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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행사명 한일축제한마당 2010 in Seoul

일시 2010년 10월 2일(토) ~ 3일(일), 2일간 11:00~20:00

장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주 최 한일축제한마당2010 실행위원회

주 관 한일축제한마당2010 운영위원회

후 원

▶한국측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측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테 마 오랜 역사와 밝은 미래

슬 로 건 우리는 通한다_ 통하는 우리, 통하는 마음, 통하는 미래

기획취지

한일축제한마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 천명의 한국인 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만드는 한일 공동 유일의 최대 규모 교류 행사입니다. 시민 교류, 청소년 교류, 지방

자치체 교류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교류 행사가 보다 나은 한일 양국관계의 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할 것을

확신하며, 이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거센 풍파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국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이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 요

프로그램

1) 특별프로그램

시와스마쓰리, 국립국악원 ‘대백제의 숨결’, 1300년만의 귀향 “마지와푸리(迎解)”

2) 한․일 합동프로그램

-한일퓨전합동공연 : 한국락밴드(그루브올스타즈)+일본 퓨전타악(Bati-Holic)

-한일전통북합동공연 : 한국(오고무) + 일본(모리오카 산사오도리)

-通하는 요사코이아리랑 : 한일공연단체, 일반시민, 자원봉사자 등 참여

3)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연 : 시와스마쓰리,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대회 : 완코소바 많이먹기대회, 한일우정 골든벨, 한일가라오케대회, 으라차차 스모대회

-교류 : 通카페 (通하는 내 짝꿍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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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기본개요

1-2. 사업 현황

기부단체
136개 단체 및 개인

-한국기업 17개사, 일본기업 90개사, 개인 5명, 물품협찬 24개사

참여단체 -28단체 974명 출연 (한국 12단체 484명, 일본14단체 490명)

홍보PR부스 13개 기업 및 지자체 (19부스)

관람객현황

약 7만명

-10월2일(토) : 약 1만명

-10월3일(일) : 약 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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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원자금 (2010년도)

2-2. 총 사업비

구분 분류 원 환산 금액 Won Yen 비고

�

한
국
측

�

지
원
금

한국계기업 396,850,000�

개인 1,700,000�

서울시 40,005,500�

소계 438,555,500�

�

일
본
측

�

지
원
금

SJC�각 기업 235,400,000�

개인 10,200,000�

일본대사관 6,014,000�

소계 251,614,000�

*조성금 309,720,424� 23,824,648� 공적 조성금을 포함

2010지원금 합계 690,378,227��

*�지원 기업은 한일 합쳐서 111사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수입의 부 원 환산 금액 Won Yen 비고

2009이월금 205,933,916� 205,933,916�

한국측 지원금 438,555,500� 438,555,500�

일본측 지원금 251,614,000� 251,614,000�

한국측 부스료 10,655,000� 10,655,000�

일본측 부스료 14,325,142� 14,325,142� 1,101,934� 為替13：1�
이자 167,083� 157,933�

*VJC (39,000,000)

205,720,424�

3,000,000�

為替13：1�*일한 문화 교류 기금 (152,147,424) 11,703,648�

*국제 교류 기금 (14,573,000) 1,121,000�

합계 921,250,641�

지출의 부 원 환산 금액 Won Yen 비고

한국측 사무국 579,650,212�

일본측 사무국 75,645,461� 5,505,940�

출연단체 경비 94,278,564�

본부 사무국 경비 11,000,000�

축제책 1,876,020�

팀별 경비 10,627,028�

교류회 경비 19,167,120�

기타 4,131,940�

이자세금 23,370�

합계 796,399,715�

이월금액(원) 134,850,926�

5

* 실제로 입금되어 있지 않은 지원금의 환율은 1엔：13원으로 산출함.�또한 ( )�내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상기 이월금에는,�AMAX�계좌에 1,000만원의 지원금의 이월금 있어.�2011년도에 정산할 예정

2.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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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 협력기업 27개사 (*금액→가나다라순)

한일축제한마당의 자금조달은 거의 한일 개별기업으로 부터의 협찬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 측이 담당하고,�일본기업에 대해서는 SJC�(서울재팬클럽)가

담당하여 지원금의 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구체적인 자금모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본대사관 및 SJC가 각 기업에 지원 안내서를 배포

2)�한일축제한마당 사무국은 한국문화예술원회의 “지정기부금제도”�(주한기업),�일본국제

교류기금의 “특정기부금제도”�(재일기업)에 신청을 하여 실시

3)�각 기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지원금을 입금

4)�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일본국제교류기금은 기업에 대해서 세금의 감면 효과가 있는 영수증을 발행

5)�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일본국제교류기금이 한일축제한마당 사무국에 입금

6)�한일축제한마당사무국은 잔여금액을 다음 해의 행사를 위해 이월 및 관리

7)�각 기업으로 받은 협찬상품은 제공된 판매 값의 90%를 지원금으로 환산,�지원기업 혜택과 같이 대응

• 국민은행 (国民銀行)
• 삼성전자 (三星電子)
• 신한은행 (新韓銀行)
• 전국경제인연합회 (全国経済人連合会)
• 호남석유화학㈜ (湖南石油化学(株))
• 동아제약 ㈜ (東亜製薬(株))
•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大韓生命保険(株))
• 롯데쇼핑㈜ (ロッテショッピング(株))
• 아시아나항공㈜ (アシアナ航空㈱)
• ㈜삼양사 ((株)三養社)
• ㈜효성 ((株)暁星)
• 대한제당㈜ (大韓製糖(株))
• 동원산업㈜ (東遠産業(株))
• 엘지상사 (LG商事 (Pixdix))
• 롯데제과 ㈜ (ロッテ製菓㈱)
• ㈜롯데칠성음료 ((株)ロッテ七星飲料)
• ㈜빙그레 ((株)ピングレ)
• ㈜신도리코((株)SINDOH)
• ㈜한국캠부리지필터 ((株)韓国cambridgefilter)
• CJ제일제당 (CJ第一製糖(株))
• POSCO
• 삼성물산 (三星物産)
• SK텔레콤 (SKテレコム)
• ㈜농심 ((株)農心)
• ㈜ 미산
• ㈜비지에이치코리아 (BgH Korea(株))
• 한국자막방송㈜

6

2. 사업비

2-3. 지원금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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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丸紅㈱ (한국마루베니㈜)
• 韓国三井物産㈱ (한국 미쓰이물산)
• 韓国三菱商事(株)�(미쓰비시상사)
• SUMITOMO�CORPORATION�KOREA�LTD.�(SUMITOMO�CORPORATION�KOREA�LTD.)

• TORAY�INDUSTRIES.INC�(TORAY�INDUSTRIES,INC�)

• ㈱韓国フジゼロックス (㈜한국후지제록스)
• 韓国ヤスカワ電気 (한국야스카와전기)
• 第一麒麟薬品(株)�(제일기린약품㈜)
• ㈱日立LGデータストレージコリア ((주)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코리아)

• YKK韓国㈱ (YKK한국주식회사)
• 韓国味の素㈱ (한국아지노모도㈜)
• ㈱韓国トヨタ自動車 (㈜한국토요타자동차)
• ㈱韓国日立 (㈜한국히타치)
• 東友ファインケム㈱ (동우화인켐 ㈜)

• 日立ハイテクノロジーズコリア(株)（日立グループ） (Hitachi�High-Technologies�Korea�Co.,�Ltd.)

•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 三井住友銀行ソウル支店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서울지점)

• キャノンコリアコンシューマーイメージング㈱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 キャノンセミコンダクターエンジニアリングコリア (캐논쎄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 韓国伊藤忠(株)�(한국이토추㈜)
• 韓国エプソン㈱ (한국엡손㈜)
• 韓国双日㈱ (㈜힌국소지쯔)
• キャノンコリアビジネスソリューションズ㈱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韓国アステラス製薬 (한국아스텔라스)
• 韓国富士通(株)�(한국후지쯔㈜)
• 東京ｴﾚｸﾄﾛﾝｺﾘｱ(株)�(동경엘렉트론코리아㈜)

• ㈱フジタソウル支店 (㈜후지타서울지점)

• 韓国サンヨー化成

• 三菱東京UFJ銀行 ソウル支店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서울지점)

• 横河電気 (요코가와전기)
• 韓国ダイワ精工（株） (한국다이와정공㈜)
• 韓国SMC空圧(株)
• 韓国ウシオ㈱

7

2. 사업비

2-5. 일본 협력기업 90개사 (*금액→가나다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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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KA�KOREA�CORPORATION�(아데카코리아㈜)

• (株)ISFnet Korea�((주)아이에스에프넷코리아)

• IHIコーポレーション (IHI�Corporation)

• エイジェックコリア ((주)에이젝코리아)

• オリエント海運（株） (오리엔트해운㈜)

• オリックスキャピタルコリア㈱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韓国第一三共㈱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 韓国テルモ(株)�(한국테루모㈜)
• 韓国デンソー販売㈱ (한국덴소판매주식회사)
• 韓国日立化成電子材料㈱ （日立グループ）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

• 韓国村田電子㈱ (한국무라타전자㈜)
• ㈱韓国リソーコリア (한국리소코리아)

• 金＆張 法律事務所 (김,장 법률사무소)

• ”K”LINE�(KOREA)�LTD.�((주)케이라인 마리타임 코리아)

• 三瑩電子工業 (삼영전자공업㈜)

• サンヨーセールス＆マーケティングコリア㈱ (산요세일즈앤마케팅한국㈜)

• 住精ケミカル㈱ (스미세이케미칼㈜)

• セロンオートマティブ㈱ (새론오토모티브㈜)

• 全日本空輸株式会社ソウル (젠닙본쿠유카부시키카이샤서울)
• ソニーコリア㈱ (소니코리아㈜)

• Sony�Supply�Chain�Solutions(Korea)Co.,Ltd (소니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즈 코리아)

• 太栄山九国際物流㈱ (태영산구국제물류㈜)
•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ソウル支店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서울지점)
• (株)野村総合研究所 (노무라종합연구소)
• Panasonic�Korea�Ltd.(PKL)�(파나소닉 코리아㈜)

• バンダイコリア㈱ (반다이코리아㈜)

• マブチモーターコリア㈱ (마부치모타코리아주식회사)

•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株)韓国支店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한국지점)
• 三菱電機㈱韓国支店 (미쓰비시전기(주)한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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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본 협력기업 90개사 (*금액→가나다라순)

2.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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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AHA�MUSIC�KOREA�Ltd�(야마하뮤직코리아㈜)

• 郵船航空サ－ビス韓国(株)�(유센항공서비스한국㈜)
• 韓国JFE�Steel�株式会社 (한국제이에프이스틸㈜)
• HMF�Technology�Korea�Co.LTD��(HMF�Technology�Korea�Co.,Ltd.)

