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구술사연구소-인강용

                            《 여성 구술 생애사 》

1. 개요:
이 강의는 여성학에서 대두되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구술 생애사 연구가 여성의 경
험을 드러내고 역사화 하는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과 한국에서 축적된 여성 구술사, 생애사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구술 생애사 연구
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생애사 인터뷰 기술을 익히
고, 여성 구술 생애사 자료의 해석과 텍스트화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여성 구
술 생애사 연구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더 진전된 연구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성 구술 생애사 연구가 얼마나 여성학과 페미니스트 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가
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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