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구술사연구소 인강용

지방사와 공동체 아카이브

1. 강의 개요: 이 강좌는 한국 지방사 연구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지방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강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방지를 
포한하여 한국 지방사 연구의 지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방사 자료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지방사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집된 
지방사 자료들을 어떻게 공동체 아카이브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2. 강의 자료: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수정판), 아르케.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아르케,       
3. 강의 수: 15강

4. 강의 내용

제 1주: 지방사란
양정필, 2007,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문제연구』. 
유철인 外著, 1996, 「해방 이후 충남 서산 지역의 지방사 : 역사적 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 『한국문화인류학』.  제29집 1호.

제 2주: 지방사와 지방지
김태웅, 2008, 「해방 이후 地方誌 편찬의 추이와 시기별 특징」, 『역사연구』.  제18호 
허홍범, 2003, 「지역사 연구와 지방지 편찬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통권48호 

제 3주: 새로운 지방지와 구술사
윤택림, 2012, 「지방지와 구술사: 경기남부지방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3권 2호. 
염미경, 2006, 「지방사연구에서 구술사의 활용현황과 과제」, 『역사교육』, 98권, 
선영란 評, 2003, 「'새로운 역사학'과 '새로 쓰는 지방지' : 「利川市誌」, 이천시지편찬위      
  원회 編著 <書評>」, 『지방사와지방문화』.  제5권 제1호.

제 4주: 지방사 연구 이론
김광억, 2000, 「지방연구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시론」,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권.
이윤갑, 2001, 「생활세계로서의 지방사회와 지방사 연구」,『대구사학』, 제64집.
김창민, 2005, 「민족지로서의 지방지」, 『지방사와지방문화』.  제8권 2호 



제 5주: 지역성(지방성, locality)이란?
차철욱, 2009, 「지방성 연구의 이론적 검토 : 지방사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         
   구』.  제21집.
윤택림, 2008, 「과천신도시의 주민되기: 구술생애사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형성 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
 
제 6주: 지방사와 지방기록물관리
박찬승, 2000,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 방향」,『기록학연구』,       
  제 1권. 
홍성덕, 2004, 「'지방기록보존소'와 지방사연구」, 『영남학』.  제6호.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제 21호. 
설문원, 2015, 「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 15권 4호. 

제 7주: 지방사 자료의 수집 I: 현지조사와 문화기술지적 자료 수집
주 혁, 2012, 「근현대 지역자료(문헌과 구술자료)를 보는 시각과 현장조사 방법론」,『구술      
        사연구』, 3권 1호. 
윤택림, 2013,『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수정판), 아르케, 제 2부.
       윤택림의 수원시지와 수원서둔동지 사례      

제 8주: 지방사 자료의 수집 II: 구술 자료 수집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아르케, 5장.   
       윤택림의 미수복경기도 실향민 연구 사례

제 9주: 지방사 자료 정리 I: 근현대사 지역 사료 정리
이해준, 1994, 「지방사 자료와 향토사 연구」,『 향토사연구』.  제6집.
염미경, 2002, 「근현대 지방사자료의 정리현황과 활용방향」, 『호남문화연구』, 31권

제 10 주: 지방사 자료 정리 II: 생활사 자료 정리
윤택림, 최정은, 2012,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연구기록 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 12권 2호. 
김주관, 2005,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 1호. 
이주홍, 2015,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민속학연구』, 37권. 

제 11주: 공동체 아카이브란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아르케, 10장.   
이영남, 2012,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 31호.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 33호.  

제 12주: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I: 방향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아르케, 10장.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6
           
제 13주: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II: 사례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아르케, 10장.   
김주관, 2012,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  
        브의 성과와 과제」, 『기록학연구』, 33:85-112. 
이영남, 2012,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 31호. 
김화경, 2012,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수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12-2,

제 14주: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용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아르케, 10장.   
지수걸, 2003, 「한국 근현대 향토사(자료)를 활용한 사회와 통합교육‘구현 방안」, 『역사       
   와역사교육』, 제 8호.
지수걸, 2010, 「‘구술사 하기’와 지역문화운동: 공주지역의 ‘이야기가게’ 프로젝트 사례」,      
     『역사연구』, 제19호.
조성실, 2012, 「장인의 삶과 구술의 재현: 전시와 맥락의 문제」, 제 3회 한국구술사네트 워크  
        숍 “구술사와 전시” 자료집. 

제 15주: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
이경래, 이광석, 2013,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 『기록학연구』.   
      37: 3-39
이경래, 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51-82.
조영삼, 2016, 「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

표논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