이 결합한 증강현실이기도 하며, 그 속에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생산

하고 실천하는 지식이 민속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 학문적 수월성

  민속학에서 민속지식에 대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체제

의 확장, 한국사회의 구조변동, 지식체계의 재구조화,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다

변화한 한국사회에서, 민속지식은 미래지식을 창출하는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식과 민속지식의 함의를 기반으로 지식생산의 층위와 성격을 규명하고, 

민속지식의 확장성과 현대적 변환 가능성을 살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속지식의 

현재적 위치와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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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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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활동 계획 수립 배경

  그동안 민속학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배경으로 사회조직, 구비문학, 의례, 종교, 예술 그리고 

물질문화 등과 같은 민속이나 전통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공동체문화에 대

한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의 연구 경향은 자연스럽게,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공동체의 현실

문제와 맞물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나 지식

사회의 인식전환은 공동체 민속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 민속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

어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게 했다.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에 대한 민속학적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 교육연구팀의 

주제와 그에 따른 연구 비전은, 현시점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를 적극적으로 민속학의 영역

으로 인식하고, 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시대적 필요와 사회적 요청에 조응한 현재학으로서 민속학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문학의 의미와 방향성 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2. 교육연구팀 연구 역량

  연구 계획은 교육연구팀의 인적 구성과 지적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의 설정과 범주의 구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립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교수 개개인의 연구역량이 교육연구팀 차원에서 조화롭게 발현

되어 시너지 효과를 양산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구체화하려 한다.  

 ①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연구자 개인의 창의성이 강조되는 인문학의 특성상, 본 교육연구팀에 속한 참여교수의 개별 

연구실적은 향후 연구 성과를 가늠해 볼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교육연구팀의 참

여교수는 민속학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다. 아래

에서 제시하는 논문/저서 실적, H-지수와 피인용 횟수 등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

ci.go.kr/, 검색일 2020년 4월 23일 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교수 : 관광인류학 및 축제인류학 전공. 지역민속의 관광화 및 상품화 과정, 농

촌 과 지역사회의 근대 경험과 문화변동, 마을 민속지식의 존재양상과 변용, 혼입여성의 

적응

 

과정 등에 대해 연구해 왔음, 특히 농촌사회와 문화변동,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조직

체계 및

 

그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13편의 논문

이 등재되었 으며, 7권의 저서를 공동으로 발간. KCI H-지수3, 전체 피인용횟수가 28건임. 

한국연구재단 의‘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 

  ○ 한양명 교수 : 민속놀이, 축제, 민속예술 전공. 한국 민속의 역사학적 관심을 기반으로 

한국의 마을과 고을 단위의 축제와 대동놀이의 전승양상과 전승집단의 문제, 한국 민속예술

의 성격과 신명풀이의 문제,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문제, 전통축제의 연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특히 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민속의 전승집단과 관련된 연

구를 수행하였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32편의 논문이 등재되었으며, 43권의 저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간. KCI H-지수 9, 전체 피인용횟수가 274건에 이르고 있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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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과 동아일보가 발표한 인문사회분야 학자들의 논문 영향력 분석 지표에서 역

사학 분야 10위를 했음(동아일보 9월 22일, http://news.donga.com/3/all/20130922/57752275/1).

 

  ○ 배영동 교수 : 민속학 분야에서 물질문화 전공. 농업사와 농경문화 연구, 의식주 생활문

화 연구, 미국 물질문화 연구담론 분석, 지역 공동체 민속의 자원화 과정 조명, 지역 상품의 

소비전통과 문화상품화 과정 연구, 근대 생활문화 조사방법론과 민속지식 연구방법론 제시 

등에 대해 연구해 왔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56편의 논문이 등재되었으며, 60권의 저

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간. KCI H-지수 9, 전체 피인용횟수가 305건에 이르고 있음. 20

13년 한국연구재단과 동아일보가 발표한 인문사회분야 학자들의 논문 영향력 분석 지표에

서 역사학 분야 39위를 했음(동아일보 9월 22일, http://news.donga.com/3/all/20130922/577522

75/1). 배영동 교수의 저서 중 안동문화로 보는 한국학(알렙, 2016, 6인 공동, 대표집필)은 

2016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음.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BK21플러스사업팀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간평가와 연차평가 등에 우수한 사업팀으로 평가받았음. 

 ○ 이상현 교수 : 비교민속학 및 사회민속 전공. 독일 민속학의 연구 경향 분석, 한국의 민속

학사와 연구 담론 분석, 한국사회의 문화변동과 민속의 변용, 근현대 문화운동 및 지역만들

기 활동에서 민중 및 민속에 대한 인식과 효과 등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주로 민속의 정치

성과 효과,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공동체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음.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 26편의 논문이 등재되었으며, 19권의 저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간. KCI 

H-지수 6, 전체 피인용횟수가 93건에 이르고 있음. 

  ○ 이영배 교수 : 한국연극 분야에서 민속연희 전공. 민속의 현대적 재현과 변환, 구술기억

의 이론적 조명, 근현대 문학텍스트에서 민속의 차용과 변용, 민속감성론의 연구, 민속지식

의 사회적 성격과 효과, 마을공동체 연구담론 분석, 마을공동체 운동 연구 등에 대해 연구

해왔으며,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52

편의 논문이 등재되었으며, 16권의 저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간. KCI H-지수 6, 전체 

피인용횟수가 215건에 이르고 있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0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사

업’ 학술 부문 우수 저작에 당선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

지원사업’ 역사철학분야에서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었음.

  ○ 이용범 교수 : 한국 종교와 민속신앙 전공. 한국 무속에서 신의 유형과 성격, 한국 무당 

유형의 비판적 고찰, 근대 한국의 무속 담론 분석, 무속의 죽음의례 연구, 불교와 무속의 상

관성 등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인간 본성적 종교 심성과 사회적 조건, 의례 및 신앙공동체

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27편의 논문이 등재되었으며, 23

권의 저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간. KCI H-지수5, 전체 피인용횟수가 116건에 이르고 있

음. 

 ② 참여교수 공동연구 역량

  대학원 민속학과는 그동안 2단계 BK21사업, BK21+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에 

따라 참여교수들은 BK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 비전을 구체화한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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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교수들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를 통해 수주한 연구사업

을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공동연구 역량은 4단계 BK21사업의 성

공적 수행에 초석이 될 것이다. 

  ○ 2단계 BK21사업(2006∼2012)의 성공적 수행 

   - 사업 주제 : 유교문화권 전통마을의 문화지식 자원화 연구

   - 현 교육연구팀 소속 참여교수 : 한양명, 배영동, 이상현, 이영배

   - 사업성과 :     

   ·집중적인 마을 조사부터 특별전을 통한 디지털화 및 대중화, 단행본 발간에 따른 조사연

구성과 집적이라는 문화지식 자원화의 바람직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

   ·4년(2007∼2010) 연속 평가 단위 최우수 사업팀 선정

  ○ BK21+사업(2013∼2020)의 성공적 수행    

   - 사업 주제 : 미래지식 창출을 위한 민속지식의 자원화

   - 현 교육연구팀 소속 참여교수 : 배영동(사업팀장), 한양명, 이상현, 이영배, 이용범, 이진  

 교 

   - 사업성과 :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전승되어온 경험지식을 뜻하는 민속지식을 체계적으로 자원화해 미

래지식으로 창출하는 데에 기여

   ·중간평가 결과 2016년 ‘인문학분야 최우수 사업팀’선정 

   ·2018년 성과점검 평가 결과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 증액

   ·2019년 종합평가 결과 A등급 획득

  ○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2018∼2024)  

   - 사업 주제 : 미래학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패러다임 정립과 활용

   - 현 교육연구팀 소속 참여교수 : 이영배(연구소장), 한양명, 배영동, 이상현, 이용범, 이진  

 교 

   - 사업 내용 :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례를 연구·분석해 경북지역에 최적화된 공동체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고 학술적 지식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체계를 구축

   ·사업 주제와 프로그램의 경우, 본 교육연구팀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음. 

 →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개별 연구는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매우 우수하다는 것

이 확인됨. 특히, 참여교수 개인의 전공 분야나 관심사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본 교육연

구팀의 주제인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를 아우르고 있음. 

 → 2단계 BK21사업, BK21+사업을 통해 축적된 연구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 국제화 활동과 효율적으로 연계하

면, 대학원 민속학과는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3. 교육연구팀 비전을 구현하는 연구 활동 계획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공동체문화의 소멸위기라는 민속학 연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조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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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래학으로서 민속학 패러다임 재정립’을 주요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령화와 노인

문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환경오염, 자원 고갈,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존속과 지속성에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본 교육연구팀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민속문화가‘공동체 성원들의 공유자산’이라는 인식 속에서, ‘연구’를 매

개로 하는 사회적 나눔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민속에 관한 연구는 결국‘주

민들로부터 배움의 과정’이 때문에, 그 성과는 원주인에게 환원해야 할 당위성을 지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여교수 개인의 정교한 연구설계와 

실천뿐만 아니라, 교육연구팀 차원에서의 연구 비전을 가시적인 학술적 성과로 구현할 수 있

는 다양한 차원의 프로그램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촌의 해체와 소멸에 대한 현실문제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통섭적 대응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

단한다. 

