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기념 국제학술회의

「21世紀の日韓新パートナシップ共同宣言」 20周年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日韓共同登録記念国際学術会議

한일문화교류의 과거, 현재, 미래

『日韓文化交流の過去、現在、未来』

오시는 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会場アクセス

문의 お問合せ

韓国プレスセンター19階 記者会見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住所 ： ソウル特別市中区世宗大路124 プレスセンター19階 記者会見場

▶ 버스

    서울신문사 하차 : [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지선] 1711, 7016 

                             [순환] 91S투어

    광화문빌딩 하차 : [간선] 700, 707 

                             [광역] 9703, 9714, M7106, M7111, M7119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300M

한일문화교류회의 사무국  韓日文化交流会議事務局
TEL (044)868-6825  FAX (044)868-6826  MAIL kjcec1999@gmail.com

(우)3010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푸르지오시티 1313호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13:30~18:00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한일문화교류회의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일본대사관, 동아일보사

日時 : 2018年10月12日(金)13:30~18:00
場所 : 韓国プレスセンター19階 記者会見場
主催 : 韓日文化交流会議
後援 : 韓国文化体育観光部、在韓国日本大使館、東亜日報社



프로그램

사회 : 이강민 한일문화교류회의 사무국장·한양대 교수

13:30   개회사 정구종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동서대 석좌교수

13:35   축   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대중 포럼 대표

제1세션
『조선통신사 선린외교와 한일관계』

▶ 기조강연

13:50~14:10 장제국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공동추진 위원장·동서대 총장

14:10~14:30 나카오 히로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일본학술회의 회장

▶ 강연 및 사진자료 슬라이드 상영

14:30~14:50 마치다 카즈토  시모노세키역사박물관장

14:50~15:10 오사와 켄이치  오사카역사박물관 학예과장

▶ 패널토론 (70분간)

15:10~16:20 심규선 사회·서울대 기금교수·전 동아일보 대기자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나카오 히로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일본학술회의 회장

 마치다 카즈토  시모노세키 역사박물관장

 오사와 켄이치  오사카역사박물관 학예과장             

 강학자 조선통신사 자료수집·보존활동가 신기수 부인

제2세션
『일본 대중문화 개방 20년과 한일국민교류 1천만 명 시대』

▶ 기조강연

16:30~16:50 권용석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학 교수

16:50~17:10 고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 교수

▶ 패널토론 (40분간)

17:10~17:50 이강민 사회·한일문화교류회의 사무국장·한양대 교수

 권용석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학 교수

 고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 교수

 김영덕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18:00 프로그램 종료

プログラム

司会 : 李康民 韓日文化交流会議事務局長・漢陽大学教授

13:30   開会辞 鄭求宗 韓日文化交流会議委員長・東西大学碩座教授
13:35   祝　辞 都鍾煥 文化体育観光部長官
 金漢正 共に民主党国会議員・金大中フォーラム代表

第1セッション
『朝鮮通信使 善隣外交と日韓関係』

▶ 基調講演
13:50~14:10 張済国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共同推進委員長・東西大学学長
14:10~14:30 仲尾宏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日本学術会議会長

▶ 講演及び資料映像のスライド上映
14:30~14:50 町田一仁   下関歴史博物館館長　
14:50~15:10 大澤研一   大阪歴史博物館学芸課長

▶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70分間)
15:10~16:20 沈揆先 司会・ソウル大学基金教授・前東亜日報大記者
 鄭在貞 ソウル市立大学名誉教授・前東北亜歴史財団理事長
 仲尾宏 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日本学術会議会長
 町田一仁   下関歴史博物館館長
 大澤研一   大阪歴史博物館学課長
 姜鶴子 朝鮮通信使資料収集・保存活動家・故辛基秀夫人

第2セッション
『日本大衆文化開放20年と日韓国民交流1千万人の時代 』

▶ 基調講演
16:30~16:50 権容奭 一橋大学教授
16:50~17:10 小針進 静岡県立大学教授

▶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40分間)
17:10~17:50 李康民 司会・韓日文化交流会議事務局長・漢陽大学教授
 権容奭 一橋大学教授　
 小針進 静岡県立大学教授　
 金泳徳 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副院長

18:00　　　　プログラム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