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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and the Web Asia 2015 #MWA2015,
문화유산 분야 국제 혁신자 회의, 2015년 10월 5~8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첫 호주 컨퍼런스를 위한 제안 공고
발표

세계 각지의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아카이브와 최첨단 기술 및 혁신적인 실천 사례를 연결하는 행사
멜버른(2015년 4월 15일)— 문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세계 최대 국제 컨퍼런스인 Museums and the Web이
오늘 첫 번째 호주 컨퍼런스를 위한 제안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근년에 홍콩과 한국에서 아시아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호주 컨퍼런스는 2015년 10월 5~8일 멜버른에서 개최됩니다. 멜버른은 2014년에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풍부한 문화유산, 활력 넘치는 극예술 및 공연예술계,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맛좋은 음식, 매력적인 야생 동물과 자연사를 자량하는 도시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아카이브 및 관련 문화유산단체에서 일하는 기술 전문가와 혁신가라면 누구나
MW2015 컨퍼런스 프로그램에서 발표할 우수한 프로젝트와 선도적 연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http://mwa2015.museumsandtheweb.com/call-for-proposals/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호주
및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과학 실천 사례에 특히 초점을 맞춘 이번 호주 컨퍼런스는 참석자들이 최신 동향에 대해
토론하고 문화 및 교육 기관의 업무에 디지털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 외에도 전시장에서 혁신적인 상품을 전시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문화 및 기술 분야 판매업체와
공급업체는 http://mwa2015.museumsandtheweb.com/exhibiting/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멜버른 최고의 문화단체에서 주최하는 소셜 행사와 컨퍼런스를 전후하여 호주의 다른 도시를 여행하는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W2015 제안 공고는 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모든 분야의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및 아카이브 실천 사례에
관한 세션 및 논문을 환영합니다. 2015년 7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인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공식 논문, 워크숍, 시연,
전문가들의 토론 및 공조를 위한 라이트닝 토크와 포럼을 포함할 것입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리치 체리(Rich
Cherry)와 낸시 프록터(Nancy Proctor)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MWA2015 회의를 위해 빅토리아 박물관의 팀
하트(Tim Hart)와 엘리 월리스(Ely Wallis)가 참여하는 국제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Museums and the Web 소개
Museums and the Web은 문화, 자연 및 과학 유산에 대한 고급 연구와 우수한 디지털 응용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연례
컨퍼런스로, MW Asia 2015는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3회 컨퍼런스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MW 커뮤니티는 1997년부터 모임을 가져 왔으며 문화 혁신자들의 세계 최대 국제 회의입니다. 이러한 회의와
대화의 결과물인 MW 회의록, Best of the Web 아카이브 및 커뮤니티 뉴스 포럼은 미술관, 박물관 종사자, 기술 전문가,
학생, 연구원을 위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료로, 매년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W 참석자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Museums and the Web에 참석합니다. 매년 Museums and the Web 컨퍼런스에서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과학센터, 아카이브,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기업, 재단, 정부에서 일하는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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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큐레이터, 사서, 디자이너, 매니저, 디렉터, 학자, 컨설턴트, 프로그래머, 분석가, 출판가, 개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museumsandtheweb.com을 참고하거나
히로코 쿠사노(info@museumsandtheweb.com)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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