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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사와 기억 연구

개요: 이 강좌는 구술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인 기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구술사 
연구에서 기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부분은 왜 기억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서구와 한국에서의 기억연구의 흐름을 
정리한다. 두 번째 부분은 기억 연구의 주요 이론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기억 
연구의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술과 기억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는 앞으로 구술사 연구의 지평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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