 ①  교육연구팀 연구 목표의 구체화  

  ○ 지역 공동체문화 연구의 지평 확대  

   - 민속문예·사회민속·물질문화 등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공동체 민속에 대한 조    

  사·연구와 더불어, 노인회관, 주거공동체, 독거노인 등 고령화된 지역 공동체 노인문화  

  에 대한 실증적 접근

   -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마을/지역 공동체 운동, 지역 NGO, 협동조합운동, 육아공동체 

등 새롭게 등장하는 공동체 문화에 주목 

  ○ 현대성과 미래성을 담보하는 지역 공동체문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현대 지역 공동체는 지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고정적 실체 또는 독립적인 시공간으로서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행위, 상호작용, 유동성으로 파악하는 관점의 필요

   - 지연·혈연에 기반한 기존의 공동체론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공동체론에 주목

   - 일상성, 혼종성, 문화융합(cultural convergence), 6차산업, 민관 협치(governance) 등 현대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적용 가능한 개념과 이론의 모색

  ○ 지역 공동체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및 활용 문제 모색 

   - 자치·자율·호혜·돌봄 등 공동체문화의 재인식과 공동체의 복원을 통한 인간적 가치의 

회복

   - 영화, 축제, 박물관, 전시, 관광, 스토리텔링 등의 영역에서의 문화 자원화와 정보화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의 공동체문화 가치 인식과 활

용

   ○‘친환경 생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논리에 기반한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모색  

   - 신자유주의 심화와 국제적 표준의 강화에 대응하여, 지역 공동체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

   - 생태적인 지식에 기반한 친환경적 사회로의 전환요구와 실천

   - 세대⋅계층⋅젠더⋅안전⋅복지 등의 지역 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결 방안 모색

 ② 연구 목표 설정과 달성 전략 

  ○ 참여교수의 전공 분야와 학문적 활동을 보장하는 연구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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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교수의 논문작성·저서출판·프로젝트 수행 등 연구 프로그램에 맞추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국내외 현지조사, 학회 참석, 자료 수집·복사비 등 학술 활동 지원 

  ○ 국제 공동학술조사사업 실시

   - 매년 1, 2명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해외 연구기관이 결합하여 국제 

공동학술조사사업을 기획·실시할 것임 

   - 참여교수의 관심 분야와 관련한 해외 지역 공동체문화 또는 활성화 사례에 대한 현지조

사 기회 제공   

   - 해외 지역 공동체의 사례와 모델에 대한 공동 학술조사를 통해, 참여교수의 국제적 연구

역량 강화  

  ○ 민속학 관련 학회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 본 교육연구팀의 사업 비전 및 목표와 관련한 주제로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한국민

속학회, 비교민속학회, 실천민속학회 등 민속학 관련 주요학회와 매년 1회 이상 공동학술대

회를 기획·개최할 계획임

   - 이러한 학술대회에 참여교수의 발표·토론 등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학술대회 기획·

개최 

→ 교육연구팀 주제에 부합하는 참여교수의 발표→논문 투고·출판’이라는 연구의 선순환 체

계를 구축할 것임. 

  ○ 교내외 비슷한 성격의 BK사업단(팀) 등과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 연구 주제가 비슷한 교내외 HK사업단, BK사업단(팀),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단 등과 협

약을 체결해,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할 계획임. 

   - 이러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여교수의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연구팀의 연구 성과

를 해외 학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해외 학계의 연구 동향 파악 및 해외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연구 경향과 사례에 대한 정

보 교환의 장이 될 것임.  

  ○ <농촌 현실문제의 민속학적 연구>(가칭) 발간 사업 

   -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교내외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1∼

2년에 1권을 목표로 연구총서를 간행하고자 함. 

   - 교육연구팀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독려하고, 그 성과를 학계 및 대중과 공유하는 의미를 

지님.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와 연계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사업명: 미래학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패러다임 정립과 활용)

과 연계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민속학연구소의 ‘지역협력학술네트워크 컨퍼런스’, ‘정책간담회’, ‘콜로키엄’, 

‘학술대회’, ‘워크샵’ 등과 같은 학술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 

  ○ 지역 공동체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수주    

   - 지역 공동체의 문화, 지역 활성화, 문화 자원화와 정보화 등과 관련한 정부(지자체) 등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주할 것임

  ○ 국제학술지 투고시 번역비 지원 

   - 참여교수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번역비를 교육연구팀에서 지원할 것임 

94 / 160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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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디즘과 같은 현대사회의 주류적 생산방식이나 맥도날드화로 대표되는 표준화된 소비주의 

방식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지만, 인간소외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의 사

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적 문화나 삶의 양식으로 

민속이나 전통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사회의 슬로우 

라이프(Slow life) 운동이나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등에서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농어촌 개발이나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는 민속과 같이 

지역 공동체문화에 기반한 대안 제시가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민속은 공동체 생활 속에

서 생성·전승되어온 문화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서에 친숙하며 그것을 활용할 경우 수

용성도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들은 민속의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나 활용의 영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

해 왔다.  

 ○ 이진교 교수

  -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주로 연구해 왔음. 특히 농촌을 배경으로 한 다

문화가정 혼입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문제, 거대자본·토건세력 등이 주도하는 개발의 현장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양상 등을 연구했음. 

  ·이진교, 「다문화가정 혼입여성의 농촌 적응전략과 마을사회의 반응 -나눔공부방에 대한 

민속지적연구-」, 『민속연구』33(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6.08).

  ·이진교, 「지역밀착형 다문화모임과 혼입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경북 김천시 ‘나눔공부

방’에 대한민속지적 연구-」, 『민속연구』34(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02).

  ·이진교, 「마을사회의 위기와 의례적 대응 - 풍력발전 반대 ‘산신제’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 『민속연구』35(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08).

  ·이진교, 「농민들의 저항과 마을 지식의 재구성 -경북 영양군 H마을 풍력발전 반대운동의 

민속지적 연구-」, 『민속연구』36(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8.08).

  ·이진교, 「투쟁 공동체에서 풀뿌리 공동체로 -경북 영양군 귀농․귀촌인 한 모임에 대한 민

속지적 연구-」, 『비교민속학』70(비교민속학회, 2019. 12).

→ 다문화가정 혼입여성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해외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지역밀착형 다문화모임 ‘나눔공부방’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통해 그것

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자생적 농촌 다문화모임 ‘나눔공부방’의 모습

을 통해, 혼입 여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공적 교육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대안·보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음.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밀집해 있는 영양지역에서 주민들의 대응방식을 다룬 일련의 연구

는 거대자본·토착 권력·대기업 등이 주도하는 개발 독재(Development Dictatorship)에 저

항하는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설명·분석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지역 주

민이 ‘민속’, ‘전통’, ‘농민문화’를 저항의 수단으로 채택·활용하는 과정을 해명하

고 있음. 나아가 농어촌 지역 공동체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형성’, ‘귀농·귀

촌인의 역할과 가능성’, ‘지역 NGO나 사회단체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연구를 통

해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성문제와 바람직한 농촌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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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가 매우 큼.  

 ○ 한양명 교수 

  - 현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 각광 받는 축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    

  음. 특히,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되었던 전통축제나 대동놀이를 발굴·해석함으    

  로써, 지역축제의 맥락에서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과 대안을 제시해 왔음.  

  ·『울산 마두희 고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울산광역시 중구청, 2015, ISBN : 

978898944150293380)

  ·『2016 의성산수유꽃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보고서』(의성군, 2016, ISBN : 9788989441540)

  ·『2016 의성세계연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의성군, 2016, ISBN : 9788989441557)

  ·『영양원놀음 - 전승양상 탐색과 활성화방안 모색』(영양군, 2016, ISBN : 9788989441601)

  ·『의성세계연축제 - 정체성 확보를 위한 민속놀이 활용방안 연구』(의성군, 2016, ISBN : 

9788989441618)

  ·『Tugging Rituals and Games: Common Element, Diverse Approaches』(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센터/당진시, 2019, ISBN: 9791196260279)

→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

음. 의성산수유축제’와 ‘의성세계연축제’의 시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발전방안

을 제시하였음. 특히 의성세계연축제의 고유성·차별성을 통한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민속

놀이의 활용방안을 통해,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울산지역에서 복원, 전승되는 마두희의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의 복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또한 줄당기기의 지역적 보편성과 다양성을 제시함으로써      

문화 자원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모델로서 민속놀이의 의

미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배영동 교수

  - 배영동 교수는 일련의 연구에서 민속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공공민속

학’을 표방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민속의 활용방식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음. 

특산물을 비롯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마을민속·의식주·민속공예와 같은 

전통문화의 전승·보존·활용방안을 연구해 왔음. 

  ·『안동지역 종가음식의 조리법과 문화』, (안동시ㆍ안동종가음식산업화사업단, 2015, 

ISBN:9791195474400)

  ·「안동 헛제삿밥으로 본 제사음식의 관광상품화와 의미 변화」,『한국민속학』67(한국민

속학회, 2015.05)

  ·「전통적 마을민속의 공공문화 자원화 과정 – 안동 하회탈놀이와 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

우」, 『비교민속학』58(비교민속학회, 2015.12)

  ·「한식(韓食)에 담긴 전승문화적 논리와 지식 그리고 가치」,『민속연구』33(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6.08)

  ·「17세기 장계향의 삶과 조리지식의 현대 문화자원화 과정」, 『비교민속학』63(비교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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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2017.08)

  ·「한국 사찰음식의 문화유산 가치와 전승 과제」, 『비교민속학』69(비교민속학회, 

2019.08)

→ 전통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자원화와 관련한 연구는, 농어촌을 배경으로 한 지자체의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음.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과 관련한 배영동 교수의 다양한 연구는, 문화

의 자원화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함. 

→ 특히, 한식에 담긴 전승지식과 가치에 대한 연구는, 음식에 대한 민속지식을 활용해서 현

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임. 이러한 연구는 민속이나 전통의 문

화자원화 그리고 관광상품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의     

의가 있음. 

 ○ 이상현 교수 

  - 주로 독일 민속학의 연구 경향과 방법론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학문의 시각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음. 특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 민속학계의 다양한 사례와 실천적      연

구 경향의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용/응용 가능성을 제시함.      

  ·「UNESCO문화유산에 관한 독일민속학의 인식과 연구 －독일 Gottingen대학 민속학연구

소의 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56, (비교민속학회, 2015.04) 

  ·「민속지식의 취업 현장 활용을 위한 독일민속학계의 노력과 연구」, 『민속연구』 38(안

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5.08)

  ·「독일 민속학개론서의 일상문화와 민속학연구소의 일상문화」, 『비교민속학』60(비교민

속학회, 2016.08)

→ 독일 민속학의 UNESCO 문화유산정책, 특히 무형유산정책의 특징과 정책의 영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현황을 재고하게 만듬.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문

화유산 관련 제도의 정책적 실현과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의의가 있음. 

→ 독일 민속학계의 민속지식을 활용한 취업사례와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민속학 

교육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독일 민속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결과와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사회 벤치마킹 

가능성을 제시함.

→ 독일의 사례를 통해, 민속학에서 일상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일상문화에 대한 연

구는 일상생활, 가치관, 일상적 사물과 시공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

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핍과 모순을 잘 보여줌. 이러한 연구는 일상문화 연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줌.  

