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38回韓國考古學全國大會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일시 : 2014년 11월 7일(금)~8일(토)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1일), 소강당·제1강의실·제2강의실(2일) 

주최 : 한국고고학회 · 국립중앙박물관 

후원 : 한국연구재단,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등 37개 기관 

 한 국 고 고 학 회 



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11월 7일과 8일에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제 가을

이 제자리를 찾아 들녘이 시시각각 황금색을 더하고 있으니 그때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흠

뻑 즐길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몇 년간의 고고학회가 진행했었던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벗어나 

넓은 주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진행방법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국고고학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하였습니다. 

  각 방면의 선도적인 연구자들로부터 방법론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며 연구하는 방법

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대회 이틀째에 진행될 자유 패널도 심도있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원 여

러분의 관심에 따라 골라 참여할 수 있으니 이 역시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 부디 많이 참가하시어 연구와 만남의 기쁨을 같이 나누어 주시

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1일 

한국고고학회 회장 최성락 



大 會 日 程 

▶개회식 
09:40 ~ 09:50  개회사 – 최성락 (한국고고학회장) 

   09:50 ~ 10:00  환영사 –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10:00 ~ 10:10  휴식 
 
▶공통주제발표 

오전발표(10:10 ~ 12:20) 
오전 사회: 오세연(국립중앙박물관) 

• 10:10 ~ 10:40 
[특별강연] 석장리 구석기 연구 50주년의 성과와 전개 -----------------------------------------------------------------------------이융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10:40 ~ 11:10 
한국 선사고고학의 방법론적 전망(주제어 비교를 중심으로) -----------------------------------------------------------------------안승모 

(원광대학교) 
11:10~11:20 휴식 

• 11:20 ~ 11:50 
한국역사고고학의 신지평을 향하여 --------------------------------------------------------------------------------------------------이남규 

(한신대학교) 
 
• 11:50 ~ 12:20 
동북아시아에서 본 한국의 선사고고학(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중심으로)---------------------------------------------------------宮本一夫 

(九州大學) 
12:20~14:00 중식 

 
오후발표(14:00 ~ 15:00) 

오후 사회: 정연우(예맥문화재연구원) 
• 14:00 ~ 14:30 
경제만이 아니다.(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한 실험적,비판적 검토)-----------------------------------------Martin. T. Bale 

(부산대학교박물관) 
• 14:30 ~ 15:00 
지역간 교류에 대한 방법론적 제시(선사시대 토기문화권을 중심으로)-------------------------------------------------------------김재윤 

(부경대학교) 
• 15:00 ~ 15:10 장내정리 
 
▶종합토론 
• 15:10 ~ 17:10 종합토론 - 좌장: 한창균(연세대) 
토론자:이형원(한신대박물관),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안재호(동국대),강봉원(경주대),송의정(국립중앙박물관) 
 
▶2014 올해의논문상시상식(17:10~17:20) 
 
▶총회(17:20~17:50) 
 
 

       일시 : 2014년 11월 7일(금) ~ 8일(토)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1일차), 소강당 · 1강의실 · 2강의실(2일차) 

       주최 : 한국고고학회 ·국립중앙박물관 

제1일: 11월7일 (금요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대강당 



제2일: 11월8일 (토요일) 
【자유패널 1분과】 (09:30~16:00)  

마한 분구묘 사회의 비교 검토 
 

 

 

주최: 마한연구원 

진행사회: 신흥남(호남문화재연구원) 

 

오전 발표 (09:30~12:00) 

09:30~09:50 마한 분구묘 사회의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임영진(전남대학교) 

09:50~10:10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김기옥(한강문화재연구원) 

10:10~10:30 경기지역 마한 분구묘 사회의 연구 성과와 과제 

조가영(서울대학교박물관) 

10:30~10:50 휴식 

 

10:50~11:10 충청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정해준(백제문화재연구원) 

11:10~11:30 충청지역 마한 분구묘 사회의 연구성과와 과제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11:30~11:50 전북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이택구(전북대학교박물관) 

11:50~13:00 중식 

 

오후 발표 (13:00~14:00) 

13:00~13:20 전북지역 마한 분구묘 사회의 연구 성과와 과제 

박영민(전라문화유산연구원) 

13:20~13:40 전남지역 마한 분구묘의 구조와 출토유물 

오동선(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3:40~14:00 전남지역 마한 분구묘 사회의 연구 성과와 과제 

한옥민(목포대학교박물관) 

14:00~14:20 휴식 및 장내정리 

 

