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7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주거의 고고학

일시 : 2013년 11월 1일(금)~2일(토)
장소 : The-K경주호텔 본관 거문고 A·B홀(1일), The-K경주호텔 별관 A·B·C홀(2일)
주최 : 한국고고학회
후원 : 한국연구재단, 강원고고문화연구원, 강원문화재연구소,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경상
북도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기호문화재연구원, 대동문화재연구원, 동북아지석
묘연구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백제문화재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서경문화재연구
원, 성림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전주문
화유산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
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
원, 한빛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11월 1일과 2일에 경주에서 개최합
니다. 이제 가을이 제자리를 찾아 들녘이 시시각각 황금색을 더하고 있으니
그때 고도 경주에서는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흠뻑 즐길 수 있으리라 싶습
니다.
금년 한국고고학대회는 1994년 제18회 대회(‘마을의 고고학’) 이래로 근
20년 만에 취락고고학을 다시 다루되 특히 근년에 시대별로 많이 축적된 주
거지 자료를 대상으로 초점을 한껏 좁혀 ‘주거의 고고학’으로 파고들기로 하
였습니다. 이른바 가구고고학이라고도 하는 이 분야는 그간 한국고고학전국
대회에서 다룬 주제들에 비해서는 아주 특정한 것인 만큼 결코 만만치는 않
으나 도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참인 취락 관련
자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대회 이틀째의 자유 패널도 다양한 주제를 검토하면서 각각 발표자 수나 주
제가 웬만한 학회 수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 골라 참여할 수
있으니 틀림없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 부디 많이 참가하시어 연구와 만남의 기쁜 마
당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7일

한국고고학회 회장 이희준

大

會

日

程

제1일 : 11월 1일(금요일)
장소 : 더케이경주호텔(구 경주교육문화회관) 본관 거문고 A · B홀
▶개회식
09 : 40 ~ 09 : 50 개회사: 이희준(한국고고학회 회장)
09 : 50 ~ 10 : 00 휴 식
▶공통주제발표
오전발표(10:00~12:00)
오전사회 : 강현숙(동국대학교)
10:00 ~ 10:25 ‘家口’에 대한 考古學的 理解 ‘家口考古學’과 한국 주거양상 연구 -………………………………
……………………………………………………………………………………………… 김범철(충북대학교)
10:25 ~ 10:50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구조와 운용방식
………………………………………………………………………………………… …………구자진(LH공사)
10:50 ~ 11:10
11:10 ~ 11:35 청동기시대 주거고고학…………………………………………………이수홍(울산문화재연구원)
11:35 ~ 12:00 중도식 주거문화권의 주거지와 취락
……………………………………………………………………………………………… 송만영(숭실대학교)
12:00 ~ 13:30 중식
오후발표(13:30~15:30)
오후사회 : 배진성(부산대학교)
13:30 ~ 13:55 호남지역 원삼국～삼국시대의 주거·주거군·취락구조………………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13:55 ~ 14:20 영남지방 원삼국 ․ 삼국시대 주거……………………………………… 공봉석(부경문물연구원)
14:20 ~ 14:40 휴식시간
14:40 ~ 15:05 주거와 공동체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동북아시아의 시각으로-…………………………………
………………… ……………………………………………………………………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학)
15:05 ~ 15:30 미세형태학 분석을 통한 청동기시대의 가구 연구…………………………………………………
…………………………Rachel Lee(미시간 대학교) ·윤호필(경남발전연구원) · 박용근(동서문물연구원)
15:30 ~ 15:40 장내정리
▶종합토론
15:40 ~ 17:50
좌장 : 김권구(계명대학교),
토론자 : 권오영(한신대학교), 김승옥(전북대학교)
▶2013 올해의 논문상 시상식(17:50~18:00)
▶총회(18:00 ~ 18:30)
▶만찬(18:30 ~ 20:30)

제2일 : 11월 2일(토요일)
▶자유패널 발표(09:30~18:00)
【자유패널 1분과】(09:30~17:00)
장소 : 더케이경주호텔(구 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A홀

마한 ․ 백제 사주식 주거지의 의미와 과제
주최: (재)대한문화재연구원
진행사회: 박태홍(대한문화재연구원)
09:30 ～ 11:10 총 론
11:10 ～ 11:30 서울․경기지역 자료검토
11:30 ～ 12:00 충청지역 자료검토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상걸(전 중부고고학연구소)
신연식(중앙문화재연구원)

12:00 ～ 13:00 점심
13:00 ～ 13:30 전북지역 자료검토
13:30 ～ 14:00 전남 서부지역 자료검토

조성희(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일(전남문화재연구원)

14:00 ～ 14:10 휴식
14:10 ～ 14:40 전남 동부․경남서부지역 자료검토
박미라(마한문화연구원)
14:40 ～ 15:10 일본지역 사주식주거지 자료검토 및 연구현황
重藤輝行(佐賀大學)
15:10 ～ 15:30 장내정리
15:30 ～ 17:00 종합토론 - 좌장 : 김무중
참석 : 발표자 전원,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미연(대한문화재연구원), 김나영(울산문화재연구원)