 ○ 이영배 교수

  -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와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동체문화를 주목·연구해 왔음. 특히 대안적 공동체문화를 비롯해, 지

역사회의 다양한 실천적 수행양상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적 지식 기반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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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의 시대, 연대의 전망: 민속연구에서 연대의 문제 설정」, 『코기토』77(부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02)

  ·「사회적 연대의 소스 코드로서 민속의 변환과 생성: 행동의 형태로 본 세시풍속과 촛불

행동의 다중적 연관을 중심으로」,『한국민속학』66(한국민속학회, 2017.11)

  ·「공동체문화 연구의 민속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기획: 흐름, 초기 조건, 그리고 공통

장」, 『인문학연구』40(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09)

  ·「공동체문화 실천의 역사적 원천과 그 재생의 특이성: 민속학적 입구 전략과 기본 문제

의 이해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70(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09)

→ 공동체문화 연구의 민속적 패러다임 정립과 실천의 양상을 통해 민속학에서 공동체문화의 

이론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가능성을 보여줌. 자본주의의 압축적 전개과정에서 발

생한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하고 있는 일련의 공동체적 실험 속에서 공

동체문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있음.  

→ 사회적 연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의미한 시각을 제시함.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소통과 연

대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러한 연구는 경제력, 성별, 연령, 인종 등에 대한 다양성과 환경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물질 혹은 사회적 관념에 의해 인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지식적 기반을 제공함.

 ○ 이용범 교수 

  - 지역 또는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의 핵심 기제인 의례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

구해 왔음. 굿과 마을신앙, 죽음의례의 재해석과 활용은 사회적 소통과 치유에 일정      

하게 기여할 수 있음.  

  ·『예천군 마을신앙 조사연구』(예천군, 2015, ISBN: 9788928507177)

  ·「굿, 소통을 통한 관계맺음의 의례」, 『한국무속학』32(한국무속학회, 2016.02)

  ·「무속 죽음의례의 일반성과 지역성 연구 시론-서울과 진도 무속 죽음의례의 비교를 중심

으로」, 『남도민속연구』33, (남도민속학회, 2016.12)

  ·「무속 치병(治病)의례의 유형과 치병 원리」, 『비교민속학』67(비교민속학회, 2018.12)

→ 동제와 굿 등 의례문화의 전승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였음. 의례문화는 지역민의 정

체성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공동체문화임. 공동체의 긍정적 정체성 재구성과 사회통

합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 기제로서 의례문화가 지닌 사회적 가치와 활용도에 대해 논의했

음. 

→ 무속의 모든 신과 인간은, 굿의 개별거리를 통해 직간접적이고 개별적인 소통을 가짐으로

써 화해의 관계가 나타남을 주목함. 복잡성과 다원성이 점철된 현대사회는 크고 작은 갈등

으로 인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굿에 나타난 소통과 화해의 의

미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 봉합의 인문학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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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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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각종 사회 또는 경제문제에 대응해서,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  

  수들은 관심 분야와 전공 영역에 따라 민속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해결방법을 모색·실  

  천해 왔음(2.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참조).

  - 참여교수의 민속학적 전문지식은 주민들의 생활에서 생성된 문화형식인 ‘민속’,     

 ‘전통’, ‘토착적 지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수용 가능성과 활용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본 교육연구팀의 주제인 “지역 공동체의 현실문제에 대한 민속학적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 자체가, 지역이 당면한 현실문제 해결이나 활성화와 관련도가 높음. 이러한 주제  

  의 효용성을 인정한 안동시는 본 교육연구팀에 매년 1천만 원의 지원금 제공을 확약했   

  음. 본 교육연구팀은 민·관·학이 협력하는 지역활성화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  

  - 참여교수는 연구 주제, 비전과 목적,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관  

  련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그리고 교육연구팀 차원에서 <농촌 현실문제의  

  민속학적 대응>(안)이란 총서를 1∼2년에 1권씩 기획·발간함으로써, 참여교수의 연구성  

  과를 종합한 결과를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하려 함.  

 1) 이진교 교수 

  - 연구주제 : 농촌사회의 새로운 움직임과 지역 공동체 연구방법론 재고   

  - 연구비전과 목적 : 한국사회에서 농촌은 ‘소멸’, ‘붕괴’등과 같은 위기의 용어들로 

수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촌이라는 시공간은 현대 한국사회가 지닌 구조적 

모순들, 예를 들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

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삶이나 모델로 제시되기도 한다. 한편, 현대 농촌은 귀

농·귀촌인, 다문화가정 혼입여성 등과 같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문화적 역동성이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기존 농촌사회와의 갈등·협력·조화 등과 같은 적응의 과정을 수반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농촌사회의 새로

운 움직임과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미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연구의의와 기대효과 : 현대 농촌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바

로 주민의 정서와 문화이다.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현지연구 방식의 장점을 살려, 그들의 

입장을 반영한 방식의 농촌문제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개발 정책이나 지역 활성화 모델에 대한 몇몇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한양명 교수 

  - 연구주제 :  지역축제의 전승 맥락과 활용 방안

  - 연구비전과 목적 :  전통축제는 일상과 순환적 관계에 있는 세시의 관행으로서 신앙과 놀

이, 예술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민속현상이었다. 현행 지역축제들은 이념적·조직적·경제

적 측면에서 전통축제의 맥락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자원, 문화자원, 생태자원 등을 활용

해 폭넓게 선보이고 있다. 지역 정체성 강화와 지역 경제활성화, 주민 화합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는 지역축제의 전승 맥락과 실현 원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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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의의와기대효과 : 지금까지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용방안을 제시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역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채 논의되었기 때문에 

당위적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 지역적 상황에 밀착

한 논의를 전개해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구의 감소, 침체된 지역 경

제, 주민 갈등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차별 연구주제

   - 1~2차 연도 : 지역축제의 전통문화적 기반 분석

   - 3차 연도 : 지역축제의 이념적 기반 분석

   - 4차 연도 : 지역축제의 조직적 기반 분석

   - 5차 연도 : 지역축제의 경제적 기반 분석 

   - 6차 연도 : 지역축제의 활용 방안 모색

   - 7~8차 연도 :  대안적 축제문화의 모색

 3) 배영동 교수

  - 연구주제 : 농촌 전통문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논리의 탐색과 현대적 활용        

  - 연구비전과 목적 : 민속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전통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가지고 연

구한 학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도도한 물결로 말미암아 농촌은 낙후된 시골이 되고, 사

람들이 살기 부적합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귀촌, 귀농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주로 노인들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곳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시대 노인들은 산업화 이전 사회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전승한 주체들이며, 그들의 삶에는 

공동체 의식이 배어있다. 더욱이 노인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전통적인‘자가(自家)생

산 자가소비’의 문화를 일상화한 과정에서 다양한 솜씨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노

인들이 전승해온 음식, 복식, 주거, 공예, 농업, 부업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관류하는 지속가

능한 발전 논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재활성화, 자원화, 재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통문화에 담긴 지속

가능한 발전 논리를 인구의 도시집중,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고독사, 지구환경의 오염 등과 

같은 산업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 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의의와 기대효과 : 지금까지 농촌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

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국가 정책이 노인을 산업사회에 뒤떨어진 피동적 존재로 평가한 탓

이다. 하지만 농촌 노인들이 전승한 전통문화와 노인문화 속에는 가족, 마을 단위의 자급자

족적인 문화논리가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전통적 일상생활 연구를 통

하여 노인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문화논리로써 현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차별 연구 계획  

   - 1∼2차 연도 : 농촌 노인들의 자급자족적 일상생활과 솜씨의 문화론 

   - 3차 연도 : 농가의 발효음식 만들기의 전통과 지속가능성 논의      

   - 4차 연도 : 농촌 마을회관을 통해 본 공동주거의 가능성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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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 연도 : 농업생산의 전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시도의 해부  

   - 6차 연도 : 농촌 부녀자들의 공동생산 물품과 공동체문화 실천의 의의

   - 7∼8차연도 : 농촌 공예품의 문화재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4) 이상현 교수

  - 연구 주제 : 농촌 현실에 대한 기존 민속학 조사와 연구의 한계에 대한 비판 그리고 농촌

의 일상생활이 반영된 민속학 연구 방향 설정과 현실문제 극복을 위한 민속학적 대안 제시

  - 연구 비전과 목적 : 현재 농촌이 처한 문제는 많은 분과학문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원인

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속학에서도 농촌 특히 농촌마을을 현지조사하였으나 농

촌이 처한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농촌 민속의 전승 현장으로만 인식하고 올바른 전승 방

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농촌이 처한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적었

다. 연구자는 농촌 현실의 문제 진단을 위해서 먼저 기존 민속학에서 농촌 문제에 대한 인

식 배경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촌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속학적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농촌 마을에 

대한 기존 민속학 조사와 연구가 주로 과거 문화로 간주할 수 있는 민속에 초점을 두었지

만, 일부 민속학의 실천적 연구는 마을 주민들의 민속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

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운동에 참여하는 최근의 민

속학에서 이러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연구자는 최근의 마을만들기운동에 대한 민속학자

의 연구 경향을 정리 분석하고 또한 일본 혹은 독일민속학에서의 마을만들기사업 성과를 

활용하여 농촌문제 해결의 개괄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만들기사업에 활용

될 수 있는 자료의 아카이브 구성 방안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다.  

  ○ 연차별 연구 계획

   - 1~2차 연도 : 기존 민속학의 농촌 현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한계 비판

   - 3차 연도 :  일본과 독일의 농촌의 일상 문화 조사와 연구 점검

   - 4차 연도 : 일본과 독일민속학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 배경과 방법에 대한 분석

   - 5~6차 연도 : 농촌 현실문제 극복을 위한 민속학적 대안 마련

   - 7~8차 연도 : 구체적인 실천적 응용 작업 및 연구

 5) 이영배 교수

  - 연구주제 : 문제 해결형 공동체문화 실천 사례를 통한 민속학적 대안 담론 연구

  - 연구비전과 목적 : 현대사회 및 한국사회의 위기와 그 진단은 매우 다층적으로 설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생명종 다양성의 소멸로부터 생명과 몸이 파편화⋅상품화되고 있

는 ‘생명의 시장화’ 또는 ‘생명의 자본화’, 인간종의 생존 자체를 붕괴시키는 기후 위

기 등이, 인간에 의해 야기된 매우 근본적인 위기로 인식된다. 특히 인류에 의해 야기된 지

구 시스템 기능의 교란으로, 가까운 미래에 문명과 생태계 전체가 절멸에 이를 수 있다는 

근원적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또는 지역 공동체문화의 소멸 위기 역시 근본

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

들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유효하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 또는 지역사회 주민

의 역량이 어느 수준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따라서 문

제는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정과 그 역량을 장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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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전망을 도출하는 데 있다.

