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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5·18학술총서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과업기간 : 2020. 4. 1. ~ 2020. 10. 31.(7개월)

○ 과업목적

- 2006년 이후 5·18관련 학술연구 성과를 조사하여 5·18학술총서를 발간하기 위한 기초조사

- 5·18 학술연구 성과를 수집하여 5·18연구 진흥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과업범위

- 5·18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 자료조사, 분석

- 학위논문 및 분야별 학술논문 서지정보 목록 및 연구내용 정리(초록, 원문 다운로드)

○ 과업내용

- 연구대상에 대한 결과보고서

· 격월 말 1회 보고서(총 2회)

· 학술자료 목록 및 내용정리(초록, 원문저장)

· 학술자료 분석 최종보고서 제출

- 2006년 이후 연구된 5·18 학술연구 성과를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정리

· 학위 논문

· 분야별 학술 논문 :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 법학, 여성학 및 젠더, 심리학, 

종교, 신문방송학, 문학 및 예술, 트라우마, 기록학, 교육학, 기념행

사, 기념공간, 등

·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논문

· 기타 자료(정기간행물, 단행본, 계간지, 월간지)

 ○ 연구 수행자: 유 경 남(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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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2020. 4. 1 - 2020. 8. 30)

4월 5월 6월 7월 8월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기초조사

학술 대회 및 기타 자료 기초조사

학술자료 분석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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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위�논문

1. 학위 논문 목록(83편)

연번 논문명 연도 저자명 소속 주제분류

1

‘5.18' 보도와 지역성 : 부산, 대구, 광주 

지역언론의 '5.18' 5, 15, 25주기 보도를 

중심으로

2006 김대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

학원 저널리즘 전공
신문방송학

2

한국 개신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1960년부터 

1987년까지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

로)

2007 김명배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

원 역사신학 전공
종교학

3 5·18 민주화운동 기록의 정보서비스 연구 2008 박경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

관리학 협동과정
기록학

4 5.18민중항쟁 소설 연구 2008 심영의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5
오월꼬마상주사진'의 사진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소통 : 영상인류학적 접근
2008 이서영

전남대학교 대학원 인류

학과
기타

6
광주항쟁시기 ‘광주’지역의 표상(表象)과 

광주민주시민의 형성
2008 유경남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

과
역사학

7

영화의 영상 재현을 통한 역사 구성 방식

에 관한 연구 : 영화 <꽃잎>, <박하사

탕>, <화려한 휴가>를 중심으로

2008 강승묵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미디어학과
문학 및 예술

8
5.18 민중항쟁과 영상 매체의 정치적 함

의
2009 김문실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

외교학과
정치학

9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역사학습에 미치는 

영향 비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사례

로

2009 김태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

학원 역사교육 전공
교육학

10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2009 김희송

전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학과
사회학

11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 5.18체험

관 구상을 중심으로
2009 문소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

학원 문화관광전공
기념공간

12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9 박지욱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기념행사

13
5.18영화의 전개와 재현양상 연구 : 영화

의 역사서술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9 이현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

영화학과
문학 및 예술

14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5.18광주 민

주화운동의 연구
2009 황주혜

조선대학교 대학원 일반

사회교육학과
교육학

15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 

Reconciliation After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 한국의 과거

사 진실규명: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의 화해

2009
Owenby, 

Thomas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

학원 국제평화학과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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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중운동의 이데올로기 연구 : 5.18 광주

항쟁과 6.4 천안문운동의 비교
2010 김정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

외교학과
정치학

17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II): 서울/경기 및 전남 지역 거

주자를 중심으로

2010 신혜랑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

과
트라우마

18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I):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2010 오현정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

과
트라우마

19
5.18역사공원 기본계획 : 광주기무부대 

이전지를 대상으로
2011 강병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

경학과
기념공간

20

저항집단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

라우마티즘 형성 과정 : 5.18시민군기동

타격대의 '상처받은 5월 정신'

2011 강은숙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사

회학과
사회학

21

1980년대 이후 마당극 연구 : 놀이패 

「신명」, 마당극패 「우금치」,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을 중심으로

2011 김도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22
고은의 『만인보』 연구 : 역사의 형상화

와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2011 장은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23
5.18의 문화적 기억을 위한 연구 : "옛 도

청 별관"담론을 중심으로
2011 장희정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

학원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문학 및 예술

24
칼뱅의 정치사상에 근거한 한국교회의 사

회운동 : 1970, 1980년대를 중심으로
2011 전준봉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

과 역사신학전공
종교학

25
5.18기념의례의 재현과 세대계승 : 5.18

청소년문화제(Red Festa)를 중심으로
2011 한은영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

학과
기념행사

26

한국가톨릭교회의 사회정의활동에 관한 

교회사적 고찰 : 유신체제부터 6월항쟁까

지 

2011 이대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신학과
종교학

27
인권기념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 광주교

도소 이전적지를 중심으로
2011 이상준

호남대학교 대학원 조경

학과
기념공간

28
다크투어리즘의 장소활용 사례분석을 통

한 5.18사적지의 장소마케팅 전략
2012 조현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

학원 문화경영 및 관광

전공

기념공간

29
한국사회 폭력이미지와 활력이미지의 계

보 : 5.18 광주 소재 영화들을 중심으로
2012 채희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

전문사과정 영상원 영상

이론과 영화이론 및 영

화사 전공

문학 및 예술

30
오월 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 참여와 연대의 동학을 중심으로
2012 이윤정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

외교학과
정치학

31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

동을 중심으로

2013 김보경
성공회대학교 NGO대학

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사회학

32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

한 연구
2013 박정옥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

관리협동과정
기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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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고교 역사교과

서의 서술과 학생의 인식
2013 이연선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교육학

34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독교적 해석과 이해 2013 이홍규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

과 역사신학전공
종교학

35 5월 소설'의 증언의식과 서술전략 2013 전성욱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36

5.18광주와 국가의 지역주의담론 연구 : 

대통령연설문에 나타난 공식기억 재구성 

경로를 중심으로

2014 곽송연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

외교학과
정치학

37
5.18기념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야제

를 중심으로
2014 김지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

학원 문화예술이론및기

획전공

기념행사

38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스토

리텔링요소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중심으로

2014 김하나
호남대학교 대학원 관광

학과
기념공간

39
5.18과 인간의 자유 : 5.18에 대한 신학

적 해석
2014 이현석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종교학

40 5.18 광주민중항쟁 '현장'의 문화 연구 2014 천유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

어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41
동시대 팩션영화를 통해 본 한국 관객의 

능동성 : 영화 <26년>을 중심으로
2014 유명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

술학협동과정
문학 및 예술

42

라캉 정신분석학을 통한 대중항쟁에 대한 

이해-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다시 읽

기

2015 김헌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원 신문방송학과
심리학

43
오월어머니집 형성에 관한 연구 : 5.18이

후 오월어머니회 활동
2015 노영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기타

44 5월 연극'의 기억 재현 양상 연구 2015 이정민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45

기억의 문화사 관점을 통해서 본 5·18 민

주화 항쟁- 구술집, '광주, 여성'을 중심으

로

2015 이해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

학원 역사교육전공
교육학

46

지역문화자원의 공연콘텐츠화에 관한 연

구-5·18연극 ‘애꾸눈 광대' 제작사례를 중

심으로

2015 나양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

학원 문화예술교육기획

전공

문학 및 예술

47 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 2016 김수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여성학 및 젠더

48
비판적담론분석을 통한 기록관리전략 연

구-5·18 담론의 기록왜곡사례를 중심으로
2016 이진룡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

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기록학

49 5·18 기념공간의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 2016 주수정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

학원 문화경영 및 관광

전공

기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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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예술치유활동을 통한 탄력성 변화와 외상 

후 성장 경험에 관한 연구 :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생존자를 중심으로 -

2016 박지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

학원 문화경영관광전공
트라우마

51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 연구 :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기록을 중심

으로

2016 김혜란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

관리학과
기록학

52
5·18소설과 문혁소설의 비교 연구 : 중·단

편소설을 중심으로
2016 유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53

한국과 타이완의 민주화 운동 비교 연구 : 

5·18민주화운동과 메이리다오사건을 중심

으로

2016 홍성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

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정치학

54
‘오월’소설에나타난복수양상연구:김경욱,손

홍규의근작을중심으로 
2016 유주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문학 및 예술

55
구술 자료의 평가와 활용 방안 : 5·18 민

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2016 이호정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

과
역사학

56 광주민중항쟁의 역사극 형상화 양상 연구 2016 육지현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57 박효선 희곡 연구 2016 조아름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58
민주화운동과 국가보훈 : 4.19와 5.18 참

여자의 보훈제도 진입 과정
2017 김민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

학과
사회학

59
5·18민주화운동 문화예술의 전개와 발전

방향
2017 조진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

학원 문예창작콘텐츠학

과

문학 및 예술

60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 분석
2017 최소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

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

공

교육학

61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시·공간으로서 경

관 아카이브 연구 : 5·18 민주화운동기록

관을 중심으로

2017 이정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원 정보기록학과
기록학

62
주제기록관 서비스의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중심으로
2017 이대홍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

관리협동과정
기록학

63

민중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과제 : 영화 '꽃잎'을 중심

으로

2017 윤미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기타

64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문학작품 교육 방

법 연구 : 고등학교 국어과의 ‘5월 문학’ 

교육 모형 개발

2018 박지하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여교육전공
교육학

65
‘5·18세계화’ 담론 형성과 변화 과정 : 

1990년대 광주시민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2018 김찬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

학과
사회학

66 5·18 기념공간의 변화와 활용 연구 2018 정현애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

재학협동과정
기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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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별 주제어는 엑셀 파일 참조

67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재 영화 속에서의 

시선에 관한 연구 : 영화 <택시운전사>를 

중심으로

2018 조상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
문학 및 예술

68
문화적 외상의 가능성 : 5·18 영화와 소

설의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2018 김수련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문학 및 예술

69
광주항쟁소재희곡연구:주요인물의유형을중

심으로 
2018 엄두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

학원 문예창작학과
문학 및 예술

70
1980년대 한국소설에 재현된 주체의 정치

성 연구
2018 강소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71 광주 민주화운동의 문학적 증언 양상 2018
아델리나 

핀자루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72

고은의 시에 나타난 ‘주체의 분열’과 시적 

대응 양상 연구 : 『만인보』 27~30권을 

중심으로

2018 김진국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문학 및 예술

73
1987년 이후 검열제도 하 '5·18영화' 제

작과 집단기억의 변화
2019

Di r auf , 

Bettina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

사학과
역사학

74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5·18민주화운동 기록을 중심으로
2019 박상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원 정보기록학과
기록학

75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중학교 "역사" 수

업 방안 :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2019 권나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 역사교육전공
교육학

76

‘오월 광주’의 영화콘텐츠화 연구 : <박하

사탕>,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를 

중심으로

2019 김진실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

문화학과
문학 및 예술

77

청년들의 항쟁 참여: 1990년 방글라데시

의 gono-andolon과 1980년 한국의 광주 

비교연구

2019
샤 헤 드 

카예스

전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학과
사회학

78

가짜뉴스 기록화를 위한 수집 및 기술 방

안 연구 : 5ㆍ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설’을 사례로

2020 김두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

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기록학

79
5·18민주화운동과 청소년 : 1970년대 광

주의 민주화운동과 연계하여
2020 강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

교육학과
교육학

80
5·18 소설에 나타난 국가폭력 가담자에 

관한 연구
2020 이가은

공주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문학 및 예술

81

레오노라 티즈데일의 상황적 설교의 관점

에서 본 '지역설교학' 정립에 대한 연구 : 

5·18민주화운동과 빛고을 광주 지역을 중

심으로

2020 김은총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

원 실천신학 전공
종교학

82

기억의 영화화 과정에서 나타난 영화적 

장치의 매개성 연구 :1980년, 광주, 시공

간을 중심으로

2020 정흠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

방송학과
신문방송학

83
폐사적지 국군광주병원에 대한 사진작품 

연구
2020 최영태

광주대학교 대학원 사진

학과
문학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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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학위 논문 분류

연도 논문 편수

2006 1

2007 1

2008 5

2009 8

2010 3

2011 9

2012 3

2013 5

2014 6

2015 5

2016 11

2017 6

2018 9

2019 5

2020 6

합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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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학위 논문 분류

주제 논문 편수

역사학 3

사회학 6

정치학 6

여성학 및 젠더 1

심리학 1

종교학 6

신문방송학 2

문학 및 예술 26

트라우마 3

기록학 8

교육학 8

기념행사 3

기념공간 7

기타 3

합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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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술지�논문

1. 학술지 논문 목록(212편)

연번 논문명 발행처 연도 저자명 소속 주제어 주제분류 기타

1
5·18 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 2006

오수성· 신

현균· 조용

범

전남대학교 심리

학과

5·18, 외상 후 스트레스, 정신건강, 생활스트

레스, post traumatic stress, mental health, 

Life stress

트라우마

2

5·18문화담론에 대한 비판

적 고찰-5ㆍ18 민중항쟁에

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이르기까지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6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

방송광고학부 교

수

5ㆍ18 정신, 전국화와 세계화, 지배 담론과 대

항 담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정체성, Ma

y Uprising spirit, the nationalization and glob

alization of the May Uprising, dominant disc

ourse and counteractive discourse, Cultural 

Capital of Asia, identity of Gwangju city

사회학 2005년 5·18기념재단

3

광주의 문화담론과 5ㆍ18-

시민단체의 논의를 중심으

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6 정미라

전남대학교 철학

연구교육센터 전

임연구원

광주 문화중심도시, 5ㆍ18 정신, 지역정체

성, 보편적 가치, 아시아, Gwangju as the c

ultural capital, 5ㆍ18 spirit, Identity, Univer

sal Value, Asia

사회학 2005년 5·18기념재단

4

국가폭력과 피해자 보상－

‘5.18민중항쟁’의 인적 피해

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6 정호기

전남대학교 호남

문화연구소 학술

연구교수

5.18민중항쟁, 국가폭력, 과거청산, 피해보

상, 보상법
사회학

5
6.15남북공동선언과 5.18민

중항쟁

조선대학교 동

북아연구소
2006 김태헌

조선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박사수

료

6.15남북공동선언, 5.18민중항쟁, 자주, 민

주, 민족, 평화, 통일, June 15 Inter-Korean 

Agreements, May 18 Democratic Uprising, 

autonomy, democracy, people, peace, uni

fication

정치학

6
극우 반공주의와 5·18광주

항쟁
호남사학회 2006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5·18광주항쟁, 민주화운동, 신군부, 계엄군, 

민간인 학살, 극우 반공주의, Gwangju Dem

ocratic Uprising, New Military Power, Marti

al Law Forces, massacres, "Red ideas", e

xtreme rightist ideas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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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

레이밍에서 도덕감정의 역

할: 5·18광주항쟁 팸플릿에 

대한 내용분석

비판사회학회 2007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

학과

사회운동, 연대, 정체성, 프레이밍, 도덕감

정, social movements, solidarity, identity, f

raming, moral emotion

사회학 2004년 학술진흥재단

8

5ㆍ18 민중항쟁과 기억의 

서사화-8ㆍ90년대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7 김정숙

청주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전임강

사

5ㆍ18 민중항쟁, 기억, 트라우마, 타자, 치

유, 윤리학, Gwangju(May) Uprising, Memor

y-narrative, trauma, the Other, healing, et

hics

문학 및 예술 2006년 5·18기념재단

9
표상과 권력: 5월광주항쟁

의 전용(轉用)
호남사학회 2007 임종명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광주5월항쟁, 표상, 권력, 전용, 재현전략, 

