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회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초대의 글
역사학회 70주년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2022년 8월 26일(금), ｢사회 변화와 역사학
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각 분야의 연구자
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장·단기적인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역사
학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
당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신 여러 선생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학회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뒤로 하고
3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학술행사인 만큼 많은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학술대회가 역사학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
니다.

2022년 7월
이근명(역사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 한국외대)
도현철(역사학회 회장, 연세대)

역사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회 변화와 역사학의 역할
일시: 2022년 8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 6시
주최: 역사학회
장소: 연세대학교 위당관 6층 문과대학 백주년기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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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1부 : 개회식

개회사 : 이근명(역사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위원

13:30~13:40

장, 한국외국어대)

사회 : 박경석(연세대)

환영사 : 도현철(역사학회 회장, 연세대)

[발표 1]
조선 후기 한국사 연구의 종합과 진전, 안정복의 동사강목 :
정호훈(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2부 : 학술발표(1)
13:40~14:40

[발표 2]

사회 : 박경석(연세대)

역사와 허구 – 역사학의 위치와 제도 역사학 : 윤해동(한양대)
[발표 3]
북송 중엽의 정국과 사마광의 활동 : 이근명(한국외국어대)

14:40~14:50

휴 식

[발표 4]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 : 전인갑(서강대)
제2부 : 학술발표(2)
14:50~15:50
사회 : 박경석(연세대)

[발표 5]
21세기 문명 전환과 직업으로서 역사학 : 김기봉(경기대)
[발표 6]
역사 속의 비인간 포스트 휴머니즘 역사학 : 송충기(공주대)

제3부
15:50~16:30

제4부
16:30~18:00

제10회 역사학회 논문상 시상식

종합토론
사회 : 정연식(서울여대)
토론자 : 왕현종(연세대), 차혜원(연세대), 김남섭(서울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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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장소: 연세대학교 위당관 6층 문과대학 백주년기념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

지하철 출구 안내
역명

출구정보
2번 출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방향)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연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방향)

§

버스 노선 안내

버스 노선 안내

버스번호
간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앞
(중앙차선)

연세대학교 정문

(중앙차선)

세브란스병원

700, 707, 710, 750A, 750B, 751

지선

6714, 7737

광역

9714, M6724, M7106, M7111, M7119

공항

6011

일반

567, 73

좌석

770, 800

직행

1000, 1100, 1200, 1900, 2000, 2000-1

간선

163, 171, 172

지선

7017,7713, 7720, 7727, 7728, 7737

광역

M6724

일반

567, 72

마을

서대문03, 서대문04

간선

세브란스병원앞

153, 163, 171, 272, 470, 601, 606, 672, 673,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07, 710,
750A, 750B, 751

지선

6714, 7737

일반

567, 73

좌석

770

간선

163, 171, 172, 472

지선

7017, 7024, 7713

마을

서대문03, 서대문04, 서대문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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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내 세부 약도
(이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5kwvJdrU7iWhUpcEl4VMJ1mfO_Kt7xji/view?usp=
sharing

1. 도보 이용 시 : 정문 – (중앙도서관) – (백양관) - 위당관 – 위당관 6층 문과대학
백주년기념홀 (도착) (붉은 선 참조)
2. 개인차량 이용 시 : 정문 (우측) 주차장 진입 - 주차 후 도보 이동
*도보 이동 경로 : 주차장 출입구 – 백양누리 입구 (파란 선 참조) - (백양관) 위당관 – 위당관 6층 문과대학 백주년기념홀 (도착)
※ 역사학회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예정된 8월 26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위수여식
이 진행되어 신촌지역 및 교내 교통이 매우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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