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학회 제33차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예산 동학농민혁명의 종합연구와 과제 그리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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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유허비

■ 일시｜2013년

11월 22일(금) 12:30-17:30
■ 장소｜공주산업과학대학(예산캠퍼스) 컨벤션홀
■ 주최｜동학학회 /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후원｜예산군 / 예산군의회 / 예산문화원 / 동학학회 후원회

■등

록 │ 12:30-13:00

■ 개 회 식 │ 13:00-13:40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을 맞이하여 내포동학의 접주 춘암 박인호의 고
향인 예산에서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예산 동학농민혁명의
종합 연구와 과제 그리고 전망’을 대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119년 전 대외적 위기 속에서
국가를 수호하고자 궐기하였던 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전개과정 그
리고 역사적 의미를 글로컬리제이션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예산동학의
세계화·지역화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예산이 한국근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차

개 회 사 │ 최민자 (동학학회 회장, 성신여대 교수)
축 사 │ 최승우 (예산군수)
격 려 사 │ 박남수 (천도교 교령)
격 려 사 │ 조병희 (예산군의회 의장)

■ 기조강연 │ “동학농민혁명과 현재적 의의” ------------------------------- 이이화
(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제1부

예산 동학혁명의 발자취와 역사적 의의

토론사회 │이길용(서울신대)

주제발표 1 │ “예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일본군의 개입”
발표자 : 신영우(충북대)

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학, 정치학, 종교학, 철학, 국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학 전문가들이
모여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예산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규명해온 지금
까지의 연구를 총정리하고 관련 사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

주제발표 2 │ “내포지역의 동학 유입경로와 조직화 과정”
발표자 : 임형진(경희대)
주제발표 3 │ “내포 동학혁명 지도자의 활약상과 역사문화적 의의”
발표자 : 박성묵(예산역사연구소,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시킴으로써 예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동학의

주제발표 4 │ “동학농민혁명 설화와 소설화 양상 연구“
발표자 : 채길순(명지전문대)

위상을 내포동학, 충청동학, 전국 동학혁명의 위상 속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동

토론자 : 최홍규(경기대), 성주현(청암대), 한건택(충남 문화재전문위원), 김영대(한국교통대)

학의 정체성과 의의를 밝히고 역사성을 제고함으로써 동학 발전의 새로운 전
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내포동학의 발상지 예산에서 지역민들과 전문 연구
자,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아울러 국
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예지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참여로 활발한 토
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휴식 (15:40~15:50)
제2부

동학의 근대성과 미래적 가치(15:50-17:10) 토론사회 │김한식(국방대)

주제발표 5 │ “춘암 박인호의 동학 이해와 근대성”
발표자 : 조극훈(경기대)
주제발표 6 │ “동학의 보국안민의 정신과 한국 민주주의 전망”
발표자 : 김정호(인하대)
주제발표 7 │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내포정신의 형성과정”
발표자 : 안외순(한서대)

2013년 11월
동학학회 회장

최민자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박성묵

토론자 : 황묘희(평택대), 이정희(공주대), 임상욱(숙명여대)

제3부

종합토론 (17:10~17:30)

■ 폐 회 사│한광석(동학학회 후원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