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회차별 운영 내용

회 차

1강
(6.8)

주 제
전라도 신택리지

민속학의 개념과 남도(호남)라는 지역 서사의 개념에

: 남도 문화와 민속학

관해 설명하고, 이해한다. 남도(호남)의 문화를 농경문화

“若無湖南 是無國家”는 진짜

▶

일까요?

2강
(6.15)

(6.22)

(6.29)

: 구술문화와 기록문화

신화(神話)와 민요(民謠)의 이행 과정을 살핌으로써 민

▶

'고려시대 노래'가 한글로 기

속이 갖는 보편적 특징을 이야기해보고 구비문학이 갖

록되어 있다고요?

는 생명력을 주제로 토의한다.

: 설화의 재해석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는

▶

(7.6)

과거의 일생의례와 현대의 일생의례를 비교하여 그 변

▶

종부(宗婦)는 왜 '남의 집안'

화 양상과 그 속에 숨은 남겨진 문화를 주제로 살펴본

을 지키고 살까요?

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변화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 세시풍속
▶

‘철이 든다’라는 말은 어떤 의

: 공동체 의례
▶

“해야 하는 것”도 금기(禁忌)

라고?

7강
(7.20)

죽음은 축제
: 영화 “축제” 감상
▶

8강
(7.27)

보면서 이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파악해본다.

: 일생의례

하거나 하지 말거나
(7.13)

풍수, 도깨비, 귀신 설화 등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등을

종부의 삶에 빗대어 인간의 일생의례를 주제로 살핀다.

미일까요?

6강

풍속 설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해 이야기한다.

종부로 살아가기

철이 들어야 어른
5강

남도 문화가 갖는 다양성에 대해 논의한다.
구술 문학이 기록문학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왜 뿔이 없을까요?

4강

+도서문화로 해석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억의 역사

물아래 김서방
3강

교육 내용

왜 상갓집에서 춤을 출까요?

철을 알아야 농사를 짓고, 물때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
을 수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을 아는 것이고,
시간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농경 중심의 계절 인식과 일주일 단위의 시간 인식의
차이와 그 변화 양상을 살핀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본 틀을 이해하기 위해
공동체 신앙에 관해 이야기한다.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하나이고, 공동체를 위함이 결국 자신의 삶을 위한 것
임을 신앙을 통해 살핀다. 농경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지금에 개인 신앙의 강화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임권택 감독의 1996년 영화 “축제”를 감상하고 그 의미
를 살핀다. 전통 장례식 절차와 아이로 돌아가는 인간
의 순환론적 삶의 모습도 함께 보며, 죽음이 갖는 의미
에 대해 논의한다.

당골네 단골손님

무속신앙을 주제로 그중 강신무와 세습무, 단골 판과

: 민속신앙

종교적 개념까지 함께 살핀다. 또한, 가택 신앙, 기복신

▶

'단골' 손님과 전라도 '당골'은

앙 등을 함께 알아보며, 우리 민족이 갖는 현세 구복

무슨 관계일까요?

관념을 이해한다.

남도 지역의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등지 사람들의 삶

강마을 사람들
9강
(8.3)

을 주제로 민물 어로와 유통, 음식 문화 등을 통해 물

: 강어로
▶

어부는 바다에만 있는 게 아
니라고요?

(8.10)

해녀의 역사 전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로 문

: 해녀에 관한 이해
▶

해녀(海女)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구요?

(8.17)

우리나라에도

해녀에 관해 그 차이를 살핀다. 제주도 출가 해녀를 통
해 강력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로

남해에 전해오는 인어에 관한 이야기를 살핀다. 이를

: 우리나라 인어 이야기
▶

화 전반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나라와 일본에 존재하는

다가오는지 이야기해본다.

남해 인어
11강

기해 보면서 어로 문화가 남도 민속의 한 축임을 이해
한다.

서남해 해녀
10강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바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상

'인어(人魚)'가

있어요?

통해 서양에서 전해 내려온 인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 인어 이야기가 있었음을 상기해 보고, 외국인들의
영향에 의해 어떻게 이야기와 존재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본다.
도시공동체 만들기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농촌, 어

12강
(8.24)

마을박물관

촌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도시공동체는 하

: 공동체 문화의 보존에 관해

나의 공동체이자, 민속이 전승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

우리 '아이의 고향'은 어디일

까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향” 만들기가 가능한가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공동체 사회와
민속의 변화를 공유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