14:20~16:00 종합토론 - 좌장: 임영진, 발표자 전원, 권오영, 성정용, 김낙중, 최영주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방사성탄소연대에 대한 융합적 이해 

 
 

주최: 탄소연대 학제간 융합 연구팀 

진행사회: 황재훈(서울대학교) 

 
10:00~10:30 방사성탄소연대에 대한 고고학, 물리학, 통계학 융합연구:기획취지 

김장석(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10:30~10:50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실험 

김준규・양지원(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10:50~11:10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실험오차에 대한 이해 

최선호(서울대 물리천문학부) 

11:10~11:20 휴식 

 

11:20~11:40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베이지안 분석 

이영선・이재용(서울대 통계학과)・김장석(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11:40~12:00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통한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 편년의 재검토 

황재훈(서울대 인문대학)・양혜민(경희대 중앙박물관) 

 

12:00~12:20 역사시대 고고자료의 해석과 방사성탄소연대  -홍련봉 2보루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택(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12:20~12:30 장내 정리 및 휴식 

 

12:30~14:00 종합토론-좌장: 안승모, 발표자 전원 

【자유패널 2분과】 (10:00~14:00)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 



고고학으로 본 흉노와 한반도 
 
주최: 흉노연구회 
진행사회: 홍형우(강릉원주대학교) 
 
오전 발표(09:15~11:45) 
09:15~09:30 취지설명 

강인욱(경희대학교) 
09:30~10:00 흉노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전망 

윤형원(국립전주박물관) 
10:00~10:30 Xiongnu and Succession in Historical Dynamics of Inner Asian Nomadic Empires 

Nikolay N. Kradin(러시아 과학아카데미 · 극동연방대학) (통역: 조소은) 
10:30~10:45 휴식 
 
10:45~11:15 몽골 내 흉노유적의 국외 공동조사사업과 성과 

G.EREGZEN(몽골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1:15~11:45 마구로 본 흉노와 한반도 

장윤정(경남대학교) 
11:45~13:00 중식 
 
오후 발표(13:00~16:45) 
13:00~13:30 2013~2014년 고아도브 흉노 성지 발굴 조사 개요 

김상민(국립중앙박물관) 
13:30~14:00 몽골 호스틴 볼락유적의 조사와 연구 –흉노의 수공업생산 연구- 
) 

笹田朋孝(일본 愛媛大學校) 외 1명 (통역: 장윤정) 
14:00~14:30 흉노고분에서 보이는 파지릭 문화의 요소 – 고분 구조와 그 성격에 대하여 

조소은(경희대학교 석사과정) 
14:30~15:00 Travel East, Travel West: Interpreting Glass Evidence to Answer Archaeological Questions 

LANKTON, James W., UCL Qatar, Doha, Qatar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외 3명(통역: 강인욱) 

15:00~15:15 휴식 
 
15:15~15:45 흉노 토기의 초보적 연구 

양시은(충북대학교) · PUREV ALDARMUNKH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15:45~16:15 몽골 흉노고분 출토 금공품의 기원과 영향 

주경미(부산외국어대학교) 
16:15~16:45 흉노시대 동물장식 허리띠 고리(帶扣)의 형식과 변천 

한진성(경희대학교 석사과정) 
 
16:45~18:00 종합토론 - 좌장: 송의정, 발표자 전원, 이종수, 정인성, 정재훈, 강인욱 

【자유패널 3분과】 (09:15~18:00)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 



오시는 길 

위치 : 140-797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6가 168-6) 
전화 : 02)2077-9000 
 
지하철 
4호선 / 중앙선(덕소-용산) 
이촌역 2번출구 방향 '박물관 나들길'⇔박물관 서문 
이촌역 2번출구⇔박물관 서문 
※ 엘리베이터 이용안내 : 이촌역 1번출구, 이촌역 2번출구 방향 '박물관 나들길' 에 위치 
 
버스 
400번 서빙고동-서빙고역1번출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이촌역- 용산세무서 - 용산공고 
502번 이수교-서빙고역-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이촌역- 용산세무서– 용산공고 
 
자가용이용 
 
시청방면 
이태원방면 - 반포대교 진입 전 용산가족공원 방면 우회전 - 용산가족공원 입구에서 300M가량직진 
강남방면 
반포대교 - 첫 3거리 용산가족공원 방면 좌회전 - 용산가족공원 입구에서 300M 가량직진 
삼각지방면 
1호선 용산역방향 우회전 - 이촌역에서 용산가족공원 방향 150M 좌회전 

韓國考古學會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사무실 內 
Tel 061 450. 2150. FAX 070.4850.8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