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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탈리아 벽화 손상원인과 보존방안

Mural paintings: Its deterioration and conservation
method in Korea and Italy

일시 │ 2019. 10. 21. (월) / 13:00 ~ 18:00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
주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중앙박물관
후원 │ 한국연구재단
문의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TEL. 02-2077-9447

한국-이탈리아 벽화 손상원인과 보존방안
2019. 10. 21. (월)

세부 일정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

··········································································
시간

세부 내용
등록 (Registration)

13:00-13:30
최선주
13:30-13:35

환영사 (Welcoming speech)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Federico Failla

13:35-13:40

주한 이탈리아 대사

13:40-13:45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장

13:45-14: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한경순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한국 벽화고분의 미생물 발생 예측 및 제어방안 연구

정용재

(Study on Growth Prediction and Control Method of microbes
for Mural Tomb in Korea)
지하 환경에서의 벽화의 생물 열화 현상

14:10-14:35

Giulia Caneva

: 타르퀴니아 에트루니아 고분의 특성

로마 3대학

(Biodeterioration phenomena of mural paintings in hypogean environment : the
peculiarity of Etruscan tombs of Tarquinia)

14:35-15:00

정소영

미기후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특성 및 손상 예측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damage prediction by microclimatic monitoring)
타르퀴니아 지하 고분과 ”Roman Houses of Celium hill“의 방법론적 접근과

15:00-15:25

Daniela Isola

생물열화 분석의 첫 번째 결과

로마 3대학

(Methodological approach and first results of biodeteriorationanalysis in hypogeantombs
of Tarquiniaand “the Roman Houses of Celiumhill" (Rome)
휴식(Break Time)

15:25-15:50

15:50-16:15

16:15-16:40

부여 능산리 고분군 동하총의 미생물 분포 변화 및 생장특성 연구

이현주

(Changes in the Microbial Distribution and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한국전통문화대학교

Microorganisms in Ancient Tombs at Neungsan-ri Tomb No.1, Buyeo)

조연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벽화의 보존

국립나주박물관

(Conservation of Central Asian Mural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imona Morretta
16:40-17:05

Soprintendenza Speciale

보존과 정책에서 고고학 유적지의 관리

Archeologia Belle Arti e

(The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between conservation and valorization)

Paesaggio di Roma

17:05-17:30

이화수

한국 고대벽화의 제작기술과 재료특성

충북대학교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Material Characteristic of Ancient Murals in Korea)

17:30-17:40
*상기 내용은 연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폐회 (Clo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