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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구술사 연구는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문헌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피지배층과 소외계층의 역사적 경험을
공식적인 역사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로서 구
술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록으로서 구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구술사를 기록으로 접근하면서 지난 30년간의 구술자료 수집의
지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의 민간기관 및 단체와 개인 연구자들이 생
산한 구술자료에 대한 현황 기초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도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생산된 구술자료의 현황 기초조사와
함께 국내 구술자료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종합 목
록 작성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술사 연구가 초기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과거사 진상 규명의 차원에서 구
술 증언을 수집하였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구술채록이 증가하였다. 기관구술채록은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어서 그동안 생산된 방대한 양의 구술자료들이 정리 및 서비스
되고 있다. 특별히 2010년도에 구술사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인 한국구술사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2013년에는 10개의 구술채록기관들의 노력으로『구
술자료 공동 목록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한국구술사
네트워크의 14개 기관들이 공동 목록 파일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주요 구술채록 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술자료 생산 및
출판물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외에도 다양한 민
간기관 및 단체, 즉 학회, 학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도 많은 구술자료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류학,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 기록관리학은 물론이고 교육학과 여성
학, 간호학, 체육학에서도 구술사 인터뷰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록된 많은 구술자료는 논문이나 단행본에 활용되고 있고, 혹은 원자료는
‘증언집’이나 ‘자료집’으로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구술사네트워크를
통해 14개 기관이 서로 간의 수집성과를 공유하고 있을 뿐,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 학교와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학회, 출판사, 개인 연구자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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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집되고 출간되었던 구술자료의 현황은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못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 영역에 소재하고 있는 구술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학회ㆍ연구소ㆍ민간단체ㆍ출판사ㆍ개인 등의 구술자료 수집 및
출간, 구술 콘텐츠 구축 현황 기초조사를 목표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2018년도에 파악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구술자료와 올해 조사될 민간
기관 및 단체의 구술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공
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의 구술자료 현황조사는 이제까지의 구술자료 수집
의 특성을 파악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술자료의 수
집, 보존, 관리, 서비스 및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1. 과제에 대한 연구현황

한국에서 전반적인 구술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연구 조사
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18년 “전국 각 기관ㆍ공공단
체 등의 구술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 기초 조사 연구”를 통해 중앙 및 지방
의 공공기관ㆍ단체의 2017년까지의 구술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을 조사 연
구한 바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최초의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라고 볼 수 있
다.
기관이 아닌 기록학자나 인류학자들이 특정 기관이나 특정 연구 프로젝트
에 대한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은 있다. 한국구
술사네트워크의 경우도 현재 41개의 참여 기관이 있지만 실제로 구술자료
목록을 공유하고 있는 기관은 14개뿐이다. 기관구술채록이 시작된 지 10년
이 넘은 현 시점에서 기관구술채록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2013년
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술채록 10년의 성과”를 뒤돌아보는 프로젝트가 있
었을 뿐이다. 사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한국구술자료관,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오래된
구술채록기관들도 이제는 구술채록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
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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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시급한 구술자료의 수집에 방점을 두었던 구술채록사업은 이
제 방대한 구술자료를 어떻게 서비스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일단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수집
한 구술자료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2019년 올해에는
“전국 학회ㆍ연구소ㆍ민간기관ㆍ출판사ㆍ개인 등의 구술자료 수집 현황, 구
술자료 관련 각종 출간 현황, 구술 콘텐츠 구축 현황 기초조사”를 수행함으
로써 한국 국내 소재 구술자료 현황조사를 완성하고자 한다.

2. 조사과정과 조사방법

1) 먼저, 구술자료를 수집한 바 있는 전국의 학회, 대학 내 기관이나 연구
소, 민간기관ㆍ출판사ㆍ개인 연구자의 명단을 파악하였다.

2) 이들 명단을 근거로 해당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과 국회도서관ㆍ국
립중앙도서관의 자료검색을 통해 기관(개인)의 현황(주소ㆍ연락처 등), 구술
자료 수집 현황, 자료집 간행현황, 구술 콘텐츠 구축 현황을 기본적으로 파
악하였다.

3) 구술자료 수집 및 출간이 확인된 학회, (대학)연구소, 민간기관, 출판
사, 개인 연구자에게 국사편찬위원회 명의의 공문발송을 하는데, 이때 <구술
자료 생산기관 현황표>(서식1), <생산기관별 구술자료 수집목록>(서식2),
<생산기관별 구술자료 간행물 목록>(서식3)을 작성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
였다.
개인 연구자들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명의의 공문발송을 하는데, 개인 연
구자 용으로

<구술자료 생산기관 현황표>(서식1)를 약간 변형한 <구술자

료 생산 개인 연구자 현황표>(서식 4)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차
협조 요청을 할 때는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기증요건서>(서식 5)를 첨
부해 기증 의사가 있는 연구자에게 구술자료 정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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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번 조사대상 가운데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되는 민간기
관은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후신)가 유일하
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구술 생애사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생활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고,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는 2015년부
터 다양한 주제의 구술 생애사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였
다. 현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과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의 구술 아
카이브는 디지털 아카이브인 이치피디아(www.ichpeida.org)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 근대” 연구팀은
‘근대와 여성의 기억’이라는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을 이화여대 중앙도서관이 구술 아카이빙 하고자 했던 내용이
정연경ㆍ최윤경의 저서,『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아르케,
2017)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실제 아카이브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여성 구술 생애사 자료들은 이화여자
대학교 여성도서관 이화컬렉션에서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4) 한편, 2018년 각 기관ㆍ공공단체 구술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조사에서
누락 되었거나 현황 파악이 안된 기관에 2019년 국사편찬위원회 명의의 협
조 공문이 발송되었다. 그리고 2018년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요청
을 기조사된 기관에 협조 공문이 발송되었다.

5) 이 연구 과정과 결과는 본 보고서의 본론에서 조사기관별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3. 연구자 구성

○ 책임연구자 : 윤택림(한국구술사연구소장)
○ 연

구

원 : 선영란(목포대 문화인류학과 박사 수료)

○ 보조연구원 : 한효주(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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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구술 자료 생산기관 현황표
기관ㆍ단체명
구술채록의
분류

구술 자료의

정기적 기관
구술채록

비정기적 기관
구술채록

출판용
구술채록

연구프로젝트용
구술채록

( ○ × )

( ○ × )

( ○ × )

( ○ × )

수집 매뉴얼 존재 여부

수집조사 교육여부

( ○ × )

( ○ × )

수집

보존 및 관리

관리 매뉴얼
존재 여부

보존 공간
존재 여부

메타데이터 존재 여부

( ○ × )

( ○ × )

( ○ × )

서비스 규정
존재 여부

오프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형태
동영상 부분( )
동영상 전체( )

서비스 형태
( ○ × )

( ○ × )

( ○ × )

음 성 부분( )
음 성 전체( )
녹취록 부분( )
녹취록 전체( )

구술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
브 존재 여부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콜렉션의 특성

구술자

명

( ○ × )
총
간 행 물

구술 자료의

규 모

시간
연구논저

자료집

권

증언집

권

생애사

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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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

인물 (

)

주제 (

)

문화컨텐츠
전시 (

)

영화ㆍ연극 (

)

만화 (

)

스토리텔링 (

)

교육 자료 (

)

기타 (

)

<서식 2>
생산기관별 구술 자료 수집 목록
생산
연도

구술시
간(분)

공개
방식

김은복 윤택림 2011
여성구술생
애사로 본
윤애자 윤택림 2011
예시
한국의 근
대
김금옥 윤택림 2012

320분

비공개

번호

주 제

구술자 면담자

240분
510분

비공개
비공개

생산
기관
이화여대
한국여성
연 구 원
(연구책
임자

이

지원
기관

한국
연구
재단

재경)
1
2
3
4
5
6
7
8
9
10

※ 참고사항
ㆍ주

제 : 구술자의 주요 구술 내용.

ㆍ구술시간 : 분 단위로 구술시간이 정리되면 좋겠으나, 기관마다 정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이 항목은 기관의 정리방식대로 기입하셔도 무방함.
ㆍ공개방식 : 공개(열람 / 온라인 / 간행물), 비공개로 구분해서 기입 요망.
ㆍ수행기관 : 구술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채록한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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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생산기관별 구술 자료 간행물 목록

※ 귀 기관(또는 개인 연구자)이 구술 자료와 관련하여 발간한 간행물이 있
으면 그 목록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시>
〇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편],『짠물, 단물』(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
서전 1. 어민편), 서울 ; 소화, 2005, 총302쪽.
구술자 : 이춘지ㆍ최상윤ㆍ이동남ㆍ강인구
면담자 : 이균옥ㆍ김양섭ㆍ최경호ㆍ주강현
〇 김석형 외 지음,『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 : 김석형구술자료집』, 서울 ;
선인, 2001, 총724쪽.
김석형 구술 ; 이향규 녹취·정리
〇 이재경, 윤택림, 이나영 지음, 『여성주의 역사쓰기 : 구술사 연구방법』
(젠더와 기억 총서), 홍천 : 아르케, 2012, 총345쪽.
○ 윤택림, “분단과 여성의 다중적 근대적 정체성 : 1930년대 초 출생한 두
실향민 여성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29권 1호, 2013, 한
국여성학회.
〇 민영미, 『6.25전쟁 전후 출생자들의 세대 정체성 연구 :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 2015.8, 총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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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구술 자료 생산 개인 연구자 현황표

연구자명
(소속, 직업)
구술채록의
분류

연구논저용
구술채록
( ○

× )

출판용
구술채록
( ○

기관구술채록1)

× )

( ○

수집 매뉴얼 존재 여부

구술 자료의
수집

( ○

× )

( ○

개인 소장
구술 자료
규
모

보존 및 관리
( ○

수집 조사 교육 여부

× )

개인 소장
여부

구술자
총

서비스 규정
존재 여부

명
시간

오프라인
서비스

국편에 기증

( ○

( ○

구술 아카이브
(기관에 기증
또는 위탁의
경우)

( ○

× )

디지털아카이브
존재 여부
( ○

× )

연구논저

구술 자료의
활용

( ○

권

규 모

총

( ○

× )

× )

온라인 서비스
형태

온라인 서비스

× )

구술자

의향 여부

× )

(기관에 기증
경우)

× )

기관에 기증
여부

서비스 형태
또는 위탁의

× )

동영상
동영상
음 성
음 성
녹취록
녹취록

부분(
전체(
부분(
전체(
부분(
전체(

콜렉션의 특성
명

시간
간행물

사 건 (
인 물 (
주 제 (

)
)
)

문화컨텐츠

자료집

권

증언집

권

생애사

권

전시 (
영화ㆍ연극 (
만화 (
스토리텔링 (
교육 자료 (
기타 (

1) 기관구술채록 :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발주를 통해 생산하는 구술채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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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서식 5>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기증요건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연구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 자료를 사료화하여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증 요건들을 제안합니다.

※ 서비스 방식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홈페이지에서는 구술자료 목록
만을 서비스하며, 구술녹취록 열람본과 구술영상은 국사편찬위원회 열람실
에 방문하여 구술PC를 통해서만 열람하는 방식입니다.

1. 다른 기관에서 연구 지원을 받지 않고 수집한 구술 자료의 경우
1-1. 음성파일(혹은 녹음테이프) 또는 영상 녹화파일만 있는 경우
음성파일(혹은 녹음테이프) 또는 영상 녹화파일을 구술자료 목록(구술자
이름, 구술 날짜, 장소, 구술 시간, 구술 주제)과 함께 기증하면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녹취 작업을 수행하고, 기증자에게 구술녹취록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상 녹화파일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비(국편 단가 기준)을 제공합
니다.

1-2. 음성파일 또는 영상 녹화파일을 푼 구술녹취록이 있는 경우
음성파일 또는 영상 녹화파일과 구술녹취록을 구술자료 목록(구술자 이름,
구술 날짜, 장소, 구술 시간, 구술 주제)과 함께 기증하면 국사편찬위원회
에서는 구술 시간에 상응하는 녹취록 작성비(국편 단가 기준)와 동영상 촬
영비(국편 단가 기준)를 지급합니다. 단, 구술녹취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구술자료 정리 지침 및 요강〉따라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집한 구술 자료의 경우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수집된 구술 자료(음성파일 혹은 녹음테이프와
영상 녹화파일, 구술녹취록)도 구술 수집(연구)보고서와 함께 기증할 수
있습니다. 구술녹취록 작성비, 동영상촬영비(각 국편 단가 기준) 중 타 기
관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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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증 시 구비 서류

3-1. 기증서

3-2. 음성파일 및 영상 녹화파일 목록
구술자명

구술 날짜

구술 장소

구술 시간

구술 주제

비공개 여부

1.
2.
3.

3-3.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정리 기준단가(2019년 기준)
녹취록

10분

24,000원

- 10분 단위 계산(10분미만 절사)

동영상

1시간 미만

80,000원

- 고화질 디지털영상기기 사용

촬영비

1시간 이상

작성비

- 면담자 촬영금지, 유경험자 촬영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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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1회당 지급비용임

Ⅱ. 2019년도 조사 대상 기관 현황
1. 학회

구술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술을 이용한 연구 성과가 확인된 학회로 한국구
술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증언반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 서울 토박이와 민통선 사람들, 전쟁미망인과
월북가족, 그들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는 연
구결과물만 있을 뿐 원천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학회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한국역사연구회가 유일
하다. 그러나 한국역사연구회 내 현대사증언반이 1996년 『끝나지 않은 여
정 : 한국현대사 증언록』을 발간한 이후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역
사연구회는 전화로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고 당시 필자들이 원천 구
술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해왔다.

<표 1> 학회
학회명

연락처

주

소

조사결과

04182
1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증언반

서울특별시
02-586-4854

포구

마

새창로52

현대1차아파트
상가213호

공문우편발송, 다시
okh1988@koreanhistory.org
로 공문 재발송.
전화로 공문답변.

2. (대학)연구소

대학 내 기관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기초연구와 토대연구팀이거
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던
기관이 주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팀이 해체되고 조사 대상기관이 여의
치 않을 때는 연구책임자를 ‘개인 연구자’로 조사대상에 포함 시켰다.
다음 <표 1>는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대학 내 연구소 현황과 한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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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단과 한국학진흥사업원의 지원을 받아 구술자료를 수집한 바 있는 연구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이들 대학 내 연구기관 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교육연구소,
조형연구소는 서울대학교 총장 앞으로 자료조사에 대한 전자문서(사료조사
실-943, 2019.7.3)가 전송되었고, 남은 기관은 우편으로 국사편찬위원회 명
의의 공문(사료조사실-950, 2019.7.4)이 배송되었다.
이중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
아 2003~2004년 구술수집을 한 바 있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예술
연구소는 수행기관이고 이미 구술목록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상태였으므로 한국예술연구소가 구술목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였
다.
그리고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내 구술사팀이 ‘현대사와 군’(담당 김
도형, 김도민)이라는 주제로 구술을 수집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한국학중앙
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의 수탁사업이었고 지금은 연구가 끝나 구술사팀
이 해체된 상태라는 정보자료관리부 담당자의 전화 답변이 왔다.
<표 2> (대학)연구소 현황
기관명
1

2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전화
02-450-3328

02-6490-5368

관
4

5

6

02-2610-4189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

02-2610-4386

연구원 노동사연구소

/5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
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
구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20 건국대
학교 인문학관 강의동203호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08359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320 성공회

연구소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

소

05029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3

주

02-320-7724

02-2123-6622

대학교 열림관3층
08359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320
08359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320 성공회
대학교 일만관2B304호
0405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5-26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
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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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역사와공간
7

연구소

9

10

11

12

13

14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
학연구센터

18

19

기초연구, 토대연구 다수 수행

02-2173-29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한국
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320호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한성대학교 전쟁과평화
연구소

02-760-4170
(사회과학연구
원)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
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389
03674

02-300-18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34(남가
좌동50-3) 행정동 5501호
08826

02-880-76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

02-880-2641

교육연구소 10-1동 604호
08826

국학연구원

(구술사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103동
08826

02-880-7457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사문화원

물관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

02450

서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

16

02-2123-3502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
15

02-2123-3501

학교 위당관314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8

03722

전남대학교

5ㆍ18연구

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
원
경북대학교 SSK 다문
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
구원

