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적조사
발표회
개최안내문

■ 일시 : 2013년 6월 28일(금) 10:10-17:30
■ 장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백마홀
■ 주최 : 한국고고학회·(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발표 유적 20개, 자료집 수록 유적 10개 등 총 30개 유적 수록

大會日程
충남대학교 백마홀
-------------------------------------------------------------------

■ 접수 및 등록(09:30∼10:10)
■ 개회식
사회 : 박광열(한국고고학회 총무위원)

10:10∼10:15 개회사 이희준(한국고고학회 회장)
10:15∼10:20 환영사 박태우(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회장)
10:20∼10:30 이동 및 장내정리

■ 유적조사발표

【제1부】
10:30∼11:00 고양 멱절산 유적 / 박중국(중앙문화재연구원)
11:00∼11:30 아차산 홍련봉 보루 발굴조사 / 이정범(한국고고환경연구소)
11:30∼12:00 고창 봉산리 황산 유적 / 김미연(대한문화재연구원)
12:00∼13:30 점심식사
13:30∼14:00 부여 정동리 506-2·3번지 유적 / 정훈진(한국문화재보호재단)
14:00∼14:30 울주 구미리 709-3번지 유적 / 이재흥(울산발전연구원)
14:30∼14:45 휴식

【제2부】
14:45∼15:15 전남 고흥 야막고분 발굴조사 / 권택장(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5:15∼15:45 장수 삼봉리 고분군 /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15:45∼16:15 울진 덕천리 고분군 / 류외기(성림문화재연구원)
16:15∼16:30 휴식
16:30∼17:00 대구 달성군 설화리 556-5번지 설화동 고분군 / 이제동(영남문화재연구원)
17:00∼17:30 제주 종달리패총 유적(5지점) / 박재현(제주문화유산연구원)

17:40 한국고고학회 정기총회

大會日程
충남대학교 대덕홀
-------------------------------------------------------------------

■ 유적조사발표

【제1부】
10:30∼11:00 연천 통현리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 / 서대원(한국선사문화연구원)
11:00∼11:30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1구역) 내 유적 / 이원태(영남문화재연구원)
11:30∼12:00 경주 하구리 유적 / 장유미(신라문화유산연구원)
12:00∼13:30 점심식사

【제2부】
13:30∼14:00 포천 사정리 모래내 유적 / 조길환(중앙문화재연구원)
14:00∼14:30 아산 갈산리 유적 / 정용준(백제문화재연구원)
14:30∼14:45 휴식
14:45∼15:15 전주 동산동 유적 / 김은정(호남문화재연구원)
15:15∼15:45 화성 오산리 고려시대 건물지 유적 / 이현민(중앙문화재연구원)
15:45∼16:15 제주 금성리 분묘군(2차) / 김용덕(제주고고학연구소)
16:15∼16:30 휴식
16:30∼17:00 서산읍성 북벽구간 발굴조사 / 최병화(가경고고학연구소)
17:00∼17:30 경주읍성 복원정비 사업부지(3·4구간)내 유적 / 강경구(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자료집 목차 ]
■ 발표 유적

구석기∼원삼국, 고려, 조선시대(대덕홀 발표)

1. 연천 통현리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 / 서대원·윤병일(한국선사문화연구원)
2.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1구역) 내 유적 / 이원태·권용규·김지영(영남문화재연구원)
3. 경주 하구리 유적 / 장유미(신라문화유산연구원)
4. 포천 사정리 모래내 유적 / 조길환(중앙문화재연구원)
5. 아산 갈산리 유적 / 정용준(백제문화재연구원)
6. 전주 동산동 유적 / 조희진·김은정·김미령·이창승(호남문화재연구원)
7. 화성 오산리 고려시대 건물지 유적 / 이현민(중앙문화재연구원)
8. 제주 금성리 분묘군(2차) / 김용덕·윤중현·오원홍(제주고고학연구소)
9. 서산읍성 북벽구간 발굴조사 / 최병화(가경고고학연구소)
10. 경주읍성 복원정비 사업부지(3·4구간)내 유적 / 강경구(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삼국, 통일신라시대(백마홀 발표)

