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역사기록학회 제 21 회 학술심포지엄
“로 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 지방무용 담론과 발전방향”
2019년 10월 3일 (목 ) 13시 ~1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공동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사) 한국무용협회 , 무용역사기록학회
주

관: (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 무용역사기록학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무용역사기록학회는 2019년 10월 3일 (목) 에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의 차이와 융합: 지방무용 담론
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의 무용과 폐과 상황과 서울 중심적인 무용 활동으로 지방의 무용 인구
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무용 활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무용의 위기를 진
단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무용계에서의 문제의식 공유와 다각도에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회의 주제로 삼은 ‘로컬리티’와 ‘ 커뮤니티’ 는 춤과 지역,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성을 통해 발생하
는 춤의 사회적 연결(Social Engaging) 에서 발생한 담론의 지점입니다. 이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여 지방무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학술적 의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 ’이라는 용어가 서울과 구분되는, 혹은 주류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관습적인 의미로 사
용되어왔지만 , 본 학회에서 사용하는 ‘지방’이란 자체의 시스템을 갖추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지
역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지방을 단위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행정적, 경제적, 역사적 측면
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민의 고유한 예술 활동을 들여다봄으로서 무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학술대회는 지방무용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각 지역의 무용학자들을 고
르게 초청하였으며, 각 지방무용의 문제점과 개선의 전략을 연구자, 실무자, 예술가들의 다양한 입
장에서 들어보고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 공연과 강연이 접목된 렉처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발표의 형식을 제안하고 , 포스트세션을 마련하여 신진연구자들의 참신한 연구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본 학회에서 마련한 연구발표와 논의를 통해 그동안 무용 창작의 미학적 틀 속
에 안주해왔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당대의 문제와 공공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춤의 새로운
형식과 연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무용계의 화합을 상징하는 전국무용제의 일환으로 대구에서 열립니다.
무용역사기록학회 모든 회원 및 무용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술 심포지엄 참가자 (포스터 발표) 공모 안내
본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역량 강화와 학회 회원 및 이사님들의 참여

를 독려하고자 포스터발표 참가자를 공모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
을 참조하여 8월 30일( 금 )까지 발표 개요를 제출해 주십시오.

- 아

래 -

1. 공모 분야
: 포스터 발표
① 지정주제:
㉮ 지방무용의 현 상황 검토 및 활성화 방안
㉯ 지방무용시대를 위한 롤모델 및 비전 모색
② 자유주제: 주제에 제한 없음

2. 공모 절차
1) 제출내용: 참가신청서 작성 및 서식 내 초록문 작성( 국문 300단어 이내)
2) 제출기한: 2019년 8월 30일 (금 )
3) 제출방법: 이메일 ds_dh@daum.net

※ 접수된 초록은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3. 문의처
무용역사기록학회 사무국 ds_dh@daum.net
무용역사기록학회 사무국장 전화 010-6701-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