• エルマールコリア (㈜엘마르코리아)

• LG日立 (LG�Hitachi�)

• 韓国NTN販売㈱ (한국엔티엔판매㈜ )

• ㈱韓国オムロン電装 ((주)한국오므론전장)
• 韓国大日本印刷(株)�(대일본인쇄㈜ (DNP�Korea))
• 韓国油研工業(株)�(한국유켄공업㈜)
• 韓徳化学㈱ (한덕화학㈜)
• 韓日特殊鋼㈱ (한일특수강㈜)

• 韓国カワサキマシンシステム㈱ (�한국가와사키머신시스템㈜)
• JATCOコリアエンジニアリング㈱ (자토코코리아엔지니어링)

• TDK韓国㈱ (TDK한국주식회사)
• ニコンプレシジョンコリア㈱ (니콘프레시전코리아㈜)

• 野村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ソウル事務所 (노무라에셋매니지먼트)

• 野村金融投資㈱ (노무라금융투자㈜)

• パイオラックス(株)�(파이오락스㈜)

• 日立オートマティブシステムズコリア（日立グループ） (히타치오토모티브 시스템즈 코리아)

• 日立金属アドメット㈱韓国支店（日立グループ） (히타치금속어드멧(주)�한국지점)

• 双葉電子部品コリア㈱ (후타바전자부품한국㈜)
• KDDIコリア(株)�(케이디디아이코리아㈜)

• ｵﾘｴﾝﾀﾙﾓ-ﾀ-ｺﾘｱ(株)�(오리엔탈모터코리아㈜)

• 韓国NSK㈱ (nskkorea)
• (株)損害保険ジャパンソウル駐在員事務所 (Sompo Japan�Consulting(Korea)�Inc.)
• BANDO�KOREA�CO.,LTD�(반도코리아(주)�)

• NEX�Global�Logistics�Korea�Co.,LTD (넥스글로벌로지스틱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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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본 협력기업 90개사 (*금액→가나다라순)



10

• ㈜네오위즈 인터넷 ((株)Neowizインターネット)

• 일본ＳＡＫＥ (株式会社 日本SAKE)

• ㈜TERUMO (TERUMO�KOREA�CORPORATION)

• 대한항공 (大韓航空)

• ㈜TORAY�(TORAY�INDUSTRIES,INC)

• ㈜아이와 푸즈 동아리 시청광장점 ((株)アイワフーズとんあり市庁広場店)
• 롯데호텔 (ロッテホテル)

• 서울가든호텔 (ソウルガーデンホテル)

• 송도파크호텔 (ソンドパークホテル)

• 전방군제 주식회사 (全紡グンゼ株式会社)
• 진야 (陣屋)

• 한국 닌텐도 (韓国 任天堂)
• 한국 엡손 ㈜ (韓国エプソン㈱)
• 주식회사 미스터 도너츠 코리아 (株式会社 ミスタードーナツコリア)

• PACOMERI

• 신영 Wacoal�(Ｓｈｉｎｙｏｕｎｇ Ｗａｃｏａｌ Ｉｎｃ)

• 야마하뮤직코리아㈜ (YAMAHA�MUSIC�KOREA�Ltd)

• 한국 카레 하우스 주식회사 COCO이치반야 (韓国カレーハウス株式会社COCO壱番屋)
• NARA�FOOD�(NARAフード)

• ANA�(全日本空輸株式会社)
• PANSTAR� CO.,LTD

• 미사토초 (美郷町)
• 미사토초 난고쿠 (美郷町南郷区)
• 미야자키현 관광컨벤션협회 (宮崎県観光コンベンション協会)

• (주)한국에스엘에스 ((株)SLS)�임상빈

• 문영미 (ムン・ヨンミ)

• 최유정 /�최지예 (チェ・ユジョン /�チェ・ヂイェ)

• 한국닛켄 (韓国日研(株))�와카이슈지
• 타카하시 아츠시 (TAKAHASHIATS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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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인 (5명)

2-7. 물품 협찬사 (2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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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스마쓰리 홍보관 (師走祭り 広報館)

• (재)지역전통예능활용센터 ((財)地域伝統芸能活用センター)

• 규슈관광추진기구 (九州観光推進機構)

• 북도호쿠 3현(아오모리현.�아키타현.�이와테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

(北東北３県(青森県.�秋田県.�岩手県)·北海道ソウル事務所)

• (재)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財)沖縄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 헤이조천도 1300년 기념사업협회 /�나라현 (平城遷都1300年記念事業協会/奈良県)

•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静岡県ソウル事務所)

• 일본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 (日本観光庁 /�日本政府観光局(ＪＮＴＯ))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

• 한국관광공사 (韓国観光公社)

• 동아오츠카 (ＤＯＮＧＡ－ＯＴＳＵＫＡ)

• ㈜신한은행 ((株)新韓銀行)

• 2010�한국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 서울관광 홍보관’ /�2010�제15회 서울관광사진전)

(2010�韓国訪問の年 ‘ソウルと共にソウル観光広報館’�/�2010�第15回 ソウル観光写真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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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2-8. 홍보PR부스 (1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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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직도

주최 :�실행위원회

(서울행사)

사무국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도쿄행사)

사무국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일축제한마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주최자이다. 실행위원장은 그 대표이다)

주관 :
한국측운영위원회

한일축제한마당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주
관사이다.
운영위원회는 실행위원회로부터 위탁을
접수, 행사운영 및 관리를 한다.
운영위원장은 그 대표이다

주관 :
일본측운영위원회

일본국내에서 실행위원회에 대해 자금. 
홍보. 행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감사위원회

회계감사 및 업무내용 감사

한국측사무국

KP Communication

기획. 운영. 연출. 홍보. 안전관리. 출연단체 섭외. 
관광객 유치. 허인가 신청. 대회교섭 등의 업무. 
실행위원회의 사무국을 보좌한다.

일본측사무국

E&C 하우스

기획. 운영. 연출. 홍보. 안전관리의 지원이나
일본측 출연단체 섭외. 관광객 유치. 일본측
허인가 신청. 대외교섭을 한다.

기획작성

연출총괄

운영총괄

홍보

참가단체

마케팅

홍보

참가단체모집

참가단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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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조직

협찬사

각 매스컴

각 참가단체

운영관리

행사 총괄

시스템

디자인/시공

회장운영관리

매체별 홍보/광고

모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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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실행위원장

姜信浩（강신호 ｶﾝ･ｼﾝﾎ） 全国経済人聯合会名誉会長 (전국 경제인 연합회 명예회장)

▶한국측 실행위원

李承潤（이승윤 ｲ･ｽﾝﾕﾝ） 韓日協力委員会顧問 (한일 협력 위원회 고문)
呉在熙（오재희 ｵ･ｼﾞｪﾋ） 韓日協力委員会副会長(한일 협력 위원회 부회장)
趙錫來（조석래 ﾁｮ･ｿﾝﾈ） 曉星会長 (효성 회장)
高杉暢也（Takasugi�Nobuya） 金&張法律事務所顧問 (김&장 법률 사무소 고문)

李泳官（이영관 ｲ･ﾖﾝｸﾞｧﾝ） Toray�Advanced�Materials�Korea�Inc.社長

(Toray�Advanced�Materials�Korea�Inc.사장)

鞠守鎬（국수호 ｸｯｸ･ｽﾎ） 振付師、Didim舞踊団長 (안무가,�Didim�무용 단장)
文熙喆（문희철 ﾑﾝ･ﾋﾁｮﾙ） 東友ファインケム副会長 (동우화인켐 부회장)
辛東奎（신동규 ｼﾝ･ﾄﾞﾝｷﾞｭ） 銀行連合会会長 (은행 연합회 회장)
李伯淳（이백순 ｲ･ﾍﾞｸｽﾝ） 新韓銀行銀行長 (신한은행 은행장)

長井正成（Nagai�Masanari） Seoul�Japan�Cluｂ理事長 (Seoul�Japan�Club�이사장)

金德洙（김덕수 ｷﾑ･ﾄﾞｸｽ） 韓国芸術総合学校教授 (한국 예술 종합 학교 교수)
金鈗（김윤 ｷﾑ･ﾕﾝ） 三養社会長 (삼양사 회장)
曺大鉉（조대현 ﾁｮ･ﾃﾞﾋｮﾝ） KBS副社長 (KBS부사장)

金連基（김연기 ｷﾑ･ﾖﾝｷﾞ） 日本語能力試験実施委員会委員長
(일본어 능력 시험 실시위원회 위원장)

夫伯（부백 ﾌﾞ･ﾍﾞｸ） 慶熙大学校教授 (경희대학교 교수)
裵勇俊（배용준 ﾍﾟ･ﾖﾝｼﾞｭﾝ） 俳優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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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측 실행위원회 구성

3.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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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실행위원장

成田豊（Narita�Yutaka） 電通名誉相談役 (덴츠 명예 상담역)

▶일본측 실행위원

飯島英胤（Iijima�Hidetane） 日韓経済協力会会長 (일한 경제협력회 회장)
石川聡（Ishikawa�Satoshi） 共同通信社長 (쿄도 통신사장)

李大成（이대성 ｲ･ﾃﾞｿﾝ） 早稲田大学教授 (와세다 대학 교수)
上野徹（Ueno�Toru） 日本雑誌協会理事長 (일본 잡지 협회 이사장)
小倉紀蔵（Ogura�Kizo） 京都大学准教授 (쿄토 대학준교수)
呉公太（오공태 ｵ･ｺﾞﾝﾃ） 在日民団副団長 (재일 민단 부단장)
内山斉（Uchiyama�Hitoshi） 日本新聞協会会長 (일본신문협회 회장)
黒田福美（Kuroda�Fukumi） 俳優 (배우)

鮫島章男（Sameshima�Fumio） 日韓文化交流基金理事長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

杉良太郎（Sugiyama�Ryotaro） 俳優、歌手 (배우,�가수)

崔鐘太（최종태 ﾁｪ･ｼﾞｮﾝﾃ） 在日韓国商工会議所会長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張炳孝（장병효 ﾁｬﾝ･ﾋﾞｮﾝﾋｮ） 韓国企業連合会会長 (한국기업연합회 회장)
張勲（장훈 ﾁｬﾝ･ﾌﾝ） 野球解説者 (야구해설가)
広瀬道貞（Hirose�Michisada） 日本民間放送連盟会長 (長 (일본민간방송연맹 회장)
福地茂雄（Fukuchi�Shigeo） NHK会長 (NHK�회장)
山本忠人（Yamamoto�Tadahito） 富士ゼロックス(株)社長 (후지 제록스(주)�사장)

依田巽（Yoda�Tatsumi） (株)ティーワイリミテッド会長 ((주)�T.Y.�Limited회장)

14

3-3. 일본측 실행위원회 구성

3.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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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시바타 토시하루(柴田俊治) ㈜태영산구 국제 물류 부장

부위원장 스즈키 히로시 (鈴木浩)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공보문화원장

부위원장 윤태원 (ユンテウォン) ㈜화인존 대표

고문 타카스기 노부야 (高杉暢也) 김&장 법률사무소

본부 사무국장 김조웅 (キムジョウン)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이사

간사 야노 신이치 (矢野 進) 일본대사관 이등서기관

간사 오오시마 마사히코 (大島昌彦) 일본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장

간사 이진숙 (イジンスク) 국가브랜드위원회 사무관

간사 사토이 루이코 (里井瑠衣子)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감사 혼다 오사무 (本田修) 국제교류기금서울일본문화센터 소장

감사 요시다 타카시 (吉田隆)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JNTO)소장

운영위원 이병진 (イビョンジン) 세종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이선순 (イソンスン)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운영위원 히라이 토시하루 (平井 敏晴) 번역가 /�문화연구가

운영위원 나카시마 신이치로 (中島伸一郎) 롯데손해보험㈜

운영위원 야마사키 히로키 (山崎宏樹) 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

운영위원 박진희 (パクジンヒ)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운영위원 전진용 (ジョンジニョン) COPANEA�프로듀서

운영위원 시바카와 타카히코 (芝川隆彦)

운영위원 코바야시 나오히토 (小林直人)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운영위원 오구라 다이 (小椋大) (재)자치체국제화협회

운영위원 야마다 마스미 (山田麻須美)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운영위원 무로야 마도카 (室谷まどか) 한국관광공사

운영위원 야스모토 토시오 (安本俊夫) (재)자치체국제화협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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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조직



16

운영위원 나카이 토모히로 (中井智洋)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일등서기관

운영위원 이형은 (イヒョンウン)

운영위원 정진아 (ジョンジンア) 용산삼정화학

운영위원 미우라 카스미 (三浦花澄) 이화여자대학원

운영위원 조정원 (ジョジョンウォン) 동덕여자대학교

운영위원 이태균 (イテギュン) 한일학생미래회의(KJSFF)

운영위원 박지상 (パクジサン) 삼육대학교

운영위원 진윤희 (ジンユンヒ) 동덕여자대학교

운영위원 송승원 (ソンスンウォン) 연세대학경영학과

운영위원 조정주 (ジョジョンジュ)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운영위원 전경훈 (ジョンギョンフン) 백석대학교

운영위원 박시연 (パクシヨン) 한일학생미래회의(KJSFF)

운영위원 천재환 (チョンジェファン) 한일학생미래회의(KJSFF)

일본측운영사무국 松尾勝 (마츠오 마사루) E&C�하우스 부장

한국측운영사무국 최 혜영(チェヘヨン) KP�Communication 국장

한국측운영사무국 최 혁(チェヒョク) KP Communication�PD

한국측운영사무국 高澤智美 (타카자와 토모미) KP Communication�PD

한국측운영사무국 김 미혜(キムミヘ) KP Communication�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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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총괄자(결재)

운영위원장 ： 시바타토시하루

부운영위원장 ： 스즈키 히로시

부운영위원장 ： 윤태원

운영위원회(의결)

팀 별

■연출・출연단체 팀 :�中島(師走祭り）

■Press�&�홍보 팀 :��윤태원

■회장운영관리팀 :�安本（全般),�小椋（ブース全般）

■자원봉사 팀 :��전진용

■내빈대응 :�矢野進一（兼務）

■위기관리 :�鈴木弘（兼務)

:

중요한 의사는 운영위원회에 대해 심의해 결정한다.�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운영 총괄자가 결재해,�후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대외적인 서류 및 운영 내용에 관한 결재는 운영 총괄자가 실시한다.