대중규율, 사목권력, The May Uprising, repr

esentation, power, appropriation, represent

ation strategy, pastoral power

역사학

10
사회적 폭력: 5·18에 나타

난 고문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민

주사회정책연

구원

2007
박영주· 신

행우

우석대학교 심리

학과 교수

사회적 폭력, 고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5·18 광주민중항쟁, 민족정신의학, Social Vi

olence, Torture, Post-traumatic Stress Dis

order, 5?18 Gwangju Uprising, Ethnopsychi

atry

심리학

11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

의 세 가지 의미

고려대학교 아

세아문제연구

소

2007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

학과 교수

5ㆍ18 광주항쟁, 혁명적 재현,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 맑스주의, 5ㆍ18 Gwangju Up

rising, Revolutionary representation, Ideolo

gy, Liberal democracy, Marxism

정치학

12

5ㆍ18민주화운동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형사법적 평

가

한국법학회 2007 이보영
호서대학교 법학

과 교수

광주민주화운동, 5ㆍ18특별법, 5ㆍ18재판, 

공소시효 배제, 광주보상법, the May 18th K

wangiu Democratic Uprising, 5ㆍ18 Specia

l law, 5ㆍ18 Trial, The Kwangju compensa

tion law, the prescription of arraignment c

an never be applied

법학 2007년 호서대학교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과 

5ㆍ18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7 류재한

전남대학교 불어

불문학과 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5ㆍ18 정신, 5

월 문화운동, “코드 진보”, 소통, Asian Cult

ure Hub City Project, spirit of May 18 Gw

angju Uprising, May Movement, “code pro

gress”, “mutual understanding”

사회학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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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

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2007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학

과 교수

광주민주화운동, 민주주의, 희생자, 민주화운

동관련자, 피해자보상, 사회보상, 생활안정,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복지향상, 법제도의 

정비,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democracy, victims, social compensation, 

welfare policy, social security, the legal sy

stem of the social laws

법학

15
5월운동에 있어서 의미틀의 

형성과 발전

한국지역사회

학회
2007 나간채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5월운동, 의미틀, 의미틀 변화, 운동의 제도

화, May-movement, Frame, Frame Transf

ormation, Institutionalization

사회학

16
5·18을 재현하는 방식 - 광

주 지역 민족극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

학회
2007 김옥란

한양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강사

5·18 광주민주항쟁, 재현, 여성주의, 여성 인

물, 민족극, 민중, 5·18 Gwangju Uprising, r

epresentation, Feminism, women's charact

ers, people's Theater, the Peoples

문학 및 예술

17
5ㆍ18 광주항쟁에서 여성 

주체들의 특성

한양대학교 여

성연구소
2007 안진

5ㆍ18 광주항쟁, 재생산 역할, 절대공동체, 

‘송백회’, 여성노동자, ‘광대’, 5ㆍ18 Gwangj

u Uprising, the role of reproduction, the a

bsolute community, Songbak-hoi, women 

workers, Gwangdae

여성학 및 젠

더

18
문화, 인권 그리고 광주정

신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7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

연구교육센터 겸

임연구원

문화, 인권, 문화산업, 광주정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culture, human rights. cultural in

dustries, Gwangju Spirit, Culture Hub City 

of Asia

철학 2006년 전남대학교

19 5 · 18 추모관 대한건축학회 2007 김인호
조선대학교 건축

학부 전임강사
기념공간

20
5,18의 성립: 민주화과정에

서 민,군의 "예정된" 충돌

조선대학교 동

북아연구소
2007 정주신

조선대학교 동북

아연구소 전임연

구원

광주 5.18항쟁, 신군부세력, 군부정권, 민주

화 과정, 민, 군의 충돌, Gwangju May 18, 

new military authorities, military governmen

t, process of democracy, collision betwee

n civilians and military army

정치학

21
5,18민중항쟁과 대학민주화

운동

조선대학교 동

북아연구소
2007 김태헌

조선대학교 동북

아연구소 연구원

5, 18민중항쟁, 대학민주화, 조선대학교 민

주화운동, May 18 Uprising, Academic De

mocratization, Chosun University Democrati

zation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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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젠

더의 관점으로 5․18소설읽

기

한국여성문학

학회
2007 이경

진주국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518소설, 비체, 비체화, 비체되기, 우울증, 

우울증주체, 슬픔의 위계화, 애도, 살아있는 

죽음, 여성의 비가시화 비체와 우울증의 정

치학, May 18 Novels, abject, abjection, be

coming abject, melancholia

여성학 및 젠

더

23

5월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그 계기 및 의식성-5월 18

일과 19일을 중심으로

호남사학회 2008 임종명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5월광주항쟁, 역사적 사건, 대중참여의 계기, 

동기, 의식, 감정, 시위 공간, 폭력, 현재적, 

잠재적 피해자의식, the May Kwangju Uprisi

ng, historical event, popular momentums 

and motives in the Uprising, consciousnes

s, feelings, theatrical space, victimhood

역사학 2007년 5·18기념재단

24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발

생기제:광주 '5·18'피해자를 

대상으로

비판사회학회 2008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국가폭력, 트라우마, 개인적 고통, 사회적 고

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State Violence, 

Trauma, individual pain, social suffering, P

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사회학

25

5·18 피해자들의 생활스트

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

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

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 2008
오수성· 신

현균

전남대학교 심리

학과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 5,18, posttr

aumatic stress, mental health, Life stress, 

coping, perceived social support

트라우마

26

5·18 민중항쟁에서의 의료 

공간과 의료인의 대응-전남

대 병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8

정호기· 양

야기· 김기

곤

성공회대학교 민

주주의와사회운동

연구소 연구교수·

전남대학교 간호

학과 박사과정·전

남대학교 5·18연

구소 전임연구원

5ㆍ18민중항쟁, 의료 공간, 의료인, 계엄군, 

시민군, the 5ㆍ18 Peoples' Uprising, Medi

cal Space, Medical Personnel, Martial Forc

es, Gwangju's Civil Army

사회학 2007년 5·18기념재단

27
5‧18소설의‘기억공간’연구—

문순태소설을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호

남학연구원
2008 심영의

전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강사

5‧18민중항쟁,기억과재현,광주,서사공간의의

미망,문순태,5‧18CivilResistance,memoryand

reappearance,Kwang-ju,meaningofspace,M

unsun-tae

문학 및 예술

28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위한 

공수부대의 5·18 ‘과잉진압’

연구

호남사학회 2008 김영택 국민대학교 강사

5·18, 공수부대, 과잉진압, 신군부, 다단계쿠

데타, 국보위, 정권찬탈, Gwangju Uprising, 

Airborne Units(Troops), Excess Suppressio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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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olitical) Power Usurpation, Killing Man

euver, New Military Authorities, Chun Doo 

Hwan, Special Committee for National Sec

urity Measures

29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사상과 이념 ; 5.18 광주항

쟁의 이데올리기 연구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2008 김정한

서강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박사수

료

5, 18 광주항쟁, 대중운동, 이데올리기, 호

명, 환상, 반공, 자유민주주의, 항쟁공동체, 

5, 18 Gwang ju Uprising, the masses mov

ement, ideology, interpellation, fantasy, an

ti-communism, Liberal democracy, resista

nce community

정치학

30
5월운동에 있어서 운동주체

의 형성과 발전과정 분석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8 나간채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운동권, 연대체계, 연결망, 비공식적 소집단, 

운동조직, 연합조직, Multi-orgarnizational fi

eld, Alliance system, Network, Informal s

mall group, Movement organization, United 

organization

사회학 2007년 전남대학교

31 헌법전문과 5ㆍ18정신 한국헌법학회 2008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

헌법개정, 5ㆍ18민중항쟁, 헌법전문, 저항권, 

주권혁명, Constitutional Revision, 5ㆍ18 Pe

ople’s Uprising, the Right of Protest, Sove

reignty Revolution, Preamble to the Korean 

Constitution

법학 2007년 5·18기념재단

32

광주민중항쟁의 문학적 형

상화 - 홍희담의 『깃발』

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회
2008

정문권· 이

내관
배재대학교

광주항쟁, 광주항쟁 문학, 야만적 폭력성, 이

중적 태도, 홍희담, 「깃발」, Democratic 

movement in Kwangju, Literature on the D

emocratic movement in Kwangju, Barbarou

s violence, Dual attitude and hypocrisy, H

ong, heedam, The Flag

문학

33

도덕적판단이한․독청소년의

정서분화메커니즘에미치는

영향에대한탐색적연구:홀로

코스트와광주항쟁을중심으

로

한국홀리스틱

융합교육학회
2008 모상현

강릉대학교 교직

과정 강사

도덕적 판단, 정서분화, 홀로코스트, 광주항

쟁, moral judgement, affective difference, 

Holocaust, Kwangju democratic movement

교육학

34

5ㆍ18기념공간과 사회적 갈

등-기념공간 관련 논쟁 및 

갈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8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 기억의 전쟁, 기념, 사회적 갈등, 기념공간, 

Struggles of memories, Commemoration, 

Social conflicts, Commemoration space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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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육지표사건’과 5ㆍ18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8 김병인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교육지표사건, 5ㆍ18, 약속, 용기, 박관현, 

May 18th, Chunnam University, 'EDUCATI

ON AT A GLANCE CASE', Park Kwan-Ha

n, May demonstrations

역사학

36

지역에서의 5·18 연구-연구

사 및 연구내용에 대한 비

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

학회
2009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May Uprising Movements, Contemporary Hi

story, Academic Discourse
연구사 검토

37
5ㆍ18민주유공자 보상법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9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5ㆍ18광주민주화운동, 5ㆍ18민주유공자, 5

ㆍ18광주민주유공자 보상법, 5ㆍ18민주화운

동관련자 보상,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Gwa

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or the M

ay 18th, Democratic Man of Merit for the 

May 18th, The Law of Compensation for t

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Man of 

Merit, Compensation for the May 18th Gw

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volved 

Person, Guarantee of a Life Worthy of Hu

man Beings

법학

38
5ㆍ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

의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9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5ㆍ18보상법,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희생

과 공헌, 5월민중항쟁, 5ㆍ18 Compensation 

Act, Person of National Merit, Person of D

emocratic Merit, Sacrifice and Contributio

n, the 5ㆍ18 Peoples’ Uprising

법학
2008년 한국학술진흥

재단

39
〈꽃잎〉에 나타난 영상미

학과 각색의 원리

문학과영상학

회
2009 이수현 고려대학교

각색, 몽타주,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시점

숏, 관음증적 시선, 연상 작용, 애니메이션, 

adaptation, montage, voice-over-narration, 

POV shot, voyeuristic gaze, association, a

nimation

문학 및 예술

40
5월행사의 의미변화와 ‘5 · 

18의 문화화’
지역사회학회 2009 김기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5·18, 5월행사, 문화, 정치, 민주주의, 5월의 

문화화, the 5·18 Gwang-ju Uprising, event 

for The May, culture, politics, democracy, 

the 5·18 Culturalization

사회학
2008년 한국학술진흥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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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목포 5ㆍ18의 문화적 의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홍석준

목포대학교 문화

인류학전공 교수

Mokpo, 5 18 uprising, 5 18 discourse, cul

ture, "ritual event", cultural meanings
역사학

42

영화의 역사 구성에 관한 

언론의 담론 형성 과정 고

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의 담론분석을 중

심으로

한국지역언론

학회
2009

강승묵· 황

인성

공주대학교 영상

광정보공학부 전

임강사·서강대학

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역사, 역사성, 영화, 역사 구성, 담론 형성, 

History, Discourse, Discursive Formation, 

Media, Film

문학 및 예술

43

5ㆍ18 소설의 민속문학적 

연구 - 심상대 소설 「望

月」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09 심영의

전남대학교 인문

대학 강사

5ㆍ18소설, 민속문학, 달맞이, 씻김굿, 해원, 

5ㆍ18 Ficton, folk literature. the first full 

moon, practices of an exorciser, recovery 

restoration

문학 및 예술

44
5·18 항쟁기 민간인 희생자

들을 위한 진혼곡
역사비평사 2010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

교육대학 교수

광주(Gwangju), 5·18항쟁(May 18 uprising), 

계엄군(Martial law troops), 민간인 희생(civil

ian victims), 상무충정작전(Sangmu Choong

jeong operation), 인권(human rights

역사학

45
5·18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

동의 이데올로기 변화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0 김정한

서강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5ㆍ18 광주항쟁, 혁명적 재현,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 맑스주의, 5ㆍ18 Gwangju Up

rising, Revolutionary representation, Ideolo

gy, Liberal democracy, Marxism

사회학

46
5·18의 주체와 성격에 관한 

담론의 변화
2010 정호기 사회학

47
5·18 광주항쟁에서 시민군

의 주체성
사회과학연구 2010 김정한 서강대학교

5·18 광주항쟁, 시민군, 이데올로기, 주체성,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형제공동체, 정치적 

주체

정치학 2008년 5·18기념재단

48
북한에서의 5·18과 광주에 

대한 인식

북한대학원대

학교
2010 전미영 동국대학교 강사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Guangj

u. ‘5·18’ dis-cours. North Korean Percepti

on of South Korea. North Korean journal

신문방송학

49
5ㆍ18 30주년 언론보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

학회
2010

강철수· 윤

석년

고구려대학교·광

주대학교 신문방

송학과 교수

5ㆍ18, 언론보도, 신문, 뉴스 프레임, 기념일

저널리즘, May 18, news reports, newspap

er, news frame, anniversary journalism

신문방송학

50
5ㆍ18광주민주항쟁의 기억

과 교육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0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민주주의, 기억, 역사, 교육, 5ㆍ18, democr

acy, memory, history, teaching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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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항쟁 공동체와 지양된 국가

-5ㆍ18 공동체론을 위한 

철학적 시도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0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

과 교수

항쟁, 공동체, 자유, 만남, 국가, 5ㆍ18, Upri

sing, Community, Liberty, Meeting, State
철학

52

법적 허구(Legal Fiction)의 

의의-헌법재판소의 5.18특

별법 합헌 결정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법

학연구원
2010 양선숙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연구원

법적 허구, 법적 진실, 합법성, 정당성, 공소

시효, Legal Fiction, Legal Truth, Legality, 

Legitimacy, 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법학 2007년 경북대학교

53
옛 전남도청별관 갈등과 '5 

· 18'의 의미 탐색

한국지역사회

학회
2010 김기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the Old Annex to Provincial Hall of Jeollan

am-do, Hub City of Asian Culture, Gwangj

u Project, social space, the May 5 · 18, 

historical value, economic interests

사회학 2008년 한국연구재단

54
오늘 우리에게 5,18은 무엇

인가?

