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回 日 韓 イ コ モ ス 交 流 会 議
제1회 한일 이코모스 교류회의
Japan-Korea ICOMOS Exchange Meeting
2021/2/20

10:00-12:00 Online Meeting

韓 国 と 日 本は 東ア ジ ア の 最も 近い 隣国 で あ り、自 然風土、
歴 史 や 文 化に 強 い 共通性 と 深い つ な が りを 持つ 国で す 。コ
ロ ナ 禍 に あ る 現在 、直接的な 訪 問や会合 は途絶え て い ま す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며, 자연과풍토,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진한 공통성과 깊은 관계를 갖는나라입니다. 코
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직접적인 방문과 만남은멈추고 있지만 양국의

が 、 両 国 のイ コモ ス 国内 委員会 は、これ ま で そ れぞれの文

이코모스 국가위원회는 금일까지 각국의문화유산 보호에 대해 관심을

化 遺 産 の 保護に 関 心を 寄せ合 い 、互い に 学 び合っ てき ま し

갖고 상호간에 배우며 돈독한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た 。 今 回 はオ ンライ ンで はあ り ます が 、両国内 委員会 か らそ

온 라 인 이 지 만 양국 가 위 원 회 가 각 각 의 활 동 을 보 고 하 고 , 다 시 금 협 력 관

れぞ れの活動 を報 告し、あ ら た め て協力 関係 を確か め 合 い、

계를확인하고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빠른 시일 내 재회를 약속하겠

絆 を 深 め 、 ご く 近 い 将来の 再会を 約束し ま す 。

습니다.

[進行

日本イコモス副委員長 苅谷勇雅, KARIYA Yuga]
[진행 일본 이코모스 부위원장 가리야 유가]

1000 開会挨拶 개회인사
・日本イコモス委員長 岡田保良 OKADA Yasuyoshi 일본 이코모스 오카다 야스요시 위원장
・韓国イコモス委員長 宋寅豪
SONG Inho
한국 이코모스 송인호 위원장
1010 日韓イコモスの最近の活動報告 한일 이코모스의 최근 활동 보고
・韓国イコモス事務総長 申熙權, SHIN Heekweon 한국 이코모스 신희권 사무총장
・日本イコモス事務局長 矢野和之, YANO Kazuyuki 일본 이코모스 야노 가즈유키 사무국장
1040 今後の日韓イコモスの交流強化について 향후의 한일 이코모스 교류 강화에 대하여
・日本イコモス副委員長 増井正哉, MASUI Masaya 일본 이코모스 마스이 마사야 부위원장
・韓国イコモス副委員長 韓弼元, HAN Pilwon 한국 이코모스 한필원 부위원장
1100 自由討議・質疑・交流
자유토론, 질의, 교류
司会 日本イコモス事務局長 矢野和之, YANO Kazuyuki 사회

일본 이코모스 야노 가즈유키 사무국장

1150 まとめ-より緊密な交流と協力をめざして- 맺음 –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향하여
「日韓イコモス 交流促進 MOU」採択 양국 이코모스 교류촉진「MOU」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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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문화유산방재 국제심포지엄
日韓文化遺産防災国際シンポジウム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aster M itigation for Cu ltu r al Her itage

2021/2/20 13:00-17:30 Online Meeting
地球温暖化の影響もあって近年韓国、日本はと もに幾度も台
風や大雨に見舞われ、文化財もた びた び大きな被害を被って
います。日本では 10年前の東北地方太平 洋沖地震 、 5年 前の
熊本地震等た びた び大地震があり、多くの文化財建造物が倒
壊や破損、焼損しています。また 、 韓国での南大門のような 火
災が両国の多くの文化財建造物等の滅失を招いて います。 こ
のよ うに文化財保護には防災対策が近年ますます重要になっ
ており、今回、両国の事例 ・ 経験や対策を交流し あう国際シ ン
ポジ ウムを開催することと なり まし た 。このシ ン ポジ ウムは、は
やくから文化財防災の研究や人材養成等に取り組んできた 立
命館大学歴史都市防災研究所と 日本イコモスが共同で開催 し
ます。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근년의 한국과 일본은 수차례에 걸친
태풍과 큰비에 의하여 문화재도 거듭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년 전의 동북지방태평양지진, 5년
전의 구마모토지진 등의 대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문화재
건축물이 붕괴, 소실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숭례문과 같은
화재는 양국의 많은 문화재 건축물의 멸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에는 방재와 안전 대책이
근래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 양국의 사례, 경험과 대책을
교류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일찍이 문화재방재의 연구와 인재양성 등에 힘써
온 리츠메이칸대학교 역사도시방재연구소와 일본
이코모스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進行 日本イコモス副委員長 苅谷勇雅, KARIYA Yuga]
[진행 일본 이코모스 부위원장 가리야 유가]

