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결과평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구용역과제명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서구 아미동)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연 구 방 식

문화유산과 / 곽옥란
1. [√] 위탁형 용역

담당공무원
2. [ ] 공동연구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연 구 기 간

(사)부경역사연구소
/ 강대민

이창섭
3. [ ] 자문형 용역

2. [√] 수의계약

2018년 7월 30일 ~ 2018년 12월 21일(5개월)
∙구술자들을 통해 아미동 공간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주택구조 변화와
구성원들의 상호인식에 대해 알 수 있었음

연 구 결 과

∙전국각지에서 이주한 아미동 거주민들의 경상도 방언 습득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구술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아미동 거주 여성들의 과거 삶의 모습을 파악하고 과거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음.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된 아미농악(부산농악)과 관련한
구술을 채집함. 이를 통해 아미농악의 탄생과 단원들에 대한 이야기
및 무형문화재 등록과정의 이야기들을 확보하였음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연구단은 아미동 변천사, 아미동 주민 생활사를 구술조사 방법론을
통해 그곳이 지닌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연구단이
추진한 구술조사는 정책연구용역이 지향하는 본연적 목적에 부합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추진방법의 적절성

평 가 결 과

- 용역 수행 전 2∼3회의 사전조사, 논저와 문헌자료를 통한 마을사
사전숙지와 사전질문지 구비 그리고 구술대상자 선정과 조사 진행
등이 단계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짐. 이는 구술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통상적 방법이므로 아미동에 정책연구용역 추진방법이 적절
하였음을 의미함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연구용역이 완료됨
∙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
- 용역 수행 및 결과에 있어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없음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아미동 구술자료는 한국전쟁 전후 아미동의 모습과 변화 과정은
물론 마을 생활상 변모, 이를테면 농악단의 형성과 발전 등을 규명
함으로써, 타 마을과 비교되는 아미동만의 고유성을 추출하였
기에 부산의 근현대 도시형성과 변천을 모색하는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될 소지가 있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평가전문위원

성 명

부산대 교수 김동철

한국해양대 교수 김강식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참석자

2019년 2월 28일

장 소

부산시청 12층 회의실

부산대 교수 김동철 등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