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오시는 길ㅣ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0주년과
정읍지역 민족운동

대중교통
■순환버스 : 6
1
간선버스 : 153, 162, 260, 262, 263, 362, 461, 8153(맞춤)
지선버스 : 5615, 5618, 6623, 7613
공항버스 : 6030
광역버스 : 10(부천), 70-2(부천), 108(고양), 1002(김포), 7007-1(광주), M7613(광주)
■지 하 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 환승

정읍시
(우)5618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전화 : 063-539-5433 전송 : 063-539-651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우)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연구관 605호
전화 : 02-760-5959 E-mail: tae5657@naver.com

■
■
■
■

일시ㅣ2017년 09월 29일(금), 13:00~1800
장소ㅣ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주최ㅣ정읍시
주관ㅣ한국민족운동사학회

프로그램

초대의 말씀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와 장마가 어느새 물러가고, 높고 푸른 하늘에 대지의

13:20~14:20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13:20~13:40 개회사_조규태(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회·경제적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동학농민군

13:40~14:10 기조강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0주년의 성과와 의미
발표 : 조광환_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혁명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사학회는 수년간 학술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제5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0주년과 정읍지
역 민족운동”이라는 대주제 하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

14:10~15:10

제1주제

제2부

주제발표

제2주제

사회 : 박종연_서강대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정읍의 역사성
발표 : 박대길_국사편찬위원회

토론 : 임형진_경희대

정읍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론
발표 : 김인덕_청암대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0주년의 성과와 의미’, ‘동학농민혁명 기념
제와 정읍의 역사성’, ‘정읍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

사회 : 박종연_서강대

축사_유성엽(국회의원)

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동학농민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기 위해 정읍시와 한국민족운동

개회식 및 기조강연

환영사_김생기(정읍시장)

마음도 넉넉해지는 계절이지만,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의 이맘 때, 동학농
민군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 등 조선에 대한 침탈에 항거하고, 조선의 정치·사

제1부

15:10~15:20

중간휴식

15:20~16:50

주제발표

토론 : 김상현_전쟁기념관

론’, ‘정읍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1905~1945)’, ‘1920년대 정읍지역의 민족
운동’, ‘동학농민혁명의 계승과 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 등의 주제에 대해 살

사회 : 서태정_한국학중앙연구원

펴보려 합니다.

제3주제

정읍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1905~1945)
발표 : 조규태_한성대
토론 : 박경_서강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정읍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그 의의를 널리 알

제4주제

1920년대 정읍지역의 민족운동

리고 계승하기 위한 이번 학술회의에 부디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 조성운_동국대
제5주제

정
읍
시
장 김생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조규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과 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
발표 : 황민호_숭실대

2017년 9월

토론 : 성강현_동의대

16:50~17:00

중간휴식

17:00~18:00

종합토론
발표자, 토론자 전원

토론 : 최혜주_한양대

사회 : 박 환_수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