조선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원
2010 김태헌 정치학박사

5, 18민중항쟁 완성과정, 정신계승, 선진화, 

The completion process of May 18 democ

ratic movement, Success of spirit, Modern

ization

정치학

55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연구소
2010 김용복

경남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5.18, 광주민중항쟁, 민주화, 절차적 민주주

의,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May 18, Kwangju Democratic Movements, 

Democratization, Political Democracy, Soci

o0economic Democracy

정치학

56

문화산업과 5/18의 재현-

〈화려한 휴가〉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현대정신

분석학회
2010 임경규 조선대학교 문학 및 예술

57

과거사 교육의 중요성 인식

과 제도의 형성 그리고 기

념공간: 5,18민중항쟁을 중

심으로

한양대학교 제

3섹터연구소
2010 정호기

한국민주주의연구

소

과거사 청산, 5, 18민중항쟁, 교육, 제도, 기

념공간,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the M

ay 18 Democratic Uprising, education, inst

itution, commemorative spaces

기념공간

58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5·18과 4·3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인

류사회재건연

구원

2011 이성우
고려대학교 정치

학과

국가폭력, 기억투쟁, 기억의 정치, 5ㆍ18, 4

ㆍ3, State Terror, Struggle of Memory, Pol

ilics of Memory

정치학

59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하

나의 실존적 해석: '어두운 

시대'에 감추어진 '악의 평

범성' 문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1 최치원

고려대학교 평화

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5․18민주화운동,유신체제,한나아렌트,악의평

범성,어두운시대,박정희,5․․18DemocraticMov

ement,OctoberRestoration(SiweolYushin),Ha

nnahArendt,BanalityofEvil,DarkTimes,ParkC

hungHee

사회학 2009년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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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18이 한국 정치지형에 미

친 영향

충북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2011 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교수

광주항쟁, 헌법전문, 정부형태, 국회의원선

거, 정당구도
정치학

61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미국의 대응
한국정치학회 2011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민주주의, 미국의 외교정책, 한미관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카터 행정부, 전두환 신군

부, Democracy, US Foreign Policy, ROK-

US relation, 5.18 Kwangju Uprising, Carter 

Administration, military junta

정치학

62

증언의 시학 : 역사에서 윤

리로-고은의『만인보』5 · 

18 시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1 장은영 경희대학교 강사

5․18민중항쟁, 만인보, 증언, 이야기, 트라우

마적공간, 타자의 목소리, 5ㆍ18GwangjuUpri

sing, Maninbo, testimony, story, traumatic

space, other’svoice

문학 및 예술

63

5·18 기억의 세대계승과 청

소년축제 = 5·18청소년문화

제(Red Festa)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1

현혜경· 한

은영

제주대학교 SSK

전임연구원·전남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체험세대, 후체험세대, 기억, 세대계승, 문화

제, Experience generation, Post-experienc

e generation, Memory, Succession betwee

n Generations, Red Festa

기념행사 2010년 5·18기념재단

64

5․18서사로서의 <햄릿>과 

기국서의 연극사적 위치-

<기국서의 햄릿> 연작을 중

심으로-

한국극예술학

회
2011 김옥란 한양대학교 강사

햄릿, 기국서의햄릿, 기국서, 연출가, 극단7

6, 문화번역, 번역극, 검열, 오태영, 5․18, 예

니, 신영철, 청년문화, 실험극, 아방가르드, 

해체, 포스트모더니즘, Hamlet, KiKukseo'sH

amlet, KiKukseo, Director, theatrecompany

76, CulturalTranslation, TranslatedPlay, Ce

nsorship, OhTaeyoung, 5ㆍ18, Yenie, Shin

Youngcheol, YouthCulture, Experimentalthe

atre, Avant-garde, Deconstruction, Postmo

dernism

문학 및 예술

65 5·18기념사업과 5월운동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1 나간채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5·18기념사업, 5월운동, 운동주체, 운동강도, 

의미해석틀, Memorial projects, May-move

ment, Subject of May-Movement, Intensity 

of May-Movement, Frame of May-movem

ent

사회학 2009년 전남대학교

66
사건으로서 5.18과 인권의 

정치
대한철학회 2011 박영균

건국대학교 통일

인문학연구단 HK

교수

무장항쟁, 반폭력, 사건, 연대, 인권의 정치

학, 절대공동체, 코뮌, absolute community, 

anti-violence, armed struggle, commune,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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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politics of human rights, solidarity

67

부끄러움'과 '남은 자들': 최

후 항전을 이해하는 두 개

의 키워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2 정문영

코넬대학교 역사

학과 박사수료

광주항쟁, 최후항전, 옥쇄(교쿠사이), 부끄러

움, 남은 자들, Gwangju Uprising, last stan

d, ‘gyokusai’, shame, remnants

사회학

68

5·18 시민군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 과정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2012 강은숙 난민인권센터

5월민중항쟁, 5.18과거청산, 생애사, 인정투

쟁, 트라우마티즘
트라우마 2010년 5·18기념재단

69

한국 언론과 5.18 광주민주

화운동 담론-『동아일보』

의 보도 기사와 사설을 중

심으로

한국언론정보

학회
2012

허윤철· 강

승화· 박효

주·채백

부산대학교 신문

방송학과 박사수

료·부산대학교 신

문방송학과 박사

과정·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

사수료·부산대학

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분석, 언론사, 동

아일보, May 18, the Gwangju Democratiza

tion Movement, media discourse, terms a

nalysis, media history, Dong-A Ilbo

신문방송학

70
한국천주교회의5ㆍ18광주민

중항쟁기억ㆍ증언ㆍ기념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2 윤선자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기억, 증언, 기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

회, 5ㆍ18기념성당, 5ㆍ18교구 기념일, me

mory, testimony, commemoration, Justice 

and Peace Commission Archdiocese of K

wangju, 5ㆍ18 Memorial Church, 5ㆍ18 An

niversary of the Archdiocese of Kwangju

종교학

71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

사의식-5월민중항쟁과 광주

ㆍ전남 가톨릭교회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2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

방송학과 교수

천주교, 5ㆍ18민주화운동, 부끄러움, 역사의

식, 광주, The Catholic Church, May 18th 

People’s Uprising, Shame, Historical Cons

ciousness, Gwangju

사회학 2012년 광주대학교

72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물의 미국에 대한 인식 

윤한봉과 윤상원을 중심으

로

전북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2012 이종인

연세대학교 정치

학과 석사과정

5·18광주민주화운동,윤한봉,윤상원,미국에대

한인식,김대중,평가의다양성, 5,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Yoon Han Bong, Y

oon Sang Won, The Perceptions about the 

U.S., Kim Dae-jung, Diversity of Opinion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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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18 무장투쟁과 1980년대 

사회운동 - 대항폭력의 과

잉과 반폭력의 소실

역사문제연구

소
2012 김정한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 HK연

구교수

5·18 광주항쟁, 시민군, 무장투쟁, 국가폭력, 

대항폭력, 반폭력, 방어적 폭력, 5·18 Gwan

gju Uprising, Civil Army, State Violence(Ge

walt), Armed Struggle, Counter-Violence, 

Anti-Violence, Defensive Violence.

정치학 2007년 한국연구재단

74

부활절 민중봉기시와 5·18

민중항쟁시에 제시된 ‘존재

의 통합’

한국예이츠학

회
2012

고준석· 정

재호

조선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강사·조

선대학교 정치외

교학과 강사

예이츠, 부활절 민중봉기, 존재의 통합, 김남

주, 5·18민중항쟁, Yeats, Easter Rising, Na

m Joo Kim, 5·18 General Public's Resista

nce and Struggle, Unity of Being

정치학

75

5·18 무장투쟁과 1980년대 

사회운동―대항폭력의 과잉

과 반폭력의 소실

역사문제연구

소
2012 김정한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 HK연

구교수

5‧18광주항쟁, 시민군, 무장투쟁, 국가폭력, 

대항폭력, 반폭력, 방어적폭력, 5‧18Gwangju

Uprising, CivilArmy, StateViolence(Gewalt), 

ArmedStruggle, Counter-Violence, Anti-Viol

ence, DefensiveViolence

정치학 2007년 한국연구재단

76
5ㆍ18 소설의 여성 재현 양

상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2 심영의

전남대학교 인문

대학 강사

5ㆍ18 소설, 타자(他者), 차별과 배제, 여성성, 

자매애, Ficton of 5ㆍ18, the Other, discrimi

nate and exclusion, frminine, sisterhood

여성학 및 젠

더
2011년 한국연구재단

77

정치적 학살 이론의 관점에

서 본 가해자의 학살동기 

분석: 5·18 광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3 곽송연

서강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박사과

정

정치적 학살(politicide), 5·18, 가해자, politic

ide, 5·18 uprising, perpetrator
정치학

78

5·18'에 관한 간호사 집단

의 기억 형성과 특성-종합

병원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3

양야기· 정

호기

호남대학교 간호

학과 교수·한국현

대사회연구소 연

구위원

간호사, 의료인, 5․18민중항쟁, 집합기억, 개

인기억, 종합병원, Nurse, MedicalPersonnel, 

5․18DemocraticUprising, CollectiveMemory, 

IndividualMemory, GeneralHospital

사회학

79
5·18 항쟁의 배경과 참여세

력

한국역사연구

회
2013 노영기

조선대학교 사학

과 강사

5·18 항쟁, 광주, 유신체제, 신군부, 계엄군, 

시민군,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Gw

angju, Yushin regime, Neo-military, martial

-law troops, civilian army

역사학

80

5·18 항쟁 초기 군부의 대

응: 학생시위의 시민항쟁으

로의 전환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2013 노영기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5ㆍ18항쟁, 광주, 신군부, 공수부대, 시위진

압, 5.18 Uprising, Gwangju, neo-military a

uthorities, airborne troop, demonstration c

ontrol

역사학 2010년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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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18항쟁 시기 군부의 5·18

담론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3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5ㆍ18항쟁, 군부의 5ㆍ18담론, 선무공작, 5

ㆍ18 Uprising, 5ㆍ18 discourse of military 

authorities, pacification work

사회학 5·18기념재단

82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

법이론적 고찰-역사적 사실

과 평가에 관한 교육의 중

립성 의무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

교법학연구소
2013 차수봉

동신대학교 초빙

교수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적 사실, 역사적 

평가,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The 5.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Histo

rical fact, Historical fact Analysis, Political 

Neutrality, Educational Neutrality

법학

83

천주교회의 ‘5월운동’과 사

회참여-1980년대 전남지역

의 활동을 중심으로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3 정호기
한국현대사회연구

소 연구위원

5･18민중항쟁, 5월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 

사회참여, 집단기억, 5･18DemocraticUprisin

g, MayMovement, CatholicArchdioceseofG

wangju, SocialParticipation, CollectiveMem

ory

종교학

84

광주민중항쟁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변증법적 이해-5·18

체험의 인간학적 고찰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3 김용해 서강대학교

광주민중항쟁, 회심, 초월, 기억, Gwangju P

eople’s Uprising, Conversion, Transcendent

al, Memory

종교학

85
5 · 18민주화운동 기록물분

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3

박정옥· 이

명규

전남대학교 기록

관리협동과정 석

사·전남대학교 사

회과학대학 문헌

정보학과 교수

5·18운동 기록물, 5·18아카이브, 기록물 관

리, 기록물 분류, 5·18 archives, classificati

on of 5·18 records, records managemen

기록학

86

5ㆍ18항쟁의 재생과 해석-

『1980 대중봉기의 민주주

의』 김정한, 소명출판, 2013

역사비평사 2013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

교육대학 교수
역사학

87 5,18소설의 지식인 표상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2013 심영의

전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민주화운동, 5, 18소설의 지식인 표상, 윤리적 

분노, 저항하는 주체, 성찰과 모색, Democrac

y, The Intellectual`s Representation in the Fi

ctions of the 5, 18, Ethical Outrage, Resisti

ng Subject, Reflection and Exploration

문학 및 예술

88

5ㆍ18 광주민중항쟁의 문학

적 형상화-아동청소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비평문학

회
2013 김화선 배재대학교

5ㆍ18 광주민중항쟁, 기억, 분유[分有], 기

억투쟁, 치유의 서사, May 18th Gwangju D

emocratic Uprising, memory, share, strugg

les of memories, healing-narrative

문학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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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18, 민주주의 위기 그리

고 유럽한인의 대응양상

위기관리 이론

과 실천
2013 김면

건국대학교 통일

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5.18 민중항쟁, 민주주의 위기, 유럽한인운

동 the 18th May Gwangju Uprising, the Ko

rean democracy movement in Europe, the 

Crisis of Democracy

사회학 2012년 5·18기념재단

90 총을 든 시민들, 시민군
역사문제연구

소
2014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

교육대학 교수

5ㆍ18항쟁(5ㆍ18 Uprising), 광주(Gwangju), 

공수부대(airborne troops), 계엄군(martialfor

ces), 시민군(civil-military)

역사학

91

5·18역사왜곡에 대한 고찰-

『역사로서의 5·18』에 대

한분석을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4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5·18항쟁, 5·18담론, 5·18 역사 왜곡, 5·18 

Uprising, 5·18 discourse, 5·18 history dist

ortion

역사학 2013년 5·18기념재단

92

고등학생의 민주주의 이해 

양상-5 · 16과 5 · 18을 중

심으로

효원사학회 2014 강화정 충렬고등학교

Education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한국현대사 교육), Democracy Narrative(민

주주의 서사), 5 · 16, 5 · 18, Ilbe(Daily Be

st)(일베)

교육학

93

열흘간의 항쟁 체험과 시민

의식의 변화 -의미틀 분석

을 통한 5, 18항쟁의 재구

성

한양대학교 제

3섹터연구소
2014

김희송· 최

정기
전남대학교

5, 18항쟁, 의미틀 분석, 주의미틀, 시민, 지

배와 저항, 구성적 각축, 5, 18 Uprising, fra

me analysis, master frame, citizen, domin

ance and resistance, constructive competit

ion

사회학

94

『만인보』에 나타난 역사

의 형상화 양상 - 4.19 시

편과 5.18 시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2014 장은영 조선대학교

만인보, 고은, 역사, 이야기, 서술시, 폴 리

쾨르, 르포르타쥬, 증언, 역사의 형상화, 4.1

9혁명, 5.18 광주 민주화항쟁, 기억

문학 및 예술
2011년도 한국연구재

단

95 5,18정신과 마을자치공동체

21세기 기독교 

사회문화아카

데미

2014 김성균
성결대학교 사회

복지학

5․18정신, 마을자치, 마을자치공동체, 생태적

재지역화, 5․18CivilResistance, MaeulAutono

my, MaeulAutonomousCommunity, ecologi

calrelocailzation

사회학

96

5·18 민중항쟁과 시민 주도

적 자치공동체-『오월의 사

회과학』의 ‘절대공동체’ 논

의와 한나 아렌트 정치이론

21세기정치학

회
2014 서유경

5·18 민중항쟁, 5·18 Democratic Uprising, 

절대공동체, 한국민주주의, 한나 아렌트 정치

철학, absolute community, aesthetic trans

cendence, Arendtian moment, Democracy 

in S. Korea, Hannah Arendt’s political the

ory

정치학 2014년 5·18기념재단



- 23 -

97
5,18민주화 운동과 광주 지

역에서의 간호활동 경험

한국간호행정

학회
2014 양야기

원광대학교 간호

학과

5.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 

간호활동, 구술사, Nursing activity, Oral hist

ory

사회학 2013년 원광대학교

98

임진택의 오월광주 에 나타

난5.18 민주화운동의 형상

화 방식

전남대학교 호

남학연구원
2014 부유진

광주광역시립민속

박물관 학예연구

사

5·18 민주화운동, <오월광주>, 항쟁 주체 세

력, 범인적 비장, 골계미, Gwangju Democrati

zation Movement, newly created Pansori <M

ay 18th of Gwangju>, The leading group of 

May 18th, immersed and realaxed, tragic b

eauty of common people, humoristic beauty

문학 및 예술 2008년 한국연구재단

99

기억에 대한 담론을 통한 '

5·18’의 사진 재현 : 사진가 

노순택의『망각기계』를 중

심으로

문화사학회 2014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진, 노순택, 기억, 다큐멘터리, May 18 of 

Gwangju, photography, Noh Suntag, mem

ory discourse, Documentary, 5·18

문학 및 예술

100
종교 코드를 통해 읽는 5·1

8항쟁 -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4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

5·18항쟁, 신앙 실행의 자유, 오월운동, 구호

활동,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종교학

101

상무충정작전의 입안과 실

행: 1980년 5월 27일 최후

의 진압작전을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2015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

교육대학 교수

518uprising, Sang-Mu loyalty operation, air

borne uni,t Gwangju citizen`s forces, citize

n`s uprising

역사학
2014년 조선대학교 학

술연구비

102

인식되지 못한 자들, 혹은 

유령들: 5월 소설 속의 룸

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5 정명중

전남대학교 호남

학연구원 교수

5월소설, 문순태, 임철우, 룸펜프롤레타리아

트, 저항의 정치학, May Novel, Mun Soon-t

ae, Lim Cheol-woo, Lumpenproletariat, Th

e Politics of Resistance

문학 및 예술 2008년 한국연구재단

103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와 희생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5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

교육대학 교수

martial law forces, collective firing, Kwang

-ju, state violence
역사학 2013년 5·18기념재단

104

5·18항쟁의 명칭문제-'광주'

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

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5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5･18광주, 민주화운동, 항쟁, 민중항쟁, the5･
18democraticmovement, the5･18MinjungUpri

sing, Gwangju, Minjung, progressivecamp

역사학

105

항쟁의 에토스와 공동체-19

80년 5월 광주의 마음을 찾

아서

한국언론정보

학회
2015 박경섭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 

전남대학교 인류

학과 강사

공동체, 광주민중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항쟁의 에토스, 해방, 정신, 마음, 광주, The 

May 18, Ethos, Gwangju, spirit, heart, co

mmunity, uprising, freedom, liberation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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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980년 5월 광주공동체의 

의미와 현재화에 대한 고찰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5 김희송
전남대학교 지역

