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 찾아오시는 길ㅣ전북과학대학 약도(2번 본관)

한국사 교과서와 문학작품 속의 동학농민혁명

대중교통
■시내버스(정읍) :	시내 전역에서 10번대, 20번대, 30번대, 60번대의 버스를 승차 후
정읍고에서 하차하여 10분 도보
■택 시(정읍) : 시외버스터미널, 정읍역에서 이용시 5,000원, 그외 지역 기본요금
■용산역(KTX)→정읍역 , 강남터미널→정읍터미널 : 2시간 30분 소요
■정읍역, 정읍터미널→전북과학대 : 차량으로 10분 소요

정읍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우) 580-701 전북 정읍시 충정로 243
전화 : 063-539-5432
전송 : 063-539-6518

(우) 156-743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511
숭실대학교 황민호 교수 연구실
회장 : 황민호(010-3322-7974)
Email: w424322@hanmail.net

■ 일시ㅣ2013년 12월 5일(목) 오후 1시~오후 5시 30분
■
■
■
■

장소ㅣ전북과학대학 본관 3층 회의실
주최ㅣ정읍시
주관ㅣ한국민족운동사학회
후원ㅣ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초대의 말씀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올해로 119주년
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어느 주제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올바르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읍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을
다시금 재조명하는 연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등 록ㅣ13:00 ~ 13:30

■개회식 ㅣ13:30 ~ 14:00

•진행_김권정(경희대)

•개회사ㅣ황민호(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숭실대 교수)
이번 학술대회는 1894년 1월 10일 정읍 고부에서 첫 깃발을 올린 동학
농민혁명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재인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사 교과서와 문학작품 속의 동학농민혁명>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
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서술 역시 많은 논란을 낳는 대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영사ㅣ김생기(정읍시장)
•축 사ㅣ

■발 표ㅣ 14:00 ~ 16:00			

•사회_김권정(경희대)

•대주제ㅣ한국사 교과서와 문학작품 속의 동학농민혁명
오늘 학술대회는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중에서도
교학사 간행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서술의 비판적 검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의 분석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읍시
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본 학술대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조강연ㅣ동학농민운동의 전개와 성격
		

•발표_유영렬(前 국사편찬위원장)

•주제 1ㅣ≪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운동 서술의 변화
		

•발표_서인원(동국대)

•토론_박대길(정읍시청)

•주제 2ㅣ2011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의 비판적 검토
•발표_조성운(경기대)

•토론_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제 3ㅣ문학작품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발표_채길순(명지전문대)

•토론_성주현(중앙대)

2013년 12월 일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황민호
정
읍
시
장 김생기

■종합토론ㅣ16:00 ~ 17:30

•사회_김형목(독립기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