  - 연구의의와 기대효과 : 연구의 차원에서는 위기에 대응한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실천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세밀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지역의 다채로운 실천으로 묶어 내어 그 과

정에서 종합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특히 민속학 분야에서 현대 

지역사회 공동체문화에 주목하여, 민속의 변환과 생성으로 그 존재와 실천 양상에 접근하면

서, 민속연구가 현실사회에 조응하는 역량을 혁신하고 그 미래 가치를 가늠⋅실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지역 공동체문화 실천 사례를 조사 연구하고, 그 

실천이 기반하고 있는 인식 또는 가치 지향을 규명하는 연구와 그와 같은 현실 연구를 통

해 확보된 경험 자료들을 이론적으로 추상하거나 체계화하여, 대안지식 또는 대안이론으로

서 민속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차별로 사례 연구를 경

험적으로 쌓아가면서 종국에는 이론 연구의 민속학적 전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연차별 연구 계획

   - 1∼2차 연도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실천 사례 연구 : 충남 홍성지역

   - 3차 연도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실천 사례 연구 : 충북 청주지역

   - 4차 연도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실천 사례 연구 : 충북 옥천지역

   - 5차 연도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실천 사례 연구 : 강원 원주지역

   - 6차 연도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실천 사례 연구 : 경북 안동지역

   - 7∼8차 연도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실천 사례 종합 및 그 대안적 가치 실천 체계 연구

   * 구체적인 연구 대상지는 그 지역의 상황이나 연차별 연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이용범 교수

  - 연구주제:  의례문화와지역 공동체

  - 연구비전과목적:  의례는 한국인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사림이 태

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등 삶의 전환점에서 의례가 행해진다. 또한 연중 자연의 

변화와 생산활동의 리듬에 맞춰서도 의례가 행해진다. 이외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삶

의 문제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역시 의례를 행한다. 이처럼 한국인의삶은크고작은의례의

연속으로이뤄져있다.

    이런 점에서 의례는 한국인의 삶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중요한 매체이자 통로이다. 따라서 

의례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 삶의 상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사회에서 어떤 

의례가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가, 행해진다면 어떻게 행해지는가, 어떤 의례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가 등 의례의 현재 상황과 변화를 통해 그 사회의 삶의 상황과 변화가 드러난

다. 

    그런데 1인 의례는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전제한다. 의례는 일차적으로 공동체 단위 삶의 표상이며, 공동체 삶의 변화는 의례의 변화

와 직결된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의례를 통해지역 공동체의 삶

과문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밝히고자한다. 그럼으로써 최근에 한국사회의 지역 공동체가 

겪는 변화의 요인과 성격을 파악하고 지역 공동체의 대안적 미래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의의와기대효과:지역 공동체에서 실천된 일생의례,세시의례, 위기의례 등 다양한 의

례를 지역 공동체 삶의 맥락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례문화 전반은 물론 그를 통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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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삶과 문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의례가삶에서실천되

는직접적인행위체계라는점에서 의례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삶과 문

화의 변화 요인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차별 연구주제

   - 1차 연도 : 의례와 공동체에 대한 통합적 연구 모색

   - 2차 연도 : 일생의례의 현황과 변화 분석 

   - 3차 연도 : 세시의례 현황과 변화 분석

  - 4차 연도 : 가정신앙과마을신앙의례 변화 분석 

   - 5차 연도 : 위기의례의 현황과 변화 분석

   - 6차 연도 : 의례를 통한 지역 공동체 삶과 문화의 변화 이해

   - 7차 연도 :  대안적 공동체 문화의 모색

  ○ 연차별 연구 계획  

   - 1∼2차 연도 : 농촌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사회의 대응 

   - 3차 연도 :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적응양상의 문화적 이해    

   - 4차 연도 : 귀농·귀촌인의 문화적 실천과 지역사회의 변화   

   - 5차 연도 :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 6차 연도 : 민·관·학 협력사례를 통해 본 지역 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  

   - 7∼8차연도 : 해외 공동체 활성화 사례와 한국사회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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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국제화 현황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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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국제적 활동은 민속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학회  

발표, 저서발간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전통문화연구를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왔 

음. 

  - BK21+사업을 통해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해외 한민족 학술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한국학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해 왔음. 

1. BK21+사업팀 차원의 국제화 실적

 1) 국제학술대회 활동

  ○ 2015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Tradition as Cultural Resources and Local      

Development> 국제공동학술대회

   - 주최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 날짜 : 2015년 1월 14일 ~ 1월 16일

   - 장소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 참여교수 활동

   ·공동위원장 : 배영동 교수

   ·발표 : 이영배 교수(Rethinking the Traditional Temporal Culture in Korean Modern    

Society : Focusing on Korean Annual Customs)

   ·토론 : 한양명 교수(토론 주제 – Inheritance and Protection of Korean Chinese        

Agronomic Music and Dance)

   ·사회 : 배영동 교수(Session 2)

 

  ○ 2016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Tradition as Cultural Resources and Local      

Development Ⅱ> 국제공동학술대회

   - 주최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 날짜 : 2016년 1월 27일 ~ 1월 29일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2층 중회의실

   - 참여교수 활동

   ·공동위원장 : 배영동 교수

   ·토론 : 이용범 교수(토론 주제 – Researching Colonial Experiencec in a Korean Rural  
Province : A Case of Sangju, Gyeongbuk, Korea), 배영동 교수(토론 주제 –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on the Inhabited Culture : A Case of                  

Korean-Chinese Traditional Folk Houses in Yanbian Area), 한양명 교수(토론 주       

제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Statism)

   ·사회 : 이상현 교수(Session 1)

  ○ 국제학술대회 2017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Tradition as Cultural Resources 

and Local Development Ⅲ> 

   - 주최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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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년 1월 11일 ~ 1월 13일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2층 중회의실

   - 참여교수 활동

   ·공동위원장 : 배영동 교수

   ·발표 : 배영동 교수(17세기 장계향의 삶과 조리지식의 현대 공공문화 자원화 과정)

   ·토론 : 이용범 교수(토론 주제 – 명·청시기 천인 차 문화 구조와 역사적 전개 : 필드

워크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사회 : 이상현 교수(Session 2)

  ○ 국제학술대회 2018 BK21+ International Conference <Tradition as Cultural Resources 

and Local Development Ⅳ> 

   - 주최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 날짜 : 2018년 1월 24일 ~ 1월 26일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2층 중회의실

   - 참여교수 활동

   ·공동위원장 : 배영동 교수

   ·발표 : 한양명 교수(The Play Aspect and Feature of Uisung-Gamassaum)

   ·토론 : 이영배 교수(토론 주제 : A Study on the Siwolsangsan of Yanbian in China)

   ·사회 : 이용범 교수(Session 1)

  ○ 2019년 BK21+플러스 공동국제학술대회 <New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e Resources> 

   - 주최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BK21플

러스 사업단

   - 날짜 : 2019년 1월 17일 ~ 1월 18일

   - 장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2층 중회의실

   - 참여교수 활동

   ·공동위원장 : 배영동 교수

   ·발표 : 이용범교수(Types and Meaning of popular Traditions about Kimbudaewang)

   ·토론 : 이상현교수(토론 주제 : A Study on the Value of Folk Culture in Traditional   

Village of ethnic Koreans along the Tumen River and how to Promote Cultural 

Tourism), 배영동 교수(토론 주제 : Traditional Custom of Koryoin that influenced the 

Education of Youth)

   ·사회 : 이영배 교수(Session 1)

 2) 해외학술조사 활동

  ○ 배영동 교수

   - 2016년 대학원생 해외학술조사 인솔교수로 참가

   ·날짜 : 2016.06.29~07.07

   ·조사내용 : 중국 길림성 금성촌 조선족의 생활과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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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참여대학원생 인솔과 책임, 현장조사 및 원고 집필 지도  

   - 2017년 대학원생 해외학술조사 인솔교수로 참가

   ·날짜 : 2017.07.11~07.19

   ·조사내용 : 중국 길림성 수남촌 조선족의 생활과 민속

   ·활동 : 참여대학원생 인솔과 책임, 현장조사 및 원고 집필 지도

  - 2018년 대학원생 해외학술조사 인솔교수로 참가

   ·날짜 : 2018.07.05~07.14

   ·조사내용 : 카자흐스탄 꼬끄달라 마을 및 우슈토베 고려인의 생활과 민속

   ·활동 : 참여대학원생 인솔과 책임, 현장조사 및 원고 집필 지도

  ○ 이상현 교수

   - 2017년 대학원생 해외학술조사 인솔교수로 참가

   ·날짜 : 2017.07.11~07.19

   ·조사내용 : 중국 길림성 수남촌 조선족의 생활과 민속

   ·활동 : 참여대학원생 인솔과 책임, 현장조사 및 원고 집필 지도

  ○ 이영배 교수

   ·2015년 대학원생 해외학술조사 인솔교수로 참가

    - 날짜 : 2015.12.29~2016.01.5

    - 조사내용 : 중국 길림성 삼도구촌 조선족의 생활과 민속

    - 활동 : 참여대학원생 인솔과 책임, 현장조사 및 원고 집필 지도, 중국 연변대와 교류

  ○ 이진교 교수

  ·2019년 대학원생 해외학술조사 인솔교수로 참가

   - 날짜 : 2019.07.09~07.17

   - 조사내용 : 카자흐스탄 꼬끄달라 마을 및 우슈토베 고려인의 생활과 민속

   - 활동 : 참여대학원생 인솔과 책임, 현장조사 및 원고 집필 지도, 현지 고려인협회와 

교류

2. 참여교수별 국제화 실적

 1) 한양명 교수

  ○ 외국어 저서 『Korean tug-of-war : Diversity and Its Significance』(2019, ISBN : 

9791196260279) 발간(13인 공저)

   - 발행처 :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당진시

   

  ○ 국제학술대회 좌장

   - 학술대회명 : 2017 IMACO International Symposium : 탈 문화 전승·보존과 공유가치 증

진   

   - 주최 : IMACO (세계탈문화예술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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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년 09월 30일 ~ 2017년 10월 01일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 

  

 2) 배영동 교수

  ○ “제12회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신라의 식문화(The food culture of Silla)’”초청 강

연

   - 날짜 : 2018년 9월 14일

   - 주최 : 경주시·(사)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강연 내용 : 신라의 의례음식 : 의례를 통한 음식 이해

