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STORIC CITY and CITY WALLS 

역사도시와 도시성곽 

 제1차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EOUL CITY WALL  

SYMPOSIUM   
2013년 2월 22일(금) 9:30-18:00 Friday, February 22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Multipurpose Hall(8F) in SEOUL CITY HALL 

 * 오시는 길 : 시청역 5번 출구(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행사 문의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T:02-2133-2669)  

초대의 글 

한양도성은 도성 백성의 삶의 터전이자 삶의 현장으로 600년 서울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 순응하여 도성을 세운 조상들의 탁월한 도시 계획 능력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미적 지혜는 21세기 최고의 품격이 서린 도심 속 역사경관을 빚어내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가치를 기초로 한양도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기재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은 세계유산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열망과 자긍심을 볼 때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한양도성을 온전한 문화유산으

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짚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깊고 소명이 큰 길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수의 세계유산 등재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당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성곽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나갔고 앞

으로 한양도성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가꾸고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9:30-10:00 등록 Reception  

사회 Session Chair : 최상기(서울시립대학교 교수)  

CHOE  Sanki(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10:00-10:30 개회사 Opening Remarks 

박원순(서울시장)  

PARK Wonsoon(May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0:30-11:10 기조강연 Keynote 

유럽역사도시에서 유산으로서 도시성곽  

City Walls as a Heritage in the Urban Context 

앙겔리누-콜로나 소피아(이코모스 역사도시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코모스 집행위원)  

AVGERINOU-KOLONIA Sofia(President of CIVVIH,  Executive member of ICOMOS) 

 

11:10-11:40  주제1 Theme 1 

세계유산으로서 이스탄불의 도시성곽  

The City Walls of Istanbul as a World Heritage Property 

아킨 누르(전 이코모스 터키위원장, 이코모스 역사도시분과위원회 집행위원)  

AKIN Nur(Ex President of ICOMOS Turkey, Executive member  of CIVVIH)  
 

12:00-13:30 점심 Lunch   
 

13:30-14:00 주제2  Theme 2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탈리아의 요새도시  

: 베로나, 페라라, 사비오네타의 성곽공원 재건 

Italian fortified cities in the World Heritage List: Verona, Ferrara, Sabbioneta 

콜레타 테레사(이코모스 역사도시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이코모스 이탈리아 사무총장) 

COLLETTA Teresa(Vice President of CIVVIH, Secretary General of ICOMOS Italia)  

14:00-14:30  주제3  Theme 3 

보호하면서 이용하고, 이용하면서 전시한다-난징성곽을 중심으로  

Preservation, Utilization and Exhibition - based on Nanjing rampart  

통번칭(난징계획설계연구원 부원장, 남경역사문화명성연구회 부회장) 

TONG  Benqin(Vice Chairperson of Nanjing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15:00-15:30  주제4  Theme 4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The value of Seoul City Wall from World Heritage perspective 

이상해(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LEE Sang Hae(Chairperson of World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16:00-18:00  토론 Discussion  

좌장 Moderator :  이혜은(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RII Hae Un(President of ICOMOS Korea)  

토론 Discussants : 

김기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KIM Kiho(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KIM Bong Ryol(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이경훈(문화재청 국제교류과장)  

YI Kyung Hoon(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최재헌(건국대학교 교수)  

CHOI Jae Heon(Professor, Konkuk University) 

홍순민(명지대학교 교수 )  

HONG Soon Min(Professor, Myongji University) 

 

주최 l 서울특별시 

주관 l 서울학연구소 

후원 l 문화재청,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ed by Institute of Seoul Studies 

Supported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COMOS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