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3
국제학술대회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초대합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첫 학술대회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안휘준

기간

2013. 12. 13 금 - 12. 14 토

내용

2013. 12. 13 금 10:00~17:00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연구
2013. 12. 14 토 10:30~17:00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13일)·소강당(14일)

주최·주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후원

문화재청

행사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 참조 www.overseaschf.or.kr

기타문의

jaya727@gmail.com TEL. 02-6902-0755

발표자 및 프로그램

2013. 12. 13(금)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연구
시간

주제

10:00 ~ 10:10

제1부 개회

10:10 ~ 10:30

[기조연설]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0:30 ~ 11:10

일본소재 한국문화재 연구현황

11:10 ~ 11:50

일본에서의 조선시대 회화의 공동연구를 위한 방법론 시안

11:50 ~ 13:30

중

제2부 개회

13:30 ~ 14:10

미국의 한국문화재 연구현황

14:10 ~ 14:50

미국에서의 한국문화재 연구 진흥 방안 :
플로리다 사뮤엘 한 미술관 Samuel P. Harn Museum을 중심으로

15:10 ~ 15:50
15:50 ~ 16:00

16:00 ~ 17:00

휴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최응천 동국대학교 교수
와타나베 유지渡邊雄二 규슈산업대학교 교수

[사회]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백금자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명예큐레이터
Jason Steuber 플로리다 사뮤엘 한 미술관
아시아미술 큐레이터

식

유럽소재 한국문화재 : 실상과 연구방향
휴

[사회] 김정희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식

13:30

14:50 ~ 15:10

발표자

박영숙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 명예교수

식

종합토론

[좌장] 김리나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지정토론자]
Roderick Whitfield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
명예교수

김홍남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용철 전주대학교 교수

2013. 12. 14(토)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시간

주제

10:30

제1부 개회

10:30 ~ 11:10

국외소재 한국회화문화재의 보존·복원 방향

11:10 ~ 11:50

해외소재 일본문화재의 보존과 수복

11:50 ~ 13:30

중

제2부 개회

13:30 ~ 14:10

일본의 한국도자수복과 미술사적 의의

14:10 ~ 14:50

보스턴 미술관 소장 아시아회화의 보존 및 과학적 분석

15:10 ~ 15:50
15:50 ~ 16:00

휴

미술문화재연구실장

박지선 용인대학교 교수
가토 마사토加藤雅人 동경문화재연구소 주임연구원

[사회] 강형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장
데가와 테츠로出川哲朗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장
Jacki Elgar

보스턴미술관 아시아미술보존부장

식

한국과 유럽의 보존 교류 :
미래를 향한 이론적·실무적 대화
휴

[사회] 김연수 국립문화재연구소

식

13:30

14:50 ~ 15:10

발표자

André Le Prat 루브르박물관 그래픽아트부
복원실 명예책임자

식
[좌장] 김용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16:00 ~ 17:00

종합토론

[지정토론자]
Roderick Whitfield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
명예교수

강대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