한국측
사무국

KP�
Communication

일본측
사무국

E&C
하우스

팀장은 각 팀의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한다.�팀 활동 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해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심의한다.�덧붙여 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운영 통괄자의

가결재를 받아 활동해,�후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한다.

각 사무국은 간사단 및 팀장과 공동으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운영 총괄자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는다.

간사단

■ 실행위원회·운영 원회 회의·예산관리 담당 ： 사토이 루이코

■ 대외 교섭 담당 ：

■ 지원금 담당 /�한국 기업 ：

■ 지원금 담당 /�SJC기업

：

담당 간사는 관계하는 내용에 관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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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작업은 실시부문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그 현장부문의 관리 ·�지도를 따른다.)

실행예산관리・계약관리・협찬금 관련사항

팀장 위원회 담당 사무국 담당

관리부문의 총괄본부로,�최종
결정기관,실시부문을 포함한
운영을 대표한다.

연출,�행사진행에 대한
관리・지도,�출연자관련
사항 관리・지도 실행위
원,�협찬사에 대한 대응
도 필요에 의해
실시

운영위원장

柴田

부위원장

윤태원

부위원장

鈴木弘

간사

矢野進一

간사

里井瑠衣子

연출.�출연단체 관리

中島(師走祭り）

자금관리

金照雄

위원회 담당 사무국 담당

위원회 담당 사무국 담당

松尾勝(高円寺阿波踊り) 최혜영

李起淑(北東北三県・ねぶた） 최혁

李智元（北東北三県・竿灯） 최가영

山崎（J-POP） 타카자와 토모미

緒方（よさこい） 고은섭

이선순（よさこい） 강미진

정진아（よさこい） 홍해영

矢野（バチ・ホリック） 정기영

大島（日本人学校）
平井（地域伝統３校）
山田（地域伝統３校）

이진숙（地域伝統３校・鳥取）

小椋（師走祭り）

孔章源（文化院・唐子踊り

南美敬（文化院・飛鳥高校）

회장운영관리

安本（全般）

小椋（ブース全般）

내빈대응

矢野進一（兼務）

위기관리

鈴木弘（兼務)

Press�&�홍보

윤태원

위원회 담당 사무국 담당

南美敬（文化院・体験ブース） 최가영

平井（星ブース)

위원회 담당 사무국 담당

崔昇恵（文化院）
정진아

자원봉사

정진용

위원회 담당 사무국 담당

里井（兼務） 최혁

위원회 담당 사무국 담당

최혜영

위원회 담당 사무국 담당

김미혜

부팀장

연출.�출연단체 관리

室谷（はなこりあ）

박진희(師走祭り）

髙橋（北東北三県)
芝川（よさこい）

자금관리

里井瑠衣子

회장운영관리

大島(体験ブース）

山田（自治体ブース）

이진숙（星ブース）

내빈대응

里井瑠衣子(兼務

내빈대응

山崎

Press &�홍보

平井

자원봉사

小林直人

공보문화원장

鈴木弘

SJC�부이사장

鈴木弘

대교류회 담당

副院長 鈴木正人

대교류회 (부)

坂田

SJC�관리.�감사

大島

本田修

회의실관리

大島

事務局員

VIP・協賛企業・招待者などの来賓すべてに対応

ディアを通して対外的な情報発信・受信に関するものメすべてに対応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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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출 /�총감독

최혜영

서울광장 연출

총연출 최혜영

연출
무대상수/

한.일 출연진 관리
최혁

무대하수/
사회자 관리

고은섭

일본 출연진
관리

타카자와
토모미

총연출 보조 /
시스템관리

강미진

시민참여 이벤트 홍해영

시민참여 이벤트
정기영
(사전참여)

서울광장 진행

무대/미술 신현규/�김은성

전기/전력 소진만

음향 조은음향

조명 이주호

특수효과 정종덕

영상 김경진

중계/기록 정해만

VJ 김해성

개막식
사회자

SBS아나운서
박은경 (여)

이나가와유우키 (남)

공연 사회자
이윤수

나카에다시오리

이벤트
사회자

김용명 (개그맨)

이에나가유코

청계광장 연출

연출 최가영

무대하수
사회자 관리

권오성

무대상수 임규호

출연진 관리 강정환

물품운영 및
관리

신명근

운영

물품운영 및
관리

박미파

체험부스관리
(서울광장)

김조은

회장관리 최경식

스템프렐리 이애라

스템프렐리 이진영

행사장 운영 박윤미

자원봉사자관리 이유리

경비/경호 김동원

안전/의료 김범묵

차량/주차관리 손민호

홍보

운영사무국/
홍보

김미혜

홈페이지 이승민

인쇄물 디자인 김호성

언론홍보 (신문) 박주

일본어 번역 서지나

일본어 통.번역 전혜연

청계광장 진행

무대/미술 신현규/김은성

전기/전력 소진만

음향 조은음향

조명 이주호

영상 김경진

중계/기록 정해만

공연사회자
임정희

이나가와유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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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교류

단순 보는 축제에서 탈피,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전향

• 완코소바 많이 먹기 대회

• 으라차차 스모대회

• 한일우정 골든벨

• 한일가라오케 대회

•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

• 양국의 대표 축제 재현

• 양국의 백제문화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

양국간의 전통체험 , 

문화체험을 배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한일양국간의 활발한

시민교류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마련

• 通 Café 
“通하는 내 짝꿍을
찾아주세요”
(*자원봉사자 연계)

• 한일 전통체험

• 한일 전통복체험

• 금붕어네부타만들기

• 색종이로 전통한복 만들기

• 음식문화체험

공연공연
시민시민
참여참여

체험체험

통통하는하는 마음마음이이 있습니다있습니다!!
1300년을 이어온 백제의 숨결 “시와스마쓰리”를 비롯한 다양한 한일교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양국의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통하는하는 미래미래가가 있습니다있습니다!!
사람의 교류, 문화의 교류, 지역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 양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통통하는하는 우리우리가가 있습니다있습니다!!
일본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通café,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코소바 많이 먹기 대회, 스모체험 등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 2010�in�Seoul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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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항목 시간 공연명 출연단체 비고

제1부

통하는 우리

만남 12:00~13:00
완코소바

많이먹기대회
일반시민

소통

”몸짓으로 말하다”
13:00~14:00

일본지역

전통예능공연

고쇼가와라 다이이치고교

돗토리현립치즈농림고교

슈가쿠칸고교

소통“

소리로 말하다”
14:00~14:40

한/일전통북

합동공연

모리오카 산사오도리

연희집단 ‘공간’

Intermission 14:40~15:00 - -

어울림

15:00~15:30 으라차차 스모대회 일반시민
우천으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15:30~15:45 가구라 시와스마쓰리

15:45~16:00 가라코오도리 가라코오도리보존회

16:00~16:30 봉산탈춤 봉산탈춤보존회
우천으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제2부

통하는 마음

개막식

“마음을 열다”
16:40~17:50

개막식 오프닝공연

공식행사 /�축하공연
좋은친구들/가토 카즈키

공감

17:50~18:20 대백제의 숨결 국립국악원

18:20~18:30 청계광장 시와스마쓰리 퍼레이드 진행

우천으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18:30~19:45 시와스마쓰리 시와스마쓰리/일반시민

19:45~20:05
1300년만의 귀향

“마지와푸리(迎解)”
한누리연희단

제3부

통하는 미래

밝은미래 20:05~20:25 아키타 간토마쓰리 아키타 간토마쓰리

함께하는 미래 20:25~20:45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청계광장

항목 시간 공연명 출연단체 비고

제1부

통하는 우리

만남 13:00~13:30 2009년 축제다시보기 -

소통
13:30~15:30 한일가라오케대회

일반시민/서울일본인학교/

판타지밸리댄스공연단

15:30~16:00 태권도 퍼포먼스 창조태권예술단

어울림
16:00~16:20 퓨전북공연 BATI-HOLIC

16:20~16:40 요사코이아리랑 하나코리아

제2부

통하는 마음
- 17:15~17:45 고엔지아와오도리 고엔지합동연 횻토코

서울광장 이원생중계 16:4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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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로그램 _ 10월2일(토)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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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항목 시간 공연명 출연단체 비고

제1부

통하는 우리

만남 12:00~13:00 한일우정 골든벨 일반시민

소통

”몸짓으로 말하다”

13:00~13:30 한국전통무용 연희집단 ‘공간’

13:30~13:50 요사코이아리랑 하나코리아

13:50~14:20 으라차차스모대회 일반시민

소통

“소리로 말하다”
14:20~15:10 한일퓨전합동공연

Bati-Holic

그루브 올 스타즈

어울림

15:10~15:40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 보존회

15:40~16:10 고엔지아와오도리 고엔지합동연 횻토코

제2부

통하는 마음

우정 16:10~16:30 J-POP 가토 카즈키

공감

16:30~16:50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프로그램

추가

16:50~17:20 대백제의숨결 국립국악원

17:20~17:30 청계광장 시와스마쓰리 퍼레이드 진행

17:30~18:45 시와스마쓰리 시와스마쓰리 /�일반시민

18:45~19:05
1300년만의 귀향

“마지와푸리(迎解)”
한누리연희단

제3부

통하는 미래

밝은미래 19:05~19:20 아키타 간토마쓰리 아키타 간토마쓰리

함께하는 미래
19:20~19:35

通하는

요사코이아리랑
요사코이아리랑 춤추는이들

19:35~19:50 강강술래 강강술래보존회

청계광장

항목 시간 공연명 출연단체 비고

제1부

통하는 우리

만남 13:30~14:00 2009년 축제다시보기 -

소통 14:00~15:00 한일청소년교류공연

도쿄도립아스카고등학교

서울일본인학교

카디오스

어울림

15:00~15:30 시민참가레크레이션 일반시민 프로그램 취소

15:30~16:00 전통북공연 모리오카 산사오도리

16:00~16:15 가구라 시와스마쓰리 프로그램 취소

16:15~16:30 가라코오도리 가라코오도리보존회 프로그램 취소

서울광장 이원생중계 16:3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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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로그램 _ 10월3일(일)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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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쇼가와라 다이이치고교 ▼돗토리현립치즈농림고교

▼슈가쿠칸고교 ▼전통북공연-모리오카 산사오도리 ▼전통북공연-연희집단 ‘공간’

▼가구라-시와스마쓰리 ▼가라코오도리-가라코오도리보존회

▼대백제의 숨결-국립국악원

l 서울광장

23

4-3. 프로그램 사진 _ 10월2일 (토)

4. 프로그램

▼완코소바 많이먹기대회

▼개막식_사회자 SBS�박은경 아나운서,�이나가와유우

▼한일합동공연_산사오도리&오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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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가라오케대회 ▼서울일본인학교

▼고엔지아와오도리

▼태권도퍼포먼스-창조태권예술단

▼퓨전타악-BATI�HOLIC ▼요사코이아리랑-하나코리아

l 청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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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로그램 사진 _ 10월2일 (토)

4. 프로그램

▼판타지 밸리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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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당놀이_무등

▼고엔지아와오도리

▼으라차차스모대회

▼글루브 올스타즈

▼일본 퓨전타악_BATI�HOLIC

▼한일우정골든벨

▼요사코이아리랑-하나코리아

4-3. 프로그램 사진 _ 10월3일 (일)

4. 프로그램

▼가토카즈키

▼한일합동공연-BATI�HOLIC&글루브 올스타즈

l 서울광장

▼한국전통무용_부채춤 ▼한국전통무용_북춤

25

▼남사당놀이

▼가토카즈키 ▼아오모리네부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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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로그램 사진 _ 10월3일 (일)

4. 프로그램

▼서울일본인학교 ▼카디오스▼도쿄도립아스카고등학교

26

l 청계광장

▼전통공연 모리오카 산사오도리

▼시와스마쓰리

▼1300년만의 귀향 마지와푸리 ▼通하는 요사코이아리랑▼아키타 간토마쓰리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강강술래_강강술래보존회

▼대백제의 숨결-국립국악원

l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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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한국 출연단체 명 소재지 인원