미술대학74동 213호
03080
02-2072-2635

02-2072-2636

062-530-39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1 서울대
학교병원 대한의원 207호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1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용봉관(구본부) 3층
61186

062-530-271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호관 2층
41566

053-950-787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1411호 사회과학연구원
15588

031-400-5820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로55 한양대학
교ERICA캠퍼스컨퍼런스홀M-301호(4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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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
구소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
보연구소(20세기민중생
활사연구단의 후속연구

063-270-3273

063-270-4098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7

소)
22

23
24

25

26

27

28

29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상담소)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
화연구원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
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
예술연구소

63243
064-754-2712

061-750-5440
041-850-0445

02-710-9177

02-746-9892

강원대학교 체육구술사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층 8230호
5792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255 제15호관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56
04309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나길36 숙
명인재관105호
030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15, 2층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동),강

연구회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042-821-8008
042-821-5858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
교
0284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207호

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2009년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이 선정되
면서 설립된 연구단이다. 통일의 인문적 비전과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와 소
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을 연구 기치로 하고 있다.
이 연구단은 2008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집살이 이야기 집
성』(신동흔 외, 전10권, 박이정, 2013년)을 펴낸 바 있고, 2011~2014년까
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고 25명의 연구자를 투입하여 전국 각지의
300여명의 한국전쟁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이중 162명의 이야기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신동흔 외, 전10권, 박이정, 2017년)으로 펴내고, ‘한국전쟁체
험담대국민서비스’ (http://koreanwarstory.net/main/main.html)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단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구술 총서와 치유총서도 간행한
바 있다. 먼저,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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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인의 생애담을 구술하는 방식으로 구술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
이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통일인문학 구술총서1, 박이정,
2012년)로 세 사람의 탈북자의 이야기를 구술 그대로 녹취하여 담고 있다.
두 번째는 탈북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탈북청소년의 한국살이 이야
기』(김종군 엮음, 통일인문학 구술총서2, 경진출판, 2015년)이다. 새터민
청소년 그룹 가족 홈이야기와 탈북대학생 이야기를 실고 있다. 치유총서로는
『탈북민의 적응과 치유이야기』(통일인문학 치유총서1, 경진출판, 2015년)
가 있다.
그러나 금번 구술자료 현황조사에 대한 공문에 답변이 없어 원천 구술자료
의 소장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연구단 사이트는 한국전쟁체험담만 서
비스될 뿐 여타 구술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연구단 행정실에서 담당자
라고 소개한 김종군교수와는 연결이 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
하였다.
2)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은 민주주의와 사회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맡고 있다. 이 자료관에는 새마을운동 연구와 노동사연구소 프로젝트 수행과
정에서 생산된 구술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중 새마을운동 관련 구술자료는
2008~2011년 생산된 것이다. 노동사연구소 프로젝트는 2003~2005년 ‘한
국산업노동자의 형성과 생활세계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구술자료가 목
록화되어 있다. 새마을운동 관련 구술자료는 전부 방문을 통한 열람 공개가
되고 있으나, 노동사 관련 구술은 일부 조건부 열람만 가능하다. 노동자 관
련 자료는 노동사 연구총서 세 권으로 간행되었다.
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
여 정리하는 기관이다. 이 도서관은 2005~2014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포함한 283명의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구술목록에 따르
면, 구술내용이 전체 비공개 상태이다. 그러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료관
의 구술사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포함한
21명의 구술 영상이 서비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구술아카이브 구축 방법론 : 김대중도서관의 사례 / 장신기
인터넷자료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009
○ 김대중도서관 소장 기록물 현황 : 김대중도서관의 개념과 소장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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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 류상영
인터넷 자료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010
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역사와공간연구소
연세대 국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와 동아시아 제 민족의 문화를 종합적으
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연세대 부설 연구소이다. 역사와공간연구소는 이
국학연구원에 속한 부설 연구소이다. 이들 기관은 149명의 361시간의 구술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고, 역사와공
간연구소는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연구프로
젝트용 구술채록을 했다. 그 결과로 자료집 17권과 연구논저 1권을 간행한
바 있으나, 수집 매뉴얼이나 관리 매뉴얼, 서비스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 기관은 금번 현황조사에 현황표와 구술목록, 간행물 목록을 보내왔다.
5)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지원 토대연구인 ‘여성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자료를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에서 기
탁받아 보관 중이다.
6) 경북대학교 SSK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이 연구단은 2011~2017년까지 6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들
의 구술 생애사를 수집하고 이를 20여 권의 간행물로 발간해왔다. 현재는
이들 수집된 구술자료와 각종 물증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구술목록과 간행물 목록을 정
리해 보내준다고 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고
한국교육사고는 1993년 서울대 교육연구소의 부설기구로 출범하였다. 한
국교육과 관련된 기록을 집성하는 한편 이것에 기초한 교육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구술을 수집 해
왔는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원로교수와의 대화, 남북한 교육 관련(새교육
운동,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50년, 김일성대학의 교육제도 등), 가나안농군학
교, 노동자대학, 비전향 장기수 생애사 등 다수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간행물로는『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0년 구술자 자료집』(서울대학교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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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991, 교육과학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50년사』(서울대
학교 교육학과, 1997),『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이향규, 2001, 선인) 등
이 있다.
금번 조사에 답변이 없어 수집된 원천 구술자료가 어떻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8)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속해있는 연구소로 미술, 공예, 디자인 분야 전반의
학술 연구와 사회적 수요에 기여 하고자 1985년 설치된 시각예술 연구기관
이다. 구술자료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예교육, 디자인교육, 동양화교
육 등에 관련 인사들의 구술로 이를 11권의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이들
구술자료는 비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시나 교육자료로 활용할 뿐 온라인 서
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다.
9)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국내 민간기관에서 유일하게 구술자료를 포함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
고 있다.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의 전신인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구술 생애사를 바탕으로 국내 최
초로 생활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53권의 구술자서
전이 눈빛 출판사와 도서출판 소화를 통해 간행되었다. 한편, 전북대학교 무
형유산정보연구소는 2015년부터 다양한 주제의 구술 생애사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였다. 현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과 전북대 무
형유산정보연구소의

구술

아카이브는

디지털

아카이브인

이치피디아

(www.ichpeida.org)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 구술생애사 읽기 :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박현수 [저] /
「한국민중구술열전」, 박경용 [외저] <書評> / 허영란 [평], 역사문제연구.
통권16호 (2006년) 역사문제연구소 2006.10.31.
○ 빛나는 땀의 흔적과 구술출판물이 감당해야 할 고민들 : 민중 구술생애
사의 만개를 기원하며 : 「한국민중구술열전」, 박현수 편 <서평> / 허영란
[평] 한국문화인류학. 제40집 2호 (2007년 11월) 소화 2007.11.30
10)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1996년 민간조직이었던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이하 ‘현사연’으로 약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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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로 들어오면서 5ㆍ18연구소가 되었다. 초대 소장에는 현사연의
소장이었던 송기숙 교수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현사연은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을 간행하였는데, 이 책에 5월 항
쟁 활동부문에 따라 수습 활동, 무장조직 활동, 시민항쟁, 선전 활동, 중요사
건, 각 지방 항쟁, 사망자, 부상자 등으로 나눠 총 500명의 증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되었던 구술자료가 전남대 5ㆍ18연구
소로 이관되어 보존되고 있다.
한편 전남대 5ㆍ18연구소는 56명의 구술을 수집하고 『5ㆍ18항쟁 증언
자료집』네 권을 간행한 바 있다. 이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5ㆍ18 관련
각종 물증과 증언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되어 웹서비스 되고 있
다. 다만 5ㆍ18연구소의 동의 하에 자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 5ㆍ18연구소는 현황조사를 위한 공문에 답이 없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과거 현사연의 구술은 어떤 상태로 보
존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1)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대 국어문화원은 제주도 언어를 토박이 제주민의 생애 구술을 수집하
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6권의 간행물을 출간하였다. 해당 국어문화원의 권미
소 선생께 전화로 원천 구술자료의 소재 여부를 문의해본 결과, 조사를 담당
했던 연구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12)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은 공주의 정체성 확립과 공주지역의 다양한 지역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구술자료도 그런 관점에
서 2015년부터 수집하고 있는데, 대체로 일제강점기 공주 이야기, 1960~70
년대 공주의 시장 이야기 등 공주지역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46명 110시간의 구술이 수집되었고, 증언집 1권이 간행되었
다. 수집된 구술자료는 공주학아카이브(http://kjha.kongju.ac.kr/)에서 동
영상과 녹취록이 부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규정이 마
련되어 있다.
13)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그간 한국예술연구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구술자료를 수
집한 수행기관으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예술연구소의 이름으로 한국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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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총서가 발간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이영일 아카이브 총목
록』(한국예술아카이브총서 01 ; 2002, 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375쪽)이
출간되었는데, 이영일이 2001년 사망했으므로 그가 죽고 난 뒤에 간행되었
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목록에 들었는 원천 자료는 한예종 중앙도서관에 비
도서 자료로 소장되고 있다고 하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일반에 서
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
14) 충남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이 연구소는 2013~2015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를 지원받아 <일
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귀환 관련 자료연구>(연구책임자 신진)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자 신진교수의 답변은 구술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했다고
한다. 실제로 기초학문자료센터 DB에서 총 8개의 구술자료가 원문보기로 제
공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참고자료 1> 한국연구재단 구술 관련 지원사업 현황
연구과제
1
2

대표

1960~70년대 한국 산업노동자의 생
활세계와 정체성
한국 전쟁경험과 문화체험의 구술사
적 연구

이종구

소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연구기간

비고

2006

기초연구

표인주

전남대학교

2000~2002

중점연구

김선미

동아대학교

2012~2013

후속세대

박경용

영남대학교

2006~2009

학술연구

박경용

대구대학교

2014~2016

백승욱

중앙대학교

2004~2006

협동연구

정진성

서울대학교

2004~2006

인문사회

김도형

연세대학교

2006~2007

토대연구

4월혁명 시기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3

인식과 동향 연구-지역 매체와 주도
자 구술사료를 중심으로한의약업인의

4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한국 전통의약의 지속과 변화-한약업
사, 한의사, 침구사를 중심으로한국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 원로

5

한약업사ㆍ한의사ㆍ침구사를

중심으

로 6
7

중국노동자의 '기억의 정치' - 구술사
방법을 통해서 본 현재 속의 과거
한국여성의 모성과 출산: 구술생애사
방법을 통한 세대간 비교연구

저술성과
지원

식민지시기 在滿 朝鮮人의 ‘삶’과 ‘기
8

억’의 역사 : 구술사료의 수집과 정리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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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랄․시베리아 지역의 원로 고려인 전
9

문가 집단 연구: 고려인 사회 '역할
모델'의 구술 생애사 연구와 영상콘텐

한국외국어대학
임영상

해외 통일운동사의 재인식: 문헌 및
구술자료 수집을 통한 실증적 연구

11 구술사를 통해서 본 체육인의 삶
12

구술로 본 동계체육대회 ; 발전과정과
향후 과제

해외지역
연구

통일연구원

2006~2008

토대연구

윤대중

강원대학교

2009~2010

보호학문

윤대중

한라대학교

2011~2012

후속세대

2008~2010

중견연구

박재현

심으로
시집살이 이야기 조사 연구 - 현지조
14 사를 통한 시집살이담 구술 자료의

2006~2007

조한범

한국 근현대 불교 관련 구술 자료의
13 수집과 연구: 불교계의 주변인들을 중

글로벌캠퍼

스

츠 제작
10

교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신동흔

건국대학교

2008~2010

토대연구

천호준

우석대학교

2009~2011

중견연구

김현정

성균관대학교

2008~2009

중견연구

염미경

제주대학교

2006~2007

우수논문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2010~2015

토대연구

2011~2012

후속세대
중견연구

집대성 올림픽 구술 사료의 수집과 관리 -초
15 창기 올림픽 여성 메달리스트들을 중
심으로16
17
18
19
20

무용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구술사의
활용과 과제 모색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 좌익관련 여
성유족의 구술생애사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개발, 탈식민의 경험과 기억
생활체육으로서 국선도(國仙道)의 정
착과정에 대한 미시 구술사 연구
필리핀의 결혼이주 한인여성: 생애구
술사 연구

이광호

한 양 대 학 교
ERICA캠퍼스

김민정

강원대학교

2013~2014

김보현

동국대학교

2014~2015

김영미

국민대학교

2014~2017

중견연구

2015~2016

후속세대

개발연대 중동건설 노동자의 경제와
21 정치 이해에 대한 연구 : 구술사 자료
와 생활 수기 문헌의 분석

시간강사
지원

(근·현대사) 일기, 회고록 및 녹취 자
22 료를 통한 현대사 주요사건에 대한
연구
23

20세기 한국 애니메이션업계 종사자
의 구술사 연구

김일림

한국예술종합학
교

무용인 구술사에 나타난 1960, 70년
24

대 무용교육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개인무용연구소에 대학 무용과로의

윤지현

권력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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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2015~2016

시간강사
지원

구술서사에 나타난 지방 도시 이주민
25

의 정체성과 장소성 연구 -근·현대
도시 광주의 형성과 확장 과정을 중

한정훈

국민대학교

2016~2018

후속세대

심으로

위의

표는

한국연구재단

(https://rnd.nrf.re.kr)에서

성과마루

연구성과정보시스템

구술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연구목

록이다. 그러나 이 정보시스템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개요와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을 뿐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자료의 현황은 알 수 없는 상태이
다.
<참고자료2>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술 관련 토대연구 DB
연구주제
1
2
2-1
2-2
2-3
2-4
2-5

대표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 아카이브
의 체계적 DB구축
사회과학분야 한국연구자료와 문헌
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속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석현호

(재)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전쟁미망인과 가족 인터뷰 조사

2011~2012
2011~2014

2007~2008

뷰 조사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 조사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 자녀 인터
반공이데올로기

2008~2011

2008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기술자 인터

뷰 조사
지역사회

연구기간

2006
김귀옥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원부설 전쟁과평화연구소

정립에

2007
2006~2007

관한 인터뷰 조사

2-6

이산가족 인터뷰 조사

2007~2008

2-7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인터뷰 조사

2006~2007

2-8

노숙인 생애사 인터뷰 조사

2-9
2-10
2-11

구인회

여성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생
애사 특성에 관한 인터뷰 조사
조선족 기혼여성의 이주와 생애과
정 인터뷰 조사
일제강점기 신여성 인터뷰 조사

김은정
신광영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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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
수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
수

2009~2011
2010~2011
2012
1995

3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귀환
관련 자료연구

신진

충남대학교

2013~2015

위 표는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https://www.krm.or.kr/)에서 제
공되는 토대연구 DB이다. 그 중 구술자료가 생산된 토대연구는 오유석(성공
회대)의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 아카이브의 체계적 DB구축>과 신진(충
남대)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귀환 관련자료 연구>, 한국사회과학
자료원의 <사회과학분야 한국연구자료와 문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다.
오유석의 연구에서 생산된 구술자료는 총 126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원문
보기(PDF)를 통해 구술자의 주요 이력와 면담자 정보, 면담 시간과 장소,
일시, 색인어 등이 포함된 구술녹취 상세목록을 간략히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원문보기 서비스에 녹취 원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진(충남대)의 연구는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에 참여한 생존자와 가족들의
구술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8개의 구술자료가 원문보기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술자와 면담자. 면담 일자, 녹취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재)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연구는 개인 연구자와 민간기관 및 민간단체가
생산한 연구자료와 문헌을 수집하여 자체 DB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DB 구축에 참여한 구술 관련 연구과제가 김
귀옥의 ‘전쟁미망인과 가족 인터뷰 조사’,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기술자 인터
뷰 조사’,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 조사’,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 자녀 인터뷰 조사’, ‘지역사회 반공이데올로기 정립에 관한 인터뷰
조사’, ‘이산가족 인터뷰 조사’,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인터뷰 조사’와 구인회
의 ‘노숙인 생애사 인터뷰 조사’, 김은정의 ‘여성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생애사 특성에 관한 인터뷰 조사’, 신광영의 ‘조선족 기혼여성의 이주와 생애
과정 인터뷰 조사’, 조은의 ‘일제강점기 신여성 인터뷰 조사’이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연구
들을 검색한 결과, 김귀옥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들은 연구 과정에서 생
산된 인터뷰 목록, 녹취자료들을 다운 로드할 수 있다. 단, 녹취자료는 기탁
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에게 일반 공개하거나 또는 자료이용신청 후 기탁자
의 동의하에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한해두었다. 조은과 구인회의 연구자료
의 경우 기탁자의 동의 후 열람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김은정과 신광영의
연구에서는 녹취 원본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다. 연구비를 제공한 한국연
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토대연구 DB에서는 연구목록과 개요만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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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반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DB구축으로 이들 연구의 구술자료에 접
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구술관련 지원사업 현황
연구주제

대표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군사)사례 DB
구축: 1945~2015

김용현

소속
동국대학교

연구

2014

동국대학교

1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강원도 민통선마
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김일한

북한학연구
소 DMZ평화

비고

기간

연구성과_논문
2016

평화 학연 구1 7
권1호

센터

연구성과_단행
2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김성보

연세대학교

2014

본,『분단시대

~

월남민의 사회

2017

사』,

혜안,

2019.

