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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장 소안내

동학혁명의 시발점, 1871년 3월
‘영해 동학혁명’

│찾아오시는 길│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 영해의 ‘동학혁명’과 해월 최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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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66-701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T 054-730-6511

동학학회

110-775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T. 02-739-8605 F. 02-739-8604 M. 010-8819-9751
E. donghak1998@naver.com
homepage http://www.donghaks.org

영해 형제봉 병풍바위

■ 일시｜2014년

3월 27일(목) 13:00-17:30
■ 장소｜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 주최｜영덕군
■ 주관｜동학학회
■ 후원｜문화체육관광부 / 경상북도 / 한국지역진흥재단 / 동학학회 후원회

초대의 말씀

프로 그램
■등

록 │ 13:00-13:30

■ 개 회 식 │ 13:30-14:00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을 맞이하여 ‘영해 동학혁명’의 현장인 영덕에서 “동
학혁명의 시발점, 1871년 3월 ‘영해 동학혁명’”을 대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해의 동학과 1871년 봉
기의 성격과 전개과정 및 역사적 의미 그리고 1894년 전국 봉기에 이르기까지 민
권(民權)과 국권(國權)을 지키기 위해 분투노력한 해월의 활동을 글로컬리제이션
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영해동학의 세계화·지역화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영
해가 한국근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

개 회 사 │ 최민자 (동학학회 회장,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학장/교수)
축 사 │ 김병목 (영덕군수)
격 려 사 │ 박남수 (천도교 교령)
격 려 사 │ 영덕군의회의장

■ 기조강연 │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영해 동학혁명’ ” --------------------이이화(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제1부

영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와 역사적 의미 토론사회 │이정희(공주대)

주제발표 1 │ “1871년 ‘영해 동학혁명’의 사료와 유적”
발표자 : 김기현(동학 연구자, 전 서울시청 공무원)

니다.
역사학, 정치학, 종교학, 철학, 국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학 전문가들이 모
여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영해 동학혁명의 성격을 규명해온 지금까지의 연구
를 재검토하고 관련 사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영해의 위
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조선후기의 사회구조적 변동 속에서
동학이 창도되어 1894년의 대규모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적 관점에서 영해동
학의 위상을 재조명함으로써 동학의 정체성과 의의를 밝히고 역사성을 제고하여

주제발표 2 │ “해월 최시형의 초기 활동과 영해”
발표자 : 성주현(청암대)
주제발표 3 │ “혁명가 이필제(1824~1871)의 생애와 영해”
발표자 : 임형진(경희대)
주제발표 4 │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발표자 : 신영우(충북대)
토론자 : 이완섭(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배영기(숭의여대)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채길순(명지전문대) 최홍규(경기대)

동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 휴식 (15:40~15:50)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경주, 정읍, 고창, 보은, 예산에 이어 1871년 봉기의 현
장인 영덕에서 지역민들과 전문 연구자 및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적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애국·애족·애민의
정신을 함양하고, 동학정신과 동학혁명의 가치를 후속세대에 전승하며, 아울러 국
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예지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3월
동학학회 회장

최민자

영덕군수

김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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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월 최시형과 ‘영해 동학혁명’에 대한 종합적 고찰 토론사회 │김한식(국방대)

주제발표 5 │ “이필제와 최시형: ‘영해 동학혁명’의 선도적 근대성”
발표자 : 임상욱(숙명여대)
주제발표 6 │ “ ‘영해 동학혁명’의 정신과 해월의 사인여천 사상”
발표자 : 김영철(동국대)
주제발표 7 │ “동학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문학적 기반 연구
-해월 최시형과 ‘영해 동학혁명’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발표자 : 조극훈(경기대)
토론자 : 안외순(한서대) 손병욱(경상대) 최재목(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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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17:05~17:30)

■ 폐 회 사│한광석(동학학회 후원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