1 남사당놀이보존회 서울시 강남구 32

2 강강술래보존회 전라남도 진도군 30

3 봉산탈춤보존회 서울시 강남구 17

4 연희집단 ‘공간’
오고무 &�모듬북

인천광역시 남동구
8

한국전통무용 9

5 타악그룹 ‘좋은 친구들’ 서울시 동작구 12

6 올드밴드 ‘Groove All�Stars’ 서울시 동작구 11

7 창조태권예술단 경기도 안산시 26

8
카디오스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소속 응원단)
서울시 서대문구 16

9 판타지벨리댄스공연단 서울시 금천구 10

10 한누리연희단 서울시 성북구 50

11 국립국악원 서울시 서초구 40

12 요사코이아리랑 춤추는 이들 한국 / 일본 223

합 계 484

4-4.1. 한국측 출연단체

27

4-4. 공연 프로그램

4. 프로그램



28

No 일본 출연단체 명 소재지 인원

1 시와스마쓰리 미야자키현 미사토초
30

(미사토초 직원 5명)

2 아키타 간토마쓰리 아키타현 아키타시
32

(실행위원회 2명)

3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아오모리 공항 국제화 촉진협의회)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13
(직원 1명)

4 모리오카 산사오도리 실행위원회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12

5 북.춤.노래 BATI-HOLIC 쿄토후 쿄토시
9

(스텝 2명)

6 가라코오도리 보존회 오카야마현 세토우치시 15

7 하나코리아 도쿄.�사이타마 /�한국
34

(일 4명 /�한 30명)

8 J-POP�공연 ‘가토 카즈키’ 도쿄 7

9 고엔지합동연 횻토코 도쿄 스기나미구 32

10
코쇼가와라다이이치 고등학교

쓰가루샤미센부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

16
(인솔 2명)

11
돗토리현립치즈농림 고등학교

향도예능부
돗토리현 치즈초

16
(인솔 2명)

12
슈가큐간 고등학교
전승예능 아태북부

쿠마모토현 야치요시
22

(인솔 2명)

13 도쿄도립아스카 고등학교 도쿄 북구
12

(인솔 2명 )

14 서울 일본인 학교 서울시 마포구
240

(인솔 5명~15명)

합 계 490명

28

4-4.2. 일본측 출연단체

4-4. 공연 프로그램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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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4.3. 한국측 / 일본측 출연단체 사진

4-4. 공연 프로그램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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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시간 출연자 내용

1 내/외빈 입장 16:40~16:45 - 한일축제한마당 2010 in seoul 내/외빈 입장

2 내빈소개 16:45~16:50 - 주요인사 소개

3 오프닝퍼포먼스 16:50~17:05� 좋은친구들 오프닝 영상 + 개막기념 서무 퍼포먼스

4 개막고지 17:05~17:07
SBS아나운서 박은경

이나가와유우키
한일축제한마당 2010 in Seoul 개막고지

5 환영사 17:07~17:12 강신호 강신호 실행위원장님의 환영사

6 축사 17:12~17:17 유인촌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님의 축사

7 개막선언 17:17~17:20 시바타 토시하루 시바타 토시하루 운영위원장님의 개막선언

8 축하공연 17:20~17:40 가토카즈키 J-POP의 개막 축하공연

9 클로징멘트 17:40~17:50� 박은경 /이나가와유우키 개막식 마무리멘트 / 내․외빈퇴장

● 목 적 :�한일 양국 문화교류 행사의 공식적인 개막 선언

● 일 시 :�2010년 10월 02일(토),�16:40~17:50(70‘)

● 장 소 :�서울광장 메인 무대

● 주요 참석인사 :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강신호(한일축제한마당2010�실행위원장/동아오츠카 회장),�

무토 마사토시(주한일본 대사), 누카가 후쿠시로(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고노 준지(미야자키현 부지사),�

오치 미치오(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다치바나 코타로(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조대식(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기쿠타 히코이치(미사토초 초장), 서강수(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공보문화원장),�

오타 유타카(미사토초 의장),�이재경(한국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다카스기 노부야(김&장법률사무소 고문),�

문희철(동우화인켐 부회장),�신동규(은행연합회 회장),�조대현(KBS�부사장), 나가이 마사나리(서울재팬클럽이사장),�

김덕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부백(경희대학교 문화관광컨텐츠학부 교수),�아즈마 아이미(미스일본 미스기모노)

● 개막식 식순

● 개막식 사진

▼개막식 무대 전경 ▼오프닝영상+오프닝퍼포먼스 ▼환영사_강신호 실행위원장

▼축사_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개막선언_시바타토시하루 운영위원장 ▼축하공연 _가토카즈키

30

4-5. 개막식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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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 체체 시와스마쓰리

소재지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사토초 /�30명 출연

공연일시공연일시 2010.�10.�03(일)�17:00~18:25��(10월 2일 우천으로 취소)

공연장소공연장소 청계광장 ~�서울광장

출연출연 시와스마쓰리 30명 /�일반시민 참여

내용내용

미야자키현 미사토초 난고쿠에서 13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백제전설

일본의 미야자키현 미사토 난고쿠(宮崎県 美郷町 南郷区)에는 백제왕족전설과 관계된
‘시와스마쓰리’가 13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시와스마쓰리는 1년에 한번 난고의 미카도신사(神門神社)와 기조의 히키신사(比木神社)에

각각 모셔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재현한 축제로, 매년 음력 12월 18일∼20일경 2박 3일에

걸쳐 90km를 이동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이 가운데 중요한 일부 장면을

소개하게 되는데, 특히 모집을 통해 응모한 일반참가자들이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일한의

사랑, 유구한 사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시와스마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함.

거대한 불을 피우는 ‘무카에비’를 비롯해 부자간의 이별의 슬픔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검은 칠을

하는 ‘헤구로’ 의식, 이외 다양한 춤과 노래를 표현 함

▣ 시와스마쓰리

• 목 적 :�한일축제한마당의 대표 프로그램의 시와스마쓰리 사진 전시관
• 일 시 :�2010.�10.�02(토)�~�03(일),�2일간 /�11:00~20:00
• 장 소 :�서울광장 시와스마쓰리 홍보관 부스
• 규 모 :�MQ텐트 3동 (3*3)
• 재 질 :�목공 +�MQ텐트

l 시와스마쓰리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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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별 프로그램 “오랜 역사와 밝은 미래”

4. 프로그램

l 기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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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l 시와스마쓰리_사진

▼출발 (청계광장~서울광장) ▼서울광장 도착 _�제전 ▼제전_가구라

▼무바에비 장소 이동

▼무카에비 ▼무카에비 _�일반시민 ▼제전

▼요가구라 1 ▼ 떡 던지기

▼ 요가구라 2�(단체) ▼ 요가구라 2�(단체)

▼ 오사라바

▼ 헤구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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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 체체 한누리연희단 약 60명 참가

공연일시공연일시 2010�.10.03(일)�

공연장소공연장소 서울광장

내내 용용

백제가 멸망한 뒤 백제인의 일부는 일본으로 갔다.�

나라가 망하고 가족도 흩어져 이별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난다.�시마스마쓰리의

유래다.�그리고 1300년만에 조국으로 돌아온다. 1300년만의 귀향.�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고 그 한(恨)들을 풀어준다.�우리는 이제 함께 우리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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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년만의 귀향 “마지와 푸리 (迎解)

4. 프로그램

l 기본개요

l 마지와 푸리_사진

4-6. 특별 프로그램 “오랜 역사와 밝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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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 체체 국립국악원 약40명 출연

공연일시공연일시
2010.�10.�02(토)�17:50~18:20�/�

2010.�10.�03(일)�16:20~17:00

공연장소공연장소 서울광장 메인무대

내내 용용

1,400년 전 백제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여행 “대백제의 숨결”

금년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백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작곡된 곡들을 선보인다.

백제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백제금동대향로’에 등장하는 5악사가 복원·창작된 백제

악기와 의상으로 우리 앞에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비현실적 동물과 인간을 이어주는

영적 기운을 표현한 작곡가 윤혜진의 실내악 <영기>,�이상규 작곡·김필연 작시의

관현악 <백제 아리랑>�그리고 이정면 작곡의 관현악 <달하노피곰>,�황의종 작곡·

문효치 작시의 관현악 <백제여,�향로여>는 1400년 전 백제인들의 숨결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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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악원 “대백제의 숨결”

4. 프로그램

4-6. 특별 프로그램 “오랜 역사와 밝은 미래”

l 기본개요

l 대백제의 숨결_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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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목적 :�한일 양국간의 전통문화를 체험을 통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일시 :�2010.�10.�02(토)�~�03(일),�2일간 /�상설행사

-장소 :�서울광장 체험부스 Zone

-규모 :�12부스

● 체험 부스 위치No 부스 명

A-9 일본 금붕어 네부타 체험

A-10 색종이로 한복 만들기 체험

A-11 대나무 물총 만들기 체험

A-12 전통탈 만들기 체험

A-13 한국전통도예체험

A-14 <한일전통의상 체험>
-한국 : 왕,�왕비,�궁중 의상
(옥좌,�병풍 준비)
-일본 : 유카타

A-15

A-16 <한일전통놀이 체험>
• 일본전통놀이
-겐다마
-와나게
-요요
-다루마 오토시
• 한국전통놀이
-투호던지기
-고리던지기
-제기차기
-대패로 생강엿 밀기 체험
-정승 /�절구 체험

A-17

B-1

소원별 만들기 체험B-2

B-3

● 서울광장 체험행사_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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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7. 체험행사 _ 서울광장

한국전통놀이체험



36

● 개요
- 일 시 :�2010.�10.�02(토)�~�03(일),�2일간 /�11:00~20:00

- 장 소 :�청계광장 체험부스 Zone

- 규 모 :�15부스

● 체험 부스 위치

No 부스 명

B-1
<일본전통놀이체험부스>
-금붕어 잡기
-요요츠리

B-2

B-3

B-4 <일본전통음식체험부스>
-타코야끼
-야끼소바
-초쿄바나나
-일본도시락
-튀김
-스시

B-5

B-6

B-7

B-8 일본전통음식 물품보관소

C-1 <한국전통놀이 체험>
-윷놀이
-재기차기
-팽이치기
-초가집 설치_Photo Wall
-떡메치기

C-2

C-3 <한국전통음식체험>
(원두막 4동 설치)
-떡볶이
-순대
-어묵탕
-부침개
-잡채
-식혜
-수정과

C-4

C-5

C-6

C-7

●청계광장 체험행사_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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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7. 체험행사 _ 청계광장

일본전통
놀이체험
/�일본전통
음식체험

B C
한국전통음식체험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부스 /
한국전통놀이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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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7. 체험행사 _ 서울광장 사진

▼일본 금붕어 네부타 만들기 체험 ▼색종이로 한복만들기 체험 ▼대나무 물총 만들기 체험

▼전통탈 만들기 체험 ▼한국전통도예체험 ▼한일전통의상 체험 _�일본전통의상

▼ 한국전통놀이 체험 _�투호던지기

▼소원 별 만들기 체험

▼대패로 생강엿 밀기 체험 ▼일본전통놀이 체험_겐다마

▼한일전통의상 체험 _�한국전통의상

▼한국 정승 /�한국 절구 체험

▼일본전통놀이 체험_겐다마 ▼일본전통놀이 체험_다루마 오토시

▼ 한국전통놀이 체험 _�고리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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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7. 체험행사 _ 청계광장 사진

▼한국 전통 초가집 Photo�Wall�설치_지게,�다다미,�탈곡기,�맷돌

38

▼한국전통놀이체험_대형윷놀이,�장기,�재기차기,�팽이돌리기

▼한국 전통음식체험

▼청계광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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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7. 체험행사 _ 청계광장 사진

▼금붕어 잡기 ▼요요츠리

▼일본전통음식 부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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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목 적 :�단순 보는 축제에서 탈피,�직접참여 하는 축제로 전향 및 양국간의 활발한 시민교류

-일 시 :�2010.�10.�02(토)�~�03(일),�2일간 /�11:00~20:00

-모집일정 :�2010.�08.�23(월)~�9월 28(화)

-모집방법 :�사전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

-모집분야 :�한일가라오케,�완코소바 빨리 먹기대회,�한일우정골든벨,��通하는 내짝꿍을 찾아주세요

(※�으라차차 스모대회 :�현장 접수 진행)�

● 세부프로그램

구분 장소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시민

참여

행사

서울

광장

완코소바
많이 먹기
대회

• 행사일시 : 2010.10.2�(토)
• 행사장소 :�서울광장 오픈스테이지
• 참가인원 :�참가인원 :�200명 (2인1조 100팀)

Ø 토너먼트형식으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1분 이내 가장 많이 먹은 팀을 선발하여
시상품 전달