위 표는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http://waks.aks.ac.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술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 포털에 들어가면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와
연구성과물로 논문 또는 원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김성보의 ‘월남민 구술
생애사 조사연구’를 예를 들어 접속해보면, 총 149개의 생애 구술 자료가 서
비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술녹취문과 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해당 서버의 문제로 일부 영상자료의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다.

3. 민간기관
민간기관은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구술 증언을 수집하는 단체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 일본군위안부생존자, 제주4.3사건, 여순사건, 인혁당
사건, 인천 5.3 민주항쟁, 광주5ㆍ18민주화 운동와 관련된 단체들이다.
이들

기관

역시

국사편찬위원회

명의의

협조

공문(사료조사실-950,

2019.7.4)이 우편으로 배송되었다. 단, 고흥군 여순사건조사위원회는 해산되
고 없어 발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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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간기관 현황
기관명

전화

주

소

02576
1

역사문제연구소

02-3672-41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9라길13 (제
기동1158-36)MS빌딩
04310

2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27, 3층(청파
동2가 서현빌딩)

3

한국현대사회연구소

4

광주YWCA

광주 북구 중가로65번길 32-12, 501호
062-609-1300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43(유동)
61251

5

6

광주광역시의사회

한국춤문화자료원

062-529-2101

02-336-08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18번길 25 광주광
역시의사회(신안동)
04023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1-15(합정동,리츠
하우스) 101호

7
8

9

4.9인혁열사계승사업
회
4.9통일평화재단
인천민주화운동계승
사업회

10 제주4.3연구소
11

전쟁과여성인권박물

관, 정의기억연대
1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동부지역사회연
13
구소
고흥군 여순사건조사
14
위원회

053-752-7549
02-720-7511

032)441-0288

대구 중구 서성로14길 59(대안동)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파빌리온 오
피스텔 1130호(수송동 58)
22154
인천광역시 남구경인로334-17, 1층 사)인
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064-756-4325
~6
02-365-4016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1

061-651-1530

층 (성산동)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2길 6

061-723-7134

순천시 남정5길 29

15 청현문화재단

02-2202-6653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6 한국여성정치연구소

02-706-6761

17

텔 422호

형제복지원
구술프로젝트팀
출판사 오월의 봄

1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고려아카데미

한국불교근현대사연

구회(오대산 월정사)
19 100인의 여성체육인

070-7704-501
8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63-15 201호

033-339-680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031-8020-28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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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책임자 허
현미 교수)
4.16기억저장소(연구
20 책임자: 서울대 이현

031-410-0416

정 교수)
21 여성신문사

02-318-9300

인대학교 무도대학 4층 12418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 단원고
4.16기억교실 3층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현대사기록연구원
22 (자매기관

23
24

신시대

21)
광주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02-735-3577

062)675-3555
062)365-0815

서울 종로구 경교장1길 13(교남동)
61434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26번길

15-3 민주의 집
62023
광주광역시 서구 금부로95번길 48-11

1)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
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1991년 설립된 연구기관이
다. 이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 2018년 개관한 식민지역사박물관
이다. 이 박물관 사이트(http://historymuseum.or.kr/archive/witness/)의 ‘역
사의 증인’ 편에 들어가면 14명의 영상이 10분 이내로 편집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녹취문이 자막으로 들어가 있다. 일본 제철 강제동원, 미쓰비시 탄공
강제동원, 포로감시원, 일본군 위안부, 야하타 제철소 노무 동원, 학도특별지
원병, 남방파견 조선보국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등으로 일제강점기에 고초
를 겪었던 분의 증언이다. 이들 증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수집했던 것을 식
민지역사박물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재차 공문을 보냈으나, 금번 현황조사 공문에 답변이 없
었다. 기왕의 구술사네크워크 목록집에 실린 구술목록을 살펴보면, 일제강점
기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 관련 구술이 주로 수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식
민지역사박물관 사이트에 서비스되고 있는 구술 외에 간행물이나 다른 활용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2) 여순사건 관련기관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고
흥군 여순사건조사위원회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여순사건과 관련된 구술자료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고흥군 여순사건조사위원회
등 지역 민간조직에 의해 수집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전남동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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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소는 2~30명의 구술을 수집해놓고 녹취하지 못하고 아날로그 테이
프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역사교사이자 순천지역 연구자인 박병섭이
이들 아날로그 테이프를 가져다가 일부 디지털화 했다고 하는데 녹취는 안
된 채 보관하고 있다. 한편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이 2015년 『여
순사건 자료집』(전4권, 선인)를 간행한 바 있고, 여순연구소가 설립되어
2018년부터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협조 공문에 답변이 없어 현황이나 상세한 구술
목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 연구소는 1998년부터 여순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
다. 1998년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제1집)와 2014년 『여순사건 논
문집』(2)을 간행한 바 있다. 금번 조사에 답변이 없어 구술 증언도 채록한
바 있는지는 알 수 없다.
(2)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에 따르면, 2~30명 여순사건 관련 구술을 수집하고 일부 채록
을 했으나 구술 자료집이 출간된 바는 없다고 한다. 박병섭교사가 개인적으
로 아카이브 한다고 해서 전해준 상태다.
(3) 고흥군 여순사건조사위원회
『여순사건과 고흥의 민간인 피해』(최경필ㆍ조영석 정리, 민예총 고흥지
부, 고흥군 여순사건조사위원회, 2005)라는 책자를 발간했던 최경필 기자와
통화했는데, 보고서를 냈으나 원천 구술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증언
자가 대부분 생존해 있으므로 다시 구술수집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보했다.
이 위원회는 민간단체로 지금은 해체되고 없다.
3) 제주 4.3연구소
제주 4.3사건은 민간단체인 제주 4.3연구소에 의해 규명되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제주 4.3연구소는 1989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언채록을
해오면서 증언집을 발간해왔다. 제주 4.3연구소가 발간한 구술자료집은
1989년부터 2015년까지 22권에 이른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1,028명
의 증언을 수집하고 이를 추려 『제주 4.3 구술자료 총서』총 8권으로 엮어
냈다. 이밖에 4.3 연구소장을 지낸 김창후의 구술자료집(자유를 찾아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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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나는 자이니치) 2권도 주목된다. 그러나 유철인 제주대 교수에 의하
면 원천 구술자료는 물론이고 구술목록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
리했다고 한다.
○ 「9연대·2연대 출신 증언채록의 성과와 과제」 / 김은희,『4·3과 역
사』. 제12ㆍ13호 합본호 (2013년), pp.25-45 2014.02.28
○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김은희,
『4·3과 역사』. 제11호 (2011년), pp.143-155 2011.12.30
○ 「 4·3증언조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000인 증언채록집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희,『4·3과

역사』.

제6호

(2006년),

pp.45-54

2006.12.30
○ 「구술된 경험 읽기 : 제주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 유철인,
『한국문화인류학』. 제37집 1호 (2004. 5) 한국문화인류학회 2004.
○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 4·3후유장애자 생애사 아카이브전」 / 김동
만 ; 고성만 글·사진. 『제주 각』 2004.
○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이정주, 『제주
도연구』 제17집, 2000.6, 제주학회, 51~93쪽.
4)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정의기억연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박물관으로 모 기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신대대
책협의회에서 수집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증언집으로 출간되었고, 현재 박물관에서 아카이빙하여 전시나 교
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담당자 자료팀장 윤지현.
5) 100인의 여성체육인
100인의 여성체육인 60명의 구술채록사업으로 2~3명의 구술이 미흡해 출
판하지 못하고 대부분 출간했다.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13명의 연구자가 3
년간 참여해 수집한 사업이다. 연구책임자인 허현미 교수(경인여대)에 의하
면 2년째 책을 발간했고 3년째는 아카이빙 구축을 계획했으나 하지 못한 채
고민 중이라고 한다.
○ 「일제 강점기의 여성체육 : 성정순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이보
나, 허현미, 『한국여성체육학회지』,제30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여성
체육학회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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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16 기억저장소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이현정 교수 외 18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149명,
680시간의 구술을 수집하였다. 출판을 위한 구술채록으로 지금까지 증언집
33권이 간행되었고, 구술자료는 교육용으로만 쓰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구술
수집 매뉴얼과 수집 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규정이 존재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수집된 원천구술자료는 4.16 기억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현재 구술자료
도 비공개이고, 구술목록에서 구술자 성명도 비공개이다. 구술자료는 4.16
기억저장소에서 관리하는 NAS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억저
장소 정책상 아직 구술자료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오
프라인 서비스는 4.16 기억저장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 단원고
41.6기억교실 3층, )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연구책임자는 서울대 인류학과
이현정교수이고, 실무담당자 4.16구술증언사업 강재성씨이다.
7) 현대사기록연구원, 신시대21
현대사기록연구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지원을 받아 구술을 수집하
는 일을 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는 납품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행정안전부 비영리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해운, 항공, 유도, 생태농협, 협동조
합 등 관련자 구술을 채록했다. 이중 해운은 책으로 간행되었다. 이들 수집
된 구술은 녹취도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구술자료는 받지 않는다고 해서 소
장하고 있는데, 보존과 활용에 문제가 있어 고민 중이다.
신시대21은 현대사기록연구원의 자매기관이다. 현대사기록연구원 대표 송
철원 wawanews@naver.com
8) 청현문화재단
청현문화재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
화사랑의 뜻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고자 설립된 재단이다. 이 재단이 2015년
이후로 여성생애사 구술채록을 근거로 한 간행물 세 권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자원활동가, 연극인, 화가 등이다. 금번 현황조사에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9) 형제복지원 구술 프로젝트팀과 출판사 오월의 봄
출판사 오월의 봄은 형제복지원 구술을 책으로 발간한 바 있다. 공문에 답
변이 없어 출판사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출판만 했을 뿐, 구술자료나 녹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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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다만, 책자 외에 멀티미디어 자료로도 발행된 것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확인된
다.

4. 출판사

출판사 가운데 구술자료집을 간행한 바 있는 경우를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
시켰다. 그러나 출판사가 직접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간행물을 출판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구자나 연구기관과 연계되어 출판만 한 경우로 나뉜다.
그 조사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이들 출판사에는 우편으로 전부 공문과 붙
임 서식을 발송하였다.

<표 4> 출판사 현황
기관명
1

현대사증언시리
즈

주

소

최초 민중자서전 시리즈라는 구술작업을 시도했

뿌리깊은나무사
역사비평사

2

전화

던 출판사이나 대표 한창기가 사망한 후 해체됨
02-741-6125,

104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 (화

6127(편집부)

정동 968) 비젼타워21빌딩 506호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1 경인빌딩

3

경인문화사

031-955-9300

4

박이정

02-922-1192~3

5

선인

02-718-6252

6

마티

02-333-3110

7

비아북

02-334-6122

8

은빛기획

070-8770-5100

9

보리

031-955-3535

10881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492(문발동)

10

정우서적

02-720-5538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수송동)

11

실천문학사

02-322-2161~5

12

북코리아

02-704-7840

B동 4층
02589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6가길 4(용
두동 129-162)http://www.pjbook.com/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4(마포
동) 꽃마루빌딩 1층
04029 서울 마포구 동교로12안길 31(서교동)
2층
0399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97(연남동)
07241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58, 307호(여의
도동, 삼도오피스텔)

02169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0, 1102호(망우
동)
1320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상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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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7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9(영등포

13

소화

02-2677-5890

14

일조각

02-733-5430~1

15

문현출판

16

채륜

02-465-4650

04976 서울 광진구 자양로 214, 2층(구의동)

17

휴머니스트

02-335-4422

03991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76(연남동)

18

진인진

02-507-3077~8

19

직지

043-219-1124

20

한스컨텐츠

21

한울아카데미

031-955-0655

22

서해문집

031--955-7470

23

청송미디어

24

학민사

25

일곱번째숲

26

경진

27

민맥출판사
고려대학교

28

동)
03176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39
05827 서울 송파구 동남로11길 19(가락동)

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1로 18 614호
(별양동 과천오피스텔)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군 상당로 314 청주문
화산업단지 308호
0403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52(서교동)
10881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광인사길
153(문발동) 한울시소빌딩
10881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217(파주출판

02-2123-3380~

도시)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
02-3143-3326~

대학출판문화원 내
04091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22 한국출판콘

7

텐츠센터 314호

02-3144-3970

04071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36, 3층
14313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80-14 우림필
유 101동 212호
주소 파악 안됨

민

주동우회
대전근대아카이
브즈포럼

0284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207호
주소 파악 안됨

국사편찬위원장 명의의 공문(사료조사실-949, 2019.7.4)을 이들 가운데
뿌리깊은나무사, 민맥출판사, 대전근대아카이브즈포럼을 제외한 남은 기관에
우편 발송하였다. 공문이 발송되고 도서출판 소화로부터 먼저 전화 연락이
왔다. 자신들은 연구자가 작성한 구술자료집을 출판만 했을 뿐 원자료를 소
장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었다.
한편, 민맥출판사 주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라는
조직이 『고대학생민주화운동사 : 구술자료집. 1-2』(200년 간행)을 간행하
였고, 실제 이 조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고려대 민주동우회로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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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현황조사 협조 공문이 발송되었으나 답변이 없다.
또 대전시와 목원대가 ‘대전 근대 아카이브즈 포럼’이라는 공동연구단을 구
성하고 구술채록 작업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팀의 연구책임자는 이
희준 대전대 교수라고 하는데, 현재 대전대에는 재직하지 않고 있다. 이 팀
의 작업 가운데, 『소제사진관 : 사람, 기억에 대한 184일간의 기록』(구술
채록 및 정리: 우미숙, 황인대 ; 사진기록 및 진행총괄: 유현민, 2012년 간
행)이 있다.
출판사 중에서 현황표, 구술목록, 간행물 목록을 보내온 출판사는 선인과
진인진 뿐이다.

1) 뿌리깊은나무
뿌리깊은나무사의 한창기 대표가 1981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민
중 자서전 시리즈이다. 1990년대까지 20권이 출간되었으나 출판사가 문을
닫은 상황이라 원천 구술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선인
금번 조사에서 도서출판 선인은 간행물 목록만 보내왔다. 연구자들이 보내
온 구술자료를 텍스트로 만드는 일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구술
자료를 기초로 한 많은 연구 성과를 간행한 특색있는 출판사이다. 부록의 간
행물 목록 참고.

3) 진인진
진인진 역시 선인과 마찬가지이다. 금번 조사에 현황표와 구술목록, 간행물
목록을 보내왔으나, 출판사가 구술을 수집한 적은 없다. 보내온 구술자료를
책으로 발간하는 일만 맡고 있다.

5. 개인 연구자

개인 연구자는 먼저, 구술자료를 가지고 단행본을 출간하였거나 석ㆍ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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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을 쓴 연구자가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
원을 받아 구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던 연구자가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되
었다.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연구자께 협조 공문
과 구술자료 기증 요건서를 보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연구자 중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구술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경
우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금번 조사에 개인 연구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구
술자료 목록을 제출한 연구자는 한 명도 없었다.

