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개최(안)
)

2017년 1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 사업명 : 제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개최사업
2. 사업 추진 배경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수 증가 및 등재된 부(negative)의 유산에 대
해 종종 표출되는 갈등 양상은, 유네스코 유산 등재 그 자체를 넘어 기등재된 유
산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함
ㅇ 이에 유산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유산을 접하는 이들에게 효과적
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유산 해석의 개념이 국제적으로도 점차 관심을 얻는 추세
임
ㅇ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 해석 문제를 본격
적으로 다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2016년 11월 2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27일 이 회의의 연속선상
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목적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에 대한 국제적 담론 형성에의 기여
ㅇ 유산 해석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가시성 제고
ㅇ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들의 초청 및 참여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4. 사업개요
ㅇ 행사명: 제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ㅇ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4:00-18:00
ㅇ 장소: 서울 롯데호텔 2F 에메랄드룸
ㅇ 주최/주관: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ㅇ 참가자: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명
ㅇ 형식: 국제회의(주제발표, 질의응답, 토론)
ㅇ 주제: 부의 유산 해석 (세션별 세부주제 안은 하기 프로그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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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안)

※워크숍 전 과정은 한국어 진행, 영/일 동시통역

시 간
14:00-14:30

세부내용
참가자 등록 및 다과

<개회>

14:30-15:00

▪
▪
▪
▪

사회자: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개회사: 외교부 대표
환영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축사
- 주한 대사 대표
- 이혜은 이코모스한국위원회 대표 1인

<기조강연>
15:00-15:30

▪ 분쟁 역사를 지닌 유산의 해석 (‘20)
: Mofidul Hoque | 방글라데시 해방전쟁박물관 이사
- 질의응답 (‘10)

<아태 지역 부의 유산 해석 사례>
▪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해석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20)
: 나카타 미쓰노부 |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
- 질의응답 (‘10)
15:30-17:00

▪ 호주 교도소 유적의 해석전략 (‘20)
: Dr. Sharon Veale | GML Heritage Australia 대표
- 질의응답 (‘10)
▪ 태국-버마 죽음의 철도 유적의 역사 (‘20)
: Rod Beattie | 죽음의 철도 박물관 관장 및 책임큐레이터
- 질의응답 (‘10)

17:00-17:20

휴식 및 다과

<종합토론>
17:20-17:50

17:50-18:00

▪ 유산 해석의 도전과제와 기회 (‘30)
- 좌장 :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발표자 전체

<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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