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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병합 100 년]인 2010 년 8 월 일본 정부는, 

여전부터 강하게 반환을 요구받아 온 [조선 왕실 

의궤]등의 반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측이 반환을

원하고 있는 문화재는 [조선 왕실 의궤]뿐만 아니라, 

오오쿠라(大倉) 집고관 소장 이천 오층 석탑을 비롯하 

여, 국립 박물관이나 전국의 대학, 박물관, 미술관 

소장 문화재나 도서등 여러가지 자료들입니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과거의 식민지 

종주국들은 식민지 지배지에서 여러가지 수단으로

반출해 간 문화재들의 반환을 당사국에서 반환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2010년4월에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문화재 반환 

을 위한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참가국은

이집트, 그리스, 멕시코, 중국, 한국등 16 개국이며, 

외국에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국제 협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응하는 것으로, 

2011 년에는 100 년전에 페루의 마추픽추 유적에서

미국의 예일 대학이 반출한 4 만 6000 점의 문화재가

반환되었습니다. 일본만이 과거의 부채를 직시하지

않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역사

인식, 윤리가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위】2010 년 6 월 12 일에 공개 심포지엄 「한국/ 

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를 생각한다」가 개최되어, 

「한국/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를 생각하는 연락

회의」가 발족했습니다.  

2010 년 11 월 20 일에는 [11·20 문화재 반환 문제, 

일한 공동 심포지엄-조선 왕실 의궤, 이천 오층 석탑 

반환 문제를 중심으로-」가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도 임원】대표 간사:아라이 신이치, 간사 : 

쇼지 쯔토무, 이 소령, 아리미쯔 켕,이 양수, 이 일만,

이가라시 아키라, 모리모토 가즈오 

【연락처】일본102-0074千代田區九段南2-2-7-601 

☎03-3237-0217 Fax03-3237-0287  

E-mail: kcultural_property＠yahoo. co. jp 

[조선 왕실의궤] 

【회비】개인 년간 3, 000 엔, 단체 년간 5, 000 엔

찬조 회비 1인분 년간 10, 000엔

【납부계좌】①우편 대체 계좌:00140-9-607811 

②유초은행(지점번호) 018보통예금(계좌번호) 3379125 

*명의는[한국/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 연락 회의] 

【홈페이지】한국/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 연락 회의

http://www.asahi-net.or.jp/̃vi6k-mrmt/culture/korea/index.html 

【호소문】[한국/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 연락 회의]는, 

연구자나 전문가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조선 

혹은 동아시아 전역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물건> 들의 귀환을 촉진시켜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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