<표 5> 단행본 현황
표
1
2
3

4

5

6
7
8
9
10

제

구술사 연구 ; 이 시대

저

자

발행기관

발행
년도

유춘동 외

청송미디어

2017

김태원

경인문화사

20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0

서울대학교 한

서울대학교

년 구술사 자료집

국교육사고

사범대학

주변인들을 기록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
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
육학과 50년사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
할배의 탄생
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이번 생은 망원시장 ; 여
성상인 9명의 구술생애사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

의 침묵을 깨다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
체성

11 이산가족 : ‘반공전사’도

한국교육사고

자

료총서6

서울대학교 사

교육학과

범대학 교육학

그 뒤안길 : 서울

과 창설 50주
년

(김석형구술자료집)

1999

서지사항

정민사

1996

기념행사

녹취

회고집
선인

2001

최현숙

이매진

2016

최현숙

이매진

2013

최현숙 외

글항아리

2018

이임하

책과함께

2010

김귀옥

서울대출판부

1999

역사비평사

200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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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창설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김석형 구술
이향규

대학교

50年,

한국교육사고
료총서

자

‘빨갱이’도 아닌…
현지조사 당시 녹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12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

윤택림

역사비평사

2003

아서

음테이프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구술은

구술로 쓰는 역사: 미수
13 복경기도민의 분단과 이

음이 거부되어 녹

윤택림

아르케

2016

산의 삶

국사편찬위원회와
이화여대

여성도

서관에 있다.

14 그들의 새마을운동

김영미

푸른역사

2010

박찬승

돌베개

2010

김득중

선인

2009

유경순

봄날의 박씨

2015

유경순

봄날의 박씨

2015

선인

2005

조은ㆍ조옥라

서울대출판부

1991

김 원

이매진

2011

마을로 간 한국전쟁 : 한
15 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

16

진 작은 전쟁들
‘빨갱이’의 탄생-여순사
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1980년대, 변혁의 시간

17 전환의 기록 1권: 학출활
동가와 변혁운동
1980년대, 변혁의

시간

18 전환의 기록 2권: 학출운
동가의 삶이야기
19

고통의 역사 : 원폭의 기

정근식 편, 진

억과 증언

주 채록

도시빈민의 사람과 공간
20 : 사당동 재개발 지역 현
장연구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21 : 1980년대 대학의 하위
문화와 대중정치
22

(울산

고래포구의

사람

들) 장생포 이야기

울산광역시

허영란

남구 고래과

2012

<표 6> 석박사 학위논문 현황
표

제

저

자

강신복교수의생애구술을
1

2
3

통해살펴본스포츠교육학
의도입과성장
사명당이야기의

지역적

변이양상 연구
구술채록문 분석을 통한

김승환

이미라
이은주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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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학위
사항

2018.2

박사

2017.8

박사

2017.2

박사

초기 한국현대무용사 연
구 : 미국현대무용 도입

학과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
4

정착사업(1945-1960년

김아람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17.2

박사

차경희

전남대학교 NGO협동과정

2017.2

석사

장미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16.8

박사

2016.8

석사

2016.2

석사

2015.8

박사

2015.8

석사

2015.2

박사

2015.2

석사

2015.2

석사

2014.8

석사

2014.2

박사

2014.2

박사

2014.2

석사

대
구술생애사를통해본여성
5

활동가들의여성주의정체
성형성과정
박정희 정부 시기 기술인

6

력정책의 전개와 숙련노
동자들의 대응
한국가톨릭교회S

7

8

9

소속G

수녀회

유치원원장의구술

생애를통해본유아교육의
의미
구술사를 통해 본 태권도
장의 변천 양상
20∼30대 '매춘 여성'의
생애이야기 : 생존 전략
과 경계 넘기의 행위성을

강서령

지관수

김숙이

중심으로
6·25전쟁전후출생자들의
10 세대정체성연구:

11
12

구술생

애사를중심으로
강원도유도인의구술생애
사
내생애최고였던빨치산시
절' 변숙현의생애구술사

민영미

정현국
조항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
지학과 아동보육과교육전공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
사교육전공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
과학과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
여성학전공

아동기에 한국전쟁을 경
13

14
15

험한 여성의 양육경험과
가치에 대한 생애 구술
연구
배구지도자김춘범의생애
사
1960년~1971년 대학 학
생운동연구
1950∼60년대

박영아

이기호
오제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
육전공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중문화

예술인의 정체성과 예술
16 행위에 대한 해석 : 예술

이승연

인 구술생애사를 중심으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현
대문화사회전공

로
17 탈성매매 여성의 생애사

임수정

전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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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8

정

여성주의자딸이쓰는'나의
어머니' 구술생애사연구

정선영

한국결혼이주여성의모성
19 과정체성:

20
21

구술생애사분

석을중심으로
구술생애사로 본 '남북부
부'의결혼생활
대구역 인근 지역 성매매
경험여성 생애사 연구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

22 애사 연구 : 가족, 일, 나
이듦의 의미를 중심으로
23 돈키호테, 체육선생의삶
24

난임 경험 기독교 여성의
생애사 연구
레즈비언 생애사 연구 :

25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비판적 확장
1910년~1920년대에
27

어난

이선형

생애 경험담 : 구술사료

28 한 구술사 연구 : 서울덕

26

경상북

도영덕군창수면을중심으
생애사

연구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서

30 미 마을 여성의 삶과 민

32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2013.8

박사

2013.8

석사

송상민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2

석사

신그니

서울대학교

라

여성학전공

2013.2

석사

2012.2

박사

2011.2

석사

2010.8

박사

2010.8

석사

2010.8

석사

2010.8

석사

2010.2

석사

2009.2

석사

2009.2

석사

2008.2

석사

2005.8

석사

김용수
김은혜

성정숙

최혜윤

권성기

이주영

최란주

김유경

속
기지촌 출신 혼혈인의 '어
31

대학원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술기록을통한민간인학

로
결혼이주여성의

서울대학교

2014.2

대학원

협동과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스포츠과학
과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
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과 사회사업전공

태

후기노년기여성의

살사건의역사화:

여성학전공

최효정

분석을 중심으로
일제말기 초등교육에 관

29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

머니 만들기'와 기억의 정
치 : 미군관련 혼혈인 구
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일제 말기 교사양성 교육
에 대한 구술사 연구

33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박경태

박진섭
이원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
정과교육전공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
등교육행정전공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
학과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민속문예
전공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
등교육방법전공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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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성의

역사:

경북

영양군 한티리의 세 여성

학과

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역사쓰기를 위
34 한 여성 ‘빨치산’ 구술 생

최기자

애사 연구
제주 '호미' 마을 여성들
35

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
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무당의

36

통해 본 여성성의 재구
성: 여성구술생애사를 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
학과

2002.2

석사

1999.8

석사

김민정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
학과

1998.8

석사

2017.2

박사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 중요
무형문화재

동과정

서사행위를

심으로
중요무형문화재
37

이정주

한양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협

구술사례를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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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8년도 보완조사 대상 기관 현황
1. 2018년도 조사 누락기관
금번 조사에서 2018년 조사에서 누락 되었거나 기 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검토 결과, 대통령
기록관(기록관리과), 국립국어원(어문연구과), 서울기록원(보존서비스과), 서
울역사박물관(조사연구과),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5ㆍ18연구

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재)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법원도서관(자료편찬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심판제도과) 등 9개 기관이 대
상으로

확인되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이곳에

협조공문(사료조사실

-922(2019.6.28), 사료조사실-944(2019.7.3))을 전자문서로 송부하였다.
공문과 함께 현황표, 구술목록, 간행물목록과 관련된 서식 3종을 첨부하였
다.
이 공문에 답변을 보내온 기관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9.7.30) 뿐이다.
(1)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8년 조사에서 누락된 지방행정기관으로, 금번 조사대상에 추가시켰다.
이 기록관은 2011년 5ㆍ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서 5ㆍ18 관련 기록물을 아카이빙 하고자 2015년 5월 개관하였다. 2017년
부터 광주항쟁 관련 구술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 매뉴얼과 관리 매뉴얼, 메
타데이타를 갖고 있으나 서비스 규정이 없고 디지털 아카이빙도 하지 못하
고 있다. 수집된 구술자료는 출판용이나 전시, 스토리텔링, 교육자료로 이용
하고 있다. 현재 36명으로부터 49시간 40분의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아직 구술자료를 간행물로 출간한 적은 없다.

2. 2018년도 보완요청기관
한편, 금년에 전국 학회, (대학)연구소, 민간기관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2018년 조사되었던 기관의 현황도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들 기관에는 2018년 생산된 구술목록과 간행물 목록에 대한 보충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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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다. 현황표는 금번 조사 항목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이들 총 28개
기관에 보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국사편찬위원회 명의(사료조사실-921,
2019.6.28)로 전자문서로 전송되었다. 이 공문에 답변을 보내온 기관은 현
재 국회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한글박물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여성가족부, 서울역사편찬
원, 울산학연구센터, 인천연구원, 5ㆍ18기념재단, 대구도심재생문화재단 등
12개 기관이다.
다음은 구술자료 현황 보충에 대한 공문이 발송된 기관의 현황이다.
1.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2.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4.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민간기록물수집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6.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7. 국립부산국악원 장악과
8. 국립남도국악원 학예실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기획과
10. 국립한글박물관 자료관리팀 아카이브
11.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13.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1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15.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박물관추진단
16.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17.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 구술목록○, 간행물목록○
18.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19. 5ㆍ18기념재단 5ㆍ18연구소
20.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21. 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팀
22. 전라북도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
2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주의사회연구소
25. 대구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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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도심재생문화팀
27.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8. 삼척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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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결과 및 제안
이번 조사는 전국 학회ㆍ연구소ㆍ민간기관ㆍ출판사ㆍ개인들이 생산한 구술
자료의 현황조사로 민간기관과 단체, 개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상근자가 없어서 연락이 안되고 공문 전달도 잘 되
지 않았다. 구술자료로 석박사 논문을 쓴 연구자들의 상당수는 연락처를 알
아내기도 어려웠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공기관의 조사에 민간기관이나 민
간인들이 협조해야 할 의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작년도 조사
연구와 비교할 때 극명하다. 개인 연구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들을
사료화하기 위하여 기증요건서도 만들어서 유도하였으나 그것도 실효가 없
었다.
다음은 연구소, 민간기관과 개인 연구자로 나누어서 유형별로 상황을 정리
하고 제안을 해보겠다.

