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구술사학회 소식지
2010년 11월 제1호

인사의 글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한풀 꺾이고 나니 어느 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보내드리는 저희 한국구술사학회 뉴스레터 속에도 일 년 동안의 성과가 제법 많이 쌓였습니다. 학회 창립 이후
부지런히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의 학회 활동과 회원들의 소식을 모
아서 소식지에 담아보았습니다. 소식지를 만들다보니 여러 회원들의 도움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과 더욱 가깝게 교류하고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구술사학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구술사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구술사학회 회장
함한희
2010년 11월 10일

2009년 6월 4일 창립학술대회

2010년 6월 18일 하계학술대회

학회 활동
◆ 2009년 6월 4일 창립학술대회

◆ 2010년 1월 28일 동계 구술사 워크숍

대회 주제: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장소: 한양대학교 HIT 606호

장소: 한성대학교

주제: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 윤리”

주요 내용: 함한희 초대 회장 취임

공동주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 한국구술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양대학교 동
아시아문화연구소

◆ 2009년 10월 31일 제 1차 연구발표회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관

공동주관기관: 한국구술사학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발표제목: 구술사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두세 가지 것

문화네트워크연구단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의 경우
발표자:안 승 택 (전북대 쌀ㆍ삶ㆍ문명연구원 HK교수)

◆ 2010년 4월 23일 제2차 연구발표회

토론자: 이 용 기(성균관대학교)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표제목: 체육인 생애사 쓰기의 어려움

◆ 2009년 10월 31일 이사회

발표자: 김재룡(한국스포츠인류학회총무이사,춘천여고교사)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에뚜아르룸

토론자: 유철인(제주대학교 인류학 교수)
김영선(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 박사과정)

참석자: 함한희, 김철효, 박문숙, 유철인, 박기동, 윤택림, 이용기
안건: 부회장에 대한 정관 개정 및 학회 활동 계획 보고

◆ 2010년 4월 23일 제1차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 회의
◆ 2009년 11월 27-28일 제1차 기록인대회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장소: 중앙대학교 대학원동

안건: -조직 및 운영 방식

한국구술사학회 세션 주제: “구술사와 아카이브즈”

-활동 및 사업 계획

발표자 및 발표 제목:

-구술 채록 및 연구 윤리 원칙안 검토

①장용경(국사편찬위원회), “구술의 심도와 관계성”
②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구술자료

◆ 2010년 6월 18일, 19일 하계학술대회

현황과 구술아카이브 구축 전망”

대회 주제: 구술로 읽는 삶

③함한희(전북대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바오로홀

“구술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에 대한 제언”
◆ 2010년 11월 6일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 세션
◆ 2009년 11월 28일 임시 총회

세션 주제: 구술 역사쓰기의 정치학

장소: 중앙대학교 대학원동

장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3층 국제회의실

안건: 부회장에 대한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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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유철인(제주대)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펠로우로 일본 도호쿠(東北)대학 교육학연구과 객원연구원으로 근무
(2010년 8월 31일-2011년 8월 30일)

◆ 김귀옥(한성대)
연구년으로 8월말(2011년 8월초 귀국 예정)에 쿄토에 있는 일본 도지샤대학으로 가심

◆ 천혜숙(안동대)
2010년 3월 안동대 인문과학대학 학장이 되심

◆ 윤택림(한국구술사연구소)
2010년 8월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되심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아르케) 출간

일본 교토 도지샤대학으로 연구년을 떠난 김귀옥(사진 맨 오른쪽) 전 연구이사와 올해 11월 5-6일 열린 <제1회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 워크숍> 당시 함한희 구술사학회 회장(사진 가운데)과 워크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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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 공동간사가 정해짐
한국구술사학회,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사기록연구원, 제주 4.3연구소, 부산 민주주의 연구소 5개 기관

◆ 2010년 구술사 연구 기관 네트워크 공동간사 회의
일시: 2010년 7월 19일 월 정오
장소: 한국구술사연구소
공동간사 : 한국구술사학회(윤택림), 국사편찬위원회(장용경), 현대사기록연구원(임미리, 여성동)
논의 및 결정 사항:
1. 네트워크의 조직과 운영
-매년 하반기에 1회 네트워크 행사를 가진다.
-실무자 중심으로 행사에 따라서 회의를 가진다.
2. 네트워크의 활동
-2010년 하반기 네트워크 행사: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일시: 2010년 11월 5일(금), 6일(토)
장소: 국사편찬위원회

