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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C Programme 
 

Day 1 │ Monday 10 Oct 2022 

08.30-09.00 Registration 
 

 

09.00-10.00 Opening of the PNC Forum 

• Welcome and opening speeches by Forum organisers  

• Group Photo  

• Keynote: Linking nature and culture, People-centred 
approaches and People Nature Culture │ Gamini 
Wijesuriya  

 

Moderator: 
Kyungmin Lho 

10.00-10.30 Coffee break  
 

 

10.30-12.00 Reviewing the PNC courses and its results  Moderator: 
Valerie Magar 

• Overview of PNC course as a capacity building activity: 
lessons learnt from 2015 onwards │ Nicole Franceschini 

• Experiences from course organisers and participants 
highlighting how PNC impacted their work and the 
conservation of their heritage places │ Pubudu Rangani, 
Paloma Leguizamon, Kara Garilao  

• Results of the World Heritage Leadership Forum 2022 
and plans for future │ Eugene Jo  

 

• ROUND TABLE: Collecting reflections on how to 
conceptualize and implement future editions of the PNC 
course: structure, content, methodological approaches, 
resources, cooperation with local partners for 
national/regional PNC  

 

13.00-14.30 Mapping different Services and Benefits  Moderator: 
Tim Badman  

• Why are we talking about services and benefits? How is it 
different from heritage values? │ Kristal Buckley  

• Services and benefits that reduce vulnerability of heritage 
│ Rohit Jigyasu (online)  

• Living heritage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 Paloma 
Guzman 

• Different worldview paths of valuing heritage │ Josefa 
Tauli  

• Heritage and wellbeing, the social benefits │ Paloma 
Leguizamon  

• Between heritage and insatiable desires of the city: case 
of Daegu in Korea │ Jaemo Cho 

• Tourism benefitting the local community │ Kara Garilao  
 

• DISCUSSION 
 

14.30-15.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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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 Ecosystem services example of Jordan │ Tarek 
Abulhawa  

• Diverse values and valuation of nature │ Tim Badman  

• Benefits of heritage for security and safety │ Speaker 
Kyungmin Lho  

• Tourism and economic benefits │ Amran Hamzah  

• Angkor tourism - benefits for people │ Kongkea Ou  

• Historic cities and providing benefits for residents │ 
Kyounghee Lim  

• PLENARY EXERCISE: Mapping diverse types of services 
and benefits  

Moderator: 
Nicole 
Franceschini   

18.00-20.00 Official Dinner  
 

 

   

Day 2 │ Tuesday 11 Oct 2022 

Morning 
09.00-10.20 

Who benefits from heritage?  Moderator: 
Kyungmin Lho  • How can people-centred approaches to heritage 

management help local communities to become more 
resilient and prepared? │ Mara de Groot  

• How can we establish good governance arrangements 
that ensure they benefit from the conservation of those 
places? │ Laya Boquiren Gonzales  

• Valuing nature and its benefits to people │ Hydar Ali Lafta  
 

• PLENARY EXERCISE: Who are the actors of management 
and who benefits?  

 

10.20-10.50 Coffee break 
 

 

10.50-12.00 • Archaeological sites and its benefits │ Pubudu Rangani  

• Finding alternatives for development that account for both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hungho Kim  

• Valuation processes: up to what, how and how to apply 
them │ Silvia De Ascanii  

 

• PLENARY EXERCISE: Mapping and structuring different 
types of services and benefits   

 

Moderator: 
Valerie Magar  

13.00-14.00 Case study of Suwon Hwaseong  Moderator: 
Eugene Jo 

• Introduction to Suwon Hwaseong and its management 
challenges │ Seonhwa Oh 

• Communities contributing and benefitting from heritage 
management │ Young Hwang and Kyungah Lee  

 

• DISCUSSION 
 

14.00-15.00 Transfer to Hwaseong Fortress  
 

 

15.00-17.30 Site visit of Suwon Hwaseong Fortress and community projects  
 

17.30-19.00 Dinner on site organized by the Community Association  
 

19.00-20.00 Hwaseong Media Art  
 

Day 3 │ Wednesday 12 O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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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15 Interlinking benefits to heritage management  Moderator:  
Tim Badman  

• Heritage services and benefits from George Town 
Malaysia │ Boon Nee Ng  

• Heritage supporting social cohesion and strengthening 
social networks │ Sookjin Kim 

• How can we inform decision-making within and outside of 
the heritage sector │ Irina Leca  

•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heritage for local 
community │ Affoh Guenneguez 

• Finding different pathways of heritage management and 
linking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 Francesca 
Giliberto  

• Different approaches of heritage management linking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legal system │ Jihong Kim 

 

10.15-10.45 Coffee break  
 

 

10.45-12.00 GROUP DISCUSSIONS: How can heritage management harness 
the role of services and benefits?  