▶자유패널 발표
【자유패널 2분과】(09:30~18:00)
장소 : 더케이경주호텔(구 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B홀

중앙 유라시아 고대 정치체 형성과 동서 문물 교류
- 발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

주최 : 한국 유라시아문명 연구회
후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 대한문화재연구원 · 동서문물연구원

09:30~09:40 : 개회사 이선복(서울대학교)
09:40~10:00 : 축사 최병현(학술원 회원) · 조상기(중앙문화재연구원)
오전 발표(10:00 ~ 12:00)
진행사회 :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10:00~10:20 : 살비르성 조사의 과정 및 세바의 역할 이라다 나자포바(SEBA Association, 아제르바이잔)
10:20~11:00 : CAUCASIAN ALBANIA AND THE EXCAVATIONS OF ITS ARCHAEOLOGICAL
MONUMENTS
바바예프 일리야스(아제르바이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1:00~11:40 : New Discoveries at Salbir (Gabala) settlement - On the basis of the 2010-2013
excavation
제이훈 에밀리(아제르바이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1:40~12:00 :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카라테파 유적 조사성과
이지영(국립문화재연구소)
12:00~12:20 : 2013년 여름 카자흐스탄 쿠르간 발굴조사 참여 보고
장준희 (한양대)
12:20~13:00 : 점심시간
오후발표 (13:00~18:00)
진행사회: 신원재 (전북문화재연구원)
13:00~13:20 : 살비르 북벽 3D 스캔 결과 시연
이재욱(혜안미디어)
13:20~13:40 : 살비르유적 성벽의 조사성과
이범기(전남문화예술재단) · 한윤선(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손재현(한신대학교)
13:40~14:00 : 살비르성의 건물
유병록(우리문화재연구원) · 문수균(중앙문화재연구원) · 정혜정(동서문물연구원)
14:00~14:20 : 살비르성의 수혈유구
도문선(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의중(우리문화재연구원)
박중국(한강문화재연구원) · 박신명(대한문화재연구원)
14:20~14:40 : 살비르성의 도기가마
최경용(중앙문화재연구원) · 권혁주(대한문화재연구원)
14:40~15:00 : 살비르성의 무덤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 여창현(동서문물연구원)
15:00 ~ 15:10 휴식
15:10~15:30 : 살비르유적 보존처리 과정 및 결과

위광철(한서대학교) · 강석인(한서대학교)
김우현(중앙문화재연구원) · 정다솜(한서대학교)
15:30~15:50 : 아제르바이잔 가발라지역 살비르유적 GPR 탐사 중간보고
신종우(국립문화재연구소) · 김대연(국립문화재연구소)
15:50~16:10 : 카우카소스산인가? 곤륜산인가? -플리니우스 <자연학>과 <산해경> 비교안재원(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6:10~16:30 : 살비르유적의 도시원형 추정을 위한 물음들
서정일(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6:30~16:50 : 아제르바이잔 살비르토성 출토 유리구슬의 특성 분석
김규호(공주대학교) · 김나영(공주대학교)
16:50~17:00 휴식 및 장내정리
17:00~18:00 종합토론 -사회 : 권오영(한신대학교), 김병준(서울대학교) ·
박천수(경북대학교), 성정용(충북대학교) · 김종일(서울대학교)

▶자유패널 발표
【자유패널 3분과】(09:30~17:00)
장소 : 더케이경주호텔(구 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C홀

한국 선사시대의 역연대
주최 : 탄소14연대연구회
진행사회: 이창희(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오전발표(09:30 ~12:00)
09:30~10:10 총론, 취지, 탄소14연대에 대하여
이창희(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10:10~10:50 시대구분론과 연대문제
10:50~11:25 구석기시대의 역연대
11:25~12:00 신석기시대의 역연대

최성락(목포대학교)
장용준(국립경주박물관)
김성욱(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12:00~13:20 중식
오후발표(13:20~17:00)
13:20~13:55 청동기시대
13:55~14:30 청동기시대
14:30~15:05 청동기시대
15:05~15:45 청동기시대

조기의
전기의
중기의
후기의

역연대
이창희(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역연대
정대봉(울산문화재연구원)
역연대
김현식(울산문화재연구원)
역연대, 철기시대의 역연대
이창희(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15:45~15:55 장내정리 및 휴식
15:55~17:00 종합토론 - 좌장: 최성락, 발표자 전원, 안재호(동국대학교),
이재현(신라문화유산연구원)

오시는 길
자가용 이용시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 경주호텔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5, TEL : 054-745-8100 / FAX : 054-748-8563)
대중교통 이용시 :
경주고속버스터미널 건너 승강장에서 좌석10번, 일반 10번이용하여 거구장 앞에서 하차
KTX 신경주역 -> 좌석버스 700번 이용하여 더케이 경주호텔 앞 하차(약 40분소요)

韓國考古學會
경북 경주시 알천남로 298(재)성림문화재연구원 內
Tel 054. 741. 9737. FAX 054.741.9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