  ○ “진주시 창의도시 국제학술 토론회” 초청 강연

   - 날짜 : 2018년 10월 12일

   - 주최 : 진주시

   - 강연 내용 : 전통 공예분야 인재양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

  ○ “2019 한복문화홍보 국제심포지움(2019 한복 인문포럼)” 초청 강연

   - 날짜 : 2019년 10월 21일

   - 주최 : (사) 한복기술진흥원

   - 강연 내용 : 신라의 길쌈대회와 경북 길쌈전통의 의미와 가치 

  ○ 국제학술대회 “KA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ngol Studies(ICMS, autumn 

2019)” 발표 

   - 날짜 : 2019년 11월 1일 ~ 11월 3일

   - 장소 : 국립제주대학교

   - 발표주제 : Historic Background of Soju in the Andong area during the Goryeo Era

 3) 이상현 교수

  ○ 일본, 중국 한국의 민속학자들이 조직한 ‘일상과 문화연구회’(日常と文化研究会)의 

해외연구 협력자로 활동하고 있음(http://park.itc.u-tokyo.ac.jp/alltag/members/)

  

  ○ 국제학술대회 “2016년 동아시아 3국 민속학자 토론회 ‘현대사회를 묻다-미디어와 일

상생활’” 발표 

   - 발표 주제 : 독일 Tübingen대학 민속학연구소의 미디어 연구의 역사와 특징

   - 날짜 : 2016.09.02.(금)~09. 04(일)

   - 장소: 北京大学中国社会与文化发展中心
   - 주최: 동북아시아 일상문화연구회

  

  ○ 국제일반학술지 논문 게재(1) 

   - 논문 주제 :‘ドイツ民俗学の日常研究. テュービンゲン大学民俗学研究所を中心に

   - 학술지명 : 日常と文化 1권, 35~45 (일본, 2015, ISSN : 2189-3489)

   - 발행처 : 日常と文化研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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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일반학술지 논문 게재(2)

   - 논문 주제: ‘ドイツ·テュービンゲン大学民俗学研究所のメディア研究の特徴と歴史’

   - 학술지명 : 日常と文化 3권, 99~111 (일본, 2017, ISSN : 2189-3489)

   - 발행처 : 日常と文化研究会

  ○ 국제학술대회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버네큘러(Vernacula) : 민속학으로 일상을 묻

다” 발표 

   - 날짜 : 2019년 7월 6 ~ 7월 7일

   - 장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

   - 주최 : 실천민속학회, 일상과 문화연구회(日常と文化研究会),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 발표 주제 : 내방가사 보존회 활동을 통해 본 안동지역 여성들의 지역전통 이해와 활용 

 

 4) 이영배 교수

  ○ 국제학술대회 “2015 IMACO International Symposium” 발표 

   - 날짜 : 2015년 9월 30일 ~ 10월 1일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주최 : IMACO(세계탈문화예술연맹) 

   - 발표 주제 : 잡색탈 자료의 현존 양상과 아카이브 문제 

  ○ “2019 세계탈문화예술연맹 국제학술대회” 발표 

   - 날짜 : 2019년 9월 28일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주최 : IMACO(세계탈문화예술연맹) 

   - 발표 주제 : 잡색(탈) 놀음의 전승과 공동체  

 5) 이용범 교수

  ○ 외국어 저서 『Korean Popular Beliefs』 (2015, ISBN : 9788962971637) 발간(4인 공저)

   - 출판사 : JIMOONDANG

 6) 이진교 교수

  ○ 국제학술대회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버네큘러(Vernacula) - 민속학으로 일상을 묻

다” 발표  

   - 날짜 : 2019년 7월 6일 ~ 7월 7일 

   - 장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관

   - 주최 : 실천민속학회, 일상과 문화연구회(日常と文化研究会),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 발표 주제 : 풍력발전 저지활동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연대와 저항

111 / 160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표 3-5> 최근 5년간(2015.1.1.2019.12.31.)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 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

소공동연구팀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이용범
Boudewijn
Walraven

네덜란드/성균관대
학교 동아시아학술

원 명예초빙교수

Yi, Yong Bhum, Lee, Kyung Yup, Choi,
Jong Seong, Boudewijn Walraven,
Korean Popular Beliefs, JIMOONDANG,
2015.

9788962971637

2 한양명

Siyonn
Sophearith,

Hoshino
Hiroshi,

Norma A.
Respicio,

Chuchchai
Gomaratut,
Oleksandr
Butsenko,
Thuy Do,

Thi Thu Ha
Nguyen,

Somporn
Gomaratut,
Valentyna

Demian

일본 등

Han, Yangmyeong, Jung, Yonhak ,
Siyonn Sophearith, Hoshino Hiroshi,
Norma A. Respicio, Heo, Yongho,
Chuchchai Gomaratut, Oleksandr
Butsenko, Thuy Do, Thi Thu Ha Nguyen,
Park, Weonmo, Somporn Gomaratut,
Valentyna Dem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 A Common Element, Diverse
Approaches,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
터, 당진시, 2019.

979119626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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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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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민속학과는 그동안 BK21+사업의 ‘해외석학 초청 강연’, ‘국제학술대회 개

최’, ‘해외 한민족 학술조사’, ‘해외 한민족 연구총서 발간’등을 통해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활발히 교류해 왔음 

  -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이나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센터와 학술연

구 MOU 체결을 통해 해외 한민족 학술조사를 비롯한 학술교류의 초석을 다져왔음. 

  -민속학의 학문적 특성을 살려 조선족 전문가, 고려인 전문가 등과 같이 해외 한민족 연

구에 특화된 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는 특징을 지님. 

  - 이 외에도 해외 소수민족의 사례나 연구방법론에 정통한 해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

해, 연구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한국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받아 왔음.

 

 ①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한 교류 실적 

  - 실적기간 동안(2015.1.1.∼2019.12.31.) 대학원 민속학과 BK21+사업팀은 교내외 BK사업

단과 5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음(국제학술대회의 상세 개최 내용은 앞의 3.3. ①

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조). 

  -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초청한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의 한민족 전문가 또는 한국학

연구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 왔으며, ‘해외 한민족 학술조사’의 공동수행이나 ‘해외 

한민족 연구총서 발간’ 등에 큰 도움을 받았음. 

 ② 해외석학 초청 실적 

  ○ 최해양 교수 

  - 중국 귀주대학교 동맹연구원 교수

  - 2017년 1월 11일 <동족(侗族)의 계단식 논문화에 대한 생태인류학적 접근>을 주제로 초

청 강연

  ○ 빅터 베노 마이어 로초 

  - 일본 하치조섬 루미너스 생물연구소 

  - 2017년 9월 18일 <North-Eastindian Tribalsand their Uses of Insects as Food and Medicin

e>을 주제로 초청 강연 

  - 2018년 3월 14일 <Kiriwina/Trobriand Island : Malinowski made them them famous throug

h his 1929 book ‘The sexual life of savages’>을 주제로 초청 강연

 

  ○ 중국 연변대학교 최민호교수 

  -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및 동대학 민속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

  - 연변 조선족 연구에 권위 있는 학자로서,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와 해외 한민족(조선족)

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교류를 지속함

  - 2018년 1월 24일 “주변과 중심사이 : 민속을 통해 본 조선족의 고유문화”라는 주제

로 초청 강연

 

  ○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김게르만 교수

  -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대학 한국학연구센터소장, 카자

흐스탄 공훈교수 등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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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센터와 학술연구 MOU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학

문적 교류를 이어감

  - 2018년 4월 16일 안동대학교 인문대학에서 <Changes in The Everydays Life of Korean 

In Kazakhstan>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   

 

  ○ 일본 와세다대학교 이애리아 교수

  - 일본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교수 및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 

  - 중앙아시아지역 전문가로서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와 해외 한민족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

며 교류를 지속함

  - 2018, 2019년에는 민속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해외 한민족 학술조사’에 

동행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2018년 9월 7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 : 소련 붕괴 후

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 

 

  ○ 중국 연변대학교 박금해 교수

  - 중국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교수 및 동대학 민족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

  - 연변 조선족 연구에 권위있는 학자로서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와 해외 한민족(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교류를 지속함

  - 대학원 민속학과 BK21+팀의 초청으로 2015년 1월 16일 <연변지역 조선족 무형문화유

산의 전승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

  - 2019년 1월 17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중국동북지역 人口較小民族의 생계방식의 

변화 및 그 사회문화적 적응>을 주제로 특강  

2. 해외 대학·연구기관 및 연구자 상호 교류 계획

  -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성 교류를 지양하며, 본 교육연구팀의 주제인‘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에 대한 민속학적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국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

임.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해외석학 초청 강연, 해외 공동학술조사 등을 매개로, 본 교육연

구팀의 교육·연구, 국제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연구인력과 교류할 것임.  

  - 민속학/한국학의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본 교육연구팀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방

향으로 인적 교류를 추구할 것임. 

 ①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 비슷한 학문 성격을 지니거나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교내외 BK교육연구단(팀)과 공동으

로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1회씩 개최할 계획임

  - 초청 대상은 본 교육연구팀의 주제에 정통한 연구자나 저명한 민속학자 등으로 세심하게 

선정 

  -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토론, 사회에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안목과 연구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② 해외 석학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인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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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연구자를 초청해서 교육연구팀 주제 관련 초청 특강을 매년 1∼2회 이상 개최

  - 해외 현지연구를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의 민속학자, 지역 공동체 현실문제 전문가, 문화 

자원화나 지역 활성화에 대한 탁월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초

청, 교류할 것임 

  - 국내 거주 해외학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용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임 

 ③ 공동학술조사를 통한 인적 교류 

  - 매년 연구회별로 교육연구팀의 주제에 맞는 관심 분야의 해외 현지연구를 기획·실시

  - 현지연구의 특성상 해당 국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협력은 필수적임

  - 국제학술대회, 해외석학 초청 등과 연계해, 교육연구팀의 연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교류할 것임.  

 ④ 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 기존 학술교류 MOU 체결기관인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국제

한국학연구센터와의 지속적인 교류 

  - 해외 한민족 공동체문화 연구나 비교민속학적 관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교류  

  ○ 오사카 간사이대학 세계민속학연구센터(世界民俗学研究センター)

   - 세계민속학계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있는 오사카 간사이대학 세계민속학연

구센터(世界民俗学研究センター)와 학술교류 MOU체결을 통해, 일본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학술조사를 비롯 다양한 학술교류를 추진할 것임. 

 

  ○ 일상과 문화연구회(日常と文化研究会)  

   - 현재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민속학의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일상과 문화연구회’(日常と文化研究会)와 국제적 협력과 학술교류를 추진할 것임.

