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자 료 명

인물

ID
출생연도 출생지 성장지 출신학교 혼인시기

파일

ID
인터뷰 내용 면접일시 면접장소 면접자 면접시간

A 1921년 서울 서울 경기여고

16세

(복중

약혼)

A

- 신여성의 계보: 윤고려(윤고라)-나혜석-김일엽-윤심덕-

  최정희-박화성-최은희 등

- 신여성의 특징: 머리모양(트레모양)과 의복(통치마, 구두),

  불륜여성(부인있는 남자와의 관계), 교육 등

- 신여성과 사회운동

- 가족사: 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의 출신학교와 성격 등,

  부모님의 복중약혼, 집에서 고용한 일꾼(고용인원, 하는

  일 등), 집안 특성(개화적, 보수적)

- 학교/교육: 양처교육(가정 살림법 등), 교육의 차이(의학

  지식 등)

- 신여성의 한계: 신여성의 직업여부, 부도덕하다는 비판

1995년 - 조은 23분

B 1913년 서울 서울 진명학교

17세

(복중

약혼)

B

- 신여성의 특징과 사회인식: 현재 지위, 신식교육, 주변

  신여성, 신여성의 외모와 스타일(머리모양, 의복 등), 외부

  활동(사회주의운동 등), 알려진 신여성들의 평판(나혜석,

  윤심덕, 김일엽), 젊은층과 기성세대 간 및 남녀 간 신여성

  에 대한 인식 차이, 초창기 신여성(김활란)과 본인 세대

  신여성의 차이

- 학교/교육: 출신학교, 교과목(일본어 등), 신교육에 대한

  정의, 당시 학교에서 강조하는 교육

- 혼인: 복중약혼, 혼례, 살림, 시집살이

- 가족사: 아버지/어머니/형제자매/친척의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지, 학력, 직업, 혼맥 등), 집에서 고용한 일꾼(고용

  인원, 하는 일 등)

- 신여성에 대한 편견과 평판(부도덕한 여자)

1995년 - 조은 45분

: B3-1995-0002
: 일제강점기 신여성 인터뷰 조사, 1995

인터뷰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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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ID
출생연도 출생지 성장지 출신학교 혼인시기

파일

ID
인터뷰 내용 면접일시 면접장소 면접자 면접시간

C-1

- 학교/교육: 일본유학

- 가족사: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직업 등

- 혼인: 중매/연애, 남편의 출신지와 출신학교 등, 시집살이

- 신여성에 대한 정의와 인식: 신여성에 대한 정의, 알려진

  신여성들의 평판(나혜석, 윤심덕)

- 1945년 해방시기에 대한 기억: 좌우이념대립, 토지분배,

  이주 등

- 한국전쟁 경험: 이념갈등, 1.4후퇴 당시 이주

- 여성운동

- 당시 (나쁜) 풍속(아편, 미두(米豆), 첩 등)

- 동양척식주식회사

- 학교/교육: 교사, 교과목, 일본어 사용, 일본인의 만행,

  여자 대상 교육(양처현모, 제봉 등), 일본 여학생과 한국

  여학생 비교

- 상업학교: 상업학교 교육의 차이점, 일본인 교사의 비율,

  진학, 학생들의 경제수준

1995년

4월 16일
- 조은 62분

C-2

- 일본에서의 학교/교육: 고등학교, 명치대

- 가족사: 시아버지의 출신지와 직업 등, 집에서 고용한

  일꾼(고용인원, 하는 일 등), 가족수, 친정부모의 학력과

  직업 및 경제권 등

- 신여성으로서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

- 신교육 교과목과 내용

- 혼인: 남편의 출신학교와 직업 등, 살림, 이주

1995년

6월
- 조은 27분

C-3

- 당시 황해도(시댁)과 충청도(친정) 부자 규모의 차이

- 한국전쟁 경험: 피난생활 등

-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비교 및 차이

1995년 - 조은 외 12분

C 1917년 충청도

충남,

서울,

일본,

서울여상

명치대

대학

3학년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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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901년
황해도

(해주)

황해도,

경상도,

서울

숙명학교
21세

(중매혼)
D

- 교육: 교과목, 사용언어(한국어, 일본어), 즐겨보던 책 등

- 사회생활: 울산 소재 보통학교 교사생활(동료 교사들의

  국적 및 남녀비율, 교사들의 의복, 학생들의 계층과 남녀

  비율 등)

- 혼인: 중매, 남편의 학력과 직업, 남편 사망 이후의 생활,

  이주, 자녀 등

- 가족사: 아버지/어머니/외삼촌의 직업 등, 시댁관계

- 신여성에 대한 정의와 인식: 신여성에 대한 정의, 알려진

  신여성들의 평판(나혜석, 윤심덕, 김일엽)

- 신여성 사례: 박하성

1995년

4월 30일

구술자

자택
조은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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