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리성 정전 정면쪽(유료구역)
재옻칠 등의 작업 예정에 대해서

평소 슈리성공원의 운영에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슈리성공원은 1992 년에 개원하여 올해로 24 년이 경과했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한 ‘빨간색 성’인 슈리성은 천연 옻이 칠해진 이른바 ‘옻공예의 작품’으로 그
‘빨간색’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옻칠(옻 도장 개수) 등의 작업을 적절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전 외부에도 1992 년 공용 개시 이래 재옻칠 등의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항상 오키나와의 강한 햇살(자외선)과 심한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옻 도장과 채색의
열화, 금박 벗겨짐 등이 현저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슈리성 정전 외부 재옻칠 등의 작업을 2016 년부터 3 년 동안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 년 8 월부터 정전 배면쪽(미개원 구역쪽) 작업에 착수하였고, 슈리성
정전의 정면쪽(개원 구역쪽) 작업도 빠르면 2017 년 3 월경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슈리성 정전 정면쪽 작업기간 동안은 작업 비계와 시트에 의해 정전 정면이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원하시는 여러분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슈리성 정전의 ‘빨간색’ 등을 지키고 매력적인 슈리성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업 착수 시기와 기간 등이 정식으로 결정되면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리성공원에서는 정전 외부 재옻칠(옻 도장 개수) 등의 작업을 2016 년부터 3 년 동안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슈리성 정전 정면쪽도 빠르면 2017 년 3 월경부터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슈리성 정전 외부 옻 도장 개수 등의 작업 계획(2016 년∼ 2018 년)

①

배면쪽 ※미개원 구역

④

③

정면쪽(오른쪽 부분)

정면쪽(왼쪽 부분)

②
정면쪽(중앙 부분)

① 2016 년(8 월∼1 월)

② 2017 년(약 10 개월)
※빠르면 2017 년 3 월부터 작업 착수

정면쪽(중앙 부분)

배면쪽 ※미개원 구역

2018 년(약 8 개월)

③

※4 개월

정면쪽(왼쪽 부분)

④

※4 개월

정면쪽(오른쪽 부분)

※슈리성 정면쪽 재옻칠 등의 작업 중 내원하시는 여러분께 작업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작업장소를 덮는 시트는 투명한 것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단, 도장 공정에 따라서는 자외선
방지나 온도 습도의 조정을 위해서 흰 천으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슈리성 정전 외부 옻 도장·채색의 열화, 금박 벗겨짐 상황】

【슈리성 정전 정면쪽 옻 도장 개수 등의 작업기간 중 서비스(예정)】
① 슈리성 정전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정원, 남전 1 층)
유료구역 내(정원, 남전 1 층)에 설치되는 작업 해설 간판에 있는 QR 코드로 정전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별도 통신료가 듭니다.

QR 코드

간판 이미지

②

옻 도장 개수 등에 관한 전시(※장소는 미정)
옻 등의 도장에 관한 전시를 실시합니다.
설명 전시 이미지

옻칠판에 의한 채색 도장 공정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