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PAYNE ㅣ National Archives
Andrew Payne is the Head of Education and Outreach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K where he leads on engaging teachers, students, families and communities with
one of the greatest archival collections in the world. The role combines all of his
previous professional experience as a high school History teacher, digital developer,
trainer and presenter. In addition he is co-founder of the international Winter School
in Archives and Education, enabling archivists to develop education resources from
their collections. He holds a degree in Medieval and Modern History, postgraduate
teacher qualification, MBA and is a Fellow of the Historical Association.
Imaging Others or Projecting Ourselves: What do British Colonial photographs really
reveal?
In 1859 Earl Granville,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 instructed “Governors to
arrange for the taking of photographs of noteworthy buildings and scenery together
with individuals of various races peculiar to the colony.” It was the beginning of a
process of documenting images of the British Empire and diplomatic missions which
would continue for another 120 years and leave a collection of over 35,000 images
of people and places spanning the world. But the collection was not created
dispassionately. What was imaged, and how, reveal as much about the British
colonial mind-set as about the subjects of the photographs themselves. In 2013 the
collection was digitised by the British National Archives and used as the starting point
for a mass media campaign and community outreach programme which would engage
over 100,000 people and gain over a million views on Flickr to bring a modern
perspective on this historical view of the 'World Through a Lens.'
다른 사람들을 상상하거나 자신을 설계 하십시오 : 영국 식민지 사진이 실제로 무엇을 드러
내는가?
1859년 얼 그랜빌 식민지 국무장관은 "총독에게 식민지 특유의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을 포
함하여 주목할 만한 건물과 풍경의 사진을 찍을 준비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대영 제국의
이미지와 외교 공관을 문서화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이 과정은 120년 동안 지속되었고,
전 세계에 걸쳐 사람들과 장소의 35,000 개가 넘는 영상 자료들을 남겼다. 그러나 그 자료
들은 공평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무엇이 어떻게 영상화 되었는가는 사진의 주제만큼이나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2013년에 이 자료들은 영국 국립 기록 보관소
에 의해 디지털화되었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사진 공유앱) Flickr에서
백만 뷰를 돌파하여서 '렌즈를 통한 세계'에 대한 현대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대중 매체 캠
페인 및 지역 사회 홍보 프로그램의 출발점으로 사용되었다.

Andy MINK ㅣ National Humanities Center
Andy Mink is the Vice President of Education at the National Humanities Center,
located in Durham, North Carolina. Previously Mink worked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and the University of Virginia. With all organizations, he designs
team-based projects that bridge research and scholarship to teaching and learning,
often with emerging technologies. In 2002, Andy was named the National Experiential
Educator of the Year. He is a Master Teacher with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Historians. He serve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tudies and the National Council for History Education.
Humanities Moments: Making Visible the Human Image in Memory, Landscape,
Archives, and Classrooms
Humanities moments occur daily in the lives of human beings. We access them
through stories that reveal our complexities, our aspirations, and our tragic flaws.
Whether we reflect on our personal experiences or our national history, it is the
humanities moments that are most resonant and to which we continually return to
mark who we are as individuals and as a culture. The Humanities Moments Project
was created by the National Humanities Center in an effort to gather, store, and
share personal accounts about how the humanities illuminate our lives, help us better
understand ourselves and each other, and provide tools for more fully understanding
where we came from and where we are going. Contributions b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bout how the humanities have shap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of
their fellow human beings, opened their eyes to new possibilities, and helped guide
them through life. These memorable encounters with history, literature, philosophy, the
study of art and music, film and folklore, and other humanities topics offer insights
into the value and relevancy of the humanities in this critical time. These small
episodes of clarity offer powerful entries into the humanities for educators. This
presentation will explore how these moments imagine our connections with others and
how they project ourselves using and referencing the lenses of landscape and
geography, history and commemoration, and archival documentation. This session will
provide clear narratives on the role of the humanities in making better sense of the
complex world we live in – and how our image of humanity over time and space
provides a blueprint for this navigation.
인문학의 순간(근거) : 기억, 풍경, 기록보관소 그리고 교실에서의 인간이미지 보이기
인문학의 순간들은 인간의 삶에서 매일 일어난다. 우리는 복잡성, 열망 그리고 비극적인 결
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통해 그것들에 접근한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역사를 숙고하든 안하
든, 가장 공명적이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문화로서 우리를 기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인문학의 순간이다.