1. (대학)연구소
1) 개요
대학연구소는 대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진흥사업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가 추진된다. 개별연구보다는 공동연구를 지향하다 보
니 대학연구소가 이들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래서 연구결과물은 매체에 상관없이 구술 외 모든 생산자료가
대부분 한국연구재단으로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프로젝트가 끝나면 연
구팀이 해체되기 때문에 구술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
도 어려워지고, 수집된 구술자료를 확인 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2) 사례
한국연구재단 수혜를 받아 수행한 구술 관련 연구는 성과마루 연구성과정
보시스템(https://rnd.nrf.re.kr)에 들어가면, 연구과제에 대한 개요와 결과
물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자료의 현황은 알 수 없
다.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 중 기초학문자료센터(https://www.krm.or.kr/)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구술자료가 생산된 토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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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오유석(성공회대)의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 아카이브의 체계적
DB구축>과 신진(충남대)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귀환 관련자료
연구>는 기초학문자료센터DB에서 구술관련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혹,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가운데, 한국
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에서 DB구축이 이뤄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김귀옥의 전쟁미망인, 이산가족,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등의 연구와 구인회의 노숙인 연구, 김은정의 여성노인에 관한 연구, 신광영
의 조선족 기혼여성 연구, 조은의 신여성 연구가 그러한 예이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http://waks.aks.ac.kr/)
에서 구술 관련 연구를 통해 구술자료를 검색해보자. 이 포털에 들어가면 연
구과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김성보의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
구>를 예를 들어 접속해보면, 총 149개의 생애 구술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구술녹취문과 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 자료가 제공되고 있
으나 해당 서버의 문제로 일부 영상자료의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
3) 제안
대학연구소가 생산한 구술자료의 현황 파악은 우선 한국연구재단의 기초학
문성과포털이나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과제 목록을 찾아서 알아볼 수 있
다. 그렇지만 구술자료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연구과제
가 더 많다. 따라서 대학연구소는 연구비를 어떤 공공기관에서 받았던지 간
에 연구소 연혁이나 성과물 목록에 연구 프로젝트명과 구술자료 목록만이라
도 만들어서 올려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경북대 SSK 다문화
와 디아스포라연구단’이 연구가 종료된 후 수집된 각종 구술이나 사진 자료
등을 DB 구축하고자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기관
1) 개요
민간기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구술채록을 하
고 있다. 그런데 연구비를 지원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구술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여 증언집이나 자료집만을 요구할 뿐 원사료로서의 구술
에 대한 보존, 관리, 서비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현대사기록연구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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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행안부 지원을 받아 구술자료를 수집하였으나, 결과물로 텍스트만
받고 구술자료를 받지 않아서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대
한 고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들 조차도 구술증언을 통하여 진
상규명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기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수집된 구
술자료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서비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2) 사례
이번 조사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것은 한국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고
한국구술사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들, 일본군위안부생존
자 구술자료, 5ㆍ18민중항쟁 구술자료, 제주4ㆍ3 구술자료, 여순사건 구술자
료들이 여러 민간기관에 흩어져있다는 것이다.
(1)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일본군위
안부생존자 구술자료는 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외
에도 여성가족부, 여성사박물관, 한국정신대연구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
상규명위원회 관계단체, 지역의 활동단체들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
(2) 5ㆍ18민중항쟁 구술자료의 경우 관련 단체와 기관들에 자료들이 흩어
져 있어서 이들 단체와 기관들이 서로 공동의 목록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구술자료는 현대사사료연구소, 5ㆍ18기념재
단, 전남대 5ㆍ18연구소를 비롯하여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 광주YWCA, 광주의사회, 5ㆍ18 사회단체 및 여러 사회단체에
서 수행되었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처음 구술자료를 수집한 기관은 민간단체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1990년 500명의 구술채록을 하고
그 결과물을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년, 1,652쪽)으로 간
행한 바 있다. 그 후 전남대 5ㆍ18연구소가 1998년 56명의 구술자료를 수
집하고 4권의 증언자료집을 간행하였고, 5ㆍ18기념재단은 2006년부터 구술
자료 수집에 참여하고 있다. 피해자 구술을 제외한 총 410여명의 구술이 수
집되었다. 수집된 구술자료는 『5ㆍ18의 기억과 역사』(총16책)로 간행되었
을 뿐, 원자료는 일반에 비공개 상태이다. 『1980년 5월의 기록, 인류의 유
산 되다 :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집필
: 안종철, 정호기, 김권호, 홍세현, 이덕재,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2013)도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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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기념재단은 2010년 『5ㆍ18민중항쟁구술사료목록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목록집에는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YMCA, 천주교광주대교구정
의평화위원회, 전남대 5ㆍ18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사
100년기념재단, 5ㆍ18기념재단이 수집한 구술자료 목록과 구술내용, 구술
매체의 상태와 보유현황 등을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구술자료
가 아카이브 구축으로까지 진전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현실이다.
(3)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은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확정된 이후 2008
년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재단이다. 평화재단은 4.3 연구소에 예산을 지원
해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간행물을 발간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직접 구술자료
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
나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주4.3아카이브’로 접속하면 미디어 자
료로 증언 영상 574건이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증언자들의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증언 영상은 초창기 제주특별자치청에서 운영하던
4.3사업소가 동의를 받은 증언을 넘겨받아 4.3아카이브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일단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지만, 저작권이 제주4.3평화재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주4.3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4.3기념관 전시기획을
하면서 MBC가 찍은 동영상을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1989년 5월 개소한 민간 연구단체로 그
간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을 채록하고, 온갖 자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4·3
진상규명에 노력해왔다. 연구소는 설립 이래로 2015년까지 증언자료집, 구술
자료 총서, 증언총서를 발간해왔다. 처음 간행한 증언자료집이 『이제사 말
햄수다』(1ㆍ2. 1989)이다. 연구소는 2008년 제주4.3평화재단의 지원을 받
아 ‘제주4.3사건 1000인 증언채록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결과 1,035명의
증언이 채록되었고 구술자의 음성과 녹취록이 4.3연구소에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수집된 구술자료의 상당수가 비공개였다. 이중 공개가 가능한
구술자들의 증언을 뽑아 구술자료 총서 8권과 증언총서 8권이 간행되었다.
연구소는 금번 현황조사에 구술목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구술자료
의 상당량이 비공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재 4.3연구소는 구술자료를
간행물로 발간하는 것 외에 비공개로 보존하고 있다.
3) 제안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구술사 연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주제에 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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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료가 어디에 소장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현재로서는 그 단체와 기관들의 협조가 안되어 파악이 안되고 있다. 따라
서 같은 주제에 대한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끼리의 연대가 있어야
한다. 5ㆍ18 민중항쟁의 구술자료도 기관별로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하
더라도 종합적으로 목록화와 공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최소한 하나의 틀
속에 아카이빙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구술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인 일본군위
안부, 광주민중항쟁, 제주4.3, 여순사건 관련 구술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존
관리를 할 수 없더라도 목록화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편이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가 구술목
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제주4.3연구소, 순천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민간단체로서 그야말로 발등
에 떨어진 과제를 수행하느라 목록화나 녹취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시간이
흘러 구술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일에 문제가 생기므로 시급하게 구술 목
록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구술 기록이 중요한 사료라는 사회적 인식은 학자들 사
이에 인정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도 구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술
채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에서 구술 증
언의 수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구술 기록 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의 구술 증언을 수집하는 기관에서 드러난 양상을 주
목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과 대일배상,
위안부 문제, 광복 후에 일어난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민간인학살, 제주4.3,
부마민중항쟁, 광주5ㆍ18 등의 구술 증언 작업과정에서 생산되었던 구술자
료들이 간행물 외에 원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누구의 구술이 어디
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구술자의 상당수가
사망한 상황에서 당시 그들이 남겼던 구술은 앞으로 한국 역사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구술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보존ㆍ관리ㆍ활용되지 못
한 것일까?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고자 수집된 구술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구나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상태로 수집기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정리되지 못한 채 보존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근현대사 관련 구술자료 수집을 하는 기관이 자료
에 대한 公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는 유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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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또한 수집한 구술자료가 기관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중복 수집과 자료의 방치, 정보의 차단 등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
점이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3. 개인 연구자
1) 개요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한 개인 연구자는 구술자료로 단행본을 간행하
였거나, 석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개인 연구자
들은 그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락처가 파악된 경우에
도 국편의 공문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개인연구자 소장의 구
술자료 현황 파악에 장애물과 쟁점이 무엇인가?
개인 연구자는 다양한 매체 형태의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이들 자료가 목록화되어 있거나 녹취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번 구술현황조사에 개인 연구자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인의 구술자료 소장상태를 잘 알기에 스스로 이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뜻 손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개인 연구자들은 본
인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가 버려지기보다는 역사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편이 이를 기증받아 구술자료의 목록화나 녹
취본 제작, 아카이빙까지 해준다면 충분히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있
다.
2) 유형별 사례
개인 연구자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공문을 전달하였다. 처음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협조 공문과 함께 <구술자료 생산 개인 연구자 현황표>,
<구술자료 수집 목록>, <구술자료 간행물 목록>의 서식을 첨부하였다. 다
시 공문을 재전송할 때는 여기에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기증요건서>를
추가하여 보존에 고민을 가진 개인연구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싸늘하였다.
(1) 단행본 집필자
① 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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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 단행본 구술은 1995년 수집된 것으로 아날로그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구술자료의 목록과 현황 파악은 중
요하다고 보고, 구술자료의 수집과 기록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
인이 수집한 연구용 구술자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자료화보다
연구용 수집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연구자에게는 공문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과 설
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연구목적과 취지가 다른 상황에서 개인
자료의 기록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한 구술자 프라이버시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프라이버시도 노출되기 때문에
자료기증이나 공개는 찬찬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라고 본다. 당초 개인 연구
자의 구술자료는 자료화를 위해 수집했다기보다 연구를 위한 수집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② 김○○ 교수(한국사)
김○○ 교수는 공문을 받고 무례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국사편찬위
원회의 일방통행적인 거친 행정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자발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공문을 받으면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따라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구술을 수집했
지 보존을 위해 수집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구술자료
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는 국편에서 제시한 기증 시 지급하
겠다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편이 개인 연구자의 소장자료까
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구술자료는 연구자와 구술자의 공동작업으로 생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 판단만으로 기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간단한 문
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번 공문을 받고 받은 느낌은 연구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절차가 부족하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냐, 왜 정리하냐의 판단은 연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증을 논의하게 된다면, 기증도 하나의 연구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공동연구자인 구술자의 의견을 일일이 타진해야 하는 과정
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③ 최○○(소설가, 작가)
최○○은 자신이 연구자가 아니고 문화운동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집한
구술자료는 구술사가들의 패턴처럼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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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술작업은 전문연구자 차원이 아니라 문화운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영상촬영은 하지 않고 음성녹음만을 해서 녹취하는 형태이다. 수집된 구술자
료는 책으로 나온 구술자도 있고, 책에 실지 않은 구술자도 있다. 아예 녹취
도 하지 않은 구술자도 있다. 본인은 현실적으로 목록작업도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술현황조사 공문을 받아놓고, 구술자료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미안한 심정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구술자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구술한
것인데, 이를 기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증은 좀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였다.
(2) 석ㆍ박사 학위논문 연구자
개인 연구자가 석ㆍ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조사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에 답
변을 준 연구자는 없었으나, 전화로 금번 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몇 분
에게 전화를 드렸다. 김◌◌(연세대 박사)와 이◌◌(강원대 석사)는 지도교
수의 한국연구재단 연구를 보조하면서 수집한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강원대에서 박사를 한 정◌◌는 논문을 작성하
는데 5명의 구술을 수집하고 채록하였다. 그는 학위 후 취직을 한 상태라 시
간적 여유가 없고 구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3) 기관프로젝트 수행연구자
① 오◌◌교수(한국사)
오◌◌교수는 학생운동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연구자인데 개인 연구를 위
해 구술면담을 한 적이 없고 기관구술채록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본인이 소
장하고 있는 구술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② 조◌◌ 전 교수(사회학)
조◌◌ 전 교수는 사당동 할머니, 빈민가족연구, 신여성연구, 월남 월북한
가족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자료에 대한 안타까움
이 있으나 정리가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
동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정리를 못할 것 같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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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③ 허◌◌교수(한국사)
허◌◌교수는 울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장생포에 대한 연구 수행 중 구술
자료가 수집하였다. 본인은 장생포의 고래잡이 구술을 채록하여 책을 낸 후
원천구술과 녹취본을 재정을 지원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제출하였다. 당시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내고, 고래박물관 전시에 활용하기도 했다.
허◌◌교수는 개인 연구자가 구술자료 현황조사 공문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구술자료 자체가 특수한 성격의 자료 인데다 이들 자
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
다. 그는 국편 공문을 막 받았을 때 장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취
지는 이해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복잡한 양식에 광범한 그런 작업
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구술 자료 정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은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개인 연구자마다 자료 소장 상황을 알 수 없고,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
료정리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술자 입장이나 면담자 입장에 따
라 절차적 복잡함이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하였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는
개인 연구자로부터 기증이라는 복잡한 일을 더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구조적으로 창구에
문의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증을 받는
다 하더라도 특별조항을 만들어 이용의 절차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고 조언하였다.
④ 조◌◌(통일연구원 연구자)
조◌◌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생산된 구술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속초시립박물관의 용역을 받아 실향민 4
천명 구술을 수집하여 박물관에 원 구술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수집한 많은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지만, 소유권의 문
제와 구술 동의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자료공유에 복잡함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조◌◌연구원의 구술작업 현황을 조사하다가 박물관 및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 구술자
료 현황조사 대상기관에 민간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8년 조사에
서 중앙정부에 속한 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속한 박물관 중 몇몇은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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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속초시립박물관(실향민 4천명 구술채록), 제주해녀박
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등처럼 요새는 박물관이 구
술채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3) 제안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서 개인 연구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연구자료
로서 구술자료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 내지 부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공
공기관이 권력으로 민간기관과 개인들에게 정보공유를 강제하고 있는 듯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편이 개인 연구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를 사
료화하려면 단순히 기증요건서를 만들어 제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
닌 듯하다.
이것은 한국 구술사 연구자들 내에서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를 공공의 자료
(public document)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개인 연구자들이
구술목록을 정리하게끔 도와주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구자의 의향과 구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
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현재 국편의 구술채록사
업이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나 학위논문을 쓰려고 하는 연구자들을 중심
으로 지원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 한다. 그렇게 되면 연구논문이나
학위논문에 쓰여진 구술자료를 국편에 아카이브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2018년과 2019년도 구술자료 현황조사 종합분석 및 제안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및 개인 연구자들
의 구술자료 현황조사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구술자료에 대한 인식의 문제
공공기관인 구술채록기관들을 제외하고 구술자료를 사료로서 보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아직도 기관의 홍보 사업의 하나로 구술채록을 통해 단행본
이나 자료집을 출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술자료의 보존, 관리, 서비
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국가기관은 보존과 관리 면에서는 그래도 잘
되고 있으나, 민간기관과 단체들은 보존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집
중화하기보다 개별화된 연구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연구방식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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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사 연구방법을 이용했을 뿐 원천 자료로서 구술자료의 보존이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인 연구자들의 경우도 구술채록을 연구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만 간주하고, 미래세대에 전승이 필요한 사료
로서 보는 인식도 약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2) 구술 기록에 대한 윤리적 책임
구술사는 질적 연구의 하나이고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가 매우 큰 쟁
점이다. 연구 윤리는 연구 전체 과정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구가 끝난
다음에 수집된 구술자료에 대해서도 윤리적 책임이 뒤따른다. 구술자료는 단
지 물리적인 자료가 아니라 인격적 자료이기 때문에 구술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일부는 그 자료를 사료로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
면 구술 아카이브의 구축은 의미가 없어진다. 공공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개
인 연구자들이 구술 기록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3) 구술자료 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
실제로 많은 구술자료가 수집되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사료화되고 있지 않
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술자료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술
사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기관의 공동연구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이든, 개인
연구를 위해 생산된 구술이든, 원천 구술자료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이들
자료를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목
록만이라도 만들어놓아야 한다. 기관이나 연구자만을 위한 구술자료로서 남
아있다면 구술자료가 활용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번 조사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그 이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4) 구술자료 수집기관들의 네트워킹 부재
이번 조사연구를 통하여 한국 근현대사 관련 구술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
는지 알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한국구술사네트워크에서 두 차
례에 걸쳐서 공동목록을 작성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기관별 목록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이제는 특정 사건이나 주제별로 목록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술채록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연구
의 영향으로 광주에서는 5ㆍ18민주항쟁 관련 구술채록기관들이 공동목록 작
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일본군위안부생존자 구술
자료, 여순사건 구술자료, 제주 4.3사건 구술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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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개인들이 함께 공동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국편이 도와줄 필요가 있
다.
5) 한국구술사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
두 해에 걸쳐서 전국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연구자들의 구술자료 수
집현황 조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두 번의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한국구술사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목록 작성이 가능해졌지만, 주제나 기관 검색을 통하여 구술 아카이브 서비
스를 하는 기관들로 링크시키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구술자의 성명을
통한 검색은 구술자 실명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명 검색은
안될 수도 있지만, 키워드, 주제, 기관 검색은 가능하다. 그리고 두 해에 걸
친 국편의 구술자료 현황조사의 노력이 그대로 사장될 수는 없고, 한국구술
사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편에서 한국구술사통합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제안하다. 이 조사연구에 협조한 많은 기관들은 이 연구의 결과물을 공유해
주길 바라고 있다. 물론 목록 공개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으나 종합 검색과
링크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협조 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들에게 큰 보답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김귀옥, 2016,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제7권 2호: 11~44, 한국구술사학회.
박병섭, 2019, “‘여순10.19’ 관련 구술 사업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73호, 호남사학회.
윤택림, 2015, “기관구술채록의 진단과 과제”, 『구술사연구』 제6권 1호:
11~43, 한국구술사학회.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홍천 : 아
르케.
이용기, 2004, “한국근현대사 관련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 『현황과
방법, 구술ㆍ구술자료ㆍ구술사』(한국사연구지원 보고자료집 8), 국사
편찬위원회.
한국구술사네트워크, 2013, 『한국구술사네트워크 구술 자료 공동 목록집』
한국구술사네트워크, 2017, 『구술 자료의 공개와 활용』(2017 한국구술사
네트워크 워크숍)
허영란, “집합기억의 재구성과 지역사의 모색 : 울산 장생포 고래잡이 구술

- 54 -

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통권 32호, 2014.10, 역사문제연구소,
373~408쪽.
김영미, “마을역사책을 쓴 어느 농민의 생애와 생각 :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을 쓴 이세영 옹의 구술 생애사”,『한국학논총』제44집, 서울 :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5.08.31, 341~375쪽.
5ㆍ18기념재단, 『5ㆍ18민중항쟁구술사료목록집』,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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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9년도 조사대상 ; 구술자료 생산기관 현황표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현황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현황표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현황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현황표
연세대학교 역사와공간연구소 현황표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현황표
제주대학교 국어연구원 현황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현황표
4.9통일평화재단 현황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현황표
4.16기억저장소 현황표
100인의 여성체육인 현황표
출판사 진인진 현황표

→ 이상 별도폴더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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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9년도 조사대상 ; 생산기관별 구술자료 수집 목록

별도엑셀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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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19년도 조사대상 ; 생산기관별 구술 간행물 목록

1. 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증언반
끝나지 않은 여정 : 한국현대사 증언록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증언반 편
일반도서 서울 대동 1996

2. (대학)연구소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신동흔 외,『시집살이 이야기 집성』전10권, 박이정, 201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신동흔 외, 전10권, 박
이정, 2017.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통일인문
학 구술총서1, 박이정, 2012
김종군 엮음,『탈북청소년의 한국살이 이야기』(김종군 엮음, 통일인문학 구
술총서2, 경진출판, 2015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탈북민의 적응과 치유이야기』(통일인문학
치유총서1), 경진출판, 2015.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구술로 본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선
인, 2015, 222쪽.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1. 스기야마 토미(杉山とみ) 1921년 7월 25일생 / 기록: 혼마 치카게 ; 번
역: 신호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11
2. 전수원 1930년 1월 12일생 / 염철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3. 서석화 1920년 2월 9일생 / 석달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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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4. 정해주 1926년 6월 9일생 / 이양호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5. 최대봉 1921년 12월 20일생 / 박규택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6. 유춘성 1929년 6월 9일생 / 이은정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7. 조석장 1928년 6월 20일생 / 장성수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8. 홍영수 1934년 5월 15일생 / 이경아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9. 하봉연 1929년 6월 29일생 / 문애리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0. 윤용호 1927년 11월 25일생 / 한미옥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1. 문대환 1921년 4월 20일생 / 윤택림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2. 박지선 1918년 9월 3일생 / 이은정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3. 윤정희 1931년 1월 18일생 / 정형호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4. 이종근 1925년 3월 23일생 / 김양섭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5. 서한금 1929년 10월 25일생 / 나선하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6. 김숙중 1921년 4월 16일생 / 이경미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7. 권영섭 1904년 2월 18일생 / 임경희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8. 김순현 1925년 2월 15일생 / 김철호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19. 나영래 1923년 2월 14일생 / 이균옥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8
20. 김기홍 1927년 3월 15일생 / 박규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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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1. 이일용 1936년 3월 24일생 / 이동아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2. 홍성두 1933년 10월 12일생 / 이태우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3. 조풍도 1933년 9월 8일생 / 이경미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4. 박민규 1922년 4월 20일생 / 이경아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5. 윤영국 1933년 10월 18일생 / 조성실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6. 이호영 1936년 6월 13일생 / 염철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7. 김점칠 1935년 4월 1일생 / 정형호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8. 나덕운 1929년 6월 6일생 / 나선하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29. 이종윤 1931년 7월 19일생 / 김양섭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30. 황태순 1935년 11월 21일생 / 이양호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31. 심재언 1921년 9월 13일생 / 임경희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32. 서순례 1927년 1월 23일생 / 한미옥 기록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7
33. 최채우 1929년 5월 19일생 / 이수라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34. 이기범 1933년 6월 1일생 / 이경미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35. 임창봉 1935년 1월 21일생 / 이수라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36. 박상규 1922년 6월 30일생 / 김양섭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37. 김기송 1933년 11월 26일생 / 정은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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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38. 이두이 1925년 12월 25일생 / 박경용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39. 최한채 1935년 1월 21일생 / 서현정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0. 박남진 1922년 5월 25일생 / 박이준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1. 안성만 1928년 10월 12일생 / 한미옥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2. 김종상 1939년 5월 11일생 / 이균옥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3. 박희춘 1933년 2월 26일생 / 노용석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4. 성송자 1932년 5월 5일생 / 임경희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5. 여기원 1933년 10월 24일생 / 이양호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6. 박현순 1945년 10월 23일생 / 최경호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7. 정원복 1923년 3월 17일생 / 정형호 [저]
일반도서 서울 눈빛출판사 2005
48. 짠물, 단물(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1. 어민편) / 이균옥ㆍ김양섭
ㆍ최경호ㆍ주강현
일반도서 서울 小花 2005
49. 흙과 사람(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2. 농민편) / 이태우ㆍ이양호
ㆍ정은숙ㆍ변화영
일반도서 서울 小花 2005
50. 장삿길, 인생길(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3. 상인편) / 서현정ㆍ임
경희ㆍ김종숭ㆍ염철
일반도서 서울 小花 2005
51.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4. 노동자편) /
한미옥ㆍ정형호ㆍ박경용ㆍ유경순
일반도서 서울 小花 2005
52. 고향이 어디신지요?(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5) / 김일수ㆍ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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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ㆍ박승희ㆍ신호
일반도서 서울 小花 2005
53. 징게맹갱외에밋들 사람들(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6) / 장성수ㆍ
함한희ㆍ변화영ㆍ한미옥ㆍ이지연
일반도서 서울 小花 2005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1. 빵의 백년사. 제1부, 군산의 이즈모야 / 함한희, 오세미나 지음
일반도서 전주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2013
2. 한병옥 / 기록: 황의동 ; 기획: 무형문화연구소
일반도서 서울 민속원 2017
3. 박순철ㆍ함한희ㆍ이정송ㆍ정성미,『인문학자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즈』
(민속원, 2018)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여성무속인의 생애사 / 김은희 지음 ; 전라문화연구소 엮음
일반도서 전주 신아출판사 200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세기 서울 현대사 : 서울 주민 네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 송도영 ［외
저］
일반도서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373쪽.
구술자 : 정재영ㆍ김광자ㆍ신현경ㆍ함기환
면담자 : 송도영ㆍ진양교ㆍ윤택림ㆍ오유석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〇 허보윤,『권순형과 한국현대도예』, 서울 ; 미진사, 2009, 총 256쪽.
구술자 : 권순형 |

