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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동학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찾아오시는길
무료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하 철 | 5호선 광화문역 7,8번출구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광화문 4거리 방향으로 310m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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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 서울역사박물관(강북삼성병원) 정류장에서 하차
160번, 260번, 270번, 271번, 273번, 370번, 470번,
471번 601번, 7023번, 704번, 720번, 9602번, 9710번

주

차 |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주차비 2시간 3천원, 추가 10분당 500원), T.02)724-0150
자율요일제 스티커 미부착 차량 이용 불가

울산 여시바위골 유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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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학회
110-310｜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Tel 02-739-8605 Fax 02-739-8604
Mobile 010-9970-9160
E-mail ideal1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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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6일(금) 10:00-17:00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동학학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학회 후원회

2009동학초청2 2009.9.22 6:41 PM 페이지2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

초대의 말씀·
동학 창도 15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동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계 국제학술대회는 동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
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사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 속에서 생명사상의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
은 날이 갈수록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차
원적인 문제들은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도 같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물질, 자연·문명, 생산·생존
이원론의 극복을 통하여 생산성 제일주의 내지 성장 제일주의적 산업문
명을 넘어서는 탈근대주의에 닿아 있습니다.
동학의 탈근대주의 내지 생명사상은 근대 산업문명의 폐해라 할 수 있는
국가·지역·계층간 빈부격차, 지배와 복종, 억압과 차별, 환경 파괴, 공
동체의식 쇠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존의 대안적 사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도구적 이성’
의 발흥에 따른 근대 산업문명의 폐해는
근대적 합리성이란 것이 단지 도구적 합리성에 지나지 않음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학의 에코토피아(ecotopia)적 지향성
은 서구적 근대의 초극이라는 테제에 유효한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학 창도 150년’
이 되는 이 뜻 깊은 해에 동학과 현대사상의 만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약육강식의 패러
다임이 아닌 공존공영의 패러다임을 학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동학 창도 150년을 기념하는 국제학
술대회에 예지(叡智)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회사 :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격려사 : 김동환 (천도교 교령)
축 사 :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제 1 부 동학과 생명사상 (10:00~12:00)

사 회 : 조규태(한성대 교수)

제 1 주제 : DONGHAK CONCEPTS OF GOD AND LIFE
: WITH SPECIAL REFERENCE TO YI DON-HWA’S INTERPRETATION
발표 : 김용준(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前 교수)
토론 : 김태창(일본 공공철학공동연구소 소장)
제 2 주제 : 동학과 현대 과학의 생명사상
발표 : 최민자(성신여대 교수)
토론 : YAGYU Makoto(일본 공공철학공동연구소 특임연구원)
제 3 주제 : 에코페미니즘과 동학의 모성론
발표 : 최문형(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토론 : 김은실(성신여대 연구교수)
◇ 점심식사 (12:00 ~13:00)
제 2 부 동학과 세계화 (13:00~15:40)

사 회 : 김기승(순천향대 교수)

제 1 주제 : 동학의 현대적 의미와 세계화
발표 : 김용휘(고려대 연구교수) 토론: 오문환(서강대 교수)
제 2 주제 : Donghak Ideology and Democracy of Korean Type
발표 : Kurbanov Sergey(러시아 St. Petersberg State University 교수)
토론 : 김춘성(부산예대 교수)
제 3 주제 : 東學思想的后現代
“傾向性”
探析
발표 : 방호범(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 김용해(서강대 교수)

제 4 주제 : 동학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세계화 방안
발표 : 김한식(에스라성경대학원대 총장) 토론 : 정혜정(숙명여대교수)
◇ 휴 식 (15:40 ~16:00)

2009년 10월

제 3 부 종합토론 (16:00-17:00)

동학학회 회장 최 민 자 올림

◇ 폐 회 (17:00)

사 회 :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