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리성 정전 정면측(유료구역)
옻칠 재시공 등의 작업 예정에 대해서
슈리성공원은 1992 년에 개원하여 약 25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 유일의 '붉은 성'인 슈리성은 천연 옻칠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옻 공예
작품'으로, 그 '붉은 색조' 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옻칠 재시공 등의
작업을 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전도 개원 이래 옻칠 재시공 등의 작업을 적절하게 실시해 왔습니다만, 항상 남국의
강한 햇살과 심한 비바람에 노출되어 옻 도장과 채색의 열화, 금박 벗겨짐 등이
현저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슈리성 정전의 옻칠 재시공 작업 등을 2016 년도부터 3 년간 실시하는 것이
계획되었고,

지금까지

정전

정면측(중앙부분)의

재시공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 년 4 월부터는 이어서 정면 왼쪽, 오른쪽의 공사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작업기간 동안은 발판이나 시트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정전이 일부 보기 어렵게 되어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정전 관람에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슈리성 정전의
'붉은

색조'

등을

잘

유지하고,

차세대에

중요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작업이오니 아무쪼록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작업기간】 2018 년 4 월 10 일~2018 년 11 월 30 일까지
※작업기간은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업기간 동안은 작업 발판이나 시트에 의해 정전이 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전 내부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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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시기

Ⅰ．슈리성 정전 외부 옻 도장 개수 등의 작업 계획(2016 년∼ 2018 년)

정면쪽(중앙부분)（작업 완료)

※이미지 합성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릅니다.

작업기간의 발판 설치 이미지

※슈리성 정면쪽 옻칠 재시공 등의 작업은 그 아랫부분에 가능한 한 위화감이 없도록
랩핑 시트에 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는 내원하시는 분들께서 작업 상황의
일부를 보실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 메시 시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도장 공정에 따라서는 자외선 방지나 온도 및 습도 조정을 위해서 천으로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Ⅱ．고하이바시라가라하후의완료상황과슈리성정전정면쪽 왼쪽부분 및 오른쪽
부분 옻도장·채색의열화상황









【팔작집지붕부분현어서까래등퇴색】


【외벽부옻칠박리】































【고하이바시라 向拝柱 】

【고하이바시라측면기둥문지방옻열화】

재시공완료

Ⅲ．슈리성 정전 정면쪽 옻 도장 개수 등의 작업기간 중 서비스
①

옻 도장 개수 등 작업에 관한 영상 방영(남전·번소 1 층)
이전 정전 옻 도장 개수 등 작업에 관한 영상을 유료구역 내에서 방영합니다.
영상은
일본어
음성과
영어·중국어(번체자·간체자)·한국어
자막
해설로
진행됩니다.

②

옻 도장 개수 등 작업에 관한 설명(남전·번소 1 층)
옻 도장 개수 등 작업에 관한 설명 전시(각 공정의 해설판 패널과 공정 옻칠판,
원재료 등)를 실시합니다.

설명 전시 이미지

옻칠판에 의한 채색 도장
공정 설명程說明程说明

③ 슈리성 정전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정원, 남전 1 층,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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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