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학술대회

장소안내

찾아오시는길

정류장

버스노선

1⃞ 서울역사박물관(경교장)

160, 260, 271, 273, 370, 470, 600, 602, 702A,
702B, 710, 720, 721,1002, 7019

2⃞ 서울역사박물관(경교장)

91S투어

3⃞ 서울역사박물관(경교장)

160, 260, 271, 273, 370, 470, 600, 602, 702A,
702B, 710, 720, 721,1002, 7019

4⃞ 경희궁

(광역버스) 2500, 9701, 9709, 9710

5⃞ 광화문

(공항버스) 6002

5⃞ 광화문

160, 260, 270, 273, 370, 470, 600, 702A, 702B,
703, 710, 720, 721, 7019

지하철 노선
5호선(광화문역, 서대문역) 3호선(경복궁역)에서 7~10분 소요
*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10-775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608호

동학학회

T. 02-739-8605 F. 02-739-8604
M. 010-8464-1248
E. donghak1998@naver.com
homepage http://www.donghaks.org

고창 무장기포지

초대의 말씀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 태동 118주년을 맞이하여‘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
(glocalization): 고창의 동학농민혁명과 동귀일체의 동학정신’
을 대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는 로컬과 글로벌의 양 방향적 탐색을 통해 고창이라는 개별 지역에서 태동
한 동학농민혁명의 특성을 구명하고, 동귀일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동학의 혁
명정신이 세계화할 수 있는 접점 및 그 의의를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 고창지역에 동학이 전파돼 교세가 신장된 배경, 무
장기포와 손화중 등 고창지역 동학농민군,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지역 동학
농민군의 활동,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사회경제적 특성, 일본의 고창지역
동학농민군 토벌 활동,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 일
제강점기 고창지역 동학계 인물들의 민족운동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생과 관련된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
한 규명과 더불어 이러한 혁명의 태동을 가능케 한 사상적 기반을 집중 조명
함으로써 동학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창지역 동
학농민군의 민족정신과 사회의식을 후속세대에 전승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지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만추(晩秋)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등
록 ｜ 13:00-13:30
개 회 식 ｜ 13:30-14:00

진행사회 : 임금복 (성신여대)

개 회 사 ｜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격 려 사 ｜ 임운길 (천도교 교령)
축
사 ｜ 이강수 (고창군수)
기 조 연 설 ｜ 김태창 (일본 교토포럼 대표, 공공철학연구소 소장)

제1 부

학술발표 Ⅰ

14:00-15:30

토론사회 : 김한식(국방대)

주제발표 1 ｜ 14:00-14:30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귀일체의 동학정신”
발표자 김용환(충북대)
토론자 임상욱(숙명여대)
주제발표 2 ｜ 14:30-15:00 ｜“동학농민혁명기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발표자 김양식(충북발전연구원)
토론자 최홍규(경기대)
주제발표 3 ｜ 15:00-15:30 ｜“고창지역 동학농민군 진격로의 실증적 고찰”
발표자 진윤식(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토론자 문병학(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휴

식

제2부

｜ 15:30-15:40

학술발표 Ⅱ

15:40-17:10

토론사회 : 황선희(상명대)

주제발표 4 ｜ 15:40-16:10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발표자 신영우(충북대)
토론자 임형진(경희대)
주제발표 5 ｜ 16:10-16:40 ｜“동학농민혁명운동 이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
발표자 성주현(청암대)
토론자 황묘희(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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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6 ｜ 16:40-17:10 ｜“일제강점기 고창지역 동학계 인물의 민족운동”
발표자 조규태(한성대)
토론자 안외순(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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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17:10-17:40

페 회 사 ｜ 한광석 (동학학회 후원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