개발연구소

5 · 18항쟁, 광주공동체, 대동세상, 살림의 

공동체, 사회적경제, 5 · 18 Uprising, Gwan

gju Community, The United World, Liveliho

od Community, Social Economy

사회학

107
한국민주주의의공고화와

「5･18특별법」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5 이영재

한양대학교 제3섹

터연구소

5ㆍ18특별법,5ㆍ18민주화운동,민주헌정질서,

공고화,공소시효,5･18SpecialAct,5･18democ

raticmovement,constitutionalnorms,consolid

ation,statuteoflimitation

법학 2015년 5·18기념재단

108

5ㆍ18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한강 소설 '소년이 온

다'의 경우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5 심영의

전남대학교 국문

과

5ㆍ18소설, 죽음, 기억, 이야기, 감정, Ficto

n of 5ㆍ18, Death, Memory, Story, Emotio

n

문학 및 예술 2013년 한국연구재단

109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기

억'의 방식-문순태의 5.18 

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

학회
2015 전흥남

한려대학교 교양

과 교수

기억공간, 기억의 투쟁, 문순태, 서사적 진

실, 서술기억, 임철우, 집단기억, declarative 

memory, fiction of memory, Lim cheol-wo

o, memorial space, Mun Sun-tae, narrativ

e truth. collective memory, Remembrance 

and Oblivion, trauma

문학 및 예술

110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

한 형법적 규제 방안

전남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5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5･18민주화운동, 집합적명예훼손, 대중선동

죄, 홀로코스트부인, 아우슈비츠사기, 5･18D

emokratiebewegung, BeleidigungeinesKollek

tivs, Volksverhetzung, Holocaust-Leugnun

g, Auschwitzlüge

법학

111

‘5·18민중항쟁’ 관련 초상사

진과 역사적 의미-근원연상

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

학회
2015 김금녀

이미지 감성문화

연구소 대표

5·18민중항쟁, 초상사진, 근원연상, 현상학, 

감정 체험, 5·18을 생각한다·Thinking of Ma

y 18, Kim Min Jeeong, the May 18th Dem

ocratic Uprising, intentionality of impulse. 

primordial association, 5·18-related photo

graphy

문학 및 예술

112

‘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

의 사법적 처리-‘특별법 제

정운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5 정호기

한국현대사회연구

소 연구위원

5ㆍ18민중항쟁, 5월 문제, 가해자 처리, 5 1

8특별법, 문민정부, May 18 Democratic Upr

ising, May Issue, Perpetrator Treatment, S

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

sing, Social Movement, Civilian Governmen

법학 2015년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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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 · 18소설과 문혁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재현’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한

국어문학연구

소

2015 유인

전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박사과

정 수료

비교문학, 5 · 18소설, 문화대혁명, 문혁소

설, 기억, comparative literature, 5 · 18 no

vels,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ultural 

Revolution novels, memory

문학 및 예술

114

인권기록유산 가치와 지평

의 확산 -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2015 이정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기록유산, 5·18광주민주화운동, 세계기

록유산,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Human Rig

hts Documentary Heritage, Gwangju Demo

cratization Movement, Memory of the Worl

d, 5·18 archives

기록학

115
임을 위한 행진곡 - 1980

년대 비판적 감성의 대전환
역사비평사 2015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sensitivity, soul wedding, institutionalizatio

n, ritual, democratization
사회학

116

기념사업으로 본 ‘5·18’의 

의미 변용-민주성지, 문화

도시, 인권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

학회
2015 정호기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강사

5·18민주화운동, 의미 변용, 기념사업, 민주

성지, 문화도시, 인권도시, May 18 Democr

atic Movement, change of meaning, mem

orial project, holy ground for democracy, 

cultural city, human rights city

사회학

117
5·18항쟁과 1980년대 대구 

학생운동
한국NGO학회 2015 김상숙

단국대학교 사회

학과 강사

5･18항쟁, 1980년대 학생운동, 대구, 광주, 

지역주의, The May 18th Uprising, 1980s S

tudent Movement, Daegu, Gwangju, Local 

Sectionalism

사회학

118

5,18 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

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

일방안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

소
2015 최양근

숭실대학교 법학

연구소 책임연구

원

Unification Clause, 6.15 Joint Declaration 

Section 2, 18 spirit, the 5,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주체 대 통일주체의 만남, the 

threefold division in the Korea Peninsular, 

face to face meeting between unification 

agents, the unification pl, 한반도 3중분단, 

5, 18 정신, 6.15공동선언 제2항, 통일조항

법학 2015년 5·18기념재단

119

5,18당시대중의침묵에관한

연구―국가의부인전략을중심

으로 

수신사학회 2015 곽송연
서강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부인, denial, 부인전략, 대중의 침묵, denia

l, 5, 18, regionalism discourses, causes si

lence of the masses

정치학

120

5,18 당시 시위대와 군중론 

-18일부터 21일까지를 시

위군중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2015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국가폭력, 군중, State Violence, Crowd 사회학



- 26 -

121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교육 프

로그램 개발-고등학교를 중

심으로

한국기록관리

학회
2015

강주연· 남

연화· 노형

관·김용

전북대학교 기록

관리학과 대학원

5.18 민주화운동기록, 5.18 아카이브, 교육

프로그램, 주제기록관, PBL 모형,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education 

program, subject archives, PBL model

기록학 2015년 전북대학교

122 5,18 민중항쟁과 김대중 호남사학회 2015 최영태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5.18광주민주항쟁, 김대중, 민주화운동, 광주

시민, 호남인, May 18th Gwangju Democrat

ic Uprising, Kim Dae Jung, democratic m

ovement, Gwangju citizens, Honam. Provin

ce

역사학

123

6ㆍ25전쟁 국가유공자와 5

ㆍ18 민주유공자의 국가보

상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2015 김남욱
송원대학교 국방

공무원학과 교수

국가보상제도, 6ㆍ25전쟁, 5ㆍ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보훈법, 국가보

상법, country of compensation system, 6․, 
25 War, 5․, 18 democratization movement, 

person of national merit, person of democ

ratic merit, national compensation Act, Mi

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ct

법학

124
역사인식의세대차와시대차-

5･18민주항쟁의사례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5 허석재

목포대학교 지방

자치연구소 학술

연구교수

세대, 시대효과, 생애주기, 역사인식, 광주문

제, Generation, Period Effect, Life-Cycle, 

May 18 uprising

정치학

125

매체 서사로서의 역사와 집

합기억의 재현: 5.18 민주

화운동 관련 지상파방송 뉴

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

학회
2015 주재원

한동대학교 언론

정보문화학부 조

교수

집합기억, 매체서사, 텔레비전 뉴스, 5·18 민

주화운동, 뉴스가치
신문방송학 2014년 5·18기념재단

126

5 · 18교육과 대동정신, 광

주교육의 과제 - 광주광역

시 교육정책 진단과 제안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5 배이상헌
광주교육연구소, 

중등교사

5 · 18교육, 광주교육, 대동정신, 시민교육, 

진보교육
교육학

127

정치적 학살의 정당화 담론 

연구: 5·18 당시 국가의 지

역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6 곽송연

서강대학교 현대

정치연구소 선임

연구원

5ㆍ18, 정치적 학살, 5ㆍ18담론, 지역주의담

론, 언어네트워크 분석, May 18, May 18 di

scourses, regionalism discourses, semanti

c network analysis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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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윤상원의 사인에 대하여 호남사학회 2016 안길정
5·18기념재단 전

임연구원

자상, 화상, 총상, 수류탄 자폭설, 분신설, 

사체검안서, 검시기록, 이양현, 김영철
역사학

129
부끄러움과 전향-오월 광주

와 한국사회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6 이영진

전남대학교 호남

학연구원

부끄러움, 전향, 공감의 구조, 오월 광주, sh

ame, conversion, structure of sympathy, G

wangju uprising

사회학 2008년 한국연구재단

130

5ㆍ18 트라우마와 치유-개

인과 사회공동체의 변증법

에 대한 비판적 성찰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6 노성숙
한국상담대학원대

학교 교수

트라우마, PTSD, 기억, 내러티브, 치유공동

체, Trauma, Memory, Narrative, Healing C

ommunity

트라우마

131

5 · 18 생존자의 예술치유

경험을 통한 탄력적 재통합 

연구-광주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2016
박지윤· 김

인설

전남대학교 문화

전문대학원 문화

융합연구원 연구

원·전남대학교 문

화전문대학원 교

수

예술치유, 회복탄력성, 탄력적 통합과정, 5·1

8, 광주 트라우마센터, Therapeutic Arts, Re

silience, Resilient Reintegration, 5·18, Gwa

ngju Trauma Center

트라우마

132

5 · 18민주화운동이 광주지

역 대학생에게 미치는 암묵

적 영향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6 배재창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ilim

an 심리학과 박사 

후 연구원

5 · 18 민주화운동, 광주, 전남, 점화, 암묵

적 연합검사, Gwangju democratic moveme

nt, Gwangju, Jeollanam-do, priming, Impli

cit Association Test

심리학

133

소설이 '오월-죽음'을 사유

하는 방식-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6 최윤경

전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박사과

정 수료

오월ᐨ죽음,후사건적주체,문학의윤리,소년이온

다,한강,May-Death,Subjectaslaterevent,Liter

aryethics,Theboycomes,HanGag

문학 및 예술

134 5.18과 현대소설
한국현대소설

학회
2016 강진호

성신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

사건과기억, 알레고리, 윤정모, 최윤, 임철

우, 황석영, 한강, <밤길>, <저기소리없이한

점꽃잎이지고>, <오래된정원>, <봄날>, <소

년이온다>, 존재의양식, Accidentandmemor

y, Allegory, JungmoYoon, YoonChoi, Chul

wooIm, SugyoungHwang, ｢Roadatnight｣, ｢
Thereisonepetalsfallwithoutasound｣, 『TheO

ldGarden』, 『Springtime』, 『Theboycom

es』, Formofexistence

문학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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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

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

법원 판결 분석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6

민병로· 김

남진

전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연구원

5ㆍ18민주화운동, 12ㆍ12군사반란, 헌정질

서파괴범죄, 비상계엄, 내란목적살인죄, May 

18 Democratic Movement, December 12 

Military Coup, Constitutional Disorder Crim

e, Emergency Martial Law, Manslaughter P

urposing Treason

법학 2014년 5·18기념재단

136
아리랑의 문화공학과 송기

숙 『오월의 미소』의 접점

전남대학교 한

국어문학연구

소

2016 나경수
전남대학교 국어

교육과 교수

광주, 아리랑,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광주세

계아리랑축전, 송기숙, 오월의 미소, OSMU, 

Gwangju, Arirang, 5 · 18 Gwangju democr

atization movement, Gwangju World Ariran

g Festival, Song, gisook, Smile of May

문학 및 예술

137

5ㆍ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

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

성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6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5ㆍ18민주화운동, 홀로코스트 부인, 집단 명

예훼손, 표현의 자유, 비례성원칙, 5ㆍ18 De

mocratization Movement, Holocaust denial, 

Group defamation, Freedom of expressio

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법학 2015년 5·18기념재단

138

담론 분석을 통한 기록관리

전략 연구 5·18 담론의 기

록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2016
이진룡· 임

진희

알엠소프트 연구

원·명지대학교 기

록정보과학전문대

학원 교수

5·18, 민주화운동, 항쟁, 폭동, 담론분석, 왜

곡 담론, 기록관리 전략
기록학

139

기억으로 항쟁하기 -5.18 

광주항쟁의 사진적 재현을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

학회
2016 박종현

부산대학교 영화

연구소

5.18광주민주화운동, 이상일, 노순택, TteMa

y18thDemocraticUprising, LeeSangIll, NohS

unTaek

문학 및 예술

140
5·18학살 이후의 미사(未死)

-아직 죽지 못한 삶들
상허학회 2016 김정한 고려대학교

5·18, 학살, 미사(未死), 죽음, 나쁜 삶, 폭

력, 타자성, 5·18 Gwangju Uprising, massa

cre, undead, death, bad life, violence, oth

erness

정치학 2007년 한국연구재단

141

이미지중첩-몽타주를 통한 

기억의 재현과 현시-광주 

5.18 사진 이미지 시론

글로벌문화콘

텐츠학회
2016

김상철･박
기현

전남대학교 문화

전문대학원

이미지 중첩, 몽타주, 광주, 5ㆍ18, 기억, 사

진, 발터 벤야민,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Ov

erlapping Image, Montage, Gwangju, 5ㆍ1

8, Memories, Photograph, Walter Benjami

n, Georges Didi-Huberman

문학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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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의 진

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

운동 기록의 수집전략

한국기록학회 2016 이상민
한국국가기록원 

연구위원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 5·18기록, 5·18민

주화운동기록관, 수집정책, 수집전략, 세계기

록유산, 인권기록, 기록화전략

기록학

143

나무 - 몸 - 시체 - 5.18 

전후의 역사 폭력을 생각하

는 삼각 운동

조선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2016 한순미 조선대학교

5.18, 증언, 트라우마, 파열음, 유령의 목소

리, 남겨진 아픔, 빙의(憑依), 사유의운동, 임

철우, 공선옥, 한강, May 18, Testimony, Tra

uma, Plosive, Phantom`s voice, Pain of bei

ng left, Possession, Movement of thinking, 

Lim Chul-woo, Gong Sun-ok, Han Gang

문학 및 예술

144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

학에 대한 사례연구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

인(denial)의 감정생태계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2016 김명희 건국대학교 문학 및 예술

14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

토-법리적, 의회 입법적 측

면에서

이화여재닿교 

법학전문대학

원

2016 김희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과잉, 5.18민주화운동, 표현의 자유, 긴

급조치, May 18 Democratic Uprising, 혐오

표현, Freedom of Speech, Hate Speech

법학

146

5 · 18연구소 20년과 5 · 1

8 연구-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6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5 · 18연구, 전남대학교 5 · 18연구소, 왜곡, 

the studing May Uprising Movement, May 

18 Institute CNU, distortion

연구사 검토

147

5,18 광주 민중항쟁 "현장"

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

cape)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2016 천유철 성균관대학교

광주 민중항쟁, 사운드스케이프, 소리의 문화

정치, 시민공동체, 음향전, Gwangju Democr

atic Uprising, Sound-scape, Cultural Politi

cs of Sound, Acoustic Community, Acoust

ic Warfare

문학 및 예술

148

5·18민주화운동의 재구성: 

계엄군의 사격행위를 중심

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7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5·18민주화운동, 계엄군, 자위권, 헬기 사격,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martia

l army, right of selfdefense, helicopter gun

shot

사회학

149
상무대 옛터'의 5·18 기념

공간화 과정에 대한 검토
역사문화학회 2017 정현애

전남대학교 문화

유산연구소 전임

연구원

상무대 옛터, 5․18 기념공원, 5․18 자유공원, 

표지석, 무각사, 시민참여, Old site of Sang

mudae, May 18 Memorial Park, May 18 Li

berty Park, Stone Monument, Mugaksa Te

mple, Citizen participation

기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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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코퍼스를 이용한 ‘호남’과 

‘영남’ 지역신문에서의 ‘5.1

8’에 대한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어학회 2017
이숙의· 진

두현

전남대학교 BK21

+ 학술연구교수·

충남대학교 언어

학과 박사수료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5.18,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코퍼

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 언어 사용(La

nguage use)

신문방송학

151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

합분류체계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

보학회
2017

박성우· 정

대근

광주대학교 문헌

정보학과 교수·전

남대학교 문헌정

보학과 강사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기록

물 분류, 주제기록관, 5·18 Democratic Upri

sing Archives, Integrated Classification Sys

tem, Classification of Records, Subject Ar

chives

기록학

연구용역 '5·18기록물

관리 고도화 및 통합 

분류체계 수립방안'

152
5·18항쟁 기록물의 생성과 

유통

한국역사연구

회
2017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

교육대학 교수

광주, 5·18항쟁, 신군부, 공권력, 폭도, 폭동, 

Gwangju, 5·18 Uprising, new-military auth

orities, Public powers, mob, riot

문학 및 예술

153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5·18진상규명

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7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5·18정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헬기기

총소사, 발포책임자, May 18 Spirit,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Finding, 

