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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동학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동학 창도 150주년 기념 추계 국제학술대회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Peace in East Asia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Viewpoint of Donghak

: 2010년 10월 28일(목) 09:00-17:30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동학학회
후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학회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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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동학 창도 15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이
라는 대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생명·평화
의 보편사상인 동학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모색
하는 것은 동학의 현실참여적 지평을 넓히고, 아울러 동아시아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사상
적 및 존재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동학은 동학혁명, 갑진개화운동,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
후에도 좌우 갈등과 대립 사이에서 인내천사상에 입각하여 제3의 길을 모색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사상으로서 좌우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
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사상적 씨앗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에
관한 동학의 실천적 담론의 활성화는 남북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학 창도 150주년’이 되는 이 뜻 깊은 해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동학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실천적 담론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오늘의 실정에 맞게 동학을 재해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학 창
도 1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예지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동학학회

회장

10월

최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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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동학창도 150주년 기념 추계 국제학술대회
: “동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등록
◇ 개회식

Peace in East Asia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Viewpoint of Donghak

(9:00-9:30)

개 회 사
축
사
기조강연

◇제

1

:
:
:

(9:30-10:30)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김태창 (
)

日本 公共哲學硏究所 所長

부 학술 발표

사 회: 신영우(충북대 교수)

(10:30~11:50)

1 주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평화와 통일사상의 실천적 논의
발표자 : 최민자(성신여대 교수)
토론자 : 임상욱(숙명여대 교수)

제 2 주제: 동학의 평화윤리 및 그 현대적 가치
발표자 : 김철수(
토론자 : 김한식(에스라성경대학교대학원 총장)

延邊大 敎授 兼 東邦哲學硏究所 所長

◇ 점심시간
◇ 제 부 학술 발표

(10:30~11:10)

(11:10~11:50)
)

(11:50~13:00)

2

사 회: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13:00~16:00)

제 3 주제: 일본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평화
발표자 : 임병택(
삿포로
)
토론자 : 박맹수(원광대 교수)

日本

自由學校 敎授

-

동학을 중심으로

제 4 주제: 동학의 개체성과 전체성, 그리고 공존 (13:40~14:20)
발표자 : 박소정(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토론자 : 김용휘(고려대 연구교수)

◇ 휴식

(13:00~13:40)

敎授

)

(14:20-14:40)

제 5 주제: 동학의 민족통일 방안 연구 (14:40~15:20)
발표자 : 임형진(경기대 교수, 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토론자 : 오문환(경희대 연구교수)
제 6 주제: 동학의 생명사상과 동아시아 평화
발표자 : 주요섭(모심과 살림 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 김춘성(부산예대 교수)

◇ 제 부 종합토론
◇ 폐회
3

(16:00~17:30)

(15:20~16:00)

사 회: 황선희(상명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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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장소안내
<약도> 프레스 센터 02-2001-7653/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버스노선>
서울파이낸스 빌딩 정류장에서 하차(도보 2분)
초록지선 7021, 0015, 1711, 7017, 7016, 0014
파랑간선 109, 506, 150, 501,728, 402
<지하철노선>
1,2호선 시청역 하차 4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하차 5번 출구
<유료주차>
기본 30분 3,000원, 추가 10분당 1,200원

동학학회
110-310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Tel 02-739-8605 Fax 02-739-8604
Mobile 010-9970-9160
E-mail donghak19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