◆ 2010년 제 1차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 대회
대회 제목: 구술의 사료화와 구술사의 가능성
일시: 2010년 11월 5일
장소: 국사편찬위원회
공동주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구술사학회, (사) 현대사기록연구원, 전북대20세기민중생활 사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주관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총회: 안건 토론, 구술사 연구 윤리 원칙 통과, 기관 소개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워크숍: 구술로 역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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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기념재단
재단에서는 오늘 9월 4번째 구술자료선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될 구술자료선집은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 1980년 5월, 공직자의 시선과 역할(가제) 입니다. 2009년 1980년 광주 전남지역 공직자
10명에 대한 구술자료수집 결과물을 가공하여 발간될 예정이며, 현재 편집 중이며 인쇄소와 9월 발간예정으로
작업 진행중입니다. 한편, 재단에서는 2005년부터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시리즈를 발간해
왔습니다. 2006년 1권(교육가 편), 2권(사회활동가 편), 2009년 3권(농민운동가 편)을 발간했으며, 본 책자는
재단에서 관련 연구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원하시는 한국구술사학회 회원 기관과 연구자
께서는 5.18기념재단(062-456-0518/0790, 또는 themay18@daum.net 담당: 신수연)으로 신청하십시오.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년 구술사 전문가 초청 워크숍: 구술사에 관한 성찰적 접근과 연구 전망
4강 - 9월 3일(금) 오후 4:00~6:30
주 제 : 침묵집단(muted-group)의 구술사 연구-한국 화교(華僑)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창호(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학술연구교수)
5강 - 10월 22일(금) 오후 4:00~6:30
주 제 : 구술채록과정의 경험과 여성연구자로서 글쓰기-종부연구를 중심으로
발표자 : 강혜경(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6강 - 11월 12일(금) 오후 4:00~6:30
주 제 : 대중연예 수용과 지역 정체성 연구를 위한 구술사-극장의 장소성과 '극장가기'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자 : 위경혜(중앙대학교 강사)
문 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031-707-2032, E-mail oralarchives@aks.ac.kr
참 조 : http://modern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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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축 연구단 제1회 구술사 시민강좌:
구술사란 무엇인가? - 구술사 기획에서 활용까지
▹ 1강 : 10월 7일(목) 늦은 7:00~9:00시
주제 : 구술사란 무엇인가?
강사 : 김 원(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2강 : 10월 14일(목) 늦은 7:00~9:00
주제 : 구술사 자료 수집 기획
강사 : 장용경(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3강 : 10월 21(목) 늦은 7:00~9:00
주제 : 구술사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 진행과 유의점
강사 : 윤충로(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 4강 : 10월 28일(목) 늦은 7:00~9:00
주제 : 디지털 구술 자료의 생산과 장비
강사 : 조용성(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 석사)
▹ 5강 : 11월 4일(목) 늦은 7:00~9:00
주제 : 구술사 자료 정리와 관리
강사 : 김선정(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 6강 : 11월 11일(목) 늦은 7:00~9:00
주제 : 구술사 자료 활용의 법적·윤리적 문제
강사 : 이호신(국립예술자료원 정보서비스팀장)
▹ 7강 : 11월 18일(목) 늦은 7:00~9:00
주제 : 여성의 경험과 여성 구술사, 전시에서의 활용
강사 : 박은수(여성사전시관 학예연구실장)
▹ 8강 : 11월 25일(목) 늦은 7:00~9:00
주제 : 다규멘터리 제작에서의 구술과 인터뷰 방법론
강사 : 홍순철(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

※ 강좌 접수는 9월 1~9월 17일까지이며 기타 세부 사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홈페이지
(http://modernkorea.aks.ac.kr) ‘구술사 시민강좌’ 팝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문의 : e-mail: oralarchives@aks.ac.kr / Tel : 031-70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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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신임 연구이사 및 편집 이사
김귀옥 연구이사와 유철인 편집이사가 연구년으로 일본에 감에 따라 허영란 선생님께서 신임 연구이사가 되셨고,
천혜숙 선생님께서 신임 편집이사가 되셨습니다.

◆ 편집위원회 공고
한국구술사학회는 올해부터 『구술사연구』라는 학회지를 발간합니다. 학회지는 매년 4월말과 10월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당초 창간호를 4월말에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창간호를 10월말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 10월호는 창간호로서 무척 뜻 깊은 출간이 될 것이니 많은 분들의 논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원고작성
요강>을 참조하여 논문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함께

<게재신청서>와

<원고게재확인서>(첨부한

<간행규정>의

부록)를

천혜숙

편집위원장

(kohajournal@gmail.com)과 최정은 간사(sidezoo81@gmail.com)에게 동시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심사료 6만원을 학회계좌 우리은행 1002-441-964700 (예금주 : 함한희, 한국구술사학회)로 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최정은

간사(010-2044-2066)에게

연락주시기

한국구술사학회 전경 및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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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현 임기 임원
학회장- 함한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

편집이사- 천혜숙(안동대, 민속학)

부회장- 박기동 (강원대 스포츠체육학)

편집위원: 김영미(국민대, 한국사)

이호신 (국립예술자료원, 문헌정보학)

윤형숙(목포대, 인류학)
이희영(대구대, 사회학)

연구이사- 허영란(울산대, 한국사)

정근식(서울대, 사회학)

연구위원: 이용기(성균관대, 한국사)

유철인(제주대, 인류학)

한승미(연세대, 인류학)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해외편집위원:

김수자(이화여대, 한국사)

坂垣龍太(이타가키류타,일본同志社大,사회학)

김영선(연세대, 사회학)

Nancy Abelmann(미국 일리노이대, 인류학)
권헌익(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인류학)

총무이사- 윤택림(한국구술사연구소, 인류학)
총무 간사: 이승연
(연세대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수료)

편집 간사: 최정은(한국외대,기록관리학석사과정)

연구소 간사: 최정은
(한국외국어대, 기록관리학 석사과정)

감사 - 김철효(전 Leeum 박물과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조규태(한성대, 한국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2차 2112호
전화: (02) 521-3471
FAX: (02) 521-3471
E-MAIL: koha2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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