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관심포지엄 좌장을 모십니다!
11월 8일~9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전 세계 과학관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관이 현재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강연, 워크숍, 사례발표,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합니다.
이 중 초청강연에서 해외 과학전문가들과 청중을 이어줄
좌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þ 자격
과학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입니다. 청중들을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만
청중과 연사를 이어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þ 역할
초청연사들과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세션발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연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
합니다. (초청연사별 강연 시간 20분, 질의응답 30분, 총 90분)
þ 혜택
소정의 사례비
심포지엄 기간 중 숙박
연사들과 네트워킹
þ 신청방법
‘18. 9. 14(금). 14:00까지 아래의 내용을 적어 issmkorea@gmail.com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18. 9. 21(금)까지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지원 세션. √체크
초청강연Ⅰ( ) 초청강연Ⅱ( )
초청강연Ⅲ( ) 초청강연Ⅳ( )

지원 사유(유사경험 사례가 있다면 같이 적어주세요.)

참고 1. 세션별 연사 및 발표주제
※ 기관 사정에 따라 발표자, 강연주제는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명

소 속

강연주제(가제)
현재를 바라보다 1

초
청
강
연
Ⅰ

Harald Peter
KRAEMER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On the way to the total amusement
park. What Science Museums could
learn from Art Museums (and vice
versa)

Lin, Jong-i

대만국립과학관

오픈형 수장고-연구와 교육의 사다리

Brain Dawson

Techno-Science

캐나다 건국 150주년기념
공공문화시설 확충정책(CIP150)

현재를 바라보다 2
초
청
강
연
Ⅱ

Dustin Growick

Museum Hack

Museum Hack!

Claude Faubert

ICOM-ITC

Capacity Building in Science
Museums Today

Stuart
Kohlhagen

퀘스타콘

퀘스타콘 이동형 전시 사례발표

미래를 내다보다 1
초
청
강
연
Ⅲ

Pilippe Riviere

Paris Musées

과학관의 디지털 공동전략

Sarah Chu

Royal Ontario Museum

ROM의 디지털게임을 이용한 고객
참여 확대

Nancy Protor

Museum & the web
foundation

전시관의 모바일 접근 통한 가능성

미래를 내다보다 2
초
청
강
연
Ⅳ

Team Lab

Team Lab

Dave Patten

Science Museum, London

Ahn Jae Hong

Kaist CT

새로운 전시 가능성
Virtual Reality as an interpretive tool
VR AR ... immersive 스토리텔링.
미래형전시

참고 2. 심포지엄 전체 시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