   - 한중일 3개국어로 출판되고 있는 일상과 문화연구회의 학술지인 『日常と文化』를 통해, 

본 교육연구팀의 우수 연구 성과를 번역·게재할 계획임  

  ○ 이 외에도 교육연구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적극적 학

술교류를 추구함  

  → 본 교육연구팀의 국제화 계획은 지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함. 따라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석학 초청강연’, ‘공동학술조사’, ‘해외기관과의 교류’가 별개로 이

뤄지는 형태가 아니며,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 수행할 것임.

  → 이와 같은 활동이 논문, 저서출판 등과 같은 학문적 성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

구팀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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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차년도

(20.9-

21.2)

2차년도

(21.3-

22.2)

3차년도

(22.3-

23.2)

4차년도

(23.3-

24.2)

5차년도

(24.3-

25.2)

6차년도

(25.3-

26.2)

7차년도

(26.3-

27.2)

8차년도

(27.3-

27.8)

계

대학원생 연

구장학금
81,600 163,200 163,200 163,200 163,200 163,200 163,200 81,600 1,142,400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36,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 504,000

산학협력 전

담인력 인건

비

0

국제화 경비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140,000

교육연구단

운영비
14,9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14,900 208,600

교육과정 개

발비
0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

동 지원비

0

간접비 7,5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 105,000

Ⅳ. 사업비 집행 계획

1. 사업비 집행 계획(1-8차년도)
                                                                 (단위: 천원)

합계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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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비 집행 계획

2.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1~8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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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1~8차년도)

[1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11 700 6 46,200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3
박사수료생 2

1,300 
1,000

6 35,400

합계 81,6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1 3,000 6 18,000

계약교수 1 3,000 6 18,000

합계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36,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

(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1차 연도는 해당없음 

장기연수 ‣ 1차 연도는 해당없음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초청경비 800천원

 - 강의료 400×2명×1회 = 800

   ·진행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8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경비 9,200천원 

 - 발표비 400×3명 = 1,200

 - 항공료 1,000×3명 = 3,000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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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팀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인건비

‣ 해당 없음

성과급
‣ 참여교수 성과급 : 7,500천원

 - 1,500×2명+1,250×2명+100×2명 =7,500
7,500

국내여비

‣ 출장비 : 300천원

 - 사업팀 운영 관련 출장비 

  ·150×2회 = 300

3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 게재료 지원 : 800천원

 - 참여대학원생 : 2편×200 =400

 - 신진연구인력 : 2명×1편×200 =400

‣ 학회 참가비 : 1,200천원

 - 대학원생 : 18명×50×1회=900

 - 신진연구인력 : 2명×150×1회=300

‣ 취업 특강·전문가 초청 강연 : 300천원

 - 취업 특강료 300×1회=300

‣ 국내학술조사비(정보수집비) : 1,400천원

 - 대학원생 : 18명×50 =900

 - 신진연구인력 : 2명×250 =500

3,7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복사비 및 발송료 등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 800천원

 - 교육연구팀 운영회의

   ·200×2회 =400

 - 실무 회의 

   ·100×4회=400

‣ 대학원세미나 지원(동계) : 600천원

 - 동계 세미나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컨설팅 자문비 : 500천원

ㆍ250원×2명=500

1,900

각종 

행사경비

‣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비 : 1,500천원 

 -1,500×1회 =1,000
1,500

 - 행사경비(숙박비, 식비, 장소사용료 등) : 5,000 

  ·토론비, 사회비 등은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합계 10,000

120 / 160



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8) 간접비 : 7,500천원

- 부족분은 안동대학교 대응자금과 안동시 지원금 활용

기타 ‣ 해당 없음

합   계 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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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11 700 12 92,400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3
박사수료생 2

1,300 
1,000

12 70,800

합계 163,2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1 3,000 12 36,000

계약교수 1 3,000 12 36,000

합계 72,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

(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해외학술 공동조사 15,000천원

 - 대학원생 8명, 교수 1명, 신진연구인력 1명 

  ·항공료 1,000×10명=10,000

  ·조사경비 500×10명=5,000

  ·부족분은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15,000

장기연수 ‣ 해당 없음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초청경비 800천원

 - 강의료 400×2명 =800

  ·진행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8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경비 4,200천원

 - 발표비 400×3명 =1,200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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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팀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인건비

‣ 해당 없음

성과급
‣ 참여교수 성과급 : 15,000천원

 - 3,000×2명+2,500×2명+200×2명 =15,000
15,000

국내여비

‣ 출장비 : 900천원

 - 사업팀 운영 관련 출장비 

  ·150×6회 = 900

9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 게재료 지원 : 1,800천원

 - 참여대학원생 : 5편×200 =1,000

 - 신진연구인력 : 2명×2편×200 =800

‣ 학회 참가비 : 2,1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150×2회=600

‣ 취업 특강·전문가 초청 강연 : 1,000천원

 - 취업 특강료 300×2회=600

 - 전문가 초청강연료 400×1회=400

‣ 국내학술조사비(정보수집비) : 2,6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400 =800

‣ 출판지원비 : 1,000천원

 - 우수 학위논문 출판지원비는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7,5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복사비 및 발송료 등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 1,700천원

 - 교육연구팀 운영회의

   ·200×4회 =800

 - 실무 회의 

   ·100×9회=900

3,400

 - 항공료 1,000×3명 =3,000

 - 행사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합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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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8) 간접비 : 15,000천원

‣ 대학원세미나 지원(동, 하계) : 1,200천원

 - 동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하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컨설팅 자문비 : 500천원

ㆍ250×2명=500

각종 

행사경비

‣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비 : 3,000천원 

 - 1,500×2회 =3,000
3,000

기타 ‣ 해당 없음

합   계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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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11 700 12 92,400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3
박사수료생 2

1,300 
1,000

12 70,800

합계 163,2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1 3,000 12 36,000

계약교수 1 3,000 12 36,000

합계 72,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

(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해외학술 공동조사 15,000천원

 - 대학원생 8명, 교수 1명, 신진연구인력 1명 

  ·항공료 1,000×10명=10,000

  ·조사경비 500×10명=5,000

  ·부족분은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15,000

장기연수 ‣ 해당 없음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초청경비 800천원

 - 강의료 400×2명 =800

  ·진행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8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경비 4,200천원

 - 발표비 400×3명 =1,200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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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팀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인건비

‣ 해당 없음

성과급
‣ 참여교수 성과급 : 15,000천원

 - 3,000×2명+2,500×2명+200×2명 =15,000
15,000

국내여비

‣ 출장비 : 900천원

 - 사업팀 운영 관련 출장비 

  ·150×6회 = 900

9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 게재료 지원 : 1,800천원

 - 참여대학원생 : 5편×200 =1,000

 - 신진연구인력 : 2명×2편×200 =800

‣ 학회 참가비 : 2,1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150×2회=600

‣ 취업 특강·전문가 초청 강연 : 1,000천원

 - 취업 특강료 300×2회=600

 - 전문가 초청강연료 400×1회=400

‣ 국내학술조사비(정보수집비) : 2,6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400 =800

‣ 출판지원비 : 1,000천원

 - 우수 학위논문 출판지원비는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7,5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복사비 및 발송료 등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 1,700천원

 - 교육연구팀 운영회의

   ·200×4회 =800

 - 실무 회의 

   ·100×9회=900

3,400

 - 항공료 1,000×3명 =3,000

 - 행사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합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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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8) 간접비 : 15,000천원

‣ 대학원세미나 지원(동, 하계) : 1,200천원

 - 동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하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컨설팅 자문비 : 500천원

ㆍ250×2명=500

각종 

행사경비

‣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비 : 3,000천원 

 - 1,500×2회 =3,000
3,000

기타 ‣ 해당 없음

합   계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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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11 700 12 92,400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3
박사수료생 2

1,300 
1,000

12 70,800

합계 163,2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1 3,000 12 36,000

계약교수 1 3,000 12 36,000

합계 72,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

(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해외학술 공동조사 15,000천원

 - 대학원생 8명, 교수 1명, 신진연구인력 1명 

  ·항공료 1,000×10명=10,000

  ·조사경비 500×10명=5,000

  ·부족분은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15,000

장기연수 ‣ 해당 없음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초청경비 800천원

 - 강의료 400×2명 =800

  ·진행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8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경비 4,200천원

 - 발표비 400×3명 =1,200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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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팀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인건비

‣ 해당 없음

성과급
‣ 참여교수 성과급 : 15,000천원

 - 3,000×2명+2,500×2명+200×2명 =15,000
15,000

국내여비

‣ 출장비 : 900천원

 - 사업팀 운영 관련 출장비 

  ·150×6회 = 900

9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 게재료 지원 : 1,800천원

 - 참여대학원생 : 5편×200 =1,000

 - 신진연구인력 : 2명×2편×200 =800

‣ 학회 참가비 : 2,1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150×2회=600

‣ 취업 특강·전문가 초청 강연 : 1,000천원

 - 취업 특강료 300×2회=600

 - 전문가 초청강연료 400×1회=400

‣ 국내학술조사비(정보수집비) : 2,6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400 =800

‣ 출판지원비 : 1,000천원

 - 우수 학위논문 출판지원비는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7,5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복사비 및 발송료 등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 1,700천원

 - 교육연구팀 운영회의

   ·200×4회 =800

 - 실무 회의 

   ·100×9회=900

3,400

 - 항공료 1,000×3명 =3,000

 - 행사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합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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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8) 간접비 : 15,000천원

‣ 대학원세미나 지원(동, 하계) : 1,200천원

 - 동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하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컨설팅 자문비 : 500천원

ㆍ250×2명=500

각종 

행사경비

‣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비 : 3,000천원 

 - 1,500×2회 =3,000
3,000

기타 ‣ 해당 없음

합   계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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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11 700 12 92,400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3
박사수료생 2

1,300 
1,000

12 70,800

합계 163,2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1 3,000 12 36,000

계약교수 1 3,000 12 36,000

합계 72,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

(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해외학술 공동조사 15,000천원

 - 대학원생 8명, 교수 1명, 신진연구인력 1명 

  ·항공료 1,000×10명=10,000

  ·조사경비 500×10명=5,000

  ·부족분은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15,000

장기연수 ‣ 해당 없음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초청경비 800천원

 - 강의료 400×2명 =800

  ·진행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8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경비 4,200천원

 - 발표비 400×3명 =1,200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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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팀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인건비