면담자 : 허보윤

〇 박영목, 김수정 지음,『한국 디자인의 새벽』(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
이브: 디자인_김정자, 민철홍, 조영제, 부수언, 양승춘), 서울 ; 서울대학
교 조형연구소, 2013, 총624쪽(전5권 세트).
구술자 : 박영목ㆍ김수정
면담자 : 김정자ㆍ민철홍ㆍ조영제ㆍ부수언ㆍ양승춘
〇 김형숙 지음,『한국미술아카이브』(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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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_이종상), 파주 ; 교육과학사, 2015, 총150쪽.
구술자 : 이종상
면담자 : 김형숙
〇 김형숙 지음,『한국미술아카이브』(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 동양
화_신영상), 파주 ; 교육과학사, 2015, 총100쪽.
구술자 : 이종상
면담자 : 김형숙
〇 강병직 외 지음,『그림, 사람, 학교』(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 서
양화), 서울 ;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6, 총480쪽.
구술자 : 김병기ㆍ문학진ㆍ전성우ㆍ김태ㆍ윤명로ㆍ한운성ㆍ서용선
면담자 : 정영목ㆍ김형관ㆍ임자혁ㆍ서용선ㆍ김춘수
〇 김정희 [편],『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0년사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2016, 총525쪽.
구술자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다수

|

면담자 : 김정희 외

〇 허보윤, 이소현 지음, 『서울대학교 현대공예교육 1961-2018』, 서울 ;
조형연구소, 2018, 총355쪽.
구술자 : 강찬균ㆍ김승희ㆍ신광석ㆍ임무근ㆍ천복희ㆍ우진순ㆍ황현숙ㆍ장
수홍ㆍ장윤우ㆍ서도식ㆍ김정후ㆍ허미숙ㆍ이경희ㆍ손계연ㆍ정연택ㆍ조금숙
ㆍ채혜선ㆍ김정석ㆍ곽규진ㆍ조성호ㆍ이승현ㆍ윤이랑ㆍ서현욱ㆍ김영환ㆍ박
윤정ㆍ백경찬ㆍ민복기ㆍ한정용ㆍ황갑순ㆍ전용일ㆍ곽영권ㆍ안미형ㆍ곽순화
ㆍ김유주ㆍ황승욱ㆍ민준석ㆍ이석진ㆍ배세진ㆍ조수현ㆍ박서연
면담자 : 허보윤ㆍ이소현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0년 구술사 자료집
일반도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91, 교육과학사
2.『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50년사』
일반도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997.
3. (김석형 구술자료집)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자료총서), 2001, 선인. 723쪽.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ㆍ정리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성공회대 노동사 연구총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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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외 지음
일반도서 파주 : 한울, 2004
○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 이종구 외

지음

일반도서 파주 : 한울, 2005
○ 1950년대 한국 노동자의 생활세계(성공회대 노동사 연구총서 6) / 이종
구 외
일반도서 파주 : 한울, 2010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구술로 듣는 일제강점기 공주의 거리』, 2017, 총293쪽.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국어상담소
1. 떼어졍 살믄 정이 엇는 거라라 :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구 김순기 할머니
생애 구술 / 구술 : 김순기 : 채록ㆍ전사자 : 김보향
일반도서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2015, 251쪽.
2. 앞멍에랑 들어나 오라 뒷멍에랑 나고나 가라 : 제주시 애월읍· 수산마을
홍진규 할머니 생애 구술 / 구술: 홍진규 ; 채록·전사·표준어대역: 김순자
일반도서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2012, 248쪽.
3. 솔벤 절벤 귀갖촹 고장떡 톡 더끄곡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김기생 할머
니 생애 구술 / 구술: 김기생 ; 채록·전사·표준어대역: 김미진
일반도서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1, 295쪽.
4. 돌각돌각 미녕 싸멍 우린 늙엇주 : 제주시 애월읍 봉성마을 강자숙 할머
니 생애 구술 / 강자숙 구술 ; 김순자 채록·전사·표준어대역
일반도서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0, 383쪽.
5. 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 : 제주시 용강동 권상수 할아버지 생애 구술 /
권상수 구술 ; 김미진 채록·전사·표준어대역
일반도서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9, 265쪽.
6. 나, 육십육년 물질허멍 이제도록 살안 : 제주시 이호 마을 고순여 할머니
생애 구술 / 고순여 구술 ; 김순자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일반도서 제주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2008, 299쪽.
7.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25-36 / 제주특별자치도 [편]
일반도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6
8. (2015년도)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1-24 / 제주특별자치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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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5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1. 한국대통령 통치구술사료집. 1, 최규하 대통령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
원 편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4
2. 한국대통령 통치구술사료집. 2, 전두환 대통령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
원 편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3
3. 한국대통령 통치구술사료집. 3, 노태우 대통령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
원 편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3
4. 한국대통령 통치구술사료집. 4, 김영삼 대통령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
원 편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4
5. 한국대통령 통치구술사료집. 5, 노무현 대통령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
원 편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〇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사업단 [편],『한국인문학의 맥과 연세』
, 서울 ; 혜안, 2014, 총363쪽.
구술자 : 김석득, 박동환, 이선영, 박영신, 이상섭
면담자 : 손희연, 최세만, 김귀룡, 김동규, 나종석, 서은주. 김영선, 이경덕, 김준
환
〇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사업단 [편],『사회인문학과의 대화』
, 서울 ; 에코리브르, 2013, 총384쪽.
구술자 : 임형택, 조한혜정, 김동춘, 첸리췬, 쑨거, 다카하시데쓰야, 테사모리스
-스즈키
면담자 : 최기숙, 김영선, 박영도, 조경란, 백영서, 김항, 최혜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1. 여성주의 역사쓰기 : 구술사 연구방법 = Feminist oral history :
deconstruction instituting knowledge / 이재경, 윤택림, 이나영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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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홍천 아르케 2012
2.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 이재경, 윤택림, 조영주 외 지음
일반도서 홍천 아르케 2013
3.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digital archive system for oral history / 정연경, 최윤경
홍천군 : 아르케, 2017(젠더와 기억 총서 )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지원연구지원인문사회 토대연구사업인 "여성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 : 분단·개발·탈식민의 경험과 기억" 의 연
구결과물임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 (구례향토문화의 길잡이)문승이 / 구술: 문승이 ; 엮은이: 홍영기, 김은영
일반도서 구례군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2013
○『여순사건 자료집』, 전4권, 선인, 2015년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1. 부산 정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구술생애사 / 지은이: 박신규, 이채문,
박경용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7
2. 내몽고 접경지 조선족 구술생활사 / 지은이: 박경용, 이채문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7
3. 코스타리카 42년, 나의 살아온 이야기 : 태권도 사범 양원기의 생애사 /
지은이: 박신규, 이채문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7
4. 북만주 조선족 생활사 / 지은이: 이채문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7
5. 오사카 사랑방, 재일한인 1세 할머니 / 지은이: 박신규, 신형진, 이토 히
로코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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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미 브라질 한인 디아스포라의 생활사 / 지은이: 이채문, 이현철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7
7. 중국 치치하얼 조선족 지식인 전창국의 생애사 / 지은이: 이채문, 박신규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6
8. 브라질에서의 또 다른 여정 : 임정수 자서전 / 지은이: 임정수, 박신규,
이현철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6
9. 자이니치, 민족과 조국 / 지은이: 조현미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6
10. 브라질 의류·봉제사업가 임정수의 생애사 / 지은이: 이채문, 이현철, 박
신규
일반도서 대구 책과세계 : 경북대학교 SSK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2015
11. 교직 반생기(半生記) 조선족 천직교사 최정걸의 삶 / 지은이: 이채문, 박
경용, 박신규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5
12.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 지은이: 박경용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4
13. 두만강 유역의 조선족 구술생활사 / 지은이: 박경용, 이채문, 여필순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4
14. 일본 오사카 지역 재일한인의 구술생활사 / 지은이: 조현미, 이채문, 문
정환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4
15.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구술생활사 / 지은이: 이채문, 서봉언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4
16. 중국 신흥정착지 칭다오(靑島) 조선족 구술사 / 지은이: 박경용, 이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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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필순, 이현철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4
17. 자갈투성이의 신작로 : 재일한인 2세 배중도의 생애와 민족 / 지은이:
조현미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4
18. 중국 연변 조선족 어머니, 박옥련의 삶과 생활사 / 지은이: 박경용, 이채
문, 여필순
일반도서 대구 경북대학교 SSK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단 : 책과세계
2014
전남대 5ㆍ18연구소
1. 5·18항쟁 증언자료집. ⅠㆍⅡ / 나간채 ; 이명규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공편]
일반도서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2. 5·18항쟁 증언자료집. 3 /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편 ; 박병기 엮음
일반도서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3
3. 5·18항쟁 증언자료집. 4 /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편 ; 김양현 ; 강현정
엮음
일반도서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이영일의)한국영화사를 위한 증언록 : 윤봉춘 편(한국예술아카이브총서
6) /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일반도서 서울 소도 2004, 225쪽.
○ (이영일의)한국영화사를 위한 증언록 : 성동호, 이규환, 최금동 편(한국예
술아카이브총서 5) /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일반도서 서울 소도 2003, 259쪽.
○ (이영일의)한국영화사를 위한 증언록 : 김성춘, 복혜숙, 이구영 편(한국예
술아카이브총서 4) /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일반도서 서울 소도 2003, 307쪽.
○ (이영일의)한국영화사를 위한 증언록 : 유장산, 이경순, 이필우, 이창근
편(한국예술아카이브총서 3) /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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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서울 소도 2003, 223쪽.
○ 이영일 아카이브 총목록(한국예술아카이브총서 1) /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일반도서 서울 소도 2002, 375쪽.

