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수원화성박물관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 :

동학농민혁명과 경기도 수원

<수원화성박물관 대중교통 이용>

<수원화성박물관 자가용 이용>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T 031-228-4242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TG → 43번 국도 (수원시내 방향

❶

자가용
이용

직진) → 경기대후문 → 창룡문 → 화성행궁 방향 →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역쪽에서 올 때 수원역 → 도청사거리 → 교동사거리 → 팔달문 → 종로 →
동수원IC, 창룡문 방향 → 매향교 → 수원화성박물관

화성박물관 바로 앞에서 내리는 버스
2, 7-2, 47, 60, 400, 400-4, 660, 700-2, 999

❷

버스
이용

❸

지하철
이용

화성행궁 앞에서 내리는 버스
3, 4-1, 7-2, 8, 11, 13, 13-3, 16, 16-1, 16-2, 20-1, 24, 25, 25-1, 25-2, 26, 27,
32-1, 32-2, 32-5, 35, 36, 39, 45, 46, 50-2, 50-3, 50-4, 50-5, 50-6, 58, 60,
61, 62, 62-1, 63, 64, 65, 66, 66-4, 82-1, 83-1, 88, 98, 112, 660, 700-2
수원역(1호선, 분당선) 하차 → 수원역 9번출구에서 매산시장 정류소까지 도보로
이동(약 150m) → 매산시장 정류소에서 2-2, 47, 400, 400-4, 999번 버스 탑승
→ 팔달구청.수원화성박물관 정류소에서 하차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이의동)
T. 031-228-4150 F. 031-228-4149
http://swmuseum.suwon.ne.kr
0314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수운회관) 608호
T. 02-739-8605 F. 02-739-8604 M. 010-6381-7752
E. donghaks1998@daum.net http://donghaks.org/

■ 일시｜2017년

10월 13일(금) 13:00-18:00
■ 장소｜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 주최｜수원시(수원박물관) ■ 주관｜동학학회
■ 후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학회 후원회

초대의 말씀

프로 그램
■등

록 │ 13:00-13:20

■ 개 회 식 │ 13:20-13:50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원에서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동학농민혁명과 경기도 수원”을
대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 동학

진행사회 │정진화(성신여대)
		
개 회 사 │ 최민자 (동학학회 회장, 성신여대 총장직무대행)
인사말씀 │ 염태영 (수원시장)
축
사 │ 이정희 (천도교 교령)

■ 기조강연 │ “경기 수원지역의 동학과 3·1운동” -------- 이이화(역사학자)

전파의 교두보가 되는 핵심지역인 수원은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변혁운동의 중심지
로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수원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수원 동학농민
군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활약상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성찰하며 그 결과를 학술대
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수원 지역의 진취적인 정체성 규명과 문화적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수원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사료 연구를 통해 실증
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한국 근대사의 전환기에 수원 일대의 주민들이 기여한 실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수원 권역은 한국근대사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동학이 외세 침략에 적극 대응해 나갔
던 선도지역이기도 합니다. 동학농민군은 신분제 개혁과 경제관행의 철폐 등 근대사회로 나
아가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동학 창도 초기부터 수원을 중심으로 동학이 전파되어 교세
가 성했으나 수원 권역에서 동학이 발전하고 세력을 확대해온 실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

제1부

13:50-15:00			

토론사회 │김한식(국방대)

주제발표 1 │ 정조(正祖)의 인간존중이 투영된 동학의 평등 정신
발표자 : 김준혁(한신대)
주제발표 2 │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개편과 3·1 운동 -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발표자 : 임형진(경희대)
주제발표 3 │ 경기감사의 동학농민군 진압과 갑오년의 수원지역 상황
발표자 : 신영우(충북대)
토론자 : 최성환(수원시정연구원), 임상욱(숙명여대), 최홍규(경기대), 조규태(한성대),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휴식 (15:00~15:10)

구가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당시 개혁을 주장하였던 동학농민
군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수원 권역 동학의 포 조직 및 동학농
민군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원의 실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학계에 제
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원 일대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21세기 글로컬 시대의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수원 지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발전적 과제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수원의 동학 전파 이후 천도교로의 개편과 3·1운동을 검토함으로써
3·1운동의 성지인 수원의 역사적 위상과 다가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장
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지역적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애국·애족·애민의 정
신을 함양하고, 동학정신과 동학혁명의 가치를 후속세대에 전승하며, 아울러 국내외 전문가
를 포함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으로, 예지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부

15:10~16:40			

주제발표 4 │ ‘광무양안’으로 본 수원지역 농민들의 사회경제 기반
발표자 : 왕현종(연세대)
주제발표 5 │ 수원지역 동학·천도교 유적지와 3·1운동 탐방로
발표자 : 이동근(수원박물관)
주제발표 6 │ 수원 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발표자 : 채길순(명지전문대)
주제발표 7 │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과 인문도시로서의 수원
발표자 : 조극훈(경기대)
토론자 :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 김남희(가톨릭대), 우수영(경북대), 전석환(강원대), 김영철(동국대)

제3부

종합토론 (16:40~17:10) 			

2017년 10월
수원시장 / 동학학회 회장

토론사회 │이상면(서울대)

■ 폐 회 사│손윤(동학학회 후원회 회장)

이길용(서울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