Ø 참가자격
- 완코소바(메밀국수)를 먹을 수 있는 누구나 지원가능(지역/연령제한 없음)

한일우정
골든벨

• 행사일시 : 2010.�10.3�(일)
• 행사장소 :�서울광장 오픈스테이지
• 참가인원 :�100명 (선착순)

Ø 서바이벌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축제관련 등 문제를 모두 풀어낸 최후의
1인 선발하여 시상품 전달

Ø 참가자격 :�한국인,�일본인,�외국인 누구나 지원가능 함

으라차차
스모대회

• 행사일시 : 2010.�10.3�(일)
• 행사장소 :�서울광장 스모대회장

Ø 일본 스모 게임을 통해 몸으로 부딪치면서 함께 재미있게 즐기고 일본스모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마련

청계

광장

한일 가라오케
대회

• 행사일시 : 2010.�10.2�(토)
• 행사장소 :�서울광장 오픈스테이지
• 참가인원 :�9명

Ø 노래방기기를 활용한 노래장기자랑대회
Ø 한국인은 일본노래,�일본인은 한국노래, 기타 외국인은 한국·일본 노래 무관
Ø 심사기준 :�가창력,�무대매너 및 퍼포먼스,�관객호응도 점수를 합산

서울

광장/
청계

광장

시와스마쓰리
일반시민
참가

• 행사일시 : 2010.�10.3�(일)
• 프로그램 명 :�시와스마쓰리
• 참가인원

교류

행사

서울

광장

通하는
내짝꿍을
찾아주세요

• 행사일시 : 2010.�10.2�(토)�~�10.3�(일)
• 행사장소 :�通카페 부스

Ø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젊은 친구들의 상호교류의 장으로
본축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

Ø 선착순 50명에게는 네부타마쓰리 출연기회 및 하피(전통복)를 기념품으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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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8. 시민참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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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 모집 방법 : 온라인 홍보 활용

-프로그램 별로 디자인 시안 제작 (국문/일문)
-태그를 활용하여 각 사이트 기재 (네꼬일본어 메인페이지 등록 /�각종 블로그,�카페 등 개제)

-본 이미지를 클릭하면,�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로 연동

▼Intro 페이지 ▼한일우정골든벨 ▼완코소바 많이먹기대회 ▼한일가라오케대회 ▼通카페

● 시민 모집 공고 온라인 디자인 시안

<국문>

<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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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8. 시민참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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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8. 시민참여 행사_사진

▼완코소바 많이 먹기 대회

▼ 한일우정 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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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8. 시민참여 행사_사진

▼으라차차 스모대회

▼ 한일교류_ 通카페 “通하는 내짝꿍을 찾아주세요”

▼ 한일가라오케대회_청계광장▼ 시민참여_시와스마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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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프로그램 기업 명 경품 명 수량

1

스탬프랠리

네오위즈 인터넷 음악 다운러드권 30매

2 데루모 혈압계 4개

3

도레이

도레이씨 세안클로스 36개

4 도레이씨 세안 클로스세트 5개

5 도레이씨 렌즈 클리너 (안경 닦이)� 100개

6 서울 가든호텔 서울 가든호텔(숙박권)� 1매

7

송도파크호텔

송도파크호텔 (뷔붸권)� 6매

8 송도파크호텔 (숙박권) 3매

9 진야 진야 식권 29매

10 한국 닌텐도 Wii세트 3세트

11 한국 엡손 라벨라이터 4-24�/�4-18� 2개

12

Mr도넛

Mr도넛 시계 4개

13 Mr도넛 인형 5개

14 Mr도넛 휴대폰걸이 (각 3종) 9개 3명

15

PACOMERI

천년사인여성에센스 48개

16 죠이줄리 남성2종SET 50개

17 죠이줄리 선크림 50개

18 Wacoal� 발 매트 3개

19 YAMAHA�뮤직 야마하 오디오 4대

20 CoCo이치반야 카레식사권 40매

합 계 432

l 스탬프랠리 경품 증정

4. 프로그램

4-9. 현물협찬 경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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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프로그램 기업 명 경품 명 수량

21 기자간담회 NARA�와인 와인 48병

22

시와스마쓰리

동아리 동아리 식권 10매

23 롯데호텔 롯데호텔 뷔페권 3매

24 ANA ANA항공권 (서울-미야자기현) 1매

25 팬스타크루즈페리 팬타크루즈 왕복 승선권 4매

26

완코소바
많이먹기
대회

소바짱 송도파크호텔 송도파크호텔 숙박권 1매

27 조금아쉬운짱 서울 가든호텔 서울 가든호텔 숙박권 1매

28 아쉬운짱 송도파크 호텔 송도파크 뷔페 1매

29 진짜아쉬운짱 한국 닌텐도 Ｗｉｉ세트 1세트

30 참가상 CoCo이치반야 CoCo이치반카레 210개

31

으라차차 스모대회

니혼 식품

츄하이 화이트사와 24개

32 츄하이 아카링&아오링고 24개

33 죠센화이트 30개

34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권 1매

35 송도파크호텔 송도파크호텔 뷔페권 2매

36 진야 진야 식사권 1매

37 - 스모 장난감 8개

38

한일 가라
오케 대회

1등
송도파크 호텔

송도파크 호텔 숙박권 1매

39 2등 송도파크 호텔 뷔페권 1매

40 3등 한국 엡손 프린터 1대

41 4등 YAMAHA�뮤직 야마하 오디오 1개

42 참가상 NARA�와인 와인 7병

43

한일 우정
골든벨

골든울림상 대한항공 대한항공권 (서울-일본)� 1매

44 우정상 한국 닌텐도 Wii 세트 2세트

45
참가상

Wacoal�� Wacoal�양말 74개

46 Wacoal�� Wacoal�발매트 3매

합 계 461

총 계 893개

4. 프로그램

4-9. 현물협찬 경품 리스트

l 시민참여 행사 경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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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9. 현물협찬 경품 리스트

l 스탬프랠리 · 시민참여 행사 경품 증정 사진

▼스템프랠리 경품추첨 _�무대 위

▼스탬프랠리 경품추첨 _�부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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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대교류회

● 개요
- 목 적 :�한일축제한마당에 참가한 양국 출연진,�자원봉사자,�관계자 등 한일 시민에 대한 교류의 장
- 일 시 :�2010.�10.�03(일)
- 장 소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
- 주 최 :�한일축제한마당 2010�in�Seoul 실행위원회,�재대한민국일본대사관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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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목 적 :�한·일 양국 지자체 및 기업 홍보 공간의 장 마련
- 일 시 :�2010.�10.�02(토)�~�03(일),�2일간 /�11:00~20:00
- 장 소 :�서울광장 홍보 PR부스 Zone
- 규 모 :�한·일 기업 및 지자체 13단체 19부스 (5*5)

● 홍보 PR부스 위치 No 부스 명

B-4

시와스마쓰리홍보관 /�미야자키현B-5

B-6

C-1 (재)�지역전통예능센터

C-2
규슈관광추진기구

C-3

C-4
북도호쿠 3현 (아오모리현.�아키타현.
이와테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

C-5 (재)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C-6 헤이조천도 1300년 기념사업협회/나라현

C-7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C-8
일본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

C-9

C-10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C-11 한국관광공사

C-12 동아오츠카

C-13 ㈜신한은행

C-14
2010�한국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 서울관광 홍보관’�
<2010�제15회 서울관광사진전>

C-15

C-16

● 홍보 PR부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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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 PR 부스

5-1. 홍보 PR부스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등>�전시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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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 PR 부스

5-2. 홍보 PR부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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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장 설명

6-1. 행사장 배치도

<서울광장 배치도> <청계광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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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장 설명

6-2. 행사장 설치물 리스트

장소 구분 내용 사이즈 수량 비고

서울광장

MQ텐트
• 체험부스,�출연진대기실 등 3*3 69동

• 홍보PR부스 5*5 17동

무대 • Main�무대 5,4078*13,600 1식

오픈 무대 • 잔디보호제 설치 1식

시와스마쓰리 홍보관
• 시와스마쓰리 홍보관
(목공+MQ)

3*3 3동

네부타마쓰리 등 • 네부타마쓰리 등 전시 1식

포토월Ⅰ • 한일 양국간의 대표적인 탑 6,300*3,240 1식

포토월Ⅱ • 으라차차 스모대회 포토월 3,860*2,640 1식

으라차차 스모대회장 • 으라차차 스모대회장 - 1식

불기둥
• 시와스마쓰리 무카에비 용
불기둥

5M(높이) 6식

입간판

(안내사인물)

• 프로그램 안내 (2ea)
• 으라차차 시모대회 (1ea)
• 한일전통의상체험 (1ea)

900*1,800 3ea

콘솔 • 연출 &�시스템 진행 장소 5*5 1동

청계광장

MQ텐트 • 체험부스,�출연진 대기실 등 3*3

무대 • Main 무대 1식

원두막 4동

초가집 • 한국전통체험 Photo Wall 1동

입간판

(안내사인물)
• 한일전통음식체험 900*1,800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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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무대디자인_서울광장

<조명 FRONT�VIEW>

▲무대_야간사진

6. 행사장 설명

6-3. 행사장 설치물

6-3.1. 무대

▲무대조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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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장 설명

6-3. 행사장 설치물

6-3.1. 무대

l 무대디자인_청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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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장 설명

l 서울광장 설치물

6-3. 행사장 설치물

6-3.2. 설치물

▼포토월 /�6,300*3,240

▼으라차차 스모대회 포토월 /�3,860*2,640

▼으라차차스모대회 장

▼시와스마쓰리 _�불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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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장 설명

l 서울광장 설치물

6-3. 행사장 설치물

6-3.2. 설치물

l 청계광장 설치물

▼으라차차 스모대회 ▼한일전통의상 체험

-안내사인물 (1,800*900)

▼프로그램 일정표_국문 ▼프로그램 일정표_일문 ▼한일전통음식소개_청계광장 설치

▼원두막 4동 설치 ▼초가집 1동 설치▼ 원두막에 청사초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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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원봉사

7-1. 자원봉사 활동기록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발대식▼자원봉사자 운영위원 회의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그륩장 회의

No 활동 내역 일시 장소 비고

1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회의 2010.05.25 일본공보문화원

2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선발 2010.07.17 -

3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발대식 2010.07.31 일본공보문화원

4 일반 자원봉사자 합격자 발표 2010.08.18 -

5 자원봉사자 전체 회의 2010.08.24 일본공보문화원

6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그룹장 회의 2010.09.23 일본공보문화원

7 일반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2010.09.29 일본공보문화원

▼요사코이아리랑 연습

l 개요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활동 인원 :
-일반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

▼자원봉사자 전체회의

▼그룹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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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원봉사

7-2. 자원봉사 활동 사진 _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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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체 방영기간 방송권역 시간 송출 횟수

케이블
KBS�JOY 2010년 09월 20일(월)~10월 02일(토),�13일간

전국채널
40” 총 80회

Channel�J 2010년 09월 27(수)~10월 02일(토),�6일간 40” 총 30회

구 분 프로그램 명 방영 내용

TV

KBS2TV 생방송 오늘 2010.10.4�(월)
통하는 축제!�

한일 축제 한마당 2010

KBS�2TV�생생정보통 2010.10.5�(화) 밀착취재 24�한일축제를 가다!