Helicopter Strafing, Officer Responsible for 

Shooting

법학

154

광주․전남출신대학생이5·18

민주화운동에대해지니는암

묵적표상

한국심리학회 2017 배재창
전남대학교 심리

학과

5 · 18민주화운동, 외상, 민주공동체, 암묵적 

표상, 암묵적 평가, Gwangju democratic m

ovement, trauma, democratic community, 

implicit representation, implicit evaluation

심리학

155

10년 전의 기억, 새로움을 

위한 제언-국방부 과거사진

상규명위원회의 5 · 18 조

사 활동과 평가

역사비평사 2017 노영기

5 · 18 Democratic Movement, National De

fense’s past truth searching committee, p

ast mistake, political soldier, new military 

authorities, human rights

역사학

156

이중적 예외상태로서의 5·1

8과 민중·민족문학 담론 - 

『창작과비평』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

학회
2017 김영삼 전남대학교

5·18, 민중, 민중·민족문학론, 창작과비평, 

예외상태, 임철우, 백낙청, People, People 

and National Literature, Creation and Critic

ism, Exception Status, Lim Chul Woo, Be

ak Nak Chung

문학 및 예술 2016년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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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18 민주화운동의 지역성 

극복을 위한 방안연구 -학

술논문 저자와 학술지 편중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회

연구소
2017 정근하 조선대학교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주의, 연구자, 편중

분포, 5·18 정신의 전국화
정치학

158
5・18을 기억하는 아동문학

의 방식

한국아동청소

년문학학회
2017 안점옥 광주대학교

5・18아동문학, 현재적재현, 기억의간접화, 

『달맞이언덕에뜨는달』, 『기찻길옆동네』, 

『오월의달리기』

문학 및 예술

159
5·18가해자들의기억과트라

우마=5･18소설을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7 심영의

전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역사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 5 18소설, 가해

자의 트라우마, 텍스트 사회학, 국가폭력의 

소외론적 분석, Historical memory and cult

ural memory, May 18 novels, Trauma of p

erpetrators, Text sociology, Alienation theo

retic analysis of state violence

문학 및 예술 2016년 한국연구재단

160

현대미술에 나타난 5.18 광

주민주화운동과 트라우마의 

치유

한국예술종합

학교 한국예술

연구소

2017 김명지
전남대학교 미술

학과 강사

5․18, 트라우마, 치유, 노순택, 빅반데폴, Ma

y18th, Trauma, Recovery, NohSuntag, BikV

anderPol

문학 및 예술

161

5·18 민주화운동의 서사적 

재현과 문화적 외상의 한계: 

5·18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

학회
2017

박선웅· 김

수련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교원대

학교 일반사회교

육과 석사과정

5·18 민주화운동, 5·18 영화, 문화적 외상, 

서사, 장르, 제프리 알렉산더, 5·18 Democr

atic Movements, 5·18 Fillm, Cultural Trau

ma, Narrative, Genre, Jeffrey Alexander

문학 및 예술

162 5·18과 광주 인권 정책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7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

과 교수

광주, 5·18, 인권, 주권, 시민, 자치, Gwangj

u, 5·18, Human Rights, Sovereignty, Citize

n, Autonomy

철학

163

5․18민주화운동참여자의80

년5월이후삶과증언치료경험

에관한현상학적연구

한국심리학회 2017
김문선· 강

문민서

광주북구정신건강

증진센터·광주트

라우마센터

5 · 18민주화운동, 트라우마, 증언치료, 고

문, May 18 democracy movement, traum

a, testimony therapy, torture

심리학

16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의 장소정체성 및 

이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정책과학

학회
2017

박성진· 서

룡·염대봉
조선대학교

공공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장소의 의미, 

장소정체성, Public Space, Asian Culture C

omplex, Sens of Place, Place Identity

기념공간 2013년 조선대학교

165
출애굽의 기억공동체와 5·1

8 기억공동체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7 김영선
광주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출애굽 사건, 출애굽 기억공동체, 5 18 기억

공동체, 해방, 현재화, 기억, The Exodus Ev

ents, The Remembering Community of the 

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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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dus, The Remembering Community of 

5·18 People’s Uprising, Liberation, Context

ualization, Remembering

166

오월의 나신, 나신의 공동

체-한국사회가 80년 광주를 

기억하는 법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8 윤비

성균관대학교 정

치외교학과

광주항쟁, 육체, 나신, 폭력, 호모 사케르, 

순교자, 피에타, Kwangju Resistance Move

ment, Body. Nudity, Violence. Homo sace

r, Martyr, Pieta

정치학

167

5·18 최후항전 참여자들의 

구금 생활 연구-2011년 5·

18민주화운동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8 김형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5·18, 최후항전, 시민군, 구금, 상무대 영창, 

May 18 Uprising, last stand, civil militia, d

etention, Sangmudae, guardhouse

사회학
2018년 광주광역시 5·

18연구지원사업

168

5·18 광주민중항쟁 시기 '

광주폭격계획' 의혹과 미국

인의 광주 소개(疏開) : 쟁

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8 정문영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

원

5·18 광주민중항쟁, 광주폭격계획, 민간인 

소개, NEO, 비밀해제문서, The Gwangju Up

rising, Air-Strike Plan, American Evacuatio

n, Declassified Documents

사회학
2018년 광주광역시 5·

18연구지원사업

169
5·18광주정신과 시민성-마

을분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8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

원

5·18광주정신, 5·18광주민중항쟁, 마을분쟁, 

대체적분쟁해결, 토론방, May 18 Gwangju 

Spirit, May 18 Gwangju People’s Uprising, 

Village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 Disp

ute Resolution, Communication Room

사회학
2018년 광주광역시 5·

18연구지원사업

170

역사 왜곡에 대한 저항으로

서 5.18 영화와그 사회 치

유적 힘

한국문학치료

학회
2018 박재인

건국대학교 통일

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5.18광주민주화운동, 5.18영화, 국가폭력, 

사회 치유, 5.18 역사 왜곡, <꽃잎>, <화려

한 휴가>, <택시운전사>, May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5.18 Movies, State 

Violence, Social healing, 5·18 History Dist

ortion, < A Petal >, < May 18 >, < A Tax

i Driver >

문학 및 예술 2009년 한국연구재단

171
‘5.18’의 기억 서사와 ‘여성’

의 목소리

한국여성연구

소
2018 김영희

연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부교수

국가폭력, 5.18, 기억서사, 구술, 여성, wom

en, national violence, oral, narrative, 5.18

여성학 및 젠

더

172

재현 너머의 5·18, ‘타자－

되기’의 글쓰기 -임철우의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학회
2018 김영삼 전남대학교

5ㆍ18, 임철우, 『백년여관』, 재현적 글쓰

기, 윤리적 주체, ‘나-돌아보기’, 타자-되기, 

5·18, Lim Chul-woo, 『One hundred years 

문학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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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 Reproducible writing, ethical subjec

t, ‘I-look back’, ‘writing of the other-bein

g’

173

기억에서 기념비로, 운동에

서 역사로-옛 전남도청 복

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5·18

의 물신화와 성화(聖化)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8 박경섭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

원

5·18광주민주화운동, 옛 전남도청 복원, 성

화(聖化), 물신성, 기억과 망각, 기억과 기념, 

세속화, Gwangju Uprising, the Restoration 

of Old ‘Jeollanam-do Province Hall’, Fetis

hism, Sanctification, Memory, Memorial, M

onument

사회학
2018년 광주광역시 5·

18연구지원사업

174

교과서 속의 5·18 광주민중

항쟁-2014년 개정 교과서

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8 임선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

원

5·18 광주민중항쟁, 2009 개정 교육과정, 역

사 교과서, 민주주의, 교과서 집필 기준, Gw

ang-ju Uprising, 2009 revised curriculum, 

History Textbook, Democracy, writing guid

eline

역사학
광주광역시 5·18연구지

원사업

175

다크투어리즘 스토리텔링요

인이 지각가치와 관광태도

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중심

으로

한국상품학회 2018 김지흔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

수

다크투어리즘, 스토리텔링, 지각가치, 관광태

도, dark tourism, storytelling, perceived val

ues, tourism attitude

기념공간
2018년 광주여자대학

교

176
5･18진상규명특별법제정의

의의와향후과제

전남대학교 공

익인권법센터
2018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

전남지부장

5･18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화운동, 국민

통합, 민주주의, 정의, the Special Law for t

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

8th,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

e unification of the nation, democracy, jus

tice

법학

177

다크투어리즘의 스토리텔링 

요소가 신뢰와 재방문의도

에 미치는 영향: 국립5·18

민주묘지 방문객을 대상으

로

한국동북아학

회
2018 이경수 호남대학교

다크투어리즘, 스토리텔링, 신뢰, 재방문의

도, 국립5·18민주묘지, Dark tourism, Storyt

elling, Trust, Revisit Intention, National 5·1

8 Democracy Cemetery

기념공간

178

5·18생존자의 외상후 성장

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적 및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

민주사회정책

연구원
2018

박영주· 정

혜경

우석대학교 심리

학과·중앙대학교 

간호학과

5·18 외상, 외상 후 성장, 광주 트라우마센

터, 외상의 공적치유기관, 심리적 및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 5.18 Trauma, Posttrau

matic Growth, Gwangju Trauma Center, Tr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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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auma healing institution, Psychological an

d social trauma healing program

179

헌법 전문과 민주주의―5･1
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의 

헌법적 당위성 

전남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8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180

5·18 국가폭력 및 항쟁과 

구술조사 - 증언 불가능성

에 대한 도전 = 『광주5월

민중항쟁사료전집』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8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

5·18민중항쟁, 국가폭력, 구술조사, 증언불가

능성, The May 18 Uprising, State Violence

s, Oral Investigation, Impossibility of Testi

mony

사회학

181

2･28문학과 5･18문학 속의 

시민: 고통･죽음의 기억과 

삶･상처의 기록에 대해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8 이가영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

원

2·28문학, 5·18문학, 시민, 기억, 기록, 2·28 

literature, 5·18 literature, citizen, memory, 

record

문학 및 예술
2018년 광주광역시 5·

18연구지원사업

182

지금, 광주에서 5·18을 말

한다는 것-세대 간 역사와 

기억의 차이에 대한 단상

심미안 2019 유경남
전남대학교 사회

학과
사회학

183

영상기록에 담긴 1980년 5

월: 2017년 5 · 18민주화운

동기록관 발굴 영상물을 중

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9

정호기· 양

라윤· 양야

기

전남대학교 강사·

5·18민주화운동기

록관 학예연구사·

원광대학교 교수

영상기록, 5 · 18민주화운동, 과거사 청산, 

시선, 국면, 새로운 장면, Video archives, M

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Purge o

f the Past, Gaze, Phase, New scene

기록학

184
여성 작가들의 5·18을 증언

하는 문학적 방식 세 가지

아시아문화학

술원
2019 유홍주

전남대학교 기초

교육원 강사

기억, 5·18, 문학적 증언, 증언 서사, 노래, 

형식 실험
문학 및 예술 2018년 한국연구재단

185

5·18 사적지 기념공원화 계

획-국군광주병원과 505보

안부대 옛터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 2019
이정희· 윤

영조

강원대학교 조경

학과 박사수료·강

원대학교 생태조

경디자인학과 교

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치유, 역사의 기억, 

기념공원
기념공간

186

‘증언(불)가능성’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적 재현 방식의 

두 가지 사례 - 영화 <사울

의 아들>과 <김군>을 중심

으로

한국영상학회 2019 백규석
광주대학교 사진

영상드론학과

조르조 아감벤, 가라타니 고진, 증언불가능

성, 고유명, 역사성, Agamben, Kojin testim

ony, singularity, a proper name, historicalit

y

문학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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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

현-5·18항쟁 과거청산에 관

한 연구노트

전남대학교 호

남학연구원
2019 김형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

원

5·18 광주항쟁,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 May 

18 Gwangju Uprising, Transitional Justice
사회학

2019년 광주광역시 5·

18연구지원사업

188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

성을 통한 5·18 정신의 계

승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9 박승찬
가톨릭대학교 철

학과 교수

5·18, 김수환 추기경, 인간 존중, 정의와 평

화, 사랑과 나눔, Cardinal Kim Sou-Hwan, 

Human Respect, Justice and Peace, Love 

and Sharing

종교학

189

대항 공론장과 한국 천주교

회 공동체 운동의 통합적 

전망: 5·18 공론장의 교회

화를 위한 성찰

광주가톨릭대

학교 신학연구

소

2019 경동현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실장

5·18 광주민중항쟁, 한국 천주교회, 대항 공

론장, 대안 공동체운동, 공동합의성, 5·18 G

wangju (People’s) Uprising, Korean Catholi

c Church, alternative public sphere, altern

ative community movement, Synodality

종교학

190

한국, 중국, 대만의 ‘민주화’

에 대한 이해-영화 <화려한 

휴가>의 관객평론을 중심으

로

대한중국학회 2019 이가영

전남대학교 중어

중문학과 시간강

사

Movie “May 18”, Audience Review, Audien

ce Reception Theory, Democratization, Hor

izon of Expectation

사회학 2018년 한국연구재단

191

문학적 픽션과 공동체의 정

치학, 한강의 『소년이 온

다』 : ‘쇼아’의 담론화에 

대한 논의와의 비교분석을 

매개로

국제비교한국

학회
2019 정의진

상명대학교 프랑

스어권지역학전공 

교수

한강, 『소년이 온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픽션, 프리모 레비, 로베르 앙텔므, 증언문학, 

시적 소설, Han-Gang, Le Garcon vient, mo

uvement 5·18 pour la democratie de Gwan

gju, fiction, Primo Levi, Robert Antelme, litt

erature du temoignage, roman poetique

문학 및 예술

192

5 · 18정신과 타자를 위한 

인간-문용동과 본회퍼의 생

애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

교 기독교신학

연구소

2019 고재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문용동, 디트리히 본회퍼, 5ㆍ18정신, 타자

를 위한 인간, 가치, 윤리, Mun Young-Don

g, Dietrich Bonhoeffer, The Spirit of May 

18, The Man For The Others, Value, Ethic

s

종교학
2019년 장로회신학대

학교

193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 5·

18기념공원의 관광이미지 

극대화 연구

한국호텔리조

트학회
2019

이웅규· 김

용완

백석대학교 관광

학부 교수·남부대

학교 호텔조리학

과 교수

The May 18 Memorial Park, Democratic V

alues, Human Rights, Peace Resource,s T

ourism Resources, Gwangju Spirit, Tourism 

Industrialization, Peace-friendly Values, To

urism Image

기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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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980년 ‘일한연대’ 활동의 

성격과 의미: 일본 시민사

회의 광주 5·18과 ‘김대중 

구명운동’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9 이미숙

릿쿄대학 Global 

Liberal Arts Progr

am 교수

광주 5·18, 김대중 구명운동, ‘일한연대’, 민

주주의, 한일관계, May 18 Gwangju Uprisin

g, Save Kim Dae-jung Movement, ‘Japan-

Korea Solidarity’, Democracy, South Korea

-Japan relations

기록학
2019년 5·18민주화운

동기록관

195
일기 속의 5·18: 항쟁 당시 

쓰여진 일기의 가치와 의의

아시아문화학

술원
2019 박경섭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

원,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강사

5·18, 일기, 집합, 기억, 감정, 폭력, 5·18 D

emocratic Uprising, Diary, Collective Memo

ry, Emotion, Violence

기록학
2019년 광주광역시 5·

18연구지원사업

196
‘열려진 영화론’으로 본 장

선우의 <꽃잎>

문학과영상학

회
2019 조보라미

영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교수

장선우, <꽃잎>, 열려진 영화론, 5.18, 애도, 

책임, Jang Sunwoo, A Petal, opened film 

theory, 5.18, mourning, responsibility

문학 및 예술

197

‘5·18 항쟁’을 바라보는 중

국의 시선 변화와 ‘중국 특

유의 사회주의 민주’

