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일 시 │2021년 11월 5일 (금) ~ 6일 (토)
장 소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주 최 │ 한국고고학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 한반도를 넘어서
1일차 공동주제발표
300C
사회 황재훈(
개회사
10:00-10:15

FORUM“

넘어

김현모(문화재청장)*
민병찬(국립중앙박물관장)*
지병목(국립문화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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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아(전남대학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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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성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축사

모색

총무)

박순발(한국고고학회장)

환영사

2

곽승기(경북대학교)

중심으로

14:00-14:30

설명

14:30-14:40

성춘택(경희대학교)

휴식

* 영상

신기술확산
비교연구

14:40-15:10

300C
15:10-15:40

변천

10:50-11:20

The Manufacture and Exchange of Jade
in Korea and Japan 250-700CE

11:20-12:00

*

이종훈·최문정(문화재청)
Glover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통역 : Matthew Conte(서울대학교)

비교연구

김민구(전남대학교)

논의

사회 박성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0:20-10:50

김장석(서울대학교

15:40-15:50

정리
한국(선사/역사)
방법론 교육

15:50-17:50

목적

청중·

참여

강봉원(경주대학교)
* 영상발표

3

300A
김도영(

1

인문학술원)

300C
'城'

13:30-14:00

'郭'

변천

김봉근(

중원문화연구소)

이동관(국립경주박물관)
14:00-14:30

遼西

三燕文化

이현우(부산대학교)

김재윤(부산대학교)

13:30-14:00

14:30-14:40
고고학

15:10-15:20

휴식

강인욱(경희대학교)
검토

14:40-15:10
14:30-14:40

휴식
15:10-15:40

14:40-15:10

실크로드

琉璃器

橫口式石槨

난파선

15:50-17:50

정리
종합토론

정리
종합토론

김규운(강원대학교)

신종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50-17:50

15:40-15:50

大化薄葬令

박천수(경북대학교)
15:40-15:50

15:10-15:40

김상민(목포대학교)

권오영(서울대학교)
청중·시청자

정기총회
18:00-18:20
18:20-19:00

시상
정기총회

강현숙(동국대학교)
청중·시청자

장소 : 300C

2일차 자유패널발표

자유패널 제 1분과 :
한국 선사 및 역사시대 고고학 자료의 생산과 유통

자유패널 제 2분과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고적조사

주 관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융복합연구팀·국립중앙박물관
장 소 : 1F 회의실 101·102

주 관 : 국립중앙박물관
장 소 : 1F 회의실 103·104

10:20 ~ 16:00

10:00 ~ 14:30
사회 : 매튜 콘테(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0:30~10:40 발표1. 고고학, 지구화학, 통계학 융합연구를 통한
유물 제작산지, 생산체계 및 유통망 복원 – 김장석(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0:40~10:50 발표2. 국립박물관 소장품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양성혁(국립중앙박물관)·이나경(국립춘천박물관)

10:50~11:10 발표3. 휴대용 X-선 형광 분광기(XRF)를 이용한 토기의 화학성분 분석
- 박정우(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김준규(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1:10~11:30 발표4. 토기의 소성 온도와 화학성분 조성 검토
- 김준규·홍승연(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1:30~11:50 발표5. pXRF를 통한 중부지방 무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 비교
-하남 미사리, 춘천 중도 유적 출토 무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를 중심으로- 오용제·올즈바야르(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1:50~13:00 점심시간
13:00~13:20 발표6. 청동기시대 남한강 유역 적색마연토기 유통망 연구
- 부승아(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3:20~13:40 발표7. 원삼국-한성백제기 대옹의 생산과 유통
- 이지혜·매튜 콘테(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3:40~14:00 발표8. 5-6세기 전남지역 부장용 토기의 산지분석 연구 -유공광구호를 중심으로- 박지영·김세진(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4:00~14:20 발표9. 통일신라토기의 생산과 유통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김현우·최정용(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4:20~14:30 장내정리
14:30~16:00 종합토론

-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권오영(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사회 : 양성혁(국립중앙박물관)

10:00~10:10 개회
10:10~10:40 발표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랑유물의 현황과 조사
- 최정아(국립중앙박물관) - 토론 : 정인성(영남대학교)
10:40~11:10 발표2. 일제강점기 조사와 재발굴로 살펴본 신라 왕릉
- 신광철(국립경주박물관) - 토론 : 심현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1:10~11:40 발표3.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고분 조사와
탈식민지고고학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발견
- 윤온식(국립대구박물관) - 토론 : 윤천수(삼한문화재연구원)
11:40~13:00 점심식사
13:10~13:30 발표4. 일제강점기 창녕 지역 조사와 새로운 발견
- 김혁중(국립김해박물관) - 토론 : 윤천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3:30~14:00 발표5. 일제강점기 백제 유적 조사와 새로운 발견- 부여 외리 유적을 중심으로
- 조효식(국립부여박물관) - 토론 : 김대영(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4:00~14:20 발표6.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 사업에 대한 제언
-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14:20~14:30 폐회

2일차 자유패널발표

자유패널 제 3분과 :
고고학 자료에 대한 연결망(네트워크) 분석의 적용과 활용 가능성
주 관 : 김종일(서울대학교)
장 소 : 1F 회의실 105·106