KBS�뉴스 2010.09.30�(목) 신해성,�브아걸 등 한일축제 한마당 출연

KBS�뉴스 2010.10.02�(토) 한일축제한마당 개막

YTN�뉴스 2010.10.02�(토) 도쿄 심장부의 한일 축제...대성황

YTN�뉴스 2010.10.02�(토) 가을비 속 문화 행사 '풍성'

YTN�뉴스 2010.10.02�(토) 높은 가을 하늘...문화 행사 '풍성'

특집다큐멘터리

‘축제,�도시의 부활’(가제)�
2010. 12.12�(일)

KBS�안동특집다큐

‘하회탈 축제를 만나다’

NHK·BS1
2010.10.11�(월)

22:00~22:50

RADIO

KBS1�라디오정보센터
2010.09.30�(목)

12:40~12:55

강신호실행위원장

전화인터뷰

KBS�월드

시사충전 여기는 서울입니다.
2010.10.05�(화) 현장 속으로

● TV�SPOT�광고

-목 적 :�시각광고 효과가 높은 TV매체를 통해 전국민적으로 참여분위기 확산 및 중점 홍보효과 창출

-내 용 :�한일축제한마당 이미지 및 행사참여에 대한 직접적 정보 전달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

l TV�/ Radio
-목 적 :�공중파 매체를 활용한 축제 Boom-Up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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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1. 전파매체

▼ TV�SPOT광고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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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명 :�포커스(무가지)
• 배포권역 :�서울,�수도권,�충청도,�전라도,�경남 ※�1일 549,400부 발행
• 횟수 :�총 3회 광고 개제

▼시안 :�9월20일 시안-3단2컬럼 ▼광고 :�9월20일 -3단2컬럼

▼시안 :�9월30일-10단5컬럼 ▼광고 :�9월30일-10단5컬럼

▼시안 :�10월1일(금)-10단5컬럼 ▼광고 :�10월1일(금)-10단5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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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2. 신문 지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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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한일축제한마당 2010�in�Seoul�공식 기자회견

-일 시 :�2010년 09월 29일(수),�11:00~12:00(60’)

-장 소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참석 리스트 :�방송사 (케이블 채널J)�/�일간지 (동아일보,�중앙일보,�스포츠조선,�세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

무가지 (메트로,�포커스,�씨티신문,�대한뉴스)�/�기타 (경제타임즈,�서울스코프,�뉴스시,�영화평론가,

풀뿌리문화재단,�참좋은이들,�안동신문사,�한국효도회,�KBS텔런트지정의원)

*135명 기자에게 온라인 초대장 발송

순서 구분 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0 리허설 및
세팅

09:00~10:30 90’
- 행사장 장치장식물 세팅 /��Coffee�Break�세팅
- 테크니컬 리허설 및 자료 세팅

1 - 10:30~11:00 30’
- 안내데스크 운영 /�안내
- Coffee�Break�운영

2 오프닝 영상 11:00~11:01 01’ - 축제홍보영상 상영 (40”) - 영상

3 오프닝 멘트 11:01~11:03 02’
- 한일축제한마당 2010�in�Seoul
기자간담회 오프닝 멘트

윤태원

4 관계자소개 11:03~11:05 03’ - 축제 관계자 인사

5 인사말 11:05~11:08 03’ - 축제 취지 소개 및 개요 :�운영위원장 시바타 토시하루 순차통역

6

영상상영

11:08~11:13 05’ - 시와스마쓰리 소개 박진희

7 11:13~11:28 15’
- 한일축제한마당 대표프로그램 시와스마쓰리
영상 상영

- 영상

8 행사소개 11:28~11:38 10’ - 한일축제한마당 2010�in�Seoul��주요 프로그램 소개 최혜영 PPT

9 질의응답 11:38~11:50 12’ - 한일축제한마당 2010�in�Seoul��기자 질의 응답

시바타 토시하루
나카시마 신이치로

박진희
최혜영

순차
통역

10 클로징 멘트 11:50~11:52 02’ - 기자간담회 클로징 멘트

11 오찬 12:00 -오찬

l 기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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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3. 기자간담회

l 프로그램

l 기자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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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4. 잡지

-게재일 :�2010.�10.16�(토)

-형식 :�시나타 하루키 운영위원장 인터뷰

l 잡지 명 :�atti



62

【네꼬일본어】 (http://cafe.naver.com/jpbusan/)

【일본정부관광국(JNTO)】
(http://www.welcometojapan.or.kr)

● 공식홈페이지 (http://www.omatsuri.kr)

● 타 사이트 배너링크 및 팝업창 게재

【한국문화원】
(www.koreanculture.jp)

【2010서울방문의 해】
(http://www.visitseoul.net)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www.kr.emb-japan.go.jp)

● Daum 카페 <café.daum.net/kjfestival>

<국문> <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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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5. 온라인 홍보

● 유관기관단체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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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홍보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니뽄니뽄 소풍가자

네꼬 일본어- 일본어 걱정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축제탐방

히라케 일본어 교실 디자이즘

일본어꾸러미 무료시사회

네이버에 둥지튼 스터디 일본 유학 문화공간

zizisen 일본어 교실 문화충전200%

일본에서 성공하기 문화향기

일본패션브랜드 전문카페 세계음식문화

전국백수연합회 여행만들기

아웃 캠퍼스 문화를즐기는사람들

엣지 있는 일본유학 스토리 여유만만-세계문화체험

spec�up 일준사

취업의 달인 재팬로드

백수탈출
<1차 홍보>
일본어,�취업,
관광 관련사이트
총 40여개 사이트
(2010.6.25~)

다음
카페

재팬로드

J여동

일유모

함께웃는 세상

동유모

● 카페 및 블로그 홍보
-1차홍보 :�6~7월 中 완료,�자원봉사모집 및 축제홍보

-2차홍보 :�8월~9월 말,�시민모집프로그램 및 축제홍보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한 홍보방법 병행

※�IT홍보단,�자원봉사자 홍보팀 협력을 통한 홍보 병행

● 시민참여 행사 공모 온라인 홍보
- 태그를 활용하여 각 사이트 기재
- 본 이미지를 클릭하면,�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로 연동되게끔 진행

<국문>

<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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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5. 온라인 홍보

● 한일축제한마당 홍보
-1차 온라인 홍보
-각종 관련 사이트에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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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리플렛 :�5단10P,�600*210�/�5,000부 (국문:3,000부․일문:2,000부 /�현장배포)

<국문>

<일문>

구분 항목 사이즈 수량 비고

리플렛 • 행사안내용(스템프랠리 포함) 5단10P�(600*210) 5,000부 (국3,000/일2,000)

포스터

• 포스터 1차 590*890 2,000장 (국1,000/일1,000)

• 포스터 2차 <협찬사 로고 삽입> A2(420*594) 2,000장 (국1,000/일1,000)

전단지 • 사전홍보용(양면) A4(210*270) 3,000장 (국1,500/일1,500)

가이드북
• 공식가이드북 /�100P
• 외지(유광)�/�내지(무광) A5(148*210) 3,000부 (국1,500/일1,500)

l 인쇄매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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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6. 인쇄매체



65

l 포스터 2차 :�420*594�2,000부
(국문:1,000부․일문:1,000부 /�사전배포)

l 포스터 1차 :�590*890�/�3,000부
(국문:2,000부․일문:1,000부 /�사전배포)

l 포스터 부착 장소
-2차 포스터 부착장소 :�강남,�홍대,�신촌,�종로 일대
-2차 포스터 부착일 :�9월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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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6. 인쇄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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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단지 :�210*270�/�3,000장 (국문1,500장.일문1,500장 /�사전배포)

-제작방식 :�양면제작 (앞면-국문 /�뒷면-일문)
-배포지 :�광화문역,�종로역 1,300장 배포
-배포일 :�9월29일 (수)

l 가이드북 :�148*210�/�3,000장 (국문 1,500장.일문 1,500장 /�현장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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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6. 인쇄매체

<시안-표지> <시안-지면광고:>

<사진-표지> <사진-지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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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옥외광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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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7. 옥외광고

구분 항목 내용 사이즈 수량 비고

옥외
(사전)

가로등배너
• 서울시배너 균등
• 장소 :�남대문로 (25조),�을지로(25조)� 600*1,800 100EA�(50조) 9/11

버스쉘터

• 버스쉘터
- 역삼역포스틸타워
-동대문운동장,
-코트라,�종로6가(2)
-종로4가
-을지로6가

1,336*1,872
7기

(양면 라이팅박스)
1차/2차

버스광고 • 버스광고 - 40대 (3종)

X배너 • 관련기관비치용 600*1,800 10식

외벽배너 •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외벽배너 2,000*8,200 1식 9/07

현수막 • 기자간담회용 현수막 6500*900 1식 9/29

l 가로등배너

-사이즈 :�1,800*600
-수량 :�100조
-게첨장소 :�을지로 (50조),�남대문 구간 (50조)
-게첨일 :�2010.09.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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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6가 ]�

[�코트라 ]�

[�종로구  종로4가 ]�

[동대문 역사공원 ]�

[�종로6가]�

[�종로6가]�

[�강남역-역삼역 포스틸타워 ]�

● 버스쉘터광고

-사이즈 :�1,336*1,872

-수량 :�7곳 (양면 라이팅 박스)

-게첨장소 :�역삼역 포스틸타워 (1ea),�동대문역사공원 (1ea),�코트라 (1ea),�종로6가 (2ea),�종로4가 (1ea),

을지로6가 (1ea)

-게첨일 :�1차-2010.09.1(수)~9.19(일)�/�2차-2010.09.20(월)~10.03(일)

*2차 게첨 시 협찬사 로고 삽입

<1차 시안>

<2차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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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7.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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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대수

한국BRT 140� 도봉산 내곡동 2�

남성교통 9408� 분당 영등포 2�

삼양교통 144� 우이동 교대 2�

아진교통 142� 도봉산 방배동 2�

다모아자동차 270 상암차고지 망우리 2�

도원교통 1711� 국민대 공덕동 2�

메트로버스 260� 중랑차고지 온수동 2�

송파상운 3317� 마천동 잠실역 2�

신성교통 703� 광탄 서울역 2�

한국BRT 471� 삼송동 송파차고지 2�

서울교통네트워크 160� 도봉산 온수동 2�

보성운수 6512� 구로동 신림역 2�

삼화상운 163� 월계동 목동 2�

삼화상운 146� 상계동 강남역, 교보타워사거리 2�

세풍운수 6716� 양천차고지 이대입구 2�

현대교통 7612� 홍은동 영등포역 2�

서울버스 401 장지공영차고지 서울역 2�

우신버스 540 군포공영차고지 강남성모병원 2�

번창운수 1161 덕성여대 노원구청 2�

신성교통 7106� 일산 대화역 서울역 2�

합 계 40

● 버스광고

<게첨 버스 리스트>

-사이즈 :�1,336*1,872

-수량 :�40대 버스 부착

<버스광고 시안>

<버스광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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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7.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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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수량 게첨 일자 비고

서울재팬클럽 1ea 2010.09.17(금)

일본정부관광국(JNTO)� 1ea 2010.09.17(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1ea 2010.09.17(금)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1ea 2010.09.17(금)

서울특별시 1ea 2010.09.17(금)

한국관광공사 1ea 2010.09.17(금)

롯데손해보험(주) 1ea 2010.09.27(월)

기자 간담회 1ea 2010.9.29(수)

종합안내소 2ea 2010.10.1(금)

<X-배너 게첨 장소>

l X-배너 :�1,800*600�(10ea)

l 외벽배너
-사이즈 :�2,000*8,200

-수량 :�1ea

-게첨장소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외벽

-게첨일 :�2010.�09.07

l 기자간담회 현수막

-사이즈 :�6,500*900

-수량 :�1식

-게첨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간담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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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7.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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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8. 협찬사 로고

8-8.1. 협찬사 로고 노출 방법

협찬사 로고노출 순서(※금액→가나다순)

● 1,000만원 이상 협찬사 로고 노출 순서

● 협찬기업 전체 로고 노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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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

8-8. 협찬사 로고

8-8.2. 협찬사 로고 노출 사진_제작물

▼서울광장 무대 왼쪽 Wing�삽입

▼청계광장 무대 Wing�삽입

▼서울광장 Photo�Wall�뒷면

▼대교류회장 무대 통천

▼서울광장 무대 오른쪽 Wing�삽입

-사이즈 :�6,500*5,100
-수량 :�1EA
-장소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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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작물 리스트

구분 항목 내용 사이즈 수량 비고

서울광장

부스타이틀

현수막

• 체험부스, 홍보PR부스,
출연진 대기실, 기타 부스

5,000*500�/�
10000*500

32식

행사장 입구

대형통천

• 축제 타이틀 삽입
*출연진 대기실 입구

5,000*4,000 1식

행사소개 현수막
• 축제프로그램 삽입
• 출연진 대기실 외벽

24,000*1,500 1식

깃발 • 시와스마쓰리 2식

포디움타이틀
• 사회자용
• 연사용

1,200*200

700*150
2식

모빌
• 체험 행사 소개 (양면 폼보드 제작)
*�체험부수 설치

450*450 6식

청계광장
부스타이틀

현수막

• 체험행사, 출연진 대기실
물품보관실,�운영사무국,�기타

5,000*500�/�
10000*500

13식

기타

식권 • 국문,�일문 양면 제작

스탬프랠리 응모함 • 4면 제작 300*300 2식

스탬프
• 체험부스 (서울광장,�청계광장)
• 홍보PR 부스

30*30 25ea

ID카드

• 실행위원 (20장),�운영위원 (50장),�
연출 (50장),�진행 (50장),�자원봉사
(330장),�출연한국 (260장),�
출연일본 (270장),�참가부스 (90장),��
Press�(50장)�

95*122 1,170장

차량비표 • 출연진, 스텝, VIP�배포 210*148 70장

주차장 유도사인 • 서울광장,�청계광장 행사장 주변 1,800*900 5식

유니폼
• 시와스마쓰리(흰색 220벌),�운영위원
회 (흰색 70벌),�스텝 (검정 50벌),

자원봉사자 (레몬 330벌)
670벌

대교류회장 통천 • 협찬사로고 파일 6,500*5,100 1식

영상

기자간담회 홍보영상 • 국문 /�일문 제작 60ea

개막식 오프닝 영상 • 개막식 오프닝 영상 1식

시와스마쓰리

시민참가자 소개영상

• 10월2일 시민참가자 1식
• 10월3일 시민참가자 1식

2식

폐막

하이라이트 영상
• 축제 하이라이트 및 스텝소개 영상 1식

9.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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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작

9-2. 제작물 시안 및 사진

l 현수막_서울광장

▼체험부스 현수막 (5,000*500�/�10000*500) ▼홍보PR부스 현수막 (5,000*500�/�10000*500)

▼출연진 대기실 현수막 (5,000*500�/�10000*500)

▼스템프랠리 현수막 (5,000*500)/소원별 만들기 현수막(10000*500)

▼행사장 입구 대형 통천 (5,000*4,000)_출연진대기실 방면

▼행사 소개 현수막 (24,000*1,500)_출연진 대기실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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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작

l 현수막_청계광장

▼부스타이틀 현수막 (5,000*500�/�10000*500)

9-2. 제작물 시안 및 사진

▼체험부스 현수막 (5,000*500�/�10000*500)

l 시와스마쓰리 깃발 (2ea)

l 포디움 타이틀 (사회자용 1ea/연사용 1ea)

▼사회자용 (1,200*200)

<국문>

<일문>

l 식권 (국문,�일문 양면 제작)

▼연사용 (7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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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작

l 모빌 _폼보드 양면_�체험행사 소개 (MQ텐트 설치 /�450*450)

●스탬프랠리 응모함

-재질 :�아크릴 응모함 (유포지 4면)
-사이즈 :�1면당 30cm(지금 18cm)
-수량 :�1ea

9-2. 제작물 시안 및 사진

●스탬프랠리 스탬프 (25ea�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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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카드

-사이즈 :�95*122
-수량 :�1,170장

실행위원 (20장),�운영위원 (50장),�연출 (50장),�진행 (50장),�자원봉사(330장),�출연한국 (260장),�
출연일본 (270장),�참가부스 (90장),�Press�(5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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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작

●차량비표
-사이즈 :�A4(210*148)
-수량 :�70장

●기자간담회 홍보영상 제작

9-2. 제작물 시안 및 사진

●주차장 유도사인 (1,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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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작

9-2. 제작물 시안 및 사진

시와스마쓰리 운영위원회 스텝 자원봉사자

흰색 (220벌) 흰색(70벌) 검정(50벌) 레몬(330벌)

<앞면>

<뒷면>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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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매체명 개제일 내용 사진

신문 조선일보 2010.09.28 한일축제한마당 2010�동경/서울에서 동시 개최 무

신문 조선일보 2010.10.04 진화하는 韓流…�日 이젠 '한국 문화'에 매료 유

신문 조선일보 2010.09.16 브아걸,�日서 천여명 팬들 속 'Let’s�시건방춤'�행사 유

신문 조선일보 2010.09.16 브아걸,�日 방송인 IKKO와 시건방춤 선보여 유

신문 조선일보 2010.10.01 "이웃이 잘돼야 우리도 잘되는 시대잖아요" 유

신문 조선일보 2010.10.02 한복 맵시 뽐낸 日 미유키 여사 유

신문 동아일보 2010.9.30 6회 맞은 ‘한일축제한마당’’서울선 양국 전통공연 도쿄선 한류 콘서트 무

신문 동아일보 2010.9.30 日난고촌 백제마을서 전승…‘시와스마쓰리’ 국내 첫 소개 유

신문 동아일보 2010.10.01 [Travel]열정적인 춤…�강렬한 북소리/日 마쓰리엔 재미-볼거리 풍성 유

신문 동아일보 2010.10.04 도쿄 한복판서 김치 담그기-풍물놀이 등 한일축제한마당 유

신문 중앙일보 2010.09.16 브아걸 롯폰기서 日스타 잇코(IKKO)와 시건방춤 ,�일본팬 홀렸다 유

신문 중앙일보 2010.09.28 한일축제한마당 2010,�동경/서울서 동시 개최 무

신문 중앙일보 2010.10.04 일본인 3만 명,�김치 담그고 한국가요 부르고 … 유

신문 한국일보 2010.09.28 서울ㆍ도쿄서 한일축제한마당 外 무

신문 한국일보 2010.10.05 동아오츠카 한일축제한마당 2년 연속 후원 外 유

신문 한국일보 2010.10.05 동아오츠카 한일축제한마당 2년 연속 후원 外 유

신문 매일경제 2010.10.03 브라운아이드걸스 "우리도 미각그룹 대열 합류!"� 무

신문 매일경제 2010.10.02 [한복 맵시 뽐낸 日 미유키 여사]� 무

신문 매일경제 2010.10.02 李대통령 "한일 향후 100년 설계의 전환점"� 무

신문 매일경제 2010.10.01 [고침]�국제(권철현 "우여곡절 있었지만..)� 무

신문 매일경제 2010.10.01 권철현 "우여곡절 있었지만 韓日은 동반자"� 무

신문 매일경제 2010.9.30 [연예IN뉴스]�브아걸 '2010�한일 축제 한마당'�참석 外 무

10-1. 한국 보도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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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매체명 개제일 내용 사진

신문 아시아경제산문 2010.10.05 동아오츠카,�한일축제한마당 2년 연속 후원 유

신문 아시아경제산문 2010.10.05 동아오츠카,�한일축제한마당 후원 무

신문 스포츠월드 2010.09.26 '한일축제한마당',�서울·도쿄서 동시 개막 유

온라인
지면

paoin 2010.09.28 시와스 마쓰리엔 1300년전 '백제의 魂'�고스란히… 유

온라인
지면

paoin 2010.10.06 백제를 사랑하는 日마을 '그들의 공연'�에 관심을 유

사이트 연합뉴스 2010.09.28 한일축제한마당 2010�동경/서울에서 동시 개최 무

사이트 연합뉴스 2010.09.28 <문화소식>�서울ㆍ도쿄서 한일축제한마당 무

사이트 연합뉴스 2010.09.30
일본국제교류기금 한일문화교류사업,
가토 카즈키(加藤 和樹)�J-POP�한국공연

무

사이트 모모뉴스 2010.09.28
한일축제한마당 2010�동경/서울 동시 개최 양국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일간 교류협력 확대 계기 마련
무

신문 한국경제 2010.10.03 한국·일본일 뒤섞여 강강술래…벅찬 감동의 도쿄 한류 유

신문 공감코리아 2010.09.28 한일축제한마당,�2일 서울·도쿄 동시 개최 무

신문 FOCUS 2010.09.07 내달2~3일 ‘한일축제한마당’ 유

신문 FOCUS 2010.9.30 서울광장-청계광장서 日 문화체험 유

신문 FOCUS 2010.10.05 서울서,�도쿄서…뜨거운 ‘우정 나누기’ 무

10-1. 한국 보도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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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매체 명 개제일 내용 사진

영상 テレ朝〔news]� 2010.10.02 文化を通じて交流・・・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 유

인터넷 日テレNEWS24 2010.09.21 日韓交流おまつり、初の日韓同時開催 무

온라인 日テレNEWS24 2010.10.02 両国の伝統文化を披露「日韓交流おまつり」 무

신문 朝日新聞 2010.10.02 日韓交流お祭り 歌や踊りで和気あいあい 東京・六本木 유

신문 朝日新聞 2010.10.02 新しい１００年の契機に＝日韓交流「おまつり」開催 무

신문 産経ニュース 2010.09.16 来月２日に日韓おまつり 「違い楽しむ」テーマに 六本木ヒルズ 유

신문 産経ニュース 2010.10.02 日韓融合の演舞で観客魅了 「両国文化が身近に」 유

신문 産経ニュース 2010.10.02 よさこいとアリランが融合！六本木ヒルズで「日韓交流おまつり」 유

신문 産経ニュース 2010.10.02 ソウルでも日韓おまつり 日韓の４５団体参加 유

신문 岩手日報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岩手日報 2010.10.03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 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유

신문 佐賀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佐賀新聞 2010.10.03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 ／ 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유

신문 千葉日報ウェブ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高知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무

신문 高知新聞 2010.10.03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 ／ 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무

신문 宮崎日日新聞 2010.10.04 「師走祭り」ソウルで上演 美郷、木城町、交流に一役 유

신문 山梨日日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山梨日日新聞 2010.10.01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 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유

신문 北国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무

신문 北国新聞 2010.10.03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무

신문 山陽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山陽新聞 2010.10.03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 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유

신문 大阪日日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山陰中央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山陰中央新聞 2010.10.03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 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유

신문 徳島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長崎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韓流スターら歌や踊り 유

신문 長崎新聞 2010.10.03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 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유

10-2. 일본 보도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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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매체 명 개제일 내용 사진

신문 大分合同新聞 2010.10.02 東京で日韓交流おまつり 유

신문 大分合同新聞 2010.10.03 宮崎の「師走祭り」などを上演 유

신문 宮崎日日新聞 2010.10.04 「師走祭り」ソウルで上演 美郷、木城町、交流に一役 유

신문 宮崎日日新聞 2010.09．29 師走祭り韓国で再現 美郷・神門神社と木城・比木神社 유

신문 電通報 2010.10.18 「日韓交流おまつり2010�in�Tokyo」開く 유

인터넷 ソウルナビ 2010.09．30 日韓交流おまつり 10/2˜3開催 무

인터넷 ソウルナビ 2010.10.05 写真で見る「日韓交流おまつり２０１０ in�Seoul」！ 유

인터넷 wowkorea 2010.09.17 在韓日本大使館、「師走祭り」の参加者募集 무

인터넷 wowkorea 2010.09．30 東京＜日韓交流おまつり＞へシン・へソンら出演 무

인터넷 Roppongi Hills� 2010.10.02 日韓交流おまつり 유

인터넷 Innolife - 日韓交流おまつり 2010�in�Seoul� 유

인터넷
J-ROCK�OFFICIAL�
WEB�SITE

2010.10.05� 加藤和樹 「日韓交流おまつり2010」に出演！ 유

인터넷 IZA 2010.10.02 ソウルでも日韓おまつり 日韓の４５団体参加 무

인터넷 IZA 2010.09．16 来月２日に日韓おまつり 「違い楽しむ」テーマに 유

인터넷 IZA 2010.10.03 韓国ガールズグループ、美脚全開熱唱！ 유

인터넷 IZA 2010.10.02
よさこいとアリランが融合！？
六本木ヒルズで「日韓交流おまつり」 유

10-2. 일본 보도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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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선일보 /�2010.10.1(금) l조선일보 /�2010.09.28(화)

l조선일보 /�2010.10.4(월)

l조선일보 /�2010.10.4(월)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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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아일보 /�2010.9.30(목)l 동아일보 /�2010.9.30(목)

l 동아일보 /�2010.10.4(월)

l 동아일보 /�2010.09.16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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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아일보 /�2010.9.30(목)

