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역사학회 논문상 시상식 알림
연일 폭우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번 여름입니다. 입추를 지난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역사학회에서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에서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역사
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제10회 수상자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하의 폭
정과 기억의 정치: 소 플리니우스의 서한집(Epistulae)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52집
(2021년 12월호)을 집필한 고경주 선생(고려대 사학과)이 선정되었습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수상자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역사학회장 도현철 드림

**시상식은 아래 내용과 같이 8월 26일(금) 15시 50분 역사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
회 중에 진행됩니다.
※ 순서: ①심사위원장(또는 심사위원)의 심사보고, ②역사학회 원로(전임 회장)의 상
장, 상패, 상금 수여, ③수상자와 관련 있는 학계 중진의 축사, ④수상자의 수상 소
감, ⑤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
**2022년 제10회 역사학회 논문상 수상자 및 시상식
-수 상 자: 고경주(고려대학교 사학과)
-수상논문: ｢도미티아누스 황제 하의 폭정과 기억의 정치: 소 플리니우스의 서한집
(Epistulae)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52집(2021년 12월호)
-일시 2022.8.26.(금) 15:50
-장소: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백주년기념홀(위당관 6층)
-심사보고: 윤병남(논문상 심사위원장)
-시

상: 윤병남(논문상 심사위원장)

-축

사: 김경현(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수상소감: 수상자
-꽃다발 증정, 기념촬영
**역대 수상자와 논문
제1회(2012): 최윤정, ｢몽골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제209집(2011.3.)
제2회(2013): 김백철, ｢영조 만년의 초월적 권위와 ‘大蕩平’: 영조 48년(1772) 김치인사건을 중
심으로｣, 제214집(2012.6.)
제3회(2014): 홍용진, ｢13세기 말～14세기 초 프랑스 왕권 이미지 생산: 필리프 3세와 필리프
4세 시대의 조각상들을 중심으로｣, 제214집(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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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2015): 정요근, ｢GIS 기법의 활용을 통한 조선후기 越境地의 복원｣, 제224집
(2014.12.)
제5회(2016): 정순일, ｢신라해적과 國家鎭護의 神·佛 ｣, 제226집(2015.3.)
제6회(2017): 홍종욱,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
애와 경제사 연구｣ 232집(2016.12)
제7회(2018): 윤영휘, ｢노예제 기록물의 생성과 반노예제 운동에 대한 기억의 형성-존웨슬
리의 아르메니안 매거진 분석｣ 232집(2016.12)
제8회(2019): 신재준, ｢국교정상화 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와 성격｣ 238집(2018.06)
제9회(2021): ｢민족상징물의 기원: 스코틀랜드의 민족 아이콘, ‘운명의 돌’의 경우｣ 240집
(2018.12)

**역사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안내
- 주제 : 사회 변화와 역사학의 역할
- 일시 및 장소 : 2022.8.26.(금)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백주년기념홀(위당관 6층)
- 일정별 세부 계획

<학술대회 일정>
일

시

발 표

제1부:

13:30~

개회식

13:40
13:40~
14:00

제2부:
학술발표(1)

및

내 용

고

회 위원장, 한국외국어대)
환영사 : 도현철(역사학회 회장, 연세대)
발표주제 : 조선 후기 한국사 연구의 종합과 진전, 안정
복의 동사강목
발 표 자 : 정호훈(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4:00~ 발표주제 : 역사와 허구: 역사학의 위치와 제도 역사학
14:20

비

개회사 : 이근명(역사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준비위원

사회: 박경석
(연세대)

발 표 자 : 윤해동(한양대)

14:20~ 발표주제 : 북송 중엽의 정국과 사마광의 활동
14:40
14:40~
14:50

발 표 자 : 이근명(한국외국어대)
휴식

14:50~ 발표주제 :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
15:10
제3부:

발 표 자 : 전인갑(서강대)

15:10~ 발표주제 : 21세기 문명 전환과 직업으로서 역사학

학술발표(2) 15:30

발 표 자 : 김기봉(경기대)

15:30~ 발표주제 : 역사 속의 비인간 포스트 휴머니즘 역사학
15:50

발 표 자 : 송충기(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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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경석
(연세대)

논문상

15:50~

시상식

16:30

제4부

16:30~
18:00

제10회 논문상 시상식
종합토론
토론자: 왕현종(연세대), 차혜원(연세대), 김남섭(서울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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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연식
(서울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