‣ 해당 없음

성과급
‣ 참여교수 성과급 : 15,000천원

 - 3,000×2명+2,500×2명+200×2명 =15,000
15,000

국내여비

‣ 출장비 : 900천원

 - 사업팀 운영 관련 출장비 

  ·150×6회 = 900

9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 게재료 지원 : 1,800천원

 - 참여대학원생 : 5편×200 =1,000

 - 신진연구인력 : 2명×2편×200 =800

‣ 학회 참가비 : 2,1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150×2회=600

‣ 취업 특강·전문가 초청 강연 : 1,000천원

 - 취업 특강료 300×2회=600

 - 전문가 초청강연료 400×1회=400

‣ 국내학술조사비(정보수집비) : 2,6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400 =800

‣ 출판지원비 : 1,000천원

 - 우수 학위논문 출판지원비는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7,5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복사비 및 발송료 등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 1,700천원

 - 교육연구팀 운영회의

   ·200×4회 =800

 - 실무 회의 

   ·100×9회=900

3,400

 - 항공료 1,000×3명 =3,000

 - 행사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합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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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8) 간접비 : 15,000천원

‣ 대학원세미나 지원(동, 하계) : 1,200천원

 - 동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하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컨설팅 자문비 : 500천원

ㆍ250×2명=500

각종 

행사경비

‣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비 : 3,000천원 

 - 1,500×2회 =3,000
3,000

기타 ‣ 해당 없음

합   계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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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11 700 12 92,400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3
박사수료생 2

1,300 
1,000

12 70,800

합계 163,2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1 3,000 12 36,000

계약교수 1 3,000 12 36,000

합계 72,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

(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해외학술 공동조사 15,000천원

 - 대학원생 8명, 교수 1명, 신진연구인력 1명 

  ·항공료 1,000×10명=10,000

  ·조사경비 500×10명=5,000

  ·부족분은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15,000

장기연수 ‣ 해당 없음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초청경비 800천원

 - 강의료 400×2명 =800

  ·진행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8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경비 4,200천원

 - 발표비 400×3명 =1,200
4,200

134 / 160



  5) 교육연구팀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인건비

‣ 해당 없음

성과급
‣ 참여교수 성과급 : 15,000천원

 - 3,000×2명+2,500×2명+200×2명 =15,000
15,000

국내여비

‣ 출장비 : 900천원

 - 사업팀 운영 관련 출장비 

  ·150×6회 = 900

9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 게재료 지원 : 1,800천원

 - 참여대학원생 : 5편×200 =1,000

 - 신진연구인력 : 2명×2편×200 =800

‣ 학회 참가비 : 2,1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150×2회=600

‣ 취업 특강·전문가 초청 강연 : 1,000천원

 - 취업 특강료 300×2회=600

 - 전문가 초청강연료 400×1회=400

‣ 국내학술조사비(정보수집비) : 2,6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400 =800

‣ 출판지원비 : 1,000천원

 - 우수 학위논문 출판지원비는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7,5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복사비 및 발송료 등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 1,700천원

 - 교육연구팀 운영회의

   ·200×4회 =800

 - 실무 회의 

   ·100×9회=900

3,400

 - 항공료 1,000×3명 =3,000

 - 행사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합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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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8) 간접비 : 15,000천원

‣ 대학원세미나 지원(동, 하계) : 1,200천원

 - 동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하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컨설팅 자문비 : 500천원

ㆍ250×2명=500

각종 

행사경비

‣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비 : 3,000천원 

 - 1,500×2회 =3,000
3,000

기타 ‣ 해당 없음

합   계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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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11 700 12 92,400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3
박사수료생 2

1,300 
1,000

12 70,800

합계 163,2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1 3,000 12 36,000

계약교수 1 3,000 12 36,000

합계 72,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

(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해외학술 공동조사 15,000천원

 - 대학원생 8명, 교수 1명, 신진연구인력 1명 

  ·항공료 1,000×10명=10,000

  ·조사경비 500×10명=5,000

  ·부족분은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15,000

장기연수 ‣ 해당 없음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초청경비 800천원

 - 강의료 400×2명 =800

  ·진행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8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경비 4,200천원

 - 발표비 400×3명 =1,200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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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팀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인건비

‣ 해당 없음

성과급
‣ 참여교수 성과급 : 15,000천원

 - 3,000×2명+2,500×2명+200×2명 =15,000
15,000

국내여비

‣ 출장비 : 900천원

 - 사업팀 운영 관련 출장비 

  ·150×6회 = 900

9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 게재료 지원 : 1,800천원

 - 참여대학원생 : 5편×200 =1,000

 - 신진연구인력 : 2명×2편×200 =800

‣ 학회 참가비 : 2,1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150×2회=600

‣ 취업 특강·전문가 초청 강연 : 1,000천원

 - 취업 특강료 300×2회=600

 - 전문가 초청강연료 400×1회=400

‣ 국내학술조사비(정보수집비) : 2,600천원

 - 대학원생 : 18명×100 =1,800

 - 신진연구인력 : 2명×400 =800

‣ 출판지원비 : 1,000천원

 - 우수 학위논문 출판지원비는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7,5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복사비 및 발송료 등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 1,700천원

 - 교육연구팀 운영회의

   ·200×4회 =800

 - 실무 회의 

   ·100×9회=900

3,400

 - 항공료 1,000×3명 =3,000

 - 행사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합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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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8) 간접비 : 15,000천원

‣ 대학원세미나 지원(동, 하계) : 1,200천원

 - 동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하계 세미나 :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컨설팅 자문비 : 500천원

ㆍ250×2명=500

각종 

행사경비

‣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비 : 3,000천원 

 - 1,500×2회 =3,000
3,000

기타 ‣ 해당 없음

합   계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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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석사과정생 11 700 6 46,200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3
박사수료생 2

1,300 
1,000

6 35,400

합계 81,600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박사후 과정생 1 3,000 6 18,000

계약교수 1 3,000 6 18,000

합계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36,000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인원

(A)
1인당 

월지급액(B) 지급개월수(C) 산출액(A*B*C)

산학협력 전담인력

 4) 국제화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단기연수 ‣ 1차 연도는 해당없음 

장기연수 ‣ 1차 연도는 해당없음

해외석학초빙

‣ 해외석학 초청경비 800천원

 - 강의료 400×2명×1회 = 800

   ·진행경비는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800

기타국제화활동

‣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경비 9,200천원 

 - 발표비 400×3명 = 1,200

 - 항공료 1,000×3명 = 3,000

 - 행사경비(숙박비, 식비, 장소사용료 등) : 5,000 

  ·토론비, 사회비 등은 안동시 지원금과 안동대학교 대응자금 

활용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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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팀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교육연구팀 

전담직원

인건비

‣ 해당 없음

성과급
‣ 참여교수 성과급 : 7,500천원

 - 1,500×2명+1,250×2명+100×2명 =7,500
7,500

국내여비

‣ 출장비 : 300천원

 - 사업팀 운영 관련 출장비 

  ·150×2회 = 300

300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 게재료 지원 : 800천원

 - 참여대학원생 : 2편×200 =400

 - 신진연구인력 : 2명×1편×200 =400

‣ 학회 참가비 : 1,200천원

 - 대학원생 : 18명×50×1회=900

 - 신진연구인력 : 2명×150×1회=300

‣ 취업 특강·전문가 초청 강연 : 300천원

 - 취업 특강료 300×1회=300

‣ 국내학술조사비(정보수집비) : 1,400천원

 - 대학원생 : 18명×50 =900

 - 신진연구인력 : 2명×250 =500

3,70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없음

일반수용비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복사비 및 발송료 등

 - 안동대 대응자금 활용 ·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 800천원

 - 교육연구팀 운영회의

   ·200×2회 =400

 - 실무 회의 

   ·100×4회=400

‣ 대학원세미나 지원(동계) : 600천원

 - 동계 세미나 자료집 300+식비 300 =600

‣ 컨설팅 자문비 : 500천원

ㆍ250원×2명=500

1,900

각종 

행사경비

‣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비 : 1,500천원 

 -1,500×1회 =1,000

- 부족분은 안동대학교 대응자금과 안동시 지원금 활용

1,500

기타 ‣ 해당 없음

합   계 14,900

합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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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개발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단위 : 천원)

 

산출근거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8) 간접비 : 7,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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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0년도 교육연구팀 전체 교수 현황

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분야

신임/기존 사범대/분교
외국인/
내국인

비고
한글 영문

2020.05.14 민속학과 이영배
Lee, Young-

Bae
교수 10143889 민속학(인류학) 기존 내국인

2020.05.14 민속학과 이상현
Lee Sang

Hyun
교수 10021858 민속학(인류학) 기존 내국인

2020.05.14 민속학과 배영동
Bae, Young-

Dong
교수 10033509 민속학(인류학) 기존 내국인

2020.05.14 민속학과 한양명
Yang-Myung

Han
교수 10141636 민속학(인류학) 기존 내국인

2020.05.14 민속학과 이용범
Yi, Yong-

Bhum
부교수 10049307 한국종교일반 기존 내국인

2020.05.14 민속학과 이진교 Lee Jin Gyo 조교수 10251711 민속학(인류학) 신임 내국인

전체 교수 수 6 기존 교수 수 5 신임교수 수 1

   신임교수 실적 포함 여부
   기타 업적물(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연구비/ 교육역량 대표실적
신임교수 실적포함여부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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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20년도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현황

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학번
생년

(YYYY)
외국인/
내국인

자교/
타교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사업 참여
여부

비고재학
학기수한글 영문 과정

2020.05.14 민속학과 구가은 Gu, Gaeun 20205003 내국인 타교 이영배 석사 1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권영창
Kwon,

Youngchang
20205004 내국인 자교 이진교 석사 1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김민기 Kim, Minki 20195080 내국인 자교 배영동 석사 2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김영윤
Kim,

Yeongyun
20195011 내국인 타교 한양명 석사 3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김정현
Kim,

Jeonghyeon
20195012 내국인 자교 이영배 석사 3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문효진 Moon, Hyojin 20205005 내국인 자교 이진교 석사 1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박정영
Park,

Jungyoung
20195013 내국인 타교 한양명 석사 3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박종한 Park, Jonghan 20185089 내국인 자교 이진교 석사 4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서별 Seo, Byeol 20195081 내국인 타교 배영동 석사 2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심지윤 Sim, Jiyun 20195014 내국인 자교 배영동 석사 3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안솔잎 An, Solip 20195015 내국인 자교 이영배 석사 3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이동희 Lee, Donghee 20205006 내국인 자교 배영동 석사 1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이재각 Lee, Jaekak 20195016 내국인 타교 이진교 석사 3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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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학번
생년