日난고촌백제마을서전승…‘시와스마쓰리’ 국내첫 소개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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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앙일보 /�2010.9.28(화) l 중앙일보 /�2010.10.4(월)

l 한국일보 /�2010.9.28(화)

l OSEN /�2010.9.16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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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K뉴스 /�2010.10.3(일)

l MK뉴스 /�2010.10.2(토)

l MK뉴스 /�2010.10.2(토)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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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K뉴스 /�2010.10.2(토) l MK뉴스 /�2010.9.30(목)

l MK뉴스 /�2010.9.30(목)

l 아시아경제 /�2010.10.5(화)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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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아시아경제 /�2010.10.5(화) l 세계닷컴 /�2010.9.26(일)

l 연합뉴스 /�2010.9.28(화)

l 2010.10.6(수)

l모모뉴스/�2010.9.28(화)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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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화일보 /�2010.10.5(화)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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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화일보 /�2010.10.5(화)

l 연합뉴스/�2010.09.28(화)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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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국경제 /�2010.10.3(일) l YTN��/�2010.10.2(토)

l YTN��/�2010.10.2(토)

l 스포츠조선 /�2010.09.16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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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YTN��/�2010.10.2(토) l 공감코리아 /�2010.10.2(토)

l 포커스 /�2010.9.07(화)

l 포커스 /�2010.10.5(월)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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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포커스/�2010.9.26(일)

l 포커스/�2010.9.30�(목)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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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日テレNEWS 24�/�2010.10.2(토) l asahi.com�/�2010.10.2(토)

l asahi.com�/�2010.10.2(토)

l 産経ニュース /�2010.�9.16

l 産経ニュース /�2010.�10.2(토)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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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産経ニュース /�2010.�10.2(토) l 産経ニュース /�2010.�10.2(토)

l 岩手日報 /�2010.10.2(토)
l 岩手日報 /�2010.10.3(일)

l 佐賀新聞情報コミュニティーひびの/2010.10.2(토)l 佐賀新聞情報コミュニティーひびの/2010.10.3(일)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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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千葉日報ウェブ ちばとぴ/2010.10.2(토) l高知新聞/2010.10.2(토)

l高知新聞/2010.10.3(일)

l宮崎日日新聞/2010.10.4(월)

l 山梨日日新聞 WEB版/2010.10.3(일)

l 山梨日日新聞 WEB版/2010.10.4(월)

l北国新聞/�2010.10.2(토)

l北国新聞/�2010.10.3(일)

l宮崎日日新聞/�2010.09.29�(수)

10. 보도기사



98

l山陽新聞 WEB NEWS l山陽新聞 WEB NEWS

l大阪日日新聞 /�2010.10.2(토)

l山陰中央新聞/�2010.10.2(토)

l山陰中央新聞/�2010.10.3(일)

l徳島新聞 WEB�/�2010.10.2(토)

l電通報 /�2010.10.18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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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長崎新聞 /�2010.10.2(토) l長崎新聞 /�2010.10.3(일)

l分合同新聞 OITA-PRESS /�2010.10.2(토) l大分合同新聞 OITA-PRES/2010.10.3(일)

l宮崎日日新聞/�2010.10.4(월)

lソウルナビ/�2010.09.30(목)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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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ソウルナビ/�2010.10.2(토)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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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ソウルナビ/�2010.10.3(일)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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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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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nolife.net l J-ROCK�NEWS

l IZA�/�2010.10.2(토) l IZA�/�2010.09.16

l IZA�/�2010.10.3(일) l IZA�/�2010.10.2(토)

10.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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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회답자수：７３명

（３）연령

（２）성별

（４）직장

11.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５）거주지역

＜한국인＞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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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본 행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복수회답）

11.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７） 본 행사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북수회답）

（８）본 행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９）본 행사에서 느낀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회답）

（1０） 본 행사는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１1）향후,�이러한 행사에 참가 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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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２）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까?（한국인만 해당） （1３） 일본에 가보고 싶습니까?（한국인만 해당）

• 금년의 한일축제한마당은 우천 때문에 설문조사 회수에 문제가 있었음

• 설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2010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 실시

2011년도에는 설문조사 항목 수정 필요

• 설문조사 담당자의 사전 교육 부족으로 인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했을 때,�

2면의 항목을 누락시켜 통계에 문제가 발생함

• 2011년도는 설문조사 항목을 보충시키고 설문조사 담당자의 교육도 사전에 철저히 실시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함

▣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

11.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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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축제의 위치 설정

한일 관계가 많이 평온한 상황이 되었지만, 아직 사소한 일로부터 반일 감정을 떠올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년 축제의 성공 여부가 향후 축제 존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말의 위구심을 갖고 금년의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금년이 “한일합방 100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해였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양국 멤버들 사이에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테마를 “오랜 역사와 밝은 미래”로 정하고 축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 금년 축제에 대한 생각· “오랜 역사와 밝은 미래”

고대부터 양국 간에서는 다양한 교류와 함께 역사를 쌓아 올려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꺼림칙한

“한일합방 100주년”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불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상징이 미야자키현 미사토초

난고지방에서 1300년 동안 걸쳐 계승되어온 “시와스마쓰리”입니다. “오랜 역사”라는 테마의 재현으로서

쿠다라(백제)의 영혼을 계승하는 “시와스마쓰리”를 한반도에서 재현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측의

생각을 받아, 김덕수 선생님께서 중심이 되어 한국 측도 1300년만의 귀향인 “마지와 푸리(영해)”로 연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아울러, 조선 통신사 시대에 일본에 전승한, 지금도 오카야마의

우시마도쵸에서 전승되고 있는 “가라코 오도리”에도 출연을 부탁하였습니다.

“밝은 미래”라는 테마에서는 청소년교류공연, 전통예술공연을, 미래를 짊어지고가는 젊은 고교생 등에게 출연을

부탁하였으며 더불어, 볼품이 하는 축제라고 하는 것으로 “아오모리의 네부타마쓰리”, “아키타의 간토마쓰리”,

“코엔지 아와오도리”, 한국의 “봉산탈춤”, “남사당놀이” 등에 출연 의뢰를 하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안동 가면

춤”은 스케줄이 겹쳤기 때문에 단념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본 축제는 전원 참가형의 축제이기 때문에 “통하는 우리, 통하는 마음, 통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관람하는

여러분에게 “완코소바 많이 먹기 대회”나 「오라차차 스모 대회」 등에 참가하는 것이나, 양국의 전통

문화·예능에의 체험을 해 주시는 것을 기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피날레에서는 참가의 여러분 전원에게 “통하는

요사코이아리랑”이나 “강강술래”의 춤에 뒤섞여, 바로 한일의 비빈상태(한국과 일본이 섞인 상태, 또는 어우러진

상태)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3. 축제의 실천과 리스크 대응

10월 2일(토)�첫날은 지금까지 경험이 없는 좋지 않은 날씨였습니다.�한일 전통의 예술 공연 “모리오카 산사오도리”,�

“오고무”의 공연까지는 비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가라코 오도리”가 시작될 때는 비도 늘어나 왔습니다.�그런데

도,�어린이들이 능수능란하게 춤을 표현해 주셔,�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개막식은 본격적으로

비가 와 버렸습니다.�협찬사 VIP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손님들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폐를 끼쳐 버렸습니다.

둘째 날인 일요일은 오전에 비가 와서 걱정했습니다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도 보이기 시작하여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청계광장에서는 강풍으로 무대 간판이 밀어 넘어뜨려져 출연진인 고교생이 부상하는 사태도 생겼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그렇다고는 해도 행사장 복구에 시간이 걸려 공연을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

도 있었고,�출연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과 원통감로 가득했습니다.�또한,�서울광장에서는 바로 옆에 위치된

태평로에서 FI코리아 그랑프리의 프리이벤트가 개최되고 소음에 골치를 썩였습니다.�이러한 일부 예측불허의 사고가

있었지만 메인이벤트인 “시와스마쓰리”도 풍부한 옛날 형식으로 장엄하게 진행되어 피날레의 “통하는 요사코이아리

란”,�“강강술래”의 춤으로 땅거미의 서울광장은 마치 일한의 비빈상태가 되어,�흥분과 감동이 넘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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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제의 반성점

금년의 축제는 성공리에 끝났지만 예측하지 못한 많은 사태가 생겨 그 대응에 대해 반성하는 점,�과제가 많이 남았

습니다.

주된 것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1)�우천·강풍

축제는 날씨가 좋다면 거의 90%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계절은 하늘 높고 거여목한국의 가을인 만큼,�

세계적 이상 기상의 영향인가···무상의 비였습니다.�우의 등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만 준비부족에 대해 부정할 수

는 없습니다.�회장실 등의 시설을 포함하여 주된 준비가 요구됩니다만 예산과의 균형도 있었기 때문에 과제가 남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2)�F1행사

축제의 당일에 “왜,�FI코리아 그랑프리의 프리이벤트가 개최되었는가···”,�“왜 중단시키지 않느냐”라고 비난의 목소

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FI코리아 그랑프리는 전라남도와 르노 삼성(renaultsamsung)의 공동 주최의 이벤트이라는 것을 저희 사무국도 9

월의 중순에 알게 되었습니다.�전라남도청이나 르노 삼성의 사장에게 축제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여 중지를 요구했

으나 상대방도 그들의 위신을 걸린 이벤트이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프로그램 변경 등에 의해
쌍

방의 윈·윈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타협을 지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소음에 의한 영향도 있었으나 프리이벤트 구경

하러 온 관중들이 축제 쪽에 흘러 온 효과도 있었습니다.

(3)�“시와스마쓰리”의 연출

“오래 역사”라는 테마에 어울리는 쿠다라(백제)의 영혼을 계승하는 “시와스마쓰리”를 한반도에서 재현하려고 한

일본 측의 생각은 대단히 깊은 의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장엄한 연출은 문화·국민성의 차이가 드

러나,�한국 사람들에게 이해를 깊게 하기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더 많은 궁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김

덕수 선생님께서 “1300년만의 귀향“마지와 푸리(영해)”로 맞이한다고 하는 취향은 선생님 스스로의 역동적인 연출

로 대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한일 양국이 매우 옛날 시대부터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관중의 여러분에게도 느껴

준 것이지요.�

5.�도쿄의 축제와의 관계

“한일 교류 축제”는 “교류”를 관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교류”라고 하는 취지로 개최 장소도 작년에 도쿄와 서

울에서의 동시 개최를 처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금년은 “한일합방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이므로 서울이 “주”

로 도쿄가 “종”이라고 하는 형태를 도쿄와 서울에서 합의를 보고서 개최하였습니다.�도쿄의 축제가 은성하게 언론

에 보도된 것은 홍보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본질적인 “교류”는 개최 장소의 교류가 아닌 이 “축제”를 만

들어 가는 프로세스로의 양국 남녀노소의 자원봉사의 교류 활동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도쿄와 서울에서의 동

시 개최는 나름대로 의의는 있습니다만 도쿄의 축제가 관 주도의 상의하달의 행사적 내용인 것이나,�협찬금에 의

이 축제의 재정적인 관점에서는 동시 개최를 숙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쿄 측 사무국의 스탭들이 서울의 축제를

견학(관찰)하러 오셨습니다.�“서울의 축제가 양국 남녀노소의 자원봉사 교류의 손수 만든 축제인 것에 감동했습니

다.�그러나 도쿄에서는 어렵네요”라고 어려움이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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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내년 이후에의 축제

금년 축제는 좋지 않은 날씨와 여러 가지 사고가 나타났고,�그 대응을 포함시킨 과제가 남았습니다.�그러나 당초 품

은 위구심은 기우에 끝나,�이 축제의 계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그 의미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왜

냐하면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꺼림칙한 “한일합방 100주년”의 해,�그것도 10월 3일이라고 하는 개천절(건국기념일)

에 일본의 오랜 역사를 다룬 “시와스마쓰리”를 서울의 중심에서 연기해도,�한명도 방해하거나 비난 하는 한국 사람

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또한 피날레에서는 한일의 비빈상태(한국과 일본이 섞인 상태,�또는 어우러진 상태)가 자연스

럽게 완성되어,�양국 시민들이 일체화되었습니다.

이 축제를 성공시키는 조건에는 자금,�자원봉사 활동 (노하우),�“마음” 이 3개가 있습니다.�먼저,�“축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자금의 뒷받침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양국의 법인 그리고 개인의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부디 협찬의 이해,�지원을 꿋꿋하게 부탁합니다.�자금의 뒷받침을 기반으로 자원봉사 활동 (노하우)과 “마음”이 성

공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서울에서 개최될 축제는 양국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그리고 이

활동 프로세스가 겹겹이 쌓여 노하우가 되어 축적 되 오고 있습니다.�불의의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

하는 배려를 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한일의 100년을 응시해 더욱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시

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이 축제는 주로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교류를 중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자매 도시 교류가 빈번하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아키타현 혼죠시와 경남도 양산시,�야마가타현 사가에시와 안동시,�카고시마현과 전라북도 등입니다.�내년부터는 이

축제의 “교류”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매 도시 교류에 착안하여 상승효과를 노려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세계의 글로벌화,�보더레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시장 경제 주의,�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축제도 양국의 여러분의 협력으로 양국 우호 친선 촉진

에 공헌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사이에 어떤 악천후가 있어도 항상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등대의 빛과 같은 한일 우호의 상징으

로서 자랄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매년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앞으로도 매년 지

속적인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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