중국인문학회 2019 이희경

전남대학교 호남

학연구원 HK연구

교수

中国特色的社会主义、民主、普遍性、另类现
代性、5·18抗争 사회학 2018년 한국연구재단

198

세계사 속의 5.18-피털루, 

잘리안왈라공원, 그리고 광

주-

호남사학회 2019 이영석
광주대학교 명예

교수

광주민중항쟁, 국가 폭력, 민중 저항운동, 잘

리안왈라공원 학살, 피털루 학살, 부끄러움의 

집단의식, collective consciousness of sha

me, Gwangju uprising, Jalianwala Bugh m

assacre, Peterloo massacre, popular resist

ance movement, state violence

역사학

199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의 주

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대중음악

학회
2019 유옥란

오월창작가요제, 창작곡, 문화예술운동, 주제

양상, 가사 표현, May Creative Music Festiv

al, original music, culture and art moveme

nts, themes aspect, lyrics express

기념행사

200

1980년대 광주 민중미술에 

관한 연구-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지역 작가의 작품

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학

술원
2019 홍윤리

광주시립미술관 

학에연구사

광주, 민중미술, 5･18민주화운동, 오월, 공동

체, Gwangju, MinjoongArt, May18Democrat

icMovement, May, Community

문학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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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5.18 경험의 서사와 이야기

하기의 윤리

한국구비문학

회
2019 한정훈

전남대학교 호남

학연구원 학술연

구교수

광주민주화운동(5.18), 경험의 서사, 문학의 

정치, 부끄러움, 윤리, 이야기하기, 저항, G

wangju democracy movement(5.18), narrat

ive of experience, politics of literature, sha

me, ethics, storytelling, resistance

문학 및 예술 2018년 한국연구재단

202

5.18 당시 아들을 잃은 어

머니들의 삶과 치유의 공감

장 -어머니들의 구술생애담

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치료

학회
2019 한정훈

전남대학교 호남

학연구원 학술연

구교수

광주민주화운동(5.18), 아들의 죽음, 어머니, 

구술생애담, 국가폭력, 권력장치, 분유, 分

有, 공감장, Gwangju Democratization Move

ment (5.18), Son's Death, Mother, Oral Lif

e Story, State Violence, Apparatus of Pow

er, Sharing, Field of Sympathy

문학 및 예술

203
영화 〈택시운전사〉의 서

사전략

인문콘텐츠학

회
2019

안영순· 이

정욱

순천향대학교 영

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순천향대학

교 영화애니메이

션학과 강사

택시운전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웅서사, 

조셉 캠벨, 상처의 모티프, 리본, 에어 커튼, 

A Taxi Driver, The May 18 Gwangju Demo

cratic Movement, Hero Narrative, Joseph 

Campbell, Motif Of The Wound, Ribbon, A

ir Curtain

문학 및 예술 순천향대학교

204

오월 기억의 연극적 재현과 

각색―오월극<애꾸눈광대>

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호

남학연구원
2019 김지연

전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강사

Gwangju uprising theatre,s Lee Ji-hyun, Th

e Clown with one eye, A letter to mother, 

The song of mother ,오월극, 이지현, <애

꾸눈 광대>, <어머님 전상서>, <어머니의 노

래>

문학 및 예술

205

한강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원한 연구 - 장편소설 『소

년이 온다』(2014)를 중심

으로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학회
2019 양진영

서강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박사과

정

문학 자율성, 정동(affect), 2인칭 화법, 증언

의 불가능성, 유령론, 애도작업, 장 아메리, 

프리모 레비, Literary autonomy, affect, se

cond person narrative, testimony impossibi

lity, ghost theory, grief work, Jean Améry, 

Primo Levi.

문학 및 예술

206

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

억의 정치 : 5 18왜곡처벌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

학회
2019 이소영

제주대학교 사회

교육과 교수

과거청산, 역사부정죄, 아우슈비츠 거짓말법, 

5 18민주화운동, 기억의 정치, 트랜스내셔널 

기억, 역사기억법,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history denial, Auschwitzlug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politics of memor

y, transnational memory, lois memorielles

법학 2018년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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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5·1

8민주화운동 기념사’ 연구

한국근현대사

학회
2019 윤선자

전남대학교 사학

과 교수

광주항쟁, 국가기념일, 광주민주화운동, 김대

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Gwangju Uprising, National Day, Gw

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Kim Da

e-jung administration, Roh Moo-hyun adm

inistr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역사학

208
5･18시기 민중언론의 생산

맥락 연구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19 김태종

(사)광주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 상

임지도위원

5·18기록물, 지하유인물, 투사회보, 민중언

론, 생산맥락, May 18 documents, undergr

ound handouts, Tusahoebo, people’s medi

a, production context

기록학

209

광장의 공공문화－광주공원

과 5․18민주광장의 형성과 

역할변화

한양대학교 동

아시아문화연

구소

2019
손유림· 김

진아

전남대학교 문화

학과 박사수료·전

남대학교 문화전

문대학원 교수

광장, 공공공간, 5․18민주광장, 광주공원, 광

장문화, Square, PublicSpace, May18Demo

craticSquare, GwangjuPark, CultureofSquar

e

기념공간

210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구

속된 여성 활동가 이야기 – 

홍보 활동가를 중심으로

호남사학회 2020 임선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임연구

원

5·18 광주민중항쟁, 전춘심, 차명숙, 박영순, 

이경희, 5·18 Gwangju Democratic Uprisin

g, Jeon Chun-sim, Cha Myung-sook, Park 

Young-soon, Lee Kyoung-hee

여성학 및 젠

더
2018년 5·18기념재단

211
5·18문학 40년 연구사의 맥

락과 재해석

전남대학교 호

남학연구원
2020 최현주

순천대학교 국어

교육과 교수

5･18문학,정치적･이데올로기적분석,진상규

명,가치중립적문예미학,5월문학의기원,운동성

과정치성,담론의교섭과확장

문학 및 예술

212

5·18역사왜곡의 극단주의적 

특성: 유튜브 5·18왜곡 동

영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2020 한은영

5·18기념재단 연

구소

극단주의, 5·18역사왜곡, 유튜브 내용분석, 

왜곡 서사, 반공 이데올로기, Extremism, 5·

18 history distortion, Youtube Content Anal

ysis, Distortion narrative, Anticommunicatio

n ideology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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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학술 논문 분류

연도 논문 편수

2006 6

2007 16

2008 13

2009 8

2010 14

2011 9

2012 10

2013 13

2014 11

2015 26

2016 21

2017 18

2018 16

2019 28

2020 3

합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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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학술 논문 분류

주제 논문 편수

역사학 21

사회학 42

정치학 24

여성학 및 젠더 5

심리학 4

종교학 8

신문방송학 5

문학 및 예술 47

트라우마 6

기록학 10

교육학 4

기념행사 2

기념공간 9

기타 25

합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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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경향의�분석과�전망

1. 학술 도서의 출판 경향

5·18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학생들의 시위, 계

엄군의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투쟁과 계엄군의 무력진압이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항쟁 당시 그리고 항쟁 이후 다양한 기관, 주체들은 항쟁의 사실들을 기록했고, 이 기

록과 사실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사실들을 전달하는 기록들은 유인물, 신문 사진(영상), 기관

의 문서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의 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항쟁을 서술하는 도서는 1985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전남사회문제연구

소, 1985)가 처음이었다. 이 책은 항쟁 참여자와 피해자의 경험담을 르포 형식의 것으로, ‘금서’

였지만 손에서 손으로 꾸준히 유통되고 사람들에게 읽혔다.1) 

이 시기 국방부는 항쟁이 폭도 및 불순분자에 의해 일어났다는 왜곡된 사실을 기반으로  

『광주사태의 실상』(국방부, 1985)이라는 책을 제작하여 군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이 시선들이 담긴 책들은 각각 지

배와 저항의 명분(자원)으로 활용되었다. 항쟁 이후의 ‘5월 운동’, 민주화운동 세력은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광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투쟁의 원칙이자, 동력으로 삼

았다. 항쟁을 진압하고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항쟁의 사실을 왜곡·폄훼하여, 집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결국 5·18의 사실과 그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저항의 주

체와 이를 왜곡·부인하는 주체들이 서로 충돌하며 ‘진실’의 지위를 획득하는 투쟁의 과정이었

다.2)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1989년 ‘광주청문회’를 계기로 당시 공개된 군과 공공기관의 자

료를 인용하는 기사와 책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타

리 1980』(정상용 외, 1990)은 이후 항쟁을 이해하는 교과서가 되었다. 일군의 연구자들은 항

쟁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진행하고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한국현대사

1) 『5·18 광주민중항쟁 증언록1』(1987), 『10일간의 취재수첩』(1988), 『충정작전과 광주항쟁 상·

하』(1989), 『부마에서 광주까지』(1990) 등이 출판되었다.

2) 5·18민주화운동과 과거청산 운동과 관련된 논의는 정근식, ｢청산과 복원으로서의 5월운동｣, 5․18

민중항쟁사(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 조현연, ｢5․18 진상규명 투쟁과 광주청문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5(5․18기념재단, 2007) ;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기념재단, 2006) ; 정일준,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민주주의와 인권4-2(5․18

연구소, 2004) ; 정근식, ｢대한민국 5․18: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 전망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 노영기, ｢5․18항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곡｣, 역사비평
90(역사문제연구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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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연구소편, 1990)을 출간하여 군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을 당사자의 

증언으로 정리하였다. 이 시기의 도서들은 6월 민주항쟁과 광주청문회를 계기로 공개된 자료와 

당사자의 구술을 엮어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였지만,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정리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후 1995~98년 5·18특별법 제정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재판은 5·18항쟁

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을 가능하게 했고,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방대한 양의 미공개 군 자료를 발굴하면서 5·18항쟁에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국방

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보고서』(국방부, 2007)는 군 소장 자료 중 제13대 국회의 광주

청문회 과정에서 발굴되었던 일부와,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군 기록을 확인·검토하여 분석

한 결과를 담고 있다. 미공개 군 기록은 구성과 내용에서 청문회 자료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비교적 충실하게 5·18항쟁 시기의 군과 시민들의 활동을 담고 있었다. 이 기록들은 군의 이동

과 배치, 연행자·부상자 통계, 군 지휘부의 동향, 시민과 군의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군 기록은 ‘군의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관점이 반영되어 군에 불리한 내용은 의도

적으로 피하거나 왜곡하였고, 이후 기록이 수정·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노영기, 

2013a).

1990 ~ 2010년은 국가에 의해 5·18진실규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했다.3) 5·18기념재단은 이 시기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목록집

『5·18민중항쟁연구의 현황』과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1~5』(5·18기념재단, 2006)를 

발간하였다. 그 사이 5·18항쟁과 그 이후의 5월운동을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한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2004), 대학교재로 활용하고자 구성된 『5·18 그리

고 역사-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최영태 외, 2008) 등이 출판되었다. 또한 1980

년 5·18항쟁당시 기자였던 김영택은 자신의 경험과 학술연구를 종합하여 『5월 18일, 광주-광

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김영택, 2010)을 출간하기도 했다.4)

2010년 이후에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배경으로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시도하는 『5·18민

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조희연·정호기 엮음, 2010)과 같은 연구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5) 이렇게 5·18항쟁에 대한 진실규명과 학술연구가 꾸준히 진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1990.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5·18연구소, 1997.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출판, 1998.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4) 김영택 기자(1935년 전남 함평 출생, 2014년 5월 14일 별세)는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1959), 

196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광주 주재기자와 편집국 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퇴임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한국역사기록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광주 주재기자 시절 사건 

현장을 취재했으며, 취재 내용이 담긴 수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영택, 「5.18광주민중항쟁의 초기성격」, 국민대 사학과 석사논문, 1999.

    김영택, 「5·18광주민중항쟁연구」, 국민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5.

5) 조정환, 『공통도시-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갈무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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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지만원을 비롯한 왜곡세력이 5·18항쟁을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으로 왜곡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처음 인터넷 상에서 5·18왜곡을 시작한 이들은,6) 5·18항쟁을 ‘재검토’한다는 

식으로 아래와 같은 왜곡도서를 출간하기 시작했다.7)

이에 5·18기념재단은 『5·18왜곡의 기원과 진실』(오승룡·한 선·유경남, 2012)을 통해 5·18왜

김정한,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2013.

김상봉, 『철학의 헌정-5·18을 생각함』, 도서출판 길, 2015.

6) 전남대5·18연구소 연구보고서(박경동·유경남), <웹사이트 내 5·18왜곡 유형별 조사-보수웹사이트 

텍스트를 중심으로->, 5·18기념재단, 2009.

7) 

년도 저자1 저자1 제목 출판

2008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1~4권
도서출판 시스

템 

2009 
자유북한군

인연합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광명기획 

2009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 상,하

도서출판 시스

템

2010 지만원 솔로몬 앞에 선 5.18
도서출판 시스

템

2010
한국현대사 

자료위원회

북의 지령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해방이

후 5.18광주사태까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공

작사

비봉출판사 

2010 조문숙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소급입법 5.18특별법은 

위헌이다
도서출판be

2010 조문숙 전두환 vs 광주혁명 도서출판be

2010 조문숙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도서출판be 

2011 조문숙 5.18과 헌재 사망론 도서출판be 

2013 김대령 역사로서의 5.18(1~4) 비봉출판사 

2015 김대령
임을 위한 행진곡-국가행사 기념곡 지정에 대

한 찬찬토론자료
비봉출판사 

2018
Daeryeong 

Kim

Gwangju Uprising Overthrown by Moon 

Jae-In's 5.18 Tear: Exposing the Politics of 

False Narratives in South Korea (Paperback)

Createspace 

Independen t 

P u b l i s h i n g 

Platform 

2018
Daeryeong 

Kim

The War of 5.18 History in South Korea: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 (Paperback)

Createspace 

Independen t 

P u b l i s h i n g 

Platform

2020 지만원 신백훈 편
5.18팩트로만 증명된 북한 특수군(pdf, 

ebook)
유페이퍼

2020 문대근 5·18, 6·25, 8·15 진실을 말하다
생각나눔(기획

실크)

< 주요 도서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5·18왜곡도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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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 대응하는 연구들이 선을 보이기도 했다.8) 언론에는 지만원의 5·18왜곡과 폄훼를 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도하지만, 조문숙, 김대령 등 왜곡 활동을 좀더 섬세하게 살펴야할 필

요성이 있다. 특히 이들 도서들이 일반 공공·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손쉽게 접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2017년 출판된 『전두환 회고록』(전두

환, 2017)은 5·18항쟁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으며, 2018년 전일빌

딩 10층에서 헬기에서의 사격 탄흔이 발견되면서 5·18진실규명이 다시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5·18항쟁에 대한 진실과 왜곡의 논란이 재 쟁점화는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했다.

아래 보이는 2006년 이후 주요 출판 도서를 살펴보면, 2010년을 전후하여, 2020년을 전후하

여 도서출판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5·18항쟁의 10년 주기성에 따른 관심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학술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대가 학술 ‘주

제’에 따른 도서가 출판되었다면, 2020년대는 보다 학생, 호텔리어, 외국인, 의사, 녹두서점 등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들을 통해 5·18을 조명하는 도서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 ‘무한 텍스트’, ‘ 커뮤니타스’ 등 5·18을 새롭게 개념화하려는 학술적 노력들도 확인할 수 

있다. 

8) 이후 5·18왜곡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희송, 「5·18항쟁시기 군부의 5·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13-3, 2013.

김희송, 「5·18역사 왜곡에 대한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14-3, 2014.

안종철,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아시아문화커뮤니티, 2016.