1300 開会あいさつ 개회 인사
・日本イコモス委員長 岡田保良, OKADA Yasuyosh 일본 이코모스 오카다 야스요시 위원장
・韓国イコモス委員長 宋寅豪, SONG Inho 한국 이코모스 송인호 위원장
1310 基調講演―近年の文化遺産の被害と防災について 기조강연 – 근년의 문화유산의 피해와 방재에 대하여
・韓国国立文化財研究所安全防災研究室室長 金成都、KIM Seong-do
韓国の文化遺産への被害に備えた文化財庁による防災事業の現状について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장 김 성도 박사/ 한국 문화유산 피해 대비 문화재청 방재업무 현황 고찰
・立命館大学歴史都市防災研究所所長 大窪健之, OKUBO Takeyuki
日本の地震火災から歴史地区を守る取り組み～世界文化遺産・清水寺周辺地域の事例から
리츠메이칸대학교 역사도시방재연구소 소장 오쿠보 다케유키 교수
일본의 지진화재로부터 역사 지구를 지키는 대책 - 세계문화유산 기요미즈데라와 그 주변 지역의 사례로부터
1405 第1部 文化遺産の火災被害とその対応について 연구발표 및 사례발표 제1부 문화유산의 화재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하여
・韓国国立文化財研究所安全防災研究室 趙相淳、JO Sangsun 近年の韓国の文化財の火災被害事例と関連研究の現状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조상순 박사/ 최근 한국의 문화재 화재 피해 사례 및 관련 연구 현황
・立命館大学歴史都市防災研究所客員研究員 益田兼房 、MASUDA Kanefusa
木造建築文化遺産を火災から守る～可燃素材の遺産価値継承の課題
리츠메이칸대학교 역사도시방재연구소 객원연구원 마스다 가네후사
목조건축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 가연 소재의 유산으로서의 가치 계승의 과제
1525 第2部 文化遺産の風水被害とその対応について 연구발표, 사례발표 제2부 문화유산의 풍수해와 그 대책에 대하여
・韓国文化財庁安全基準課 李明善 YI Myungsun
韓国における災害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研究 特に近年の風水害被害への対策について
한국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이명선 박사 / 한국의 문화재 방재정책 고찰: 최근 풍수해 피해 대책을 중심으로
・韓国書院統合保存管理団 朴珍載 .Park Jin Jae 世界遺産「韓国の書院」風水害の現状と対策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박진재 박사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풍수해 현황과 대책
・熊本高等専門学校特命客員教授 磯田節子, ISODA Setsuko 2020年熊本７月豪雨による登録有形文化財旅館の復旧支援
구마모토고등전문학교 특명객원교수 이소다 세츠코/ 2020년 구마모토 7월 호우로 인한 등록유형문화재 여관의 복구지원
・三重大学教授・日本イコモス副委員長 花里利一, HANAZATO Toshikazu 文化財建造物の強風災害の歴史と研究動向
미에대학 교수, 일본 이코모스 부위원장 하나자토 도시카즈/ 문화재건조물의 강풍 재해의 역사와 연구 동향
1645 総括討論
司会 立命館大学歴史都市防災研究所 金 度 源 、 K I M D o w o n 총괄토론 사회 리츠메이칸대학교 역사도시방재연구소 김도원 교수
1725 今後の展望、謝辞等 향후의 전망, 감사의 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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