3. 민간기관
정의기억연대ㆍ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〇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지음,『강제로 끌러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 서울 ; 한울, 1993, 총314쪽
〇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지음,『강제로 끌러간 조선
인 군위안부들 2』, 서울 ; 한울, 1997, 총253쪽
〇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음,『강제로 끌러간 조선
인 군위안부들 3』, 서울 ; 한울, 1993, 총314쪽
〇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
국위원회 증언팀 지음,『강제로 끌러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 기억으로 다
시쓰는 역사』, 서울 ; 풀빛, 2001, 총268쪽
구술자 : 김화선ㆍ김창연(가명)ㆍ한옥선ㆍ김영자ㆍ최갑순ㆍ정윤홍ㆍ윤순만
ㆍ김복동ㆍ안법순
면담자 : 김수아ㆍ김수진ㆍ김연희ㆍ나진녀ㆍ부가청ㆍ양현아ㆍ이선형ㆍ최기
자ㆍ한서설아
〇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
위원회·한국정신대연구소 지음,『강제로 끌러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서
울 ; 풀빛, 2001, 총349쪽
〇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지음,『역사
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 증언집 6』, 서울
; 여성과인권, 2004, 총359쪽
〇 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음,『중국으로 끌러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서울 ; 한울, 1995, 총189쪽
〇 한국정신대연구소 지음,『중국으로 끌러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서울
; 한울, 2003, 총418쪽
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체육 100년)구술생애사. 제1-6권 / 책임저자: 허현미 ;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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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김영선, 김화복, 박현애, 배경희, 이경선, 이보나, 이수연, 이인경, 임
수영 [외]
일반도서 용인 100인의여성체육인 2015
〇 (사)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제1권, 서울 ;
열림과바름, 2015, 총 368쪽.
〇 (사)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제2권, 서울 ;
열림과바름, 2015, 총 358쪽.
〇 (사)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제3권, 서울 ;
열림과바름, 2015, 총 398쪽.
〇 (사)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제4권, 서울 ;
열림과바름, 2015, 총 384쪽.
〇 (사)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제5권, 서울 ;
열림과바름, 2015, 총 352쪽.
〇 (사)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체육 100년 구술생애사』제6권, 서울 ;
열림과바름, 2015, 총 336쪽.
4.16기억저장소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미지 아빠 유해종』(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1반 제1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36쪽.
구술자 : 유해종
면담자 : 박여리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고운 엄마 윤명순』(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1반 제2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64쪽.
구술자 : 윤명순
면담자 : 김향수, 강재성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수연 아빠 이재복』(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1반 제3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84쪽.
구술자 : 이재복
면담자 : 이예성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지성 엄마 안명미』(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1반 제4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80쪽.
구술자 : 안명미
면담자 : 박여리,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소영 엄마 김미정』(4‧16구술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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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단원고 2학년 1반 제5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56쪽.
구술자 : 김미정
면담자 :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연화 아빠 이종해』(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1반 제6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48쪽.
구술자 : 이종해
면담자 : 박여리,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애진 아빠 장동원』(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1반 제7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336쪽.
구술자 : 장동원
면담자 : 이현정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수정 아빠 김종근』(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2반 제1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40쪽.
구술자 : 김종근
면담자 :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세영 아빠 한재창』(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2반 제2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32쪽.
구술자 : 한재창
면담자 : 이호신,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혜꼉 엄마 유인애』(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2반 제3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224쪽.
구술자 : 유인애
면담자 : 이현정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예진 엄마 박유신』(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3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52쪽.
구술자 : 박유신
면담자 : 김향수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예슬 아빠 박종범』(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4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24쪽.
구술자 : 박종범
면담자 : 김향수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윤민 아빠 최성용』(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5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28쪽.
구술자 : 최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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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임광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승희 아빠 신현호』(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6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62쪽.
구술자 : 신현호
면담자 : 윤보라,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예진 아빠 정종만』(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7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36쪽.
구술자 : 정종만
면담자 : 박여리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지현 엄마 심명섭』(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8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36쪽.
구술자 : 심명섭
면담자 : 이호신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혜원 아빠 유영민』(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9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76쪽.
구술자 : 유영민
면담자 : 이예성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예은 엄마 박은희』(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10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72쪽.
구술자 : 박은희
면담자 : 김향수,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도언 아빠 김기백』(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3반 제11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96쪽.
구술자 : 김기백
면담자 : 김아람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수현 아빠 박종대』(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1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84쪽.
구술자 : 박종대
면담자 : 김향수,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차웅 엄마 김연실』(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5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32쪽.
구술자 : 김연실
면담자 : 김향수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웅기 엄마 윤옥희』(4‧16구술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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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6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48쪽.
구술자 : 윤옥희
면담자 : 김향수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강혁 엄마 조순애』(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8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56쪽.
구술자 : 조순애
면담자 : 김세림,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범수 아빠 김권식』(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9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36쪽.
구술자 : 김권식
면담자 :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성호 아빠 최경덕』(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12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96쪽.
구술자 : 최경덕
면담자 : 정수아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성호 엄마 엄소영』(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13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48쪽.
구술자 : 엄소영
면담자 : 이영롱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차웅 아빠 정윤창』(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15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24쪽.
구술자 : 정윤창
면담자 : 이호신,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휘범 엄마 신점자』(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17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92쪽.
구술자 : 신점자
면담자 : 장원아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준혁 엄마 전미향』(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4반 제18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80쪽.
구술자 : 전미향
면담자 : 장원아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창현 아빠 이남석』(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5반 제2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60쪽.
구술자 :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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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김향수,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건우 엄마 김미나』(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5반 제3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36쪽.
구술자 : 김미나
면담자 : 김향수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창현 엄마 최순화』(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5반 제6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60쪽.
구술자 : 최순화
면담자 : 김향수, 김익한
〇 4.16기억저장소 [편],『그날을 말하다: 건우 아빠 김정윤』(4‧16구술증언
록 단원고 2학년 5반 제7권)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총164쪽.
구술자 : 김정윤
면담자 : 이예성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5ㆍ18민주화운동자료총서
61권
풀빛, 1990, 1,652쪽.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최초의 구술채록이다. 당시 전남대 송기숙 교수가 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었다. 이 연구소는 나중에 전남대로 들어가 오늘날 전
남대 5ㆍ18연구소가 되었다. 당시 채록된 500명 구술채록자료가 이 책에 실
려있다. 이 구술 원천 자료와 녹취본은 현재 전남대 5ㆍ18연구소에서 보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5ㆍ18의료활동, 1996.
5ㆍ18의료활동Ⅱ, 2018.
4.9통일평화재단
〇 헌쇠 박중기 선생 산수문집발간위원회, 『헌쇠 80년』, 서울:공동선,
2013.
〇 이건혜, 『박정희는 왜 그들을 죽였을까』, 서울:책보세, 2013.
〇 김종철, 『제임스 시노트 평전』, 서울:바오로딸, 2015.
〇 박건웅, 『그해 봄』, 서울:보리, 2018.
〇 동야 김금수 선생 회고록 발간위원회,『인간조건을 향한 역정』,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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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인천 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 인천 5·3민주항쟁 증언록 / 제30주년 인천 5·3민
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일반도서 인천 제30주년 인천 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2016
한국여성정치연구소
〇 김은주 외 지음, 『구술로 본 북한 여성의 삶 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5.1, 164쪽
구술자 : 탈북 여성 5명 (익명)
면담자 : 김은주
〇 KIM EUN-JU, CHA EUN-JUNG, Translated by Junghyun Joy-Ahn,
『The Life of North Korean Women Based on Oral Testimonies Ⅰ』,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2015.1, 164쪽.
구술자 : 2~30대 탈북 여성 5명 (익명)
면담자 : 김은주
〇 김은주 지음, 『구술로 본 북한 여성의 삶 Ⅱ : 장마당 세대의 생활과 의
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6.1, 178쪽
구술자 : 4~50대 탈북 여성 10명 (익명)
면담자 : 김은주
〇 KIM EUN-JU, Translated by Junghyun Joy-Ahn, 『The Life of
North Korean Women Based on Oral Testimonies Ⅱ : Life and
consciouness of NK women in jangmadang generation』,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2016.1, 178쪽.
〇 김은주 지음, 『구술로 본 북한 여성의 삶 Ⅲ : 열 사람의 희망이야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7.1, 182쪽
구술자 : 10대 탈북 여성 10명 (익명)
면담자 : 김은주
〇 KIM EUN-JU, Translated by Junghyun Joy-Ahn, 『The Life of
North Korean Women Based on Oral Testimonies Ⅲ : 10 Tales of
Hope』,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2017.1, 182쪽.
〇 김은주 지음, 『구술로 본 북한 여성의 삶 Ⅳ : 북한 남녀주민의 경제활
동 비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8.1,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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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 북한에서 3~40대를 겪은 탈북 남녀 각 5명, 총 10명 (익명)
면담자 : 김은주
〇 KIM EUN-JU, Translated by Junghyun Joy-Ahn, 『The Life of
North Korean Women Based on Oral Testimonies Ⅳ : Compari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 Men and Women』,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2018.1, 170쪽.
〇 김은주 지음, 『구술로 본 북한 여성의 삶 Ⅴ : 도시에 사는 아이들의 생
활과 의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9.1, 188쪽
구술자 : 북한 도시에 살았던 2~30대 탈북남녀 각 5명, 총 10명 (익명)
면담자 : 김은주
〇 KIM EUN-JU, Translated by Junghyun Joy-Ahn, 『The Life of
North Korean Women Based on Oral Testimonies Ⅴ : Life and
Awareness of City Youths』,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2019.1, 188쪽.
역사문제연구소
1.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
위원회 편
일반도서 서울 역사비평사 1997
2. 다시 피는 녹두꽃 :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 /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
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일반도서 서울 역사비평사 1994
현대사기록연구원
○ 6ㆍ3항생 구술기록 수집 연구 / 김주관, 신동호 [공저] ; 현대사기록연구
원 [편]
인터넷자료 서울 현대사기록연구원 2008
○ 송철원 지음,『개천에서 난 용들이 바다로 간 이야기』, 서울 ; 현대사기
록연구원, 2015, 총 287쪽.
구술자 : 박현규, 최재수, 신태범, 이광희, 김석기, 홍승두, 김인현
면담자 : 서대남
○ 이인재, 송철원 지음,『띄어 쓰지 마』, 서울 ; 현대사기록연구원, 2016,
총268쪽.
구술자 : 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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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송철원
○ 신시대21,『한국해운 60년 재조명과 미래창조산업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구술자료 수집』, 2014, 총 646쪽
*구술자 : 고초근, 김석기, 김인현, 김종길, 나홍주, 민홍기, 박창홍, 박현
규, 서대남, 신태범, 이경순, 이광희, 이귀복, 이상건, 이원철, 이윤재, 이종순,
최장현, 최재수, 허일, 홍승두(21명)
*면담자 : 서대남, 송철원
○ 신시대21, 『대한민국 발전상에 대한 분야별 구술자료 수집 : 수송산업,
스포츠, 의료 분야』, 2015, 총 510쪽
*구술자
①해운 부문 : 곽명렬, 김명호, 김수금, 김현, 마상곤, 이윤수, 장두찬
(7명)
②항공 부문 : 양수석, 이인재, 정하룡, 홍순길(4명)
③유도 부문 : 김정행, 김창호, 박희찬, 송영수, 이재현, 장경순(6인)
* 면담자 : 송철원
○ 신시대21, 『대한민국 현대사 정리를 위한 구술기록 : 의료분야(의사)』,
2015, 총 122쪽
*구술자 : 조성경
*면담자 : 송철원
○ 신시대21, 『생태농업·환경운동 종사자 구술채록』, 2018, 총 189쪽
*구술자
① 농업 분야 원로 : 배용진, 유영훈, 정상묵, 황민영
② 농업 관련 신진 : 김단, 김보람, 김영주
③ 환경 분야 원로 : 최열
*면담자 : 송철원, 신동호, 안지혜, 정민숙
#해남 미세마을 농부 집담회
*구술자 : 김단, 정혜성, 김찬호, 김혜리, 박동효, 조철수
*면담자 : 송철원, 이정열, 신동호, 박점순
○ 신시대21,『 YWCA위장결혼식 사건 구술자료집』, 2018, 285쪽
*구술자 : 최열, 조성우, 이우회, 박종렬, 임채정, 김정택, 이명준, 이석표
*면담자 : 신동호
#집단구술자 : 권진관, 박종렬, 이명준, 이우회, 최민화, 최열
○ 신시대21,『4대강사업 저지와 팔당유기농지 보존 투쟁의 기록』, 2018,
총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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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 다수
○ 신시대21,『협동조합 지도자 및 활동가 구술채록』, 2019년 현재 진행
중
*구술자 : 김승균, 임현재, 최종인, 민종덕, 윤익로, 배종열, 정구선, 이경
국, 정인재, 윤조덕, 한호선
*면담자 : 유영훈
청현문화재단
◌ 날마다 아름다운 죽음을 살고 싶다 : 자원활동가 김옥라 구술채록 / 글쓴
이: 이민숙
일반도서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016
◌ 구비치며 합류하다 : 화가 김차섭, 김명희의 향기로운 삶 / 저자: 청현문
화재단 ; 기획: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미래원 선택
일반도서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출판부 2016
◌ 우리가 이래서 사는가 보다 : 연극인 이병복 구술채록 / 저자: 청현문화
재단
일반도서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015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1. 숫자가 된 사람들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1-2 [녹음자료]
/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원작 ; 창조공작소 연출
멀티미디어자료 서울 한솔씨앤엠 : 오디언 [공급] 2016
2. 숫자가 된 사람들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 형제복지원구술
사프로젝트 지음
일반도서 파주 오월의봄 2015
오대산 월정사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 한국불교 25인의 증언록 / 김광식
일반도서 평창군 서울 오대산 월정사 ; 민족사 2006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한국불교근현대사자료집 4) / 선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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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002.
최동순(동국대 불교학술원), 인환스님 회고록(상.하) 하권 508쪽
여성신문사
여성신문사 편집부, 『이야기 여성사 : 한국 여성의 삶과 역사』(1), 1990.
여성신문사 편집부, 『이야기 여성사』(1ㆍ2), 2000.