년도 저자1 저자1 제목 출판 비고

2006 한인섭 5.18 재판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

2006 정근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8 최영태 외
5·18 그리고 역사-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길

2009 조희연 외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

선
한울

2010 김영택
5월 18일, 광주 - 광주민중항쟁, 그 원

인과 전개과정 
역사공간

2010 이해찬 외 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복간

2010
광 주 여 성

희망포럼 
광주 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2010 조정환 공통도시-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갈무리

2012 이정우

광주전남

여성단체

연합

광주, 여성 -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 둔 

5.18 이야기
후마니타스

2012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복간

2012 오승룡, 한 5·18왜곡의 기원과 진실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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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유경남

2013 김정한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2015
5·18 기념

재단
가톨릭과 5·18. 광주 기념재단 

2015 김상봉 철학의 헌정-5·18을 생각함 도서출판 길

2016 안종철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아시아문화커

뮤니티

2016
최정기, 유

경남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

동 연구 : 5.18 민중항쟁 

광주시, 전남

도

2016 심영의
5.18과 문학적 파편들 - 5.18 민중항쟁

의 기억과 재현, 그리고 계승
한국문화사

2016 천유철
오월의 문화정치 - 1980년 광주민중항

쟁 ‘현장’의 문화투쟁
오월의봄

2017 노성만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 전남대학교병

원 5.18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 

전남대학교병

원

2017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1-3 자작나무숲

2018

국 립 5 · 1 8

민주묘지관

리사무소

당신이 잠든 곳에 우리 마음 함께 있네

국립5·18민주

묘지관리사무

소

2018

국립 5 . 18

민주묘지관

리사무소

국립5.18민주묘지10년사

국립5.18민주

묘지관리사무

소 

2018 김형석 광주, 그날의 진실 - 다시 쓰는 5.18 나남출판 복간

2019

김정인, 김

정한, 은우

근, 정문

영, 한순미

5 . 1 8 기

념 재 단 

(기획)

너와 나의 5.18 - 다시 읽는 5.18 교과

서
오월의봄

2019

광주서석고

등학교 제5

회 동창회

5.18, 우리들의 이야기 - 1980년 5월,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심미안

2019 박병순
 전남대병원 의사가 지켜본 5.18 광주항

쟁

전남대학교출

판부

2019

김상윤, 정

현애, 김상

집

녹두서점의 오월 - 80년 광주, 항쟁의 

기억 
한겨레출판

2019 손호철 외

전 남 대

5·18연구

소

저항과 재현 : 5·18항쟁의 동시대성과 

미래

전남대학교출

판부

2020 
폴 코트라

이트 

최 용 주 

역

5.18 푸른 눈의 증인 - 폴 코트라이트 

회고록
한림출판사 

2020
폴 코트라

이트

Witnessing Gwangju : A Memoir 

(Paperback)

K o d a n s h a 

Europe Head 

Office

2020 한홍구 민주주의 역사 공부 2 : 5.18민주화운동 창비

2020 노영기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

직였나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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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2019)와 같이 방대한 양의 군 

기록을 검토·분석한 역사학 연구도서가 출판되기도 했다. 이 책은 항쟁의 가해자 신군부, ‘정치

군인’인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진압과 폭력 등 “그들”의 활동을 엄밀히 재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5·18항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

중에게 5·18항쟁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호기심과 이해를 충족시켜줄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활용된 군 기록들을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어, 학술 연구와 대중적 관심 사이의 징검

다리 역할을 해야 할 아카이브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5·18왜곡 도서와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한 5·18도

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별도로 없어, 일반인들이 5·18항쟁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5·18항쟁에 대한 많은 학술 분과의 많은 연구가 ‘진실과 왜곡’이라는 갈등의 장으

로 소환되어 학술적 역할보다 분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학술 연구의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국(2020)은 지난 40여년 동안 5·18 담론에서 진실은 왜곡의 ‘타자’로 존재하며, 

“5·18이 그 자체로 대화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왜곡-진실’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5·18 자체에 기인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반공주의를 축으로 한 진영 

대결에 보다는 근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국가 중심의 ‘진실 보고서’의 채택을 통한, 

‘왜곡’에 대항하는 것보다, 일반 대중의 ‘무관심’과의 대화로 연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

한다. 

2020 허장환
5·18 내란수괴 전두환 - 505보안대 수

사관의 생생한 기록
멘토프레스

2020 홍성표 안길정
호텔리어의 오월 노래 - 광주관광호텔에

서 본 5·18
빨간소금

2020
차종환, 김

인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5.18 민주화 

운동의 왜곡과 진실 
프라미스 

2020 강인철
 5·18 광주 커뮤니타스 - 항쟁, 공동체 

그리고 사회드라마
사람의 무늬

2020
김형중, 이

광호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문학과 지성사

2020 김삼웅
꺼지지 않는 오월의 불꽃 - 5·18 광주혈

사
두레

2020 박남선 오월그날 샘물 복간

2020

최정기, 김

형주, 양라

윤, 유경남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와 박관현 도서출판선인

2020 김봉국 외

전 남 대

5 . 1 8 연

구소

저항과 재현2 : 5·18의 기억과 재현
전남대학교출

판부

2020 강상우 김군을 찾아서 후마니타스

< 5·18관련 주요 출판 도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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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술조사의 성과와 과제

2010년을 전후하여 5·18학술연구 성과 눈에 띄는 것이 5·18항쟁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구술

조사이다. 5·18항쟁과 같이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의 경우 그 활동과 내용에 

대한 기록들이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다. 이에 이후 관련자의 구술을 통해 활동과 

내용을 확인하고·수집할 수 있게 된다. 5·18항쟁에 대한 구술기록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누적 인원 1,000여명이 넘는 구술자의 기록이 도서의 형태로 

공개되었고, 이는 이후 학술연구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이었다. 그러나 이들 구술기록은 구술조

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자집단에 따라 차이가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오래된 구술 결과물이나 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구술은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고, 구술기록을 한곳에서 관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학술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구술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에 향후 기존 구술자료와 신규 수집 구술 자료가 학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창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처 도서명(자료명, 발행년도) 구술자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1990) 500명

광주YMCA 5·18민중항쟁 증언자료(1997, 5·18영상기록특별위원회) 76명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5·18민중항쟁 구술자료집(2006) 20명

5·18기념재단 5·18피해자 구술자료(1999-2002) 730명

전남대5·18연구소

증언자료집 1-조지카치아피카스 연구(2003) 14명

증언자료집 2-조지카치아피카스 연구(2003) 19명

증언자료집 3-전사/경험자/군행정공무원(2003) 12명

증언자료집 4-여성,항생,공무원,문화(2003) 12명

(사)5·18민주유공자회 

엮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사망자편(2005) 79명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2-사망자편(2005) 72명

5·18기념재단 

발행/(사)5·18민주유공자

회 엮음

꽃만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1-행방불명자편(2007) 44명

꽃만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2-상이후사망자편(2007) 57명

꽃만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3-상이후사망자편(2007) 44명

꽃만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4-상이후사망자편(2007) 48명

국사편찬위원회
5·18참여 여성노동자 구술생애사연구(2005) 6명

5·18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삶의 변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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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 자료 개요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9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에서 엮은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은 5·18 10주년을 기념하여 당

시의 살아있는 증언들을 채취하여 만들어졌다. 500명의 증언은 총 2만 5천 매 분량으로 

남아있다.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은 5·18이라는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전체 자료를 

집대성하려는 시도에서 작성되었으며, 현재까지 5·18의 1차 사료로써 가치를 가진다.

- 광주YMCA 5·18영상기록특별위원회, 5·18민중항쟁 증언자료, 1997

1996년 5·18민주화운동의 증언과 기록을 영상으로 채록할 ‘5.18영상기록 특별위원회’가 발

족되었고, 광주 YMCA는 5.18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76명의 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

였다. 5·18 당시의 상황과 실상에 대한 증언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5·18민중항쟁 구술자료집 2006

2006년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수집하고 5·18기념재단에서 엮은 5·18민중항쟁 구술

자료집은 5·18과 관련된 여러 신부님을 비롯한 성직자, 신도들의 증언 2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추가 검토 후 2009년 5·18기념재단에서 발간한 5·18의 기억과 역사 

(2006)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5·18민중항쟁 의료활동에 대한 재조명사업 연구 용역

보고서 2부 증언(2008) 
20명

5·18기념재단

5·18의 기억과 역사1-교육가편(2005) 6명

5·18의 기억과 역사2-사회활동가편(2005) 6명

5·18의 기억과 역사3-농민운동가편(2007) 6명

5·18의 기억과 역사4-공직자편(2010) 10명

5·18의 기억과 역사5-천주교편(2013) 27명

5·18의 기억과 역사6-사회활동가2편(2014) 7명

5·18의 기억과 역사7-개신교편(2015) 21명

5·18의 기억과 역사8-불교·원불교편(2016) 15명

5·18의 기억과 역사9-송백회편(2019) 18명

5·18의 기억과 역사10-간호사편(2019) 10명

5·18기록관
5·18진상규명관련 구술 기록 조사 사업(2017) 22명

5·18진상규명관련 구술증언 채록 사업(2018) 15명

< 5·18관련 주요 구술조사 자료(출간 도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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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주교편으로 정리되었다.

- 5·18기념재단, 5·18피해자 구술자료, 1999-2002

5·18기념재단에서 발간한 5·18피해자 구술자료는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1980년 

5·18민주화운동 항쟁당사자 본인부터 가족·지인들의 구술을 엮은 것이다. 총 686명을 대상

으로 구술이 이루어졌으며 녹취파일은 778개에 달한다. 

- 전남대5·18연구소, 증언자료집 1-4, 2003

전남대5·18연구소에서는 2003년 항쟁 참여자들의 증언을 받아 4편의 증언자료집을 발간했

다. 총 57명의 증언을 담고 있으며 구술자의 사투리나 인터뷰이의 몸짓까지 표시한 생생한 

증언자료이다.

- (사)5·18민주유공자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2, 2005

5·18민주유공자회에서 엮고 5·18기념재단에서 편찬한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는 

5·18항쟁 당시 사망한 사람들과 관련된 증언록이다. 사망자들의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51명의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구술이 채록되었다. 

- 5·18기념재단, 꽃만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1-4, 2007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서 엮고 5·18기념재단에서 편찬한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한 사람들과 행방불명자들의 가족·지

인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다.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1권과 2권은 2007년에, 3권과 4권은 2008년에 편찬되었다. 1권은 행방불명자편, 2권

부터 4권까지는 상이 후 사망자편이고 총 구술대상자는 193명이다.

- 국사편찬위원회, 5·18참여 여성노동자 구술생애사연구, 2005

- 국사편찬위원회, 5·18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삶의 변화, 2006

국사편찬위원회는 구술을 통한 근현대사 정리를 위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34개 주제이며 그중 5·18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제는 2005년의 5·18 여

성노동자 생애사와 2006년의 5·18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삶의 변화다. 각각 6

명, 5명의 구술이 채록되었다.

-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5·18민중항쟁 의료활동에 대한 재조명사업 연구 용

역보고서 2부 증언, 2008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2008년 한국의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지역 의료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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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의 증언을 담아내었다. 여기에는 전남대병원 외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개인병

원 의사들의 증언이 포함되었다. 이 기록은 내부 사정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못했다.

- 5·18기념재단, 기억과 역사 1~9, 2005-2019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기억과 역사는 구술을 통한 5·18항쟁사 정리를 위해 5·18기념재

단에서 2005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구술 자료이다. 1권은 교육가, 2

권은 사회활동가, 3권은 농민운동가, 4권은 공직자, 5권은 천주교, 6권은 사회활동가 2편, 

7권은 개신교, 8권은 불교·원불교, 9권은 송백회를 주제로 한다. 1권부터 9권까지의 총 

116건의 구술이 담겨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진상규명관련 구술기록 조사 사업, 2017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진상규명관련 구술증언 채록 사업, 20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진상조사위의 공식 조사를 앞두고 이에 도움이 되기 위해 5·18 항

쟁참여자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하였다. 이를 위해 구술증언채록 대상자가 

진상조사위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하거나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고자 계획되었다. 

2017년에는 22명, 2018년에는 15명의 구술을 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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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 논문의 동향

연도별 학위 논문 분포

○ 5·18연구와 관련된 전문연구자의 배출로 볼 수 있는 석·박사 학위논문은 83편이었다. 먼저 

양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학위논문을 배출한 학과 분류 방식에 따르자면 교육(12), 문화(9), 

기록(7), 사회(7), 문학(6)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와 ‘기록’은 2010년 이전에는 일반화되지 

않았던 학문분과였지만, 이후 관련 학과와 연관된 전문영역의 연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위논

문의 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육(12)과 문화(9) 분야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지 않고, 석사 학위자 중 이후 5·18영역의 학술 연구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지속적인 

5·18 전문 연구자의 양성과정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5·18을 학위 논문으로 쓰

고 이후 학술활동에서도 5·18연구를 지속하는 사례는 문학 1명, 사회 1명, 정치 2명으로, 따라

서 이 시기 5·18 신진연구자는 4명이다. 이들 중 전문 연구자로써 5·18을 연구하는 사람은 2~3

명으로 보아진다(심영의, 곽송연,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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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교육 국제 기록 문학 문화 사진 사회
신 문

방송
신학

석사 1 12 2 6 4 9 1 6 1 1

후속 1 1 2

박사 1 2 1 2 1

후속 1 1

역사
연 극

영화
영상 예술 의학 인류 정치 조경 행정

문 화

재

석사 3 1 1 1 2 1 1 2 2

후속 1

박사 1 3 1

후속 2

학위논문의 영역별 분류

 

○ 학위논문의 지역적 분포는 광주·전남의 대학이 34명(박사 6명, 석사 28명)으로 40%를 차

지하고 있었다. 이 중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남대는 ‘문화’와 ‘기록’관

련 영역의 논문 비중이 높았다. 2010년 조선대학교 의학과의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2편의 석사학위논문은 여타 5·18연구의 성과들과 차별성이 있어 보

인다. 나머지 광주·전남 이외 지역의 학위논문의 경우 학문 분과가 골고루 다양한 편이다. 이들 

광주·전남 이외 지역의 연구들은 ‘영화’, ‘소설’과 같은 매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적 접근, 

‘기억’, ‘트라우마’ 등 과 같은 ‘항쟁이후’ 심리학적 접근, ‘4.19와 5.18’, ‘광주와 천안문’ 등 비

교를 통한 접근, ‘기록’과 같은 방법론에 대한 접근 등 주로 1980년 ‘항쟁 이후’의 한국사회와 

최근의 기술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이러한 연구 경향은 5·18에 대한 연구가 지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와 방법론을 통한 접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광주·전남 이외 지역의 연구들이 ‘광주’를 직접 조사하고 5·18의 폭넓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

이 아니라, 광주 이외 지역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작은 소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제한된 자

료를 대상으로 그 의미성을 해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5·18에 대한 연구들

이 보다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아직도 광주·전남 이외 지역에서 5·18연구를 접근하

는데 있어 경로와 통로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거시적인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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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 논문의 양적 분석

○ 5·18연구는 1996년부터 2000년대 중반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5·18의 보편화를 시도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가장 활발하였다. 또 5․18연구가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의 문제들로 확장된 

시기이며, 공간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범위가 확장되던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

된 피해자 보상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의 영향으로 기억과 기념의 문제가 새롭게 학술연구의 장

으로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다. 

○ 5·18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1989-1996 사이의 8년 동안에는 

30편의 연구물이 나온 반면에 1997-2005사이의 9년 동안에는 무려 156편의 연구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평균 연구물 수는 24편 정도였다(최정기, 2009).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5·18의 보편화가 갖는 한계, 그러한 한계를 돌파하려는 노력들

이 이어졌다. 인권, 민주주의 등의 주제로 연구영역이 확산되고, 지역별로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와 5․18연구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형태로 5․18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면서 5․18연구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술적인 차원의 연구이기보다는, 왜곡에 대응하는 사실관계가 재확인될 뿐이

었다. 

○ 본 학술연구 조사는 2006년 이후의 학술 연구조사를 위해 3단계를 거쳐서 대상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먼저 주요 학술정보 웹사이트에서 연구대상이 될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회전자도서

관(dl.nanet.go.kr)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누리미디어(www.dbpia.co.kr), 학술교육

원(www.earticle.net), 학지사(newnonmun.com), 교보문고(scholar.dkyobobook.co.kr), 한국학술

정보(kiss.kstudy.com) 등에서 ‘5‧18민주화운동’, ‘5‧18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5월

운동’, ‘오월운동’, ‘광주사태’ 등을 주제어로 논문을 검색하여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2006년

부터 2020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전체 연구대

상은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63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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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연구 분포

발표 형태
학위논문

소논문 합계
석사 박사

빈도
67 16

263 346
83

연구대상 논문

연도별 학술 논문 분포

○ 5·18기념재단에서 기존 논문들을 모아 책자를 출판한 2006년과 2007년을 예외로 해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의 평균 연구물 수는 10여편에 이른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훨씬 많

은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5·18기념재단'의 연구지원

사업과 5·18연구소에서 연 3-4회 발행하는 학술저널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0~15년 사이 유지되다가 2015년 이후 2020전반기가

지 2배 이상의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2018년 이후 광주광역시의 연구지원사업에 의

한 전남대5·18연구소의 성과도 크지만 2016년 이후 촛불시위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의 증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년 주기성에 의해 2010년을 전후한 연구의 

양적 증가는 2020년에도 보이는 바 2019~2020년까지의 연구 성과가 정리되면 보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5·18연구로 분류되는 주제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아무래도 '5·18 사건 관련'이었다. 이는 1990년 무렵부터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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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연구의 핵심 과제가 진실규명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가? 왜 군부는 총을 쏘았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계엄군의 

잔인한 무력 앞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이 이 시기 연구를 

주도하고 있었다. 

