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심포지엄

국제학술심포지엄

호남지역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재조명

재조명

2021. 6. 17.(목) ~ 2021. 6. 18.(금)

2021. 6. 17.(목) ~ 2021. 6. 18.(금)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강당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강당

한국청동기학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한국청동기학회

●

1일차 : 2021. 6. 17.(목)
시간

프로그램

1일차 : 2021. 6. 17.(목)
시간

프로그램

10:30~10:45

15′ 접수, 등록

10:30~10:45

15′ 접수, 등록

10:45~11:00

개 회 사 유재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15′ 축
사 지병목(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권구(한국청동기학회장)
기념촬영

10:45~11:00

개 회 사 유재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15′ 축
사 지병목(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권구(한국청동기학회장)
기념촬영

기조강연11:00~11:40
11:40~13:00

4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_ 김승옥(전북대학교)
80′

<오찬>

1부 |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발표 1 13:00~13:30
발표 2 13:30~14:00

발표 3 14:00~14:30
14:30~14:40

11:40~13:00

진행 : 오현덕(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윤호필(상주박물관)

진행 : 소재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_ 송아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_ 황재훈(충남대학교)

발표 9 17:20~17:5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_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2일차 : 2021. 6. 18.(금)

4부 |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
발표 10 10:00~10:30

30′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_ 한수영(호남문화재연구원)

발표 12 11:00~11:30

30′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_ 정수옥(문화재청)

11:30~13:00

30′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_ 김진영(고대문화재연구원)
60′

<오찬>

발표 13 13:00~13:30

30′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
Zheng Yun Fei 鄭雲飛(中國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 발표 영상 상영

발표 14 13:30~14:00

30′

14:00~14:10

10′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Miyazato Osamu 宮里修(日本高知大学) ※ 발표 영상 상영

종합토론 14:10~16:20 130′ 좌장 이청규
16:20~16:30

<휴식>

토론 윤호필, 천선행, 이동희, 조진선, 김권구

폐 회 사 이은석(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기념촬영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_ 이재언(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30′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_ 이동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0′

<휴식>
진행 : 소재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_ 송아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_ 정다운(완주군청)
10′

<휴식>
진행 : 소재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이동희(인제대학교)

발표 7 16:20~16:5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_ 황재훈(충남대학교)

발표 9 17:20~17:50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_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_ 김진환(해원문화재연구원)

2일차 : 2021. 6. 18.(금)
진행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조진선 (전남대학교)

4부 |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
발표 10 10:00~10:30

30′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_ 한수영(호남문화재연구원)

발표 12 11:00~11:30

30′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 _ 정수옥(문화재청)

발표 11 10:30~11:00
11:30~13:00

진행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김권구(계명대학교)

5부 | 중국과 일본의 청동기시대 농경과 호남지역

30′

발표 6 15:40~16:10

발표 8 16:50~17:20

●

진행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조진선 (전남대학교)

30′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_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3부 |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30′ 섬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_ 김진환(해원문화재연구원)

진행 : 오현덕(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윤호필(상주박물관)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_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16:10~16:20

발표 7 16:20~16:50

<오찬>

발표 4 14:40~15:10
발표 5 15:10~15:40

<휴식>
진행 : 소재윤(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 : 이동희(인제대학교)

80′

2부 | 만경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 _ 정다운(완주군청)

3부 |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발표 11 10:30~11:00

발표 3 14:00~14:30
14:30~14:40

발표 6 15:40~16:10

발표 8 16:50~17:20

발표 2 13:30~14:00

<휴식>

30′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_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16:10~16:20

발표 1 13:00~13:30

30′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_ 이동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0′

4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쟁점 _ 김승옥(전북대학교)

1부 |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30′
_ 이재언(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발표 4 14:40~15:10
발표 5 15:10~15:40

기조강연11:00~11:40

30′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_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2부 | 만경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

●

30′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 _ 김진영(고대문화재연구원)
60′

<오찬>
진행 :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토론 : 김권구(계명대학교)

5부 | 중국과 일본의 청동기시대 농경과 호남지역
발표 13 13:00~13:30

30′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
Zheng Yun Fei 鄭雲飛(中國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 발표 영상 상영

발표 14 13:30~14:00

30′

14:00~14:10

10′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Miyazato Osamu 宮里修(日本高知大学) ※ 발표 영상 상영

종합토론 14:10~16:20 130′ 좌장 이청규
16:20~16:30

<휴식>

토론 윤호필, 천선행, 이동희, 조진선, 김권구

폐 회 사 이은석(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기념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