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이화 선생 연보 (1936∼2020)

∙1936년 대구 비산동에서 아버지 야산 이달 선생과 어머니 박순금 님 사이에서 출생

∙7세 무렵(1942년)부터 주역의 대가인 부친 아래에서 한문 수학

∙10세 무렵(1945년) 부친을 따라 충남 논산 수락리와 대둔산 석정암으로 이주

∙14세 때(1949년) 안면도 개락금 지역으로 이주

∙18세 때(1953년) 한영중학교 입학

∙20세 때(1955년) 광주고등학교 입학. 은단 장사와 여관 종업원 일을 하며 고학

∙23세 때(1958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장학생으로 입학. 그해 부친의 별세로 
중퇴. 이후 전국을 돌며 대학입시 문제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감

∙25세 때(1960년) 광주 집에 기거하면서 4 19 시위에 참여. 이후 서울에 올라와 친구 하숙집을 전전
하며 취업 준비

∙29세 때(1964년) 새로 창간된 《불교시보》 기자로 입사, 3년간 근무

∙32세 때(1967년) 모친 별세

∙33세 때(1968년) 《신동아》 별책부록 『한국 고전 백선』 작업에 참여, 천관우・박종홍・임창순・이숭
녕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 이후 1974년까지 서울대 규장각에서 고문서 해제 작
업

∙34세 때(1969년)부터 5년간 동아일보사 촉탁직으로 《동아일보》 창간호부터 기사 색인 작업에 참여

∙38세 때(1973년) 《창작과비평》에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허균과 개혁사상」 발표

∙39세 때(1974년)부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사 연구에 돌입. 이듬해 《창작과
비평》에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 「북벌론의 사상사적 검토」 발표

∙41세(1976년) 김영희 여사와 백년가약

∙42세 때(1977년) 학술지 《한국사연구》에 논문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발표, 학계의 주목을 받
음. 다시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 1981년까지 해제 작업. 아들 응일 출생

∙44세 때(1979년) 화곡동 자택에 '한문서당' 개설



∙45세 때(1980년) 5월 ‘서울의 봄’ 당시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 첫 저서 『허균의 생각』(뿌리깊은
나무) 출간

∙46세 때(1981년) 전두환 정권하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으나 1년 남짓 근무 
후 사직

∙47세 때(1982년) 성심여대 국사학과에서 한국사상사 강의, 이후 10여 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섬

∙50세 때(1985년) ‘한길역사기행’, ‘한길역사강좌’에서 강의

∙51세 때(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설립 후 초대 운영위원. 부소장, 소장 역임. 딸 응소 출생

∙52세 때(1987년) 6월 민주항쟁 참여. 《역사비평》 창간준비호에 논문 「역사소설의 반역사성」 기고

∙53세 때(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54세 때(1989년)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위원장으로 추대

∙56세 때(1991년) 저서 『중국역사기행- 조선족의 삶을 찾아서』 출간

∙58세 때(1993년) 《한겨레》에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연재. 12월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
업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추대

∙61세 때(1996년) 총 30권의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출간

∙64세 때(1999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회의’(1999)에 참가

∙66세 때(2001년) 단재학술상 수상

∙67세 때(2002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67세 때(2003년)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69세 때(2004년) 고구려역사문화재단 공동대표,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장 역임. 『한국사 이야기』 마지막 원고 탈고, 총 22권 완간(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위한 한국의 대표적인 책 100선’, 2007년 《한국일보》의 ‘우리 시대 명저 
50선’에 선정)

∙70세 때(2005년)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좌교수로 초빙됨. 『만화 한국사 이야기』 7권 출간(2011년 
9권으로 개정 증보). ‘임종국상’과 ‘단재상’ 심사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개성에서 열린 남북 역사
학자 학술 토론회에 참가



∙71세 때(2006년) 임창순청명학술상 수상

∙73세 때(2008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후보 지역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 허균
허난설헌학술대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특별상, 녹두대상 수상 

∙74세 때(2009년) 진실과미래,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추대. 『인물로 읽는 한국사』
(전10권) 출간

∙75세 때(2010년)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추대. 《한겨레》에 회고록 
「길을 찾아서-민중사 헤쳐 온 야인」 연재(6개월 동안 121회)

∙76세 때(2011년)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동학혁명정신선양대회 대회장, 한일시민선언
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역임. 자서전 역사를 쓰다 출간 

∙78세 때(2013년) 역사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규탄하는 16인의 원로학자 중 한 사람으로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에 대한 원로 교수 기자회견’ 참석

∙79세 때(2014년) 원광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전봉준, 혁명의 기록-동학농민전쟁 120년, 
녹두꽃 피다 출간

∙80세 때(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 철회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원
로학자 22인에 참여. 한국사 이야기 개정판 출간 

∙81세 때(2016년)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공동 집필. 《경향신문》의 ‘경향 70년, 70인과의 동
행’에서 명사 70인에 선정

∙82세 때(2017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창립, 이사장으로 추대. 저항운동의 태동기인 19세기 민
중봉기를 다룬 민란의 시대-조선의 마지막 100년 출간

∙83세 때(2018년)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주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취임. 역사에세이 위대한 봄
을 만났다 출간. 8월29일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개관

∙84세 때(2019년)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헌신한 공로로 전주시 명예시민에 선정

∙2020년 3월 18일 오전 11시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
 
∙정부, 역사 대중화와 역사정의 실현에 끼친 고인의 공적을 인정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