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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학술대회

장소안내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기념 동계학술대회

┃찾아오시는 길┃

천도교
중앙대교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경운동 88) 천도교 중앙대교당
천도교 중앙총부 02-732-3956 천도교 중앙대교당 관리실 02-732-8991
지하철 이용
버스 이용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하차 후 5번 출구로 나와서 낙원상가
쪽으로 50m 정도 직진 오른쪽 편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물
간선버스 안국역, 종로경찰서, 인사동 정류장
109, 151, 162, 171, 172, 272

경주 용담정

■ 일시｜2016년 12월 2일(금) 13:00~17:00
■ 장소｜천도교 중앙대교당
■ 주최｜천도교동학혁명기념사업추진단

동 학학 회

110-77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T 02-739-8605 F 02-739-8604 M 010-6381-7752
E donghak1998@naver.com
homepage http://www.donghaks.org

■ 주관｜동학학회
■ 후원｜문화체육관광부 / 천도교 중앙총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학회 후원회

초대의 말씀

프로 그램
■등

록 ┃ 13:00~13:30

■ 개 회 식 ┃ 13:30~14:00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을 맞이하여 “동학혁명과 생명 평화 사상"을 대주제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혁명을
생명이라는 테제와 연계시켜 고찰함으로써 동학혁명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현재진행형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로 동학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를 관통하는 ‘아주 오래된 새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
간학입니다.
역사학, 정치학, 철학, 종교학, 국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최하
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한 소통의 윤리학, 혁명민중의 생명성,
동학 개벽사상과 인내천 혁명, 천도교의 구원관 연구, 동학혁명과 생태리더십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동학혁명과 생명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학계에 제공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동학혁명의 의의와 가치
를 21세기 글로컬 시대의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동학의 현재화에 기여함과 동시
에 발전적 과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미래적 전망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진행사회 ┃ 정진화 (성신여대)

개 회 사 ┃ 최민자(동학학회 회장)
인 사 말 ┃ 이정희(천도교 교령)
축
사 ┃ 이기곤(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기조강연┃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학의 생명사상”
제1부

14:00~15:00

최민자 (동학학회 회장)
토론사회 ┃ 이상면 (서울대)

주제발표 1 ┃ 소통의 윤리학: 동학 천도교의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전석환(강원대)
토론자 : 배영기(숭의여대)
주제발표 2 ┃ 혁명영웅을 넘어서는 혁명민중의 생명성
- 1970~80년대 한국 장편소설에 나타난 동학 민중담론과
김지하 생명담론의 연계성 고찰 발표자 : 우수영(경북대)
토론자 : 채길순(명지전문대)

■ 휴 식 ┃ 15:00~15:10

것입니다.

제2부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경주, 정읍, 고창, 보은, 예산, 영덕, 남원, 대구, 홍천, 구
미, 김천 등 지역순회학술대회에 이어 서울에서 전문 연구자 및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후속연구를 촉발하며, 동학정신과 동학혁
명의 가치를 후속세대에 전승하고, 아울러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인프라 구축
을 통해 동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예지로 가득 찬 여러분
들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천도교 교령

이정희

동학학회 회장

최민자

15:10~16:40

토론사회 ┃ 김한식 (국방대)

주제발표 3 ┃ 동학 개벽사상과 인내천 혁명: 생명, 평화, 영성 회복을 중심으로
발표자 : 조극훈(경기대)
토론자 : 임형진(종학대학원)
주제발표 4 ┃ 이돈화의 신인철학에 나타난 천도교의 구원관 연구
생명운동의 주체인 ‘신인’개념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남희(가톨릭대)
토론자 : 김영철(동국대)
주제발표 5 ┃ 동학혁명과 생태리더십
발표자 : 임상욱(숙명여대)
토론자 : 박연규(경기대) 지현배(동국대)

제3부

종합토론 (16:40~17:00)

토론사회 ┃ 최홍규 (경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