자유패널 제 4분과 :
고고학 GIS 데이터, 정보를 넘어 지식으로
: 고고유적 GIS 활용 모델 검토
주 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장 소 : 1F 전시장 HALL 2

9:30 ~ 13:00
사회 : 조대연(전북대학교)
09:30~09:50 발표1. 면, 점, 선, 그리고 연결망

- 김종일(서울대학교)

09:50~10:10 발표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고고학적 빅데이터의 시각화
: 완주 상운리 분묘 사례를 중심으로

- 고일홍(서울대학교)·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10:10~10:30 발표3. 가야권역 출토 구슬의 소비 네트워크

- 박준영(서울대학교)

10:30~10:50 휴식
10:50~11:10 발표4. 네트워크로 본 남해안 지역의 ‘왜계고분’ : 경계지대의 문화 혼종성
- 김대환(국립경주박물관)
11:10~11:30 발표5. 삼국시대 제방의 축조기술 네트워크

- 조미래(서울대학교)

사회 :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10:30~10:40 취지 발표

-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1부 고고유적 공간정보와 GIS의 미래 모델
10:40~11:00 발표1. 고고유적 공간정보 관리와 활용체계 개선 방안
- 이희준(국립문화재연구소)
11:00~11:20 발표2. 고대 도시유적 GIS 개발 연구
- 이민영(국립문화재연구소)
11:20~11:40 발표3. GIS공간통계를 이용한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분석
- 김유진(국립문화재연구소)
11:40~13:00 점심시간
2부 GIS를 이용한 유적 연구 방법론 검토

11:30~11:50 발표6. 지석묘사회의 복합화와 네트워크 중심성
-중력모형, SNA, GIS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11:50~13:00 종합토론

10:30 ~ 15:20

13:00~13:20 발표4. 도성 구조 복원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세트 구축
- 우상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3:20~13:40 발표5. 고지형 복원을 위한 공간데이터 활용 연구
- 이애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3:40~14:00 발표6. GIS를 활용한 유적 형성 과정 연구
- 장우영(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4:00~14:20 발표6. 고고학적 예측 모델의 활용성 검토
-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14:20~14:30 휴식시간
14:30~15:20 질의응답

- 김범철(충북대학교), 발표자 전원

2일차 자유패널발표

포스터논문 발표

자유패널 제 5분과 :
2020년도 국내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성과

포스터논문 제 1발표

주 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장 소 : 1F 전시장 HALL 1

발표자 : 전상진 (목포대학교)

: 신안 배널리고분 사곡검(蛇曲劍)의 고고학적 의미

10:00 ~ 15:40

포스터논문 제 2발표

: 낙랑 화분형토기 再考
09:30~10:00 현장접수
10:00~10:10 인사말 및 소개
- 황인호(국립문화재연구소)
10:10~10:30 자유패널 취지 설명 및 2020년도 발굴조사 현황 소개
- 이초롱(국립문화재연구소)
10:30~10:50 화성 수영리 유적 -경기 남부지역 중 최대 규모의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 문창희(겨레문화유산연구원)
10:50~11:10 청주 월오동 고인돌 -2,700년 전 재난으로 덮혀진 국내 최초 상·하층 고인돌 무덤군 발견- 정일·강명석(대한문화재연구원)
11:10~11:30 익산 마동 유적 -익산과 만경강 유역에 불어온 초기 철기 시대의 거대한 바람- 이종화(전라문화유산연구원)
11:30~13:00 점심시간
13:00~13:20 남양주 금남리 유적 -북한강 유역 초기 철기 문화의 신자료- 허병환(한강문화재연구원)
13:20~13:40 부여 쌍북리(525-1번지) 유적 -사비기 초기 왕궁지를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 김대영(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3:40~14:00 경주 황남동 120호분 -화려한 유물을 착장한 신라 여인- 장유미(신라문화유산연구원)
14:00~14:20 김해 양동리 고분군 -다양한 무덤을 보여주는 초기 금관가야의 중심, 양동리 고분군- 조나림(한화문물연구원)
14:20~14:40 합천 삼가 고분군 다-69·70호분 -상어 뼈가 확인된 삼가식의 다곽식 고분- 오재진(경남연구원역사문화센터)
14:40~15:00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요지
-관청 건물지와 가마·공방지 등 생산시설 확인, 고려시대 대구소의 경관과 운영 체계 밝혀지나-

- 김귀한(민족문화유산연구원)
15:00~15:20 총평
15:20~15:40 폐회사

- 박순발(한국고고학회장)

발표자 : 정재현 (부산대학교)

포스터논문 제 3발표

: SNA(사회 연결망 분석)를 이용한 5-6세기 영산강 마한사회와
백제 중앙의 구슬 유통 연구
발표자 : 송원근 (전남대학교)

포스터논문 제 4발표

: 양양 후포매리산성의 현황과 그 의의
발표자 : 김건우·김동균(강원대학교)

포스터논문 제 5발표

: 카자흐스탄 고대 금제 장신구의 제작기법 고찰
- Issyk Kurgan 출토 황금인간의 복원제작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동균(경북대학교) · 김도영(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