4. 출판사
뿌리깊은나무
뿌리깊은나무는 1981년부터 민중자서전을 발행하기 시작해 스무권을 발행
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구술자서전이라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 : 제암리 학살사건의 증인 전동례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 / 전동례 구술 ; 김원석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65쪽.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 조선 목수 배희한의 한평생』(뿌리
깊은나무 민중자서전 2) / 배희한 구술 ; 이상룡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251쪽.
○『어떻게 허먼 똑똑헌 제자 한놈 두고 죽을꼬? : 임실 설장구잽이 신기
남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3) / 신기남 구술 ; 김명곤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69쪽.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 : 반가 며느리 이규숙의 한평생』(뿌리
깊은나무 민중자서전 4) / 이규숙 구술 ; 김연옥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213쪽.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 :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평생』(뿌
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5) / 유진룡 구술 ; 김택춘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63쪽.
○『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와 : 영남 반가 며느리 성춘식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8) / 성춘식 구술 ; 신경란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78쪽.
○『옛날엔 날 사공이라고 혔지 : 천리포 어부 서영옥의 한평생』(뿌리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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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무 민중자서전 10) / 서영옥 구술 ; 박미아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35쪽.
○『내 북에 앵길 소리가 없어요 : 고수 김명환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1) / 김명환 구술 ; 김해숙ㆍ박종권ㆍ백대웅ㆍ이은자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43쪽.
○『그때는 고롷고롬 돼 있제 : 벌교 농부 이봉원의 한평생』(뿌리깊은나
무 민중자서전 12) / 이봉원 구술 ; 박기웅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202쪽.
○『대라, 틀어라, 박아라 : 아우라지 뱃사공 송문옥의 한평생』(뿌리깊은
나무 민중자서전 13) / 송문옥 구술 ; 신경란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51쪽.
○『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 : 제주 중산간 농부 김승윤의 한평생』(뿌
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4) / 김승윤 구술 ; 오성찬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46쪽.
○『물은 건너 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 봐야 알거든 : 가야금 명인 함동정
월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5) / 함동정월 구술 ; 김명곤ㆍ김
해숙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25쪽.
○『여보, 우리는 뒷간밲에 갔다온 데가 없어 : 마지막 화전민 이광용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6) / 이광용 구술 ; 강윤주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30쪽.
○『동래 사람은 팔만 올리도 춤이 덴다 캤어 : 동래 한량 문장원의 한평
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7) / 문장원 구술 ; 신경란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58쪽.
○『밥해 먹으믄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 : 서울 토박이 부인
한상숙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8) / 한상숙 구술 ; 목수현 편
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78쪽.
○『칫다리 잡을라, 옹구 폴라, 밥해 묵을라 : 칠량 옹기배 사공 김우식의
한평생』(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9) / 김우식 구술 ; 김정호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27쪽.
○『“에이 짠한 사람!”내가 나보고 그라요 : 진도 단골 채정례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20) / 채정례 구술 ; 박주언 편집
서울 : 뿌리깊은나무, 1981,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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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은 안해, 강강술래럴 안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최소심
구술 ; 강윤주 편집
서울 : 뿌리깊은 나무, 1990, 148쪽.
○『베도 숱한 베 짜고 밭도 숱한 밭 매고』(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
김점호 구술 ; 유시주 편집
서울 : 뿌리깊은 나무, 1990, 188쪽.
○『나 죽으믄 이걸로 끄쳐 버리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 박나섭
구술 ; 오현주 편집
서울 : 뿌리깊은 나무, 1990, 149쪽.
선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1, 총560쪽
구술자 : 조문기, 송남헌, 김선, 백남권, 박경원, 최하종, 허영철, 박용구
면담자 : 김지형, 정병준, 정창현, 박진희, 노영기, 한모니카, 전철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1, 총489쪽
구술자 : 김정강, 윤식, 이항녕, 강성원, 신영길
면담자 : 정창현, 김지형, 한모니카, 박성진, 이승엽, 심승우, 이혜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건국과 갈등』,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1, 총401쪽
구술자 : 조만제, 김인식, 원장길, 신경완, 김관수
면담자 : 정혜경, 정상화, 류승주, 홍영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4, 총390쪽
구술자 : 강측모, 한무협, 방원철, 임방현
면담자 : 이승억, 조이현, 정재욱
○ 이향규 지음,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 : 김석형구술자료집』, 서울 ; 도
서출판 선인, 2001, 총723쪽
김석형 구술 ; 이향규 녹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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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식 〔편〕, 『고통의 역사 :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4, 총417쪽
구술자 : 곽귀훈 외 20인
면담자 : 진주
○ 조성윤, 지영임, 허호준 지음,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 제주도 민중
들의 이야기』,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7, 총540쪽
구술자 : 강성대 외 19인
면담자 : 지영임, 허호준
○ 김상조 지음, 『내 땅에서 내 농사를』,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7, 총
223쪽
김헌수 구술 ; 김상조 녹취·정리
○ 김창후 지음, 『자유를 찾아서 : 金東日의 억새와 해바라기의 세월』, 서
울 ; 도서출판 선인, 2008, 총229쪽
김동일 구술 ; 김창후 녹취·정리
○ 제주 4·3연구소 〔편〕, 『그늘속의 4·3 : 死·삶과 기억』, 서울 ; 도서출
판 선인, 2009, 총310쪽
구술자 : 강양자, 고성화, 김낭규, 김명원, 김OO, 양일화, 오술생, 오용수, 이
복숙, 추순선
녹취·정리 : 허영선, 김경훈, 허호준, 장윤식, 김은희, 강수경, 고성만, 김명
주, 송지은, 강순희
○ 남근우 외 지음, 『구술로 본 해외 한인 통일운동사의 재인식 : 일본지
역』,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10, 총229쪽
구술자 : 황영만, 박상홍, 김철삼, 김만유, 한욱수, 이용수, 정소용, 이달완,
구말모
면담자 : 남근우, 강인구, 곽진오, 김규륜, 김년, 김하영, 서재진, 우병국, 임
강택
○ 김면 외 지음, 『구술로 본 해외 한인 통일운동사의 재인식 : 독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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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10, 총463쪽
구술자 : 이수길 외 19인
면담자 : 김면, 강인구, 곽진오, 김규륜, 김하영, 남근우, 서재진, 우병국, 임
강택
○ 김하영 외 지음, 『구술로 본 해외 한인 통일운동사의 재인식 : 미국지
역』,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10, 총395쪽
구술자 : 이행우 외 15인
면담자 : 김하영, 곽진오, 김면, 남근우, 우병국
○ 우병국 외 지음, 『구술로 본 해외 한인 통일운동사의 재인식 : 중국지
역』,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10, 총336쪽
구술자 : 고경수, 김철, 노팔균, 리선한, 리진산, 박승헌, 서학동, 안병호, 유
연산, 정신철,
최응구, 황유복
면담자 : 우병국, 곽진오, 김면, 김하영, 남근우
○ 김귀옥 외 지음,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8, 총320쪽
저자 : 강우성, 김귀옥, 김동환, 윤충로, 이임하, 이태주, 조은
○ 정현수 외 지음,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6, 총366쪽
구술자 : 한태악 외 17인
면담자 : 정현수, 김병로, 김수암, 김창근, 김하영, 서재진, 최춘흠
○ 통일연구원 〔편〕, 『북한체제 형성과 구술자료 : 일본·독일』,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6, 총404쪽
구술자 : 박갑동 외 18인
면담자 : 곽진오, 김면
○ 조한범 외 지음, 『구술로 본 북한현대사 재인식 : 김남식·이항구』,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6, 총278쪽
구술자 : 김남식, 이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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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정리 : 정현수 외 13인
○ 김상민 엮음, 『박정희시대와 한국의 대중문화 : 체험자와의 대화』,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12, 총235쪽
구술자 : 이장호, 강동순, 전무송, 정홍택
면담자 : 김상민, 김택호, 손동유
○ 정성화 엮음, 『박정희시대 파독 한인들』,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13,
총277쪽
구술자 : 김태우, 황보수자, 권이종, 김인선, 오종식, 윤기복
면담자 : 나혜심, 이영조, 이옥남
○ 정성화 엮음, 『박정희시대와 중동건설 1』,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14,
총274쪽
구술자 : 주동하, 전낙근, 조지홍
면담자 : 심의섭, 조수종
○ 강규형 엮음, 『박정희시대와 중동건설 2』,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16,
총318쪽
구술자 : 안용환, 김동억, 김영규, 안승규, 김용복, 신두병, 이규황
면담자 : 김택호, 손동유, 김보현, 조영재
○ 조영재 엮음, 『박정희시대 민주공화당 구술연구』, 서울 ; 도서출판 선
인, 2016, 총318쪽
구술자 : 강성원, 김영도, 예춘호, 정창화, 김한선, 김원웅
면담자 : 조영재
○ 염미경, 김규리 지음,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8, 총355쪽
구술자 : 정해기 외 14인
면담자 : 염미경, 김규리
○ 재일코리안의 삶과 문화. 1-3 / 엮은이: 정희선, 김인덕, 성주현, 황익구,
동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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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5
○ (식민지시기)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 구술자료집. 1-4 / 김도형 엮음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0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겪은 건국 비화
/ 박병엽 구술 ; 유영구 ; 정창현 엮음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0
○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본 비밀회동 /
박병엽 구술 ; 유영구 ; 정창현 엮음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0
○ (기록)화태에서 온 편지. 1 / 구술: 김귀남, 백봉례, 윤도연 ; 엮은이: 정
혜경 ; 사진: 이승민
일반도서 서울 선인 2015
진인진
○ 감창후 지음, 『4.3으로 만나는 자이니치』, 진인진, 2017, 436쪽.
○ 김영규 지음, 『38선과 휴선전 사이에서: 철원주민 20인의 구술사』,
2018, 진인진, 220쪽.
경인문화사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1 : 대구약령시 원로 한의약업인 6인의 의약업과
삶 / 박경용 저
일반도서 서울 경인문화사 2011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2-4 / 저자: 박경용
일반도서 파주 景仁文化社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 / 저자: 김태원
일반도서 서울 경인문화사 2012
박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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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1-10 / 신동흔, 김경섭, 김경희, 김귀옥, 김명수, 김
아름, 김영희, 김예선, 김정경, 김정은 [외]저
일반도서 서울 박이정 2013
일곱번째숲
오늘은 맑음 : 망원시장 여성상인 구술생애사 / 지은이: 최현숙 외
일반도서 서울 일곱번째숲 2017
민맥출판사
고대학생민주화운동사 : 구술자료집. 1-2 / 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엮음
일반도서 서울 민맥출판사 :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2009
마티
김태수 구술집 / 채록연구: 전봉희, 우동선, 최원준
일반도서 서울 마티 2016
원정수·지순 구술집 / 채록연구: 최원준, 배형민
일반도서 서울 마티 2015
비아북
1. 쓴맛이 사는 맛 : 시대의 어른 채현국, 삶이 깊어지는 이야기 / 채현국 구
술 ; 정운현 기록
일반도서 서울 비아북 : Viabook Publisher 2015
2. 쓴맛이 사는 맛 [전자자료] : 시대의 어른 채현국, 삶이 깊어지는 이야기
/ 채현국 구술 ; 정운현 기록
E-BOOK 서울 비아북 : 비전비엔피[제작] 2015
도서출판 은빛
인민군 전차 딛고 선 영원한 일등상사
일반도서 서울 은빛 2013
포항 영덕전투 태극무공훈장 유일 생존자, 이명수 상사 일대기
구술 : 최순일(이명수 부인)
기록 : 노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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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은빛기획 대표 : 노항래(전기작가)
자서전 출판사업 기획
<다시 쓰는 한국전쟁>, <나 이제 주인되어>(고 이옥순 자서전, 녹두간행)
민연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
사 회고록 / 허은 구술 ; 변창애 기록
일반도서 서울 민연 2010
보리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의 말과 삶 /
허영철 구술·기록
일반도서 파주 보리 2006
정우사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
사 회고록 / 허 은 구술 ; 변창애 기록
일반도서 서울 正宇社 1995
실천문학사
공장이 내게 말한 것들 : 민주노조의 전설 원풍노조 노동자들의 구술 생애사
/ 글쓴이: 황선금 ; 기획: 원풍동지회
일반도서 서울 실천문학사 2016
광주여 말하라 : 광주민주항쟁 증언록 / 이광영 外著
일반도서 서울 실천문학사 1990
경진
사할린 한인 공노원 구술생애사 = Korean Kong Roh-won's life history in
Russia's Sakhalin island :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 박경하 편저
일반도서 광명 경진 2012
파란과 곡절 그리고 희망 : 중국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자의 일대기 / 이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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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일반도서 광명 경진 2010
내 이름은 이효리 = My name is Lee-Hyori : a story of Korean life of
two marriage immigrant woman : 결혼이민자 두 사람의 한국살이 / 강진
구, 노자은 지음
일반도서 광명 경진 2010
북코리아
우리가 만난 한국 : 재한 조선족의 구술생애사 / 박우, 김용선 외 편저
일반도서 성남 북코리아 2012
소화
죽음 속의 삶 : 재중 강원인의 구술 생애사 / 전신재 지음
일반도서 서울 소화 2011
일조각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 역주 및 해제: 문옥표, 이덕희, 함한희,
김점숙, 김순주
일반도서 서울 일조각 2017
문현출판
나의 발심수행장(発心修行章) [전자자료] : 호암 인환스님 회고록 / 구술 녹
취: 최동순 ; 기획 편찬: 한상길, 김호귀
멀티미디어자료 서울 문현출판 2017
나의 발심수행장(発心修行章) : 호암 인환스님 회고록. 상, 하 / 구술 녹취:
최동순 ; 기획 편찬: 한상길, 김호귀
일반도서 서울 문현출판 2017
대전근대아카이브즈포럼
蘇堤사진館 사람, 기억에 대한 184일간의 기록, 2012. 12. 28 발행
사진기록 및 진행총괄 유현민
구술채록 및 정리 우미숙, 황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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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대전 대전근대아카이브즈포럼 2012
역사, 민속, 건축,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전근대아카이
브즈포럼은 2010년에 발족하여 대전의 근대 관련 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
축 및 활용에 대한 연구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올해 <2012 지
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철도관사 42호에 입주하였고, 이곳은
마을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소제사진관, 42창작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채륜
(아름다운 반세기,)무용가 채상묵 / 구술채록: 이지은 ; 대담: 채상묵, 이지은
일반도서 서울 채륜 2011
휴머니스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 서울 토박이와 민통선 사람들, 전쟁미망인과 월북
가족, 그들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 한국구술사학회 편
일반도서 서울 휴머니스트 2011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전자책] : 서울 토박이와 민통선 사람들, 전쟁미망
인과 월북가족, 그들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 한국구술사학회 편
E-BOOK 서울 Humanist : 휴머니스트 2011
청송미디어
구술사 연구 : 이 시대 주변인들을 기록하다 / 지은이: 유춘동, 신명훈, 임승
휘, 김선숙, 김성훈, 김호진, 박유진, 한유리, 구재민, 김민식 [외] 선택
일반도서 서울 청송미디어 2017
직지
근대 청주의 자화상 : 남주동·남문로 이야기 / 연구진: 이병수, 박정수, 강민
식, 이재표, 전재기 ; 구술: 장경례, 강석균, 이용희, 지철희, 이쾌재, 최성대,
오병철, 민병구
일반도서 청주 직지 2016
한스컨텐츠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 = From Guro gongdan to G-valley : 서울디지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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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 50년 50인의 사람들 / 안치용, 박성명, 김민지, 김윤지 외 지음
일반도서 서울 한스컨텐츠 2014
한울아카데미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 미군 위안부 기지촌여성 최초의 증언록
/ 김정자 증언 ; 김현선 엮음
일반도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 한울 2013
학민사
1980년의 진실 : 광주특위 증언록 / 학민사 편집실
일반도서 서울 학민사 1989
서해문집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베이비부머 세대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희
망의 노년 길 찾기 / 지은이: 김찬호, 고영직, 조주은
일반도서 파주 서해문집 2018
역사비평사
『역사비평』의 현대사 증언 시리즈(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출간물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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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18년 보완조사 ; 구술자료 생산기관 현황표

1.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현황표
별도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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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2018년 보완조사 ; 생산기관별 구술자료 수집목록

별도파일 첨부
<부록5-1. 2018년 중앙정부기관 구술자료 수집목록>
국회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과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부록5-2. 2018년 지방정부기관 구술자료 수집목록>
서울역사편찬원, 인천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5.18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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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2018년 보완조사 ; 생산기관별 구술 간행물 목록

1.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번호
1
2
3

4

5

6

7

8

간행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관용(국회의장단 구술총서 5) / 서울 : 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2019, 310쪽.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수한(국회의장단 구술총서 4) / 서울 : 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2018, 317쪽.
(2018년도) 국회 역대 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서울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8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이만섭(국회의장단 구술총서 3) / 서울 : 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2017, 316쪽.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의화(국회의장단 구술총서 2) / 서울 : 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2017, 354쪽.
정의하 국회의장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 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김재순(국회의장단 구술총서 1) / 서울 : 국회도서
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 2016, 218쪽.
(2017년도) 국회 역대 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서울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
(2016년도) 국회 역대 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 :

9

최종결과보고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서울 : 국회도서관 국회
기록보존소, 2016

10

11

12

13

(2015년도)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서울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
(2014년도)역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서울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
(2013년)역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최종보고서 / 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편]. [서울]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
역대 국회의장 구술기록 DB 구축 사업 : 김형오 녹취문(서비스용) / 국회기
록보존소. 서울 : 국회기록보존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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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 한국 외교와 외교관(오럴 히스토리 총서 제16권) : 대일외교ㆍ북방정책
ㆍ북핵 협상 :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 면담: 윤덕민ㆍ조양현
일반도서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

역사공간

2019, 421쪽.

◌ 한국 외교와 외교관(오럴 히스토리 총서 제17권) : 한ㆍ중 수교와 청와
대 시기 : 김하중 전 통일부장관(전 주중대사) / 면담: 김한권
일반도서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

역사공간

2018, 692쪽.

3. 국립무형유산원
◌ 국립무형유산원 [편], 『모시 하나는 내가 잘혀: 제14호 한산모시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1),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
134쪽.
구술자 : 문정옥(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명예보유자)
조사자 : 안수현(듀크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아따, 그 양반 기와 좋다: 제91호 제와장』(국가
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2),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142쪽.
구술자 : 한형준(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조사자 : 편성철(지역문화연구소)
◌ 국립무형유산원 [편], 『오늘도 장구 미고 다 같이 치고: 제11-3호 이리
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3),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184쪽.
구술자 : 김형순(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 보유자)
조사자 : 이용식(전남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안다는 건 농악 하나, 꽹과리 하나: 제11-4호
강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4),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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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총196쪽.
구술자 : 정희철(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강릉농악 보유자)
조사자 : 강등학(강릉원주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쇠는 꼭 잡아 가지고 있었지: 제11-6호 구례잔
수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5),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206쪽.
구술자 : 김용현(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구례잔수농악 보존회장)
조사자 : 이용식(전남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나는 진주 춤이 참 좋아: 제12호 진주검무』(국
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6),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122
쪽.
구술자 : 정금순(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명예보유자)
조사자 : 강인숙(경상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난 북청사자놀이밖에 몰라: 제15호 북청사자놀
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7),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158쪽.
구술자 : 이근화선(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명예보유자)
조사자 : 손선숙(숭실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춤에 미치믄 그런 모양이에요: 제39호 처용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8),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
166쪽.
구술자 : 김용(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보유자)
조사자 : 강인숙(경상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춤 배김새로 누구도 못 따라오지: 제43호 수영야
류』(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29),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164쪽.
구술자 : 태덕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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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최해리(한국춤문화자료원)
◌ 국립무형유산원 [편], 『삶을 다시, 다시래기: 제81호 진도다시래기』(국
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30),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146
쪽.
구술자 : 강준섭(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조사자 : 이경엽(목포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풍류가 어려와, 근디 솔찬히 좋아: 제83-2호 이
리향제줄풍류』(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31), 전주 ; 국립무형유
산원, 2018, 총120쪽.
구술자 : 김규수(국가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
조사자 : 이용식(전남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한바탕 놀면 속이 후련해요: 제62호 좌수영어방
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32),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164쪽.
구술자 : 김태롱(국가무형문화재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보유자)
조사자 : 이은정(영남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내캉 춤이 참 좋았다: 제68호 밀양백중놀이』(국
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33), 전주 ; 국립무형유산원, 2018, 총104
쪽.
구술자 : 권경도(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명예보유자)
조사자 : 이은정(영남대학교)
◌ 국립무형유산원 [편], 『모든 재앙을 띠배에 띄워 보내지: 제82-3호 위
도띠뱃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34), 전주 ; 국립무형유산
원, 2018, 총150쪽.
구술자 : 김상원(국가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보유자)
조사자 : 이경엽(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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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편찬원, 땡땡땡! 전차여 안녕!, 서울 ; 서울역사편찬원, 2018, 총
285쪽.
구술자 : 김의재 전 서울시 부시장(한국전력 근무)
임경선 전 서울시 공무원
김정수 전 서울시 공무원(한국전력 근무)
박형석 전 서울시 공무원
윤두영 전 서울시 공무원
김인식 전 서울시 공무원
김승겸 전 서울시 공무원
이근수 합동통신, 동양방송 등 근무
조광현 한국경제신문 근무
면담자 : 이연식(일본소피아대학 외국인연구원)
최인영(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5.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주의사회연구소
◌ 다시 시월 1979 : 10·16부마항쟁,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 10·16부마항쟁연
구소
부산 : 산지니, 2019, 380쪽.
◌ 시월의 노래 : 10·16 부마항쟁 이야기 / 정광민
부산 : 헤로도토스(HERODOTOS), 2019, 258쪽.
6. 울산학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울산 옛터비에 담긴 기억들-공단이주민
이야기』, 2018, 252쪽.
구술자 : 이재구, 유용하, 황상호, 박복일, 김구한, 박채은, 정해수, 설동복,
김만식, 홍종연
면담자 : 원영미(울산대학교), 이경희(울산학연구센터)
7.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도시정보센터 엮음, 『도원동의 철공장인』(인문도시연구총서4), 인천연구
원, 2018, 총202쪽.
구술자 : 송종화, 김일용, 나종채(인천 중구 도원동 철공소거리의 철공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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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김경은 (인하대학교 강사)
8.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근대 청주의 자화상 : 남주동·남문로 이야기 / 연구진 : 이병수, 박정수, 강민
식, 이재표, 전재기 ; 구술 : 장경례, 강석균, 이용희, 지철희, 이쾌재, 최성
대, 오병철, 민병구
청주 : 직지, 2016
(청주 구술 아카이브 ; 3 )
기획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충북지역 스토리랩 사업'
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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