11. 고양 멱절산 유적 / 박중국(중앙문화재연구원)
12. 아차산 홍련봉 보루 발굴조사 / 이정범·조성윤(한국고고환경연구소)
13. 고창 봉산리 황산 유적 / 김미연(대한문화재연구원)
14. 부여 정동리 506-2·3번지 유적 / 정훈진·조은이·김미현·최민석(한국문화재보호재단)
15. 울주 구미리 709-3번지 유적 / 이재흥(울산발전연구원)
16. 전남 고흥 야막고분 발굴조사 / 권택장·이건용·이진우(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7. 장수 삼봉리 고분군 / 전상학·조자영·백옥종(전주문화유산연구원)
18. 울진 덕천리 고분군 / 류외기(성림문화재연구원)
19. 대구 달성군 설화리 556-5번지 설화동 고분군 / 이제동·이석범·남도인(영남문화재연구원)
20. 제주 종달리패총 유적(5지점) / 박재현(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자료집 수록 유적

21. 서천 화산리 수리넘어재·보령 신구리 돌모루 유적 / 박대순·이우석(가경고고학연구소)
22. 순창 대가리 향가 유적 / 방민아·조자영·임인혁(전주문화유산연구원)
23. 광양 용장 유적 / 송혜영(전남문화재연구원)
24. 부산 생곡동 가달 고분군 / 서용하(동양문물연구원)
25. 김해 신기산성 발굴조사 성과 / 황규성·이성호·정현광(두류문화연구원)
26. 증평 이성산성 북성 발굴조사 / 김호준·이상섭(중원문화재연구원)
27. 파주 덕진산성 학술발굴조사 / 박현준·김한성·홍현진(중부고고학연구소)
28. 여수 묘도 요망유적 / 오병욱(전남문화재연구원)
29. 하남 교산동 82번지 건축물신축부지 내 유적 / 정상원(하남역사박물관)
30. 남원 대율리 유적 / 박영민·김진(전라문화유산연구원)

■ 행사장소 찾아오는 길(충남대학교)

➊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 유성 톨게이트에서 5분 소요
회덕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 유성IC 나와 유성온천으로 우회전 → 계속 직진(또는 첫 사거리에서 좌회
전→충남대 서문) → 지하차도로 들어갈지 말고 우측차선진행 → 충남대학교 정문
- 호남고속도로 이용시 : 유성 I.C부터 서울에서 오는 경우와 동일
- 대전-통영 고속도로 이용시 : 남대전 톨게이트 지나서 → 남부순환고속도로 → 호남고속도 서울방향 진
입 → 유성I.C부터 서울에서 오는 경우와 동일
➋ 대중 교통 이용 방법
기차 이용시
대전역
<지하철 이용시>
유성온천역(7번출구)에서 하차 후 48번 버스 이용(충남대 산학연-> 도서관 -> 농대)
또는 105번 102번 101번 버스 이용시 충남대 정류장 하차
<버스 이용시>
대전시 버스노선 검색

서대전역

<지하철 이용시>
서대전네거리역(도보로 10여분 소요)에서 지하철을 이용 유성온천역(7번출구)에서 하차 후 48번 버스 이용
(충남대 산학연-> 도서관 -> 농대) 또는 105번 102번 101번 버스 이용시 충남대 정류장 하차
<버스 이용시>
대전시 버스노선 검색
고속버스 이용시
고속버스터미널(동부)
<버스>
대전시 버스노선 검색
서부터미널
<버스>
대전시 버스노선 검색
정부청사
지하철 : 유성온천역(7번출구)에서 하차 후 48번 버스 이용(충남대 산학연-> 도서관 -> 농대)
또는105번 102번 101번 버스 이용시 충남대 정류장 하차
<버스>
대전시 버스노선 검색

유성고속터미널
<버스>
대전시 버스노선 검색
또는 택시 이용시 10-20분정도 소요(기본요금 정도 소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호남선)에서만 가능]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할 경우 유성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
<버스>
대전시 버스노선 검색
또는 택시 이용시 10-20분정도 소요
[※유성구마을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유성온천역(7번출구)에서 학교버스 이용할 경우
유성온천역(7번출구)에서 하차 후 SK텔레콤 앞(유성4거리)에서 학교버스 승차
또는 택시 이용시 10-20분정도 소요

※ 대전역, 서대전역 등 주요지점에서 충남대학교에 오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 유성온천역(7
번출구)에서 하차 후
48번 버스 이용(충남대 산학연-> 도서관 -> 농대) 또는 105번 102번 101번 버스 이용시 충남대 정류장
하차 하시면 됩니다.
※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이나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충남대까지 시내버스나 유성구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이나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충남대까지는 택시로 기본요금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시내버스에서 내려 넓은 캠퍼스를 걷는 것보다는 오히려 택시가 효율적일 수 있습
니다.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