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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 ID：289 434 9037 / Password：94asd88 )

주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BK21 Four 교육연구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21 Four 교육연구단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실크로드조사연구센터

후원
경북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 개회 및 전시 관람 ]

22. 05. 27. 금. 10:30 ~ 11:10
경북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사회자 : 이재환 (경북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10:30 ~ 10:40

개회사
박천수 (경북대학교박물관장)

10:40 ~ 11:05

축 사
-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邢海明 (주한중국대사)
- 김길식 (한국고고학회장)
- 권오영 (서울대학교박물관장)

11:05 ~ 11:30

전시 관람

11:30 ~ 12:30

점심 식사

[ 신진연구자 발표 ]

22. 05. 27. 금. 12:30 ~ 18:30
경북대학교박물관 시청각실 / 서울대학교 14동 606호
ZOOM (ID：289 434 9037 / Password：94asd88)
사회 : 이수정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과정)

12:30 ~ 13:00

高句麗 王陵 景觀의 變遷과 意味
張柱倬 (吉林大学 考古学院 博士課程)
토론 : 김지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13:00 ~ 13:30

百濟雙陵 陵園의 淵源과 歷史的 意義
임영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수료)
토론 : 박지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13:30 ~ 14:00

영산강유역 수장묘의 재해석 - 웅진기 백제 지방지배의 일면
최영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토론 : 임영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수료)

14:00 ~ 14:30

신라 왕릉 조영 문제의 문헌적 검토
고태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토론 : 배노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

14:30 ~ 14:40

휴 식

14:40 ~ 15:10

唐-新羅 陵墓碑 比較 硏究
배노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
토론 : 김민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수료)

15:10 ~ 15:40

신라 陵園制에서 陵寺의 역할에 대한 검토
이유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토론 : 배노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

15:40 ~ 16:10

渤海 王陵比定 試論
최정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과정)
토론 : 박유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16:10 ~ 16:40

玄化寺碑를 통해 본 高麗 安宗의 죽음과 乾陵 조성
김동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토론 : 신현우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

16:40 ~ 16:50

휴 식

16:50 ~ 17:20

투바 우육(Uyuk) 지역에서의 스키타이 왕릉 출현과 전개 양상
- 아르잔고분군을 중심으로 한지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토론 : 김동균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

17:20 ~ 17:50

이식 쿠르간(Issyk Kurgan) 황금인간의 금제 장식 제작기법과 복원
김동균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
토론 : 박준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17:50 ~ 18:30

试论北魏方山建筑的营建与永固陵的形成
(北魏 方山 건축물의 조영과 永固陵의 형성 시론)
陈思源 (北京大学 考古文博学院 碩博士統合課程)
통역 및 토론 : 丁 眞 (北京大学 考古文博学院 博士課程)

[ 중견연구자 발표 ]

22. 05. 28. 토. 09:00 ~ 18:30
경북대학교박물관 시청각실 / 서울대학교 14동 606호
ZOOM (ID：289 434 9037 / Password：94asd88)
사회 : 김도영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교수)

09:00 ~ 09:40

東亞細亞 王陵
박천수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09:40 ~ 10:20

조선왕릉의 석장(石匠)과 별간역(別看役) 연구
김민규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강사)

10:20 ~ 10:30

휴 식

10:30 ~ 11:30

南北朝帝陵 —— 汉唐陵墓的过渡如何实现?
韦 正 (北京大学 考古文博学院 敎授)
통역 : 李准燁 (北京大学 考古文博学院 博士課程)

11:30 ~ 12:30

中國 唐 皇帝陵
沈睿文 (北京大学 考古文博学院 敎授)
통역 : 丁 眞 (北京大学 考古文博学院 博士課程)

12:30 ~ 14:00

점심식사

14:00 ~ 15:00

Royal Tombs of Scythia (7th - early 3rd century B.C)
A. R. Kantorovich (Professor, Moscow State University)
통역 : 이우섭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15:00 ~ 16:00

Royal Tombs of Saka
O. Akan (General Director, Margulan Institute of Archeology
and Science of Republic of Kazakhstan)
통역 : 이우섭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16:00 ~ 16:40

흉노 왕릉과 귀족묘
G. Eregzen (Director, Institute of Archaeolog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통역 : G. Egshiglen (서울대학교)

16:40 ~ 17:00

휴식 및 장내정리

17:00 ~ 18:30

종합토론
좌장 : 권오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토론 : 김길식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성정용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양시은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우섭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