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한국NGO학회 지역포럼: 5·18 기념 학술회의

5·18과 시민사회의 역할

일 시 2019년 5월 26일(일) 12:00~18:00
장 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1 (금남로 3가) T. 062-613-8294
※ 행사가 열리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는 별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광주송정역 ↔ 금남로4가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시거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최:
한국NGO학회
본부: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네오르네상스관 341호)
Tel 02-3299-8528
Fax 02-3299-8899
E-mail koreangos@hanmail.net
대전지부: (34836)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2 대제빌딩 607호
Tel 042-252-9837
Fax 070-7854-8119
광주NGO센터
(6196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Tel 062-381-1133
Homepage www.ngocity.org

주관:
후원:

한국NGO학회

초대의 글

프로그램

흔히 오월을 두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새로이
싱그럽게 피어난 꽃과 나무의 새닢들이 앞날의 희망을 가득
품고서 곱디고운 자태를 마음껏 뽐내며 봄의 향연을 펼치는

12:00-13:30

오찬 및 등록

13:30-13:50

개회식
사 회 | 서정훈(한국NGO학회 부회장/광주NGO센터장)
개회사 | 서유경(한국NGO학회 회장/경희사이버대 교수)
격려사 | 김영래(한국NGO학회 고문/전 동덕여대 총장)
축 사 | 이철우(5·18기념재단 이사장)
축 사 | 류한호(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13:50-14:20

기조강연
5·18의 역사 왜곡과 시민사회의 역할
오재일(한국NGO학회 고문/전남대 명예교수)

14:20-15:30

<1세션>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사 회 | 김영래(한국NGO학회 고문/전 동덕여대 총장)

달이 바로 오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의 아픈 역사로 인해 이
아름다운 오월이 베푸는 자연의 은총을 오롯이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 오월은 우리에게 아픔의 계절이자 눈물의 계절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햇수로만 39년째입니다.
올해 우리 학회는 광주광역시, 광주NGO시민재단, 5·18기념재단과 함께 5월 26일
광주 5·18기록관(7층)에서 ‘5·18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NGO학회

발제 1 | ‘5월 광주’의 정치철학 - 共和의 나라
윤평중(한신대 철학과 교수)
토론 1 | 김상숙(한국NGO학회 부회장/성공회대 연구교수)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지역포럼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가 시민사회와 NGO의
시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발제 2 | 5·18의 기억과 왜곡, 그리고 기념의 정치학
하상복(목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2 | 성한용(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오재일 전남대 명예교수의 ‘5·18의 역사
왜곡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필두로 한신대 윤평중 교수의 ‘5월 광주’의 정치철학 共和의 나라’, 목포대 하상복 교수의 ‘5·18의 기억과 왜곡, 그리고 기념의 정치학’,
전남대 박용수 교수의 ‘5·18 가짜뉴스 확산 실태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 경기대

15:30-15:40

휴식

김홍국 교수의 ‘5·18과 민주시민교육’ 등의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15:40-16:50

<2세션> 5·18과 시민사회의 과제
사 회 | 서유경(한국NGO학회 회장/경희사이버대 교수)

언론사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성한용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발제 1 | 5·18 가짜뉴스 확산 실태와 시민사회 대응 방안
박용수(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5·18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 1 | 이형용(한국NGO학회 시민사회위원장/거버넌스센터 이사장)
박시영(39주년 5·18기념행사위 집행위원장)

이번 5·18 기념 학술회의가 최근 다시 쟁점화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우리들 자신과 시민사회가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5·18의
올바른 기억·기념화를 위한 실천적 통찰을 얻는 문제해결의 장이 될 것으로

발제 2 | 5·18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흐름과 전망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토론 2 |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영(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기대하면서 이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에 빛고을 광주의 자랑스런 시민들과 한국
NGO학회 회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한국NGO학회 회장 서 유 경

16:50-17:20

종합토론 및 종료

18:00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