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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으로

본

2019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기조발제

10월

14:00~18:00

11일(금)

지금까지 지어진 한옥, 앞으로 지어질 한옥
김용미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주소 및 교통편 안내
38116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신경주역(KTX) - 20km, 35분 - 시내버스 700(45분)
경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 10km, 25분 - 시내버스 10(35분), 18, 100-1, 150-1, 100, 150, 11
경주역(무궁화, 새마을호) - 8km, 20분 - 시내버스 10(30분), 18, 100-1, 150-1, 100, 150, 11

●●

한옥

일시

2019년
일 시: 2019년 10월 11일(금) 14:00~18:00
장 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

●

주최 및 주관

주제발표

1. 한옥기술개발 현황과 방향
김상협 | 명지대학교 한옥R&D센터 연구교수

2.목조건축의 산업화 동향과 발전방안
후원

이한식 | ㈜경민산업 대표

3. 한옥 산업화 정책과 추진과제
이종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주 제 산업으로 본 한옥
일 시 2019년 10월 11일(금) 14:00~18:00
장 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

모시는 글

진행순서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4:00 ~14:10

개회사

박소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14:10 ~16:00

기조발제

지금까지 지어진 한옥, 앞으로 지어질 한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개최하는 ‘한옥포럼’은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의 장입니다.

김용미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은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2년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

주제발표1

가치와 전망”, 2013년 “우리가 원하는 한옥”, 2014년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 2015년

한옥기술개발 현황과 방향
김상협 | 명지대학교 한옥R&D센터 연구교수

“실속있는 한옥”, 2016년 “한옥마을 이야기”, 2017년 “한옥 짓는 사람들”, 2018년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한옥”에 이어 2019년에는 “산업으로 본 한옥”을 주제로 한옥

주제발표2

산업화를 위해 추진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조건축의 산업화 동향과 발전방안
이한식 | ㈜경민산업 대표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옥이 재조명되었고, 한옥의
주제발표3

우수성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한옥을
보전·활용하고 새로이 한옥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한옥의 산업화”가 중요한 자리를

한옥 산업화 정책과 추진과제
이종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차지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6:00 ~16:15

휴식 및 정리

16:15 ~18:00

패널 및 전체토론 좌 장

이에 본 포럼에서는 한옥의 우수성과 현대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의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추진된 한옥기술개발의 현황과 한옥의 주요 구조인 목구조의 성능강화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재개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옥 산업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정책을
되돌아보며 향후 추진방향 모색과 함께 한옥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론자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18:00

전봉희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강석목 | ㈜고진티앤시 대표
김헌중 |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윤대길 | 조선건축사사무소 소장
이경석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정연상 | 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폐 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박 소 현
주 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주 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 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주시
문 의 국가한옥센터 T. 044-417-9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