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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1. 기차 대구 국제공항 ~ 동대구역 ~ 구미역 하차
대구
국제공항 2. 고속버스 대구 국제공항 ~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 구미 종합터미널 하차
경부고속도로 구미인터체인지에서 내리면 바로 좌회전하여 구미시가지를 통과하는 33번
국도를 타고 약 4km정도 가면 ‘금오산사거리’. 좌회전하여 도로 안내 표지판을 따라 약 3km
정도 진입 후 도착

❷

자가용

❸

버스

12번 : 구미역에서 9:30에서 20:00까지 하루에 10회 운행
(25회 소요/ 평일 30분 간격, 주말 15분 간격)

기차

경부선-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구미역정차
서울 -> 구미: 277km (2시간 50분 소요)
부산 -> 구미: 167km (1시간 50분 소요)
대구 -> 구미: 46km (30분 소요)

❹

❺ 고속버스

서울 -> 구미 244Km(2시간 30분 소요)
부산 -> 구미: 174km (1시간 40분 소요)
대구 -> 구미: 39km (25분 소요)

서울 -> 구미 / 부산 -> 구미 / 대구 -> 구미

동학군이 점령했던 선산읍성의 낙남루

■ 일시｜2016년

4월 29일(금)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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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그랜드볼룸C홀
■ 주최｜구미시 ■ 주관｜동학학회
■ 후원｜구미시의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학회 후원회

초대의 말씀

프로 그램
■등

록 │ 13:00-13:20

■ 개 회 식 │ 13:20-14:00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구미에서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1894년 경상도 구미 선산의 동학농
민혁명과 청일전쟁"을 대주제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
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미 선산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선
산읍성 점거 및 진압과정의 실상을 밝히고 그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성찰하며 그 결과를 학
술대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구미 선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역량 제고에 기여할

진행사회 │정진화(성신여대)
		
개 회 사 │ 최민자 (동학학회 회장,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장)
격 려 사 │ 이정희 (천도교 교령)
축 사 │ 남유진 (구미시장)
축 사 │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

■ 정기총회 │ 동학학회 연구윤리규정 설명
■ 기조강연 │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이이화(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것입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구미 선산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사료 연구를 통해
서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한국 근대사의 발전과정에서 구미 선산 지역이 기여한 실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경상도는 은도기(隱道期) 이후 동학 세력을 재건해간 중심지역이지만 도 단위의 전반적인 조
직 규명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일본군 등의 진압 과정 그리고 1894년 선산 일대의 향촌 사정과 일본군
병참부에 관해서는 상세한 실증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부

14:00~15:10			

토론사회 │이상면(서울대)

주제발표 1 │ 1894년 일본군 노즈(野津) 제5사단장의 북상 행군로와 선산 해평병참부
발표자 : 신영우(충북대)
주제발표 2 │ 抗日蜂起와 殲滅作戰의 事實을 探究하여
- 韓國 主要 山岳地帶의 戰場을 中心으로
발표자 :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 일본 홋카이도대)

일본군 진압군을 지휘한 남부병참감부의 기록을 분석하여 처음으로 발표함으로써 구미 선산

주제발표 3 │ 구미 선산의 동학 포접 조직과 활동
발표자 : 임형진(경희대)

의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경상도 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새로운

토론자 : 최홍규(경기대), 조규태(한성대), 조재곤(서강대), 안외순(한서대), 최재목(영남대)

연구 성과를 학계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구미 선
산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21세기 글로컬 시대의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구
미 선산 지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적 과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미래적 전
망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경주, 정읍, 고창, 보은, 예산, 영덕, 남원, 대구, 홍천에 이어 구미 선
산에서 지역민들과 전문 연구자 및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
하고 후속연구를 촉발시키며, 지역적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애국·애족·애민의 정신
을 함양하고, 동학정신과 동학혁명의 가치를 후속세대에 전승하며, 아울러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
로, 예지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4월
구미시장

남유진

			

동학학회 회장

최민자

■ 휴식 (15:10~15:20)
제2부

15:20~16:30			

토론사회 │김한식(국방대)

주제발표 4 │ 中国学界研究“东学”的资料分析
—基于《知网》数据库和《万方》平台资料
발표자 : 方浩范(중국 연변대)
주제발표 5 │ 1894년 경상도 선산 지역 유교지식인, 향리, 동학농민군의 현실인식
발표자 : 우수영(경북대)
주제발표 6 │ 경상도 선산(구미)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의미
발표자 : 김영철(동국대)
토론자 : 김상일(한사상연구회) 김남희(가톨릭대) 채길순(명지전문대) 지현배(동국대) 전석환(강원대)

제3부

종합토론 (16:30~17:00) 			

■ 폐 회 사│김학광(동학학회 후원회 회장)

토론사회 │조극훈(경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