(YYYY)
외국인/
내국인

자교/
타교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사업 참여
여부

비고재학
학기수한글 영문 과정

2020.05.14 민속학과 이효정 Lee, Hyojeong 20205007 내국인 자교 배영동 석사 1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조정희 Cho, Jungheui 20195017 내국인 타교 한양명 석사 3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차창호 Cha, Changho 20195082 내국인 타교 한양명 석사 2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최현욱
Choe,

Hyeonuk
20205008 내국인 자교 이진교 석사 1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황성현
Hwang,

Seonghyeon
20195018 내국인 자교 이상현 석사 3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강석민
Kang,

Seokmin
20165201 내국인 자교 이영배 박사 6 미참여 수료 후 등록

2020.05.14 민속학과 공다해 Kong, Dahae 20185234 내국인 자교 이영배 박사 4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김달현 Kim, Dalhyun 20195201 내국인 자교 한양명 박사 3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김대곤 Kim, Daegon 20205202 내국인 타교 이진교 박사 1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김명진
Kim,

Myeongjin
20185202 내국인 타교 한양명 박사 5 미참여 수료 후 등록

2020.05.14 민속학과 김영순
Kim,

Youngsun
20175202 내국인 자교 배영동 박사 7 참여 수료 후 등록

2020.05.14 민속학과 도완녀 Do, Wannyeo 20175204 내국인 타교 이용범 박사 7 미참여 수료 후 등록

2020.05.14 민속학과 안진수 Ahn, Jinsu 20185205 내국인 자교 이진교 박사 5 참여 수료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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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학번
생년

(YYYY)
외국인/
내국인

자교/
타교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사업 참여
여부

비고재학
학기수한글 영문 과정

2020.05.14 민속학과 이민주 Lee, Minjoo 20195202 내국인 타교 박사 3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이봉우 Lee, Bongwoo 20165203 내국인 타교 박사 7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이순길 Lee, Sungil 20205203 내국인 타교 박사 1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이인희 Lee, Inhue 20185235 내국인 타교 박사 4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이정욱 Lee, Jeonguk 20185206 내국인 자교 박사 5 참여 수료 후 등록

2020.05.14 민속학과 정은정
Jeong,

Eunjeong
20205204 내국인 자교 박사 1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채애현 Cha, Eaehyun 20195203 내국인 타교 박사 2 미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최민지 Choi, Minji 20205205 내국인 자교 박사 1 참여

2020.05.14 민속학과 최유정 Choi, Yujung 20185207 내국인 자교 박사 5 참여 수료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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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학원생 수
(명)

석사 1 8

참여 대학원생 수
(명)

석사 1 2

참여비율(%)

석사 6 6 . 6 7

박사 1 7 박사 8 박사 4 7 . 0 6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

계 3 5 계 20 전체 57.14

자교 학사 전체
대학원생 수(명)

석사 1 1

자교 학사 참여
대학원생 수(명)

석사 9

자교학사
참여비율(%)

석사 8 1 . 8 2

박사 9 박사 7 박사 7 7 . 7 8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

계 2 0 계 1 6 전체 8 0 . 0 0

외국인 전체 대학원생
수(명)

석사 0

외국인 참여 대학원생
수 (명)

석사 0

외국인
참여비율(%)

석사 -

박사 0 박사 0 박사 -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

계 0 계 0 전체 -

147 / 160



[첨부 3]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확보 실적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7년 4월 1일 1 강혜정
Kang,

Hyejeong
20175003 내국인 이영배 석사

2017년 4월 1일 2 권나현
Kwon,

Nahyeon
20175004 내국인 배영동 석사

2017년 4월 1일 3 김하늘 Kim, Haneul 20165112 내국인 한양명 석사

2017년 4월 1일 4 남성희
Nam,

Seonghee
20175005 내국인 이용범 석사

2017년 4월 1일 5 문진영
Moon,

Jinyeong
20175006 내국인 이상현 석사

2017년 4월 1일 6 안진수 Ahn, Jinsu 20145129 내국인 배영동 석사

2017년 4월 1일 7 이수진 Lee, Sujin 20165008 내국인 한양명 석사

2017년 4월 1일 8 임춘식 Im, Chunsik 20175008 내국인 이상현 석사

2017년 4월 1일 9 조윤수 Jo, Yoonsoo 20175010 내국인 배영동 석사

2017년 4월 1일 10 최유정 Choi, Yujung 20165011 내국인 배영동 석사

2017년 4월 1일 11 현진주 Hyun, Jinjoo 20165012 내국인 이영배 석사

2017년 4월 1일 12 강석민
Kang,

Seokmin
20165201 내국인 이영배 박사

2017년 4월 1일 13 김영순
Kim,

Youngsun
20175202 내국인 배영동 박사

2017년 4월 1일 14 도완녀 Do, Wannyeo 20175204 내국인 이용범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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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7년 4월 1일 15 안성배 An, Sungbae 20175205 내국인 한양명 박사

2017년 4월 1일 16 이봉우
Lee,

Bongwoo
20165203 내국인 한양명 박사

2017년 4월 1일 17 이한승
Lee,

Hanseung
20155201 내국인 배영동 박사

2017년 10월 1일 18 강혜정
Kang,

Hyejeong
20175003 내국인 이영배 석사

2017년 10월 1일 19 권나현
Kwon,

Nahyeon
20175004 내국인 배영동 석사

2017년 10월 1일 20 김상규 Kim, Sangkyu 20175094 내국인 배영동 석사

2017년 10월 1일 21 김하늘 Kim, Haneul 20165112 내국인 한양명 석사

2017년 10월 1일 22 남성희
Nam,

Seonghee
20175005 내국인 이용범 석사

2017년 10월 1일 23 문진영
Moon,

Jinyeong
20175006 내국인 이상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24 이민아 Lee, Minah 20175095 내국인 배영동 석사

2017년 10월 1일 25 이수진 Lee, Sujin 20165008 내국인 한양명 석사

2017년 10월 1일 26 임춘식 Im, Chunsik 20175008 내국인 이상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27 조윤수 Jo, Yoonsoo 20175010 내국인 배영동 석사

2017년 10월 1일 28 최유정 Choi, Yujung 20165011 내국인 배영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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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7년 10월 1일 29 내국인 석사

2017년 10월 1일 30 내국인 박사

2017년 10월 1일 31 내국인 박사

2017년 10월 1일 32 내국인 박사

2017년 10월 1일 33 내국인 박사

2017년 10월 1일 34 내국인 박사

2017년 10월 1일 35 내국인 박사

2017년 10월 1일 36 내국인 박사

2018년 4월 1일 37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38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39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0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1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2 내국인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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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4월 1일 43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4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5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6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7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8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49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50 내국인 석사

2018년 4월 1일 51 내국인 박사

2018년 4월 1일 52 내국인 박사

2018년 4월 1일 53 내국인 박사

2018년 4월 1일 54 내국인 박사

2018년 4월 1일 55 내국인 박사

2018년 4월 1일 56 내국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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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4월 1일 57 내국인 박사

2018년 4월 1일 58 내국인 박사

2018년 4월 1일 59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60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1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2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3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4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5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6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7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8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69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70 내국인 석사

152 / 160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10월 1일 71 내국인 석사

2018년 10월 1일 72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73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74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75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76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77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78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79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80 내국인 박사

2018년 10월 1일 81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82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83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84 내국인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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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4월 1일 85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86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87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88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89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90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91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92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93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94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95 내국인 석사

2019년 4월 1일 96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97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98 내국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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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4월 1일 99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0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1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2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3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4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5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6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7 내국인 박사

2019년 4월 1일 108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09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0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1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2 내국인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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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10월 1일 113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4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5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6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7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8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19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20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21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22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23 내국인 석사

2019년 10월 1일 124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25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26 내국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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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10월 1일 127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28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29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30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31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32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33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34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35 내국인 박사

2019년 10월 1일 136 내국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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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수(명)

석사

2017년 11.50

석박사통합

2017년 0.00

외국인 학생 수

2017년 0.00
2018년 13.00 2018년 0.00

2019년 14.50 2019년 0.00
2018년 0.00

전체 39.00 전체 0.00

박사

2017년 6.50

총계

2017년 18.00
2019년 0.00

2018년 9.50 2018년 22.50

2019년 13.00 2019년 27.50
전체 0.00

전체 29.00 전체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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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배출 실적 (졸업 및 취(창)업 실적)

연도 기준월 연번

성 명

학번
생년

(YYYY)
취득
학위

연구업적물
제출여부

입학
년월

(YYYYMM)

취(창)업구
분

취(창)업정보

회사명 취(창)업구분 근무 지역한글 영문

2017년 2월 1 1992 석사 X

2017년 2월 2 1991 석사 X

2017년 2월 3 1990 석사 X

2017년 2월 4 1987 석사 X

2017년 2월 5 1984 박사 O

2017년 8월 6 1986 석사 X

2017년 8월 7 1973 석사 X

2018년 2월 8 1984 석사 X

2018년 2월 9 1988 석사 O

2018년 2월 10 1991 석사 O

2018년 2월 11 1987 석사 O

2018년 2월 12 1993 석사 O

2018년 8월 13 1981 박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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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월 연번

성 명

학번
생년

(YYYY)
취득
학위

연구업적물
제출여부

입학
년월

(YYYYMM)

취(창)업구
분

취(창)업정보

회사명 취(창)업구분 근무 지역한글 영문

2018년 8월 14 1993 석사 O

2018년 8월 15 1962 박사 O

2019년 2월 16 1994 석사 O 취업
한국국학진

흥원
비정규직 경북 안동

2019년 2월 17 1994 석사 O 취업 상주박물관 비정규직 경북 상주

2019년 8월 18 1967 박사 O 취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비정규직 서울

졸업생 2017년 전체

석사 6

2018년 전체

석사 6

2019년 전체

석사 2

전체 기
간 전체

석사 14

환산
졸업생

수

석사 7

4 박사 4박사 1 박사 2 박사 1 박사

18 계 11계 7 계 8 계 3 계

취(창)업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2

 국내 진학자 소계 0

2019년

8월 졸업자

석사 0

 국내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취(창)업자 소계 2  취(창)업자 소계 0

박사 0
 입대자 소계 0

박사 1
 입대자 소계 0

 취(창)업자 소계 0  취(창)업자 소계 1

160 /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