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일기로 역사를 읽다
일시 |

2018년 5월 18일 (금) 13시~18시

장소 |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모시는 말씀
따사로운 봄볕이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새싹을 틔우며 꽃을 피웁니다. 매년 맞는 봄이지만 화해☞협력☞
평화의 봄기운이 한반도에 가득 퍼지고 있는 올해의 봄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특별한 봄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기로 역사를 읽다”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시적인 연구는 역사의 흐름
을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기도 합니다.
‘격변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 점에 많은 역사가들은 관심을 갖게 마련
이고, 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료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이 남긴 일기입니다.
개인의 일기라는 한 그루의 나무에 다가가 줄기와 잎도 만져 보고 그늘에 쉬기도 하면서 숲을 느끼는 방식 또한 인간과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일기를 통해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사료 비판을 포함하여 연구 상의 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왕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5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 광

 학술회의 일정
1부: 주제발표 및 약정토론		

사회: 류준범(국사편찬위원회)

			

13 : 00~ 13 : 10

개회사 : 조 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3 : 10 ~ 13 : 30
13 : 30~ 13 : 45

발표 1 : 일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 - 서양의 경우를 중심으로 / 곽차섭 (부산대)
토론 1 : 육영수 (중앙대)

13 : 45~ 14 : 05
14 : 05~14 : 20

발표 2 : 식민지 조선의 민중일기를 읽는다는 것 -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기초 연구 /이타가키 류타(일본 도시샤대)
토론 2 : 안승택 (경북대)

14 : 20~ 14 : 30

휴식

14 : 30~ 14 : 50
14 : 50~15 : 05

발표 3 : 일기 자료와 사건의 재구성 - 3☞1 운동과 8☞15 해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병욱 (고려대)
토론 3 : 김대호 (국사편찬위원회)

15 : 05~ 15 : 25

발표 4 : ‘신여성’의 일기를 통해 본 ‘식민지 연애담’의 바깥: 전화교환수 H 씨의 일기(1941~42)를 중심으로 /

15 : 25~15 : 40

양지혜 (한양대)
토론 4 : 노지승 (인천대)

15 : 40~16 : 00

발표 5 : 1950~60년대 노동자의 도시 경험 - 『인천일기』에 나타난 기계공업 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16 : 00~ 16 : 15

토론 5 : 김 원 (한국학중앙연구원)

16 : 15 ~ 16 : 30

휴식

2부: 종합토론

					

16 : 30~18 : 00

발표자 및 토론자

18 : 00 		

폐회

이성호 (전북대)

사회: 이지원(대림대)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전화번호 : 02 - 2001 - 7114
광화문역

종각역

버스 이용안내
•서울신문사 하차
(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지선) 1711, 7016 (순환) 91S투어

한국프레스센터

•광화문빌딩 하차
(지선) 9703, 9714, M7106, M7111, M7119
지하철 이용안내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300m

☯ 문의처: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02 - 500 - 8372

서울시청
덕수궁

시청역

(간선) 700, 707

을지로 입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