인문학의 순간 프로젝트는 인문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가 자신과 서로서로
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개인의 기록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으로 국
가 인문학 센터에 의해 만들어졌다. 어떻게 인문학이 세상과 그들의 동료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는지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공헌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눈뜨게 하고 일
생동안 그들을 이끌도록 도왔다. 역사, 문학, 철학, 미술과 음악, 영화와 민속학 그리고 다
른 인문학 주제들과의 이러한 기억할 만한 만남들은 이 중대한 시기에 인문학의 가치와 정
당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런 작은 명확한 사건들은 교육자들이 인문학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출입구를 제공한다. 이 발표는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
게 생각하는 지와 풍경과 지리학, 역사와 기념, 그리고 보존 문서 조사의 렌즈를 우리 자신
이 사용하고 참조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이 회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의 역할과 시간과 공간을 걸
친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이 탐색을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Ben Walsh ㅣ History Association
Ben Walsh has been involved in history education for 30 years as a teacher, textbook
author, examiner and trainer. He has written many textbooks which are used in
schools all over the world, particularly his books on 20th Century World History. Ben
has also written many resources for the UK National Archives as well as advising the
BBC on their school history programmes. He has run training courses on history
education across Europe, North America, the Middle East and Asia. He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and school history.
Memory and Memorial
Memory and Memorial Memory is powerful. It is important. It can unite and it can also
divide. This session will look at examples of memorialisation throughout history and
explore the challenges of teaching history in societies and communities where the
discipline of historical practice may run counter to the pressures of historical memory.
There will be examples of contested histories and also of the approaches taken by
scholars, teachers, creative practitioners and many others to attempt to reconcile the
study of the past in schools with contested memories which shape the societies and
cultures within which schools operate. Areas of historical content to be explores will
include the American Civil War, the Napoleonic Wars, the Northern Ireland conflict, the
Caucasus and the occupation of Korea in 1910.
기억과 기념물
기억은 강력하다. 그것은 중요하다. 합쳐질 수 있고 나뉠 수도 있다. 이 세션은 역사상의 기
념의 예를 살펴보고, 역사적 관행의 규율이 역사적 기억의 압력에 상반될지도 모르는 사회
와 공동체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도전들을 조사할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 사례들
과 학자, 교사, 창조적인 실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학교가 운영하는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추억과 함께 학교에서 과거 연구를 조화시키려고 시도
하는 연구법의 예들이 있을 것이다. 연구되어야할 역사적 내용의 영역에는 미국 남북전쟁,
나폴레옹 전쟁, 북아일랜드 분쟁, 1910년의 코카서스 및 한국점령이 포함된다.

Sarah MOLINA ㅣ Art Institute of Chicago
Sarah Molina is a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ellow at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where she has previously held fellowships funded by the Samuel H. Kress Foundation
and 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 She graduated with a degree in art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specializing in the study of
medieval Islamic cartographic manuscripts. Her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global
production of textiles in the early modern era. Sarah collaborates with a number of
departments at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to create interpretive material for special
exhibitions and permanent gallery spaces.
The Human Image in Museums
Walking through the European Decorative Arts galleries at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one might be surprised by the number of human faces and figures. Perhaps because
decorative arts are expected—ceramics, chairs, cabinets—the number of human
images is almost surprising. These images share another unifying characteristic, they
are predominantly images of East Asian figures, early modern European fantasies of
the East. The domination of chinoiserie as a decorative motif in early modern Europe
led to an outpouring of these types of objects. Today in almost every major
encyclopedic museum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visitors can gaze at images
of “China men” on teapots and textiles. This paper first traces the phenomenon of
chinoiserie and the ways in which Europe and later America informed and performed
an image of the East. Secondly, this paper explores and critiques how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contextualizing these images. At a time when
museums are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ir visitors and creat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be more inclusive, these historic images can be jarring. Yet not as
much space has been devoted to exploring the myriad ways these images can be
interpreted to help contemporary visitors better understand the power of imagery in
creating fantasy and stereotypes. The latter part of this paper will draw from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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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izing these types of images. Ultimately, this paper hopes to explore the
complex making of human images and suggest how museums can help visitors
navigate powerful but difficult imagery.
박물관에서의 인간 이미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유럽 장식 예술 갤러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인간의 얼굴과 조각상
의 수에 놀랄지도 모른다. 아마도 장식 예술은 인간 이미지의 놀랄만한 숫자를 도자기, 의
자, 진열장 등에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이미지는 또 다른 단일한 특성을 공유하며, 이들
은 대부분 동아시아 조각상의 이미지이며 근대 초기 동양에 대한 유럽의 환상이다. 근대 초
기 유럽 장식의 주된 요소로서 중국적인 기풍의 지배는 이러한 유형의 예술품을 산출하게

하였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거의 모든 주요 백과사전 박물관에서 방문객들은 찻주전자와
직물에서 "중국 남자"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국적인 기풍의 현상과 유
럽과 이후의 미국에서 동양의 이미지가 알려지고 만들어진 방법을 추적한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박물관이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비판한다. 박물관이
방문객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제도적 토대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드는 시기에 이런 역사적인
이미지는 조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가 환상과 고정 관념을 만드는 데
있어 이미지의 힘을 현대의 방문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석될 수
있는 무수한 방법을 탐구하는 데 많은 공간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 논문의 후반부는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한 박물관학적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사례 연구, 방문자 평가
그리고 이론들을 얻어낼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인간 이미지의 복잡한 제작을 탐구
하고 박물관이 방문객에게 강력하지만 어려운 이미지를 탐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