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TATION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angible Heritage along the Maritime Silkroad: Ship, Navigation and People

초대합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아태지역에서 초청한 전통선박제조술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멸되어가는 무형유산 중
전통선박 제조기술·항해술, 구전전통 등을 재활성화한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허 권

Program
Time
09:30-10:00
10:00-10:20
세션 1

Themes

휴식 Intermission

전통선박건조술과 항해술의 현황과 이슈

발표1
발표2
10:20-12:20

발표3
발표4
12:20-13:20
세션 2

한국 전통선박의 조선기술 -새롭게 밝혀낸 조선통신사 정사기선의 축조술Traditional Shipbuilding Technology of Korea: New Discovery of Construction
Technology Used for Chief Envoy Vessels of Joseon's Tongsinsa

중국 고대문헌 속의 아시아 해역
Seas of Asia in Ancient Chinese Literature

말레이반도 동해안의 다양한 전통보트 유형과 보트 제작의 상징성
Various Type of Malay Traditional Boats in the East Coast of Malay
Peninsular and Symbolism in Boat Crafting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Hong, Soon Jae: Curat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류잉성 난징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Liu Yingsheng: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Chinese History
Nanjing University

람리 줄리스칸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Ramli Zuliskandar: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필리핀의 전통선박 제작과 해양문화

오로라 록사스 림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 대학교 교수

Philippine Traditional Boatbuilding and Maritime Culture

Aurora Roxas Lim: Lecturer,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hilippines

오찬 Luncheon

해양 전통지식의 전승 활동

발표5
13:20-14:50

Presenters

개회식
· 무형유산 공연 심청가
· 환영사 김종진 문화재청장 · 개회사1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 개회사2 허 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축사 라울 헤르난데스 주한필리핀 대사

발표6
발표7

피니식(Pinisi): 서부 오스트로네시아 선박 건조기술의 정교함
Pinisi : The Art of West-Austronesian Shipbuilding

범선의 살아있는 전통: 마다가스카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성
The Living Tradition of Sailing Crafts:
Their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Quality of Life in Madagascar

호스트 리에너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워킹그룹 문화조정관
Horst H Liebner: Coordinator, Workgroup Traditional Shipbuilding and
Navigation, Ministry for Education and Culture, Republic of Indonesia

톰 폴라섹 태평양 전통사회협회 연구자
Tom Polacheck: Researcher, Pacific Traditions Society

항해를 통해 부활하는 고대의 길찾기 지식

마리안 조지 바카 타우마코 사업담당자

Voyages Revive Ancient Wayfinding Knowledge

Marianne George: Director, Vaka Taumako Project

14:50-15:10

휴식 및 장내 정리 Intermission

15:10-16:30

종합토론 해양 전통지식의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과 과제

16:30-

폐회 Closing Ceremony

Comprehensive Discussion:

<좌장> 허 권 Huh, Kwon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토론> 최항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임형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과장
곽유석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