○ 이전까지 연구를 이끌었던 사실·사건관련 연구물은 그 비중이 현격히 줄었다. 대신에 이 

시기의 5‧18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5월 운동(기억 및 과거청산운동 포함), 5‧18의 의미 및 성격 

규정, 5‧18과 관련된 문화예술 및 문화운동의 순이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5‧18과 관련된 실증적

인 자료가 더 이상 발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현상일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 한국사회 및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쟁점들이 변화했다는 점

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한국사회의 과거청산운

동 및 그로 인한 기억문제의 쟁점화, 그리고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광주지역에서 시작되었

던 문화중심도시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의 종류가 다양해 진 것도 사실이지만, 기억과 전망(5편), 동

북아연구(4편), 문학들(5편), 민주주의와 인권(66편), 신학전망(14), 역사비평(6편), 역사학연구(7

편), 한국언론정보학보(5편) 등의 학술지에서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독보적인 5·18연구 학술지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신

학전망, 역사학연구가 광주·전남지역 학술지이기 때문에 5·18연구는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전체 학술지 중 138편의 연구자가 지역의 대학 및 기관에 소속되어, 

5·18연구는 광주·전남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 분류별 학술 논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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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5‧18연구가 갖는 경향성 중 하나는 그것이 점차 연관된 분야

를 확장해 왔다는 것이며, 이것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5‧18 연

구는 국내와 지역의 사회의 문제 및 정치사회학적 지형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그에 

따라 연구영역 역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8 자체의 의미나 문화예술 등 5·18의 사실과 현상보다는 5·18을 주제로 한 연관

된 활동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또 한 가지 이 시기 연구물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5‧18 왜곡 관련 연구가 적지 않게 나

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5‧18은 발생한 순간부터 다양한 형태의 왜곡이 시도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5월 운동 및 한국의 민주화는 그러한 왜곡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역사 

만들기를 시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왜곡 시도는 매우 체계적

이고 집요하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학계의 연구도 나오고 있다

(13편, 3.0%). 왜곡의 폐해가 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적은 것은 왜곡 자체가 비

이성적이고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성적인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 5‧18연구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 5‧18기념

재단이 만들어지고, 광주시청에 5‧18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학술연구 

등에도 지방자치단체나 5‧18기념재단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서울지역에서 

개최된 여러 학회(정치학회, 사회학회, 학술단체협의회)들의 5‧18 관련 학술대회는 이들 기관들

의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남대학교에 5‧18연구소가 생기고, 교육부에서 연구비를 지

원한 것 역시 5‧18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수집된 연구논문 중 연구비 지

원 내용을 밝힌 연구는  73편으로 전체의 28%이다. 

년도 2006~ 2010 2011~2019

지원기관
5.18

기념재단

한국

연구재단
기타

5·18

기념재단

한국

연구재단

광주

광역시
기타

논문편수
11 12 6 13 11 9 11

29 44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엔, 5·18기념재단이 11편, 2010~2019년 사이 13편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은 전반기 12편, 후반기 11편으로 그 다음 2018년 이후 

광주광역시가 5·18연구소에 연구지원을 하면서 10여편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6년 이전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5·18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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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 논문의 내용 분석

○ 본 장에서는 수집된 학술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로 분류함으로써 이 시기 

학술논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각 논문의 주제는 한 가지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거나, 중복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술지의 성격, 저자의 학문분과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하였다. 예컨대, “정치”, “철학”, “종교” “법학”의 경우 저자의 소

속과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다. “예술”은 만평,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등 매체와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공간 교육 기념 기록 문학 법학 비교 심리 언론

개수 14 9 11 12 38 20 5 18 4

분류 여성 예술 오월운동 왜곡 의미 정치 종교 철학 항쟁

개수 5 24 4 11 20 22 11 6 23

내용 분석을 위하 주요 주제별 분류

○ 문학

5·18, 오월문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소설이나 작가를 대상으로 작품의 5·18항쟁의 

서사에서부터 ‘여성’과 같은 주체나, ‘고통’, 죽음’과 같은 감정적 표현들의 재현양상을 분석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을 최현주는 “역사적 실체와 진상규명, 살아남은 자들

의 죄의식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치중립적인 문예미학을 기초로 하여 전개”하고 하면서 2000년 

이후 “치유와 애도의 문학들에 대한 정동 이론 등에 기초한 연구들이 진행”된 반면, “정치성과 

운동성에 대해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회고하였다(최현주, 2020). 그는 앞으로 “5월문학은 광

주를 넘어 여순 10･19, 제주 4･3, 대구항쟁, 부마항쟁 등의 담론들과 교섭하고 연대함으로써 

인권･민주･민족･민중･평화･통일이라는 담론의 적극적인 생산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문학

뿐만 아리나 영상 매체들과의 통섭을 통해 다양한 창작방식과 장르 확산에의 예술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5·18 당사자들의 증언 기록에 대한 문학·민속학적 연구들(한

정훈, 2019)이 최근 등장하기도 하였다. 

○ 법학

법학 및 법률 영역에서의 연구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

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헌법 연구(민병로, 2008),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대한 법률, 제도,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 졌다. 특히 1995~8년 5·18특

별법 제정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전두환 회고록 문제와 5·18왜곡이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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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 떠오름에 따라, 1998년 가해자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검토, 왜곡 처벌법에 대한 검토가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심리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의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 문제(오수성, 2006)에서 항쟁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집단 트라우마 논의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왜곡과 

전두환 회고록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가해자의 부인”(김명희, 2016), “불처벌”(김석웅, 2019)이 

피해 당사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적인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실천 사례들과 방법들도 함께 모색되고 있다(노성숙, 

2016; 양현경, 2016). 또한 피해 당사자들을 “간호사”(양아기·정호기, 2013), “구금자”(김형주, 

2018), “시민군기동타격대원”(강은숙, 2012)으로 주체와 경험을 세분하여 그 양태를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 의미, 정치, 철학, 종교

이 영역은 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사회적 의미, 정치철학적 해석 그리고 심층적인 철학적 논

의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항쟁의 주체(시민, 시민군 등)가 가지는 한국사적 

맥락에서 정치·사회적 의미, 항쟁 기간 또는 항쟁 이후 국가폭력과 피해를 정치이론적 논의와 

결부지어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항쟁의 경험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지역, 국가, 세계

사적 논의로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철학에서의 논의를 항쟁의 경험을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지역, 사회, 국가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주체성/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 내용과 

형식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연구는 항쟁의 의미와 의의를 신학적 논의로 연결하는 연구와 종교 단체와 같

은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로 양분된다. 신학적 연구는 주로 개신교계의 연구가 대부

분이며, 종교계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천주교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공간, 기념

공간에 대한 연구는 2002년 옛 전남도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가 프로

젝트의 추진과 연관되어 광주지역, 사적지, 국립묘지, 기념시설 등 공간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에 

이르기 까지 항쟁의 사실보다 사실이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문화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5·18과 관련된 장소와 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담론의 경합문제, 공간의 

형성을 통해 세대 간 기억계승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 5·18의 기념 영역 중 공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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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아진다. 

이와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매년 반복되는 기념행사에 내용적 분석뿐만 아니라, 계

속되고 있는 기념사업의 변화·변용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정호기, 

2015). 이에 반해 이러한 반성적 연구들이 기념사업의 현장과 연계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5·18 당사자과 비경험자의 세대문제 등이 최근 계속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신진연구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

이렇게 5·18항쟁이 40여년이 지나면서 생겨나는 시대 계승 문제는 교육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기억과 교육(강화정, 2014), 역사의 전승(박종선, 2015), 현장에서의 수업(차경

호, 2020), 교과서(임선화, 2018) 등 5·18항쟁이 교실에서 교육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마주하

게 되는 문제들이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대안적 

논의들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반해, 교육학이나 교육 방법론 연구자 

등 교육 관련 전문 연구자의 연구는 많지 않다.

○ 기록

기록학은 한국 사회에서 분과 학문으로써의 역사가 길지 않다. 이에 기록물 분류표 개발(박정

옥·이명규, 2013)의 연구를 시작으로 기록물 관리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기술론적 연구와, 기

록물의 내용과 역사, 새롭게 발굴된 기록물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5·18기록물

에 대한 관심은 2011년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기록학의 

계속되고 있지만 관심이 있지만, 실재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 연구결과를 현장에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연속되는 연구들이 기록물 소장기관

들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기록 관련 연구는 최근에 새롭게 발굴된 기록이나 미쳐 관심을 갖지 않는 기록에 대한 

연구들이다. 항쟁 당시의 일기(박경섭, 2019), 영상(정호기·양라윤·양아기, 2019), 군기록(김희송, 

2020) 등에 대한 연구는 5·18에 대한 사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5·18을 이해하는 시선을 다양하

게 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겠다. 향후 이러한 기록을 활용한 소설, 영화 등 문화 영역에서의 실

천과 이러한 실천에 대한 문화연구가 예상된다. 

5·18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는 원천자료에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까지 5·18기록물에 대한 일반과 전문 영역에서 접근성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동일한 기

록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역사적 해석 연구 폭 넓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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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쟁, 왜곡

이러한 5·18항쟁에 대한 사건사적, 역사적 접근은 비교적 2010년을 전후하여 증가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연구에는 문헌학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연구(김영택, 2008; 노영기, 2010; 노영

기, 2013; 노영기 2015)와 해석학적 연구(임종명, 2008; 유경남, 2009)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항쟁을 이해하는 권역을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이미숙, 2019), 해외 등의 시선(이희경, 

2019)을 분석하는 연구는 항쟁을 이해하는 배경을 지방에서 지역과 세계로 확장하는 의의를 가

진다고 하겠다. 

또한 항쟁 자체에 대한 연구는 항쟁의 사건사적 접근뿐만 아니라 간호사(양하기, 2014), 군

(노영기), 윤상원(안길정, 2016), 김대중(최영대, 2015; 최정기, 2020) 등 다양한 집단과 개인에 

이르기 까지 항쟁의 주체의 입장과 이해를 해석하는 연구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

건사적 연구의 한계는 2015년을 전후하여 사회적 쟁점이 된 5·18왜곡 현상에 따라 왜곡에 대

응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반증한다. 다시 말해 항쟁 자체에 대한 사건사적 연구가 아니라 5·18

왜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의 발포(김희송, 2017)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사·연구

되고 있다. 

예컨대, 노영기는 <광주사태검시참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검찰검시결과보고서> 등과 군 

자료를 바탕으로 항쟁의 전개과정과 군의 진압을 재구성하는 연구(노영기, 2010), 군 자료를 통

해 5월 18~19일 광주 시내 상황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공수부대원

들의 폭력진압 행위의 원인을 검토한 연구(노영기, 2013), 항쟁 당시 윤상원과 같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위해 참여세력으로 결합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노영기, 2013), 

항쟁 당시 시민들의 무장 저항의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 연구(노영기, 2014), 군 자료를 통해 5

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과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연구(노영기, 2015), 그 동

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군부 내 논의 과정과 진압과정을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5월 27일 신

군부의 진압작전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연구(노영기, 2015) 등 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왜곡에 대한 대응은 왜곡담론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들의 증가로 이어졌다. 일련의 왜

곡도서(김희송, 2014), 유투브 왜곡 현상(한은영, 2020) 등과 같은 왜곡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

석하는 연구들이 있고, 이러한 왜곡 현상이 지속되는 사회적 구조 등 탐색하는 본질적인 연구

들도 있다(최영태, 2006; 김봉국, 2020).

○ 여성, 언론

이러한 5·18왜곡 연구와 왜곡에 대한 대응 논의의 강세는 기존에 계속되었던 여성, 언론, 비

교 연구의 감소와 대비된다. 5·18과 관련된 여성 연구의 경우 항쟁 시기 여성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항쟁의 성격과 젠더, 5·18 이후 여성과 젠더 문제 등 예상할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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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는 여성 연구가 5·18 영역에서는 미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역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언론을 분석의 대상이

나, 근거자료로 활용할 뿐 언론 자체에 대안 연구들은 최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곡 현상을 

전파·확산 시키는 사회적 구조가 언론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향후 이

들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 예술

앞서 서술한 2006~2020년 사이 연구 동향은 40년이라는 항쟁의 시간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 5·18의 왜곡과 폄훼에 따른 대응이라는 사회적 요구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5·18

의 시간성은 5·18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식들과 연결되어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

술 영역의 경우 그것의 실천이 선행되고 이러한 실천에 대한 연구가 뒤따르면서 만평(1), 미술

(2), 음악(2), 사진(4), 공연·연극(5), 영화(10)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의 양적 분포로 짐작

할 수 있듯이 과거 1980~90년대 5·18을 재현하는 실천운동으로 민중미술에 대한 연구(홍윤리, 

2019)가 유일한 반면,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영화(상업 극장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비교) 연

구들이 2017년 이후 증가하였다. 

5·18항쟁의 담론이 진실과 왜곡의 대결구도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일

반 대중에게는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항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폭증하기 때

문에, 그 영향력에 따라 영화 연구가 진행되는 듯 하다. 예컨대 2018년 <택시운전사>의 상업적 

성공은, 5·18의 영상적 재현-과거 5·18을 영상화한 영화-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이

에 개봉한지 10여년이 지난 영화에 대한 재검토와 이들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는 것은 그 만큼 

영화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5·18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다고 볼 수 

있겠다.  

6. 전망과 제언

① 학술연구의 독자성 인정 및 체계적인 지원

지난 40여년 동안 5·18항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활동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러면서 국립묘지와 같은 참배 시설, 기념관과 같은 전시시설, 기록관과 같은 기록 기

록, 역사적 장소를 활용하는 문화 공간 등 물질적 조형과 기관을 설립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질적 기념활동으로써 학술 연구 영역에 대한 독자적인 시설과 안정적인 지원은 아직도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광주시청 등 5·18관 관련된 기관이 수 없이 많

지만, 5·18을 연구하는 연구자 집단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는 아직까지 자

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지역 대학 소속의 연구소에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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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어,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이에 최근 광주광역시의 

5·18학술지원사업과 같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술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② 후속 연구자의 양성

5·18 연구를 전공으로 하는 학문후속세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국제교류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우선 지역 수준에서는 대학원 과정의 설립에 대한 고민을,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연구 용역이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들의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신진세대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 5·18을 주 전공으로 박사논문을 쓰고, 이

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1~2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5·18연구 활동의 현실적 

조건과 현황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반성적 자세를 요한다.

③ 지역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학습 교류·공동 연구의 다변화

현재의 연구들이 광주·전남 지역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간, 연구자(기관) 간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반대로 5·18에 대한 연구가 연구자 

개인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진행될 뿐, 5·18을 연구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

인 전망 학술 연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을 바

탕으로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제 하에,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

인 전망을 갖는 5·18연구 모임과 연구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연구기관, 연구재원이 마련되어 광주·전남이 중심이 되데, 편향되지 않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

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에 오면 5·18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교류, 광주와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는 공동연구의 통로와 경로들이 보다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지원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학술재단, 5·18기념재단, 지방 정부 수준에서 이것이 가능하리하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앙 정부 차원의 연구기관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④ 기록과 연구 아카이브 구축,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확장된 접근성 확보

연구의 출발은 기존 연구의 탐색과 원천 자료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한다. 5·18항쟁 40년, 

5·18연구 20여년을 고려했을 때, 5·18연구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에 이들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아카이브 업무를 구성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

하다. 연구소든, 재단이든 또는 지방 정부이든, 중앙 정부이든 장지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일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과거 2006~2007년 5·18기념재단이 출간한 학술총서 이외에 그렇다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노력이나 그 결과물이 찾아지지 않는다. 4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 동안의 연구를 회고하고 전망하는 연구사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반

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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