- Group 1 Research and Policy  
- Group 2 Legislation and governance  
- Group 3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12.00-13.00 Lunch  
 

 

13.00-16.00 • Report back of group discussions  
 

• Discussion: Way forward for future People-Nature-Culture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discussions throughout the Forum  

• Discussion: Identification of areas in need of further 
development  

 

• Conclusions and closing of the PNC Forum  
 

Moderators: 
Kristal Buckley, 
Valerie Magar 
Eugene Jo 
Tim Ba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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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C Forum프로그램 

 

1 일차 │ 2022.10.10 월요일 

08.30-09.00 참가자 등록 

 

 

09.00-10.00 개회식  

• 환영사 및 인사말  

• 단체 사진  

• 기조연설: 자연과 문화의 연계, 인간 중심의 접근 및 인간 

자연 문화│가미니 위제수리야  

사회: 노경민 

10.00-10.30 휴식 

 

 

10.30-12.00 PNC 코스 경과 및 결과 검토  사회: 발레리 

마가 • 역량강화 과정으로서 PNC 코스 개요: 2015 년부터 배운 

점│니콜 프란체스키니 

• PNC 코스 주관 및 참가자들의 경험 – 유산 장소의 

보존관리 업무 수행에 코스가 미친 영향│ 푸부두 

랑가니, 팔로마 레기사몬, 카라 가릴라오  

• 2022 세계유산리더십 포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조유진   

• 라운드테이블: 앞으로의 PNC 코스의 발전과 진행을 위한 

코스 체계, 접근법, 자원, 국가 단위 및 지역 단위 코스를 

위한 현장기관과의 협력 논의 

13.00-14.30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파악하기  사회: 팀 배드만  

• 우리는 왜 서비스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유산 

가치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 크리스탈 버클리  

• 유산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서비스와 혜택│ 로힛 

지기야수 (온라인)  

• 살아있는 유산과 기후변화 적응│ 팔로마 구즈만 

• 유산 가치를 대하는 다른 세계관들│조세파 타울리  

• 유산과 웰빙, 사회적 혜택│ 팔로마 레기사몬  

• 유산과 도시의 욕망 사이: 대구의 사례│ 조재모 

•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되는 관광│카라 가릴라오 

• 토론 

 

14.30-15.0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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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 생태계 서비스와 요르단의 사례│타렉 아불하와  

• 자연의 다양한 가치와 가치 평가│팀 배드만  

• 안전을 제공하는 유산의 혜택│노경민  

• 관광과 경제적 이익│암란 함자  

• 앙코르의 관광 – 사람들을 위한 혜택│콩케아 우  

• 역사도시와 주민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임경희 

• 모두 과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종류의 파악 및 취합  

사회: 니콜 

프란체스키니   

18.00-20.00 공식 만찬 

 

행궁정찬 

   

2 일차 │2022.10.11 화요일 

09.00-10.20 유산의 혜택은 누가 받는가?  사회: 노경민 

• 관리를 수행하는 당사자와 누가 혜택을 받는지? │카시아 

피요트로브스카  

• 유산 관리에 대한 인간 중심의 접근법이 지역 사회의 

준비성과 회복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마라 데 

그루트  

•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과 유산의 보존을 통해 

혜택을 받게끔 하는 방법│ 라야 보퀴렌 곤잘레스  

• 자연의 가치와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 하이다르 알리 

라프타 

• 모두 과제: 보존관리의 행위자는 누구이며 누가 혜택을 

보는가?  

 

10.20-10.50 휴식  

 

 

10.50-12.00 • 고고학적 유산과 이에서 나오는 혜택│ 푸부두 랑가니  

• 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안 찾기│ 

김충호  

• 가치평가 방법들: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실비아 데 아스카니 

• 모두 과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체계화하기  

 

사회: 발레리 

마가 

13.00-14.00 수원화성의 사례  사회: 조유진  

• 수원화성 소개 및 보존관리의 과제│ 오선화 

• 유산관리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지역 공동체│황영, 

이경아  

•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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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수원화성으로 이동  

 

 

15.00-17.30 수원화성 및 지역사회 사업 현장 답사  

 

17.30-19.00 수원 마을조합 주최 저녁식사  

 

19.00-20.00 화성 미디어아트 관람  

 

 

3 일차 │ 2022.10.12 수요일 

09.00-10.15 유산관리와 혜택 연계하기  사회: 팀 배드만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의 유산 서비스와 혜택│분니 앙  

• 사회적 네트워크와 응집력 강화를 지원하는 유산│ 

김숙진 

• 유산 안팎의 의사 결정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리나 레카  

•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아포 구에네게즈 

•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한 유산 관리의 다양한 방법 

찾기│프란체스카 질리베르토  

• 한국의 법적 제도에 다양한 유산관리 방법과 지속가능한 

발전 접근을 접목하기│김지홍 

 

10.15-10.45 휴식 

 

 

10.45-12.00 조별 토론: 유산 보존관리가 창출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 1 조 연구와 정책  

- 2 조 법제와 거버넌스  

- 3 조 소통과 참여  

 

  

12.00-13.00 점심 

 

 

13.00-16.00 • 조별 토론 내용 공유 

• 인간 자연 문화 역량강화 활동의 발전 방향 갈무리  

• 향후 심도깊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세부분야 과제  

• 결론 및 폐회 

사회: 

크리스탈 

버클리, 발레리 

마가, 팀 배드만, 

조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