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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은 각계인사들의 

이해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11회째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여러분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지난해의 행사는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

를’이라는 주제로 9월 19일(토)과 20일(일) 양일간, 신촌 연세로와 COEX 전

시장에서 각각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신촌 연세로에서는 야외 

퍼레이드를 통해 양국의 선린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해 양

국의 풍성한 교류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 풀뿌리 교류의 대명사라고도 할 행사로 성장

했습니다. 매년 양국의 우호를 바라는 한일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축제의 성공을 위해 저희와 함께 

땀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양국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시민과 시민이 직접 교류하고 양국의 유

대를 다질 수 있는 이 행사를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일축제한마당’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실행위원장 박삼구

日韓国交正常化40周年を機に始まった「日韓交流おまつり」は，各界の皆様からの御理解と御支援を賜り，
昨年，11回目の行事を無事終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場をお借りし，改めて皆様のご厚意に深く御礼申し
上げます。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た昨年のイベントでは，「共に開こう　新たな未来を」をテーマに，９月19日(
土)と20日(日)の両日，それぞれ，新村延世路とCOEX展示場にて関連の行事が開かれました。特に，新村延世
路では，野外パレードを通じて，両国の善隣友好の象徴である「朝鮮通信使」の行列を再現し，両国の豊か
な交流の歴史を振り返る機会を持ちました。

今や「日韓交流おまつり」は，両国における草の根交流の代名詞ともいえる行事に成長しております。毎年，
両国の友好を願う，日韓の数多くのボランティアの方々が，同イベント成功のために我 と々共に汗を流して下さ
っている姿を拝見する度に，両国関係がどのような状況にあっても，市民と市民が直接触れ合い，両国の絆を
深めうるこの行事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思いを強く致しております。

今後とも「日韓交流おまつり」に対する皆様の温かいご声援を宜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 in Seoul

実行委員長 朴三求

인사말  挨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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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行事名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 in Seoul(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

일시
日時

2015년 9월 19일(토) 11:00~18:00  2015年 9月 19日(土) 11:00~18:00
2015년 9월 20일(일) 10:00~19:30  2015年 9月 20日(日) 10:00~19:30

장소
場所

신촌 연세로    l   코엑스(COEX)전시장 B홀
新村 延世路    l   COEX展示場 Bホール

테마
テーマ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共に開こう 新たな未来を

슬로건
スローガン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楽しいおまつり, 楽しい出会い, 楽しむ私たち

주최
主催

한일축제한마당 2015 실행위원회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 in Seoul 実行委員会

주관
主管

한일축제한마당 2015 운영위원회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 in Seoul 運営委員会

후원
後援

한   국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서대문구청

일   본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SJC),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韓   国 :  外交部,文化体育観光部, 海外文化弘報院, ソウル特別市, KBS, 韓国観光公社, 韓国文化芸術委員会, 
韓日文化交流会議, 東アジア文化交流協会, 西大門区庁

日   本 :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観光庁, 日本政府観光局(JNTO), 国際交流基金, 日韓文化交流基金,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기획취지
企画趣旨

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 양국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과 연대감을 더욱 돈독
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신촌 연세로와 코
엑스에서 특별행사를 진행했다.
日韓交流おまつりは,日韓両国の市民が互いの文化に直接触れ合いながら,相手国に対する親近感と連帯感を更に深め
る機会となることを願い開催している。特に,今年は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新村延世路及びCOEXで特別イベン
トを行った。

주요행사
主な行事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을 메인으로 하는 50주년 기념 퍼레이드와 50주년 기념 
축하공연과 특별공연 등을 진행했다. 나아가 일본의 대표 축제 및 한국과 일본 공연단체가 참가한 ‘무대공연’을 비
롯해 지자체·기업·체험 ‘부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し,朝鮮通信使行列の再現をメインとする50周年記念パレードと50周年記念祝賀公演
及び特別公演などを実施した。 さらに日本を代表するおまつり及び日韓の公演団体が参加する「舞台公演」を始め,自治
体·企業·体験「ブース」では,日本と韓国の様々な文化に接する機会を提供した。

협찬단체
協賛団体

154개사 및 1개인
154社及び 1個人

참여단체
参加団体

29단체 29団体
(한국韓国 12, 일본日本 15, 한일합동日韓合同 2)

부스
ブース

73부스  73ブース
(지자체自治体 22, 기업企業 14, 체험&이벤트体験＆イベント 24, 푸드フード 6, 운영運営 7)

관람객 현황 
観覧客現況

약 90,000명(19일:약 30,000명, 20일:약 60,000명)
約 90,000名(19日:約 30,000名, 20日:約 60,000名)

주관 : 운영위원회
主管：運営委員会 

사무국 :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事務局：東アジア文化交流協会

한일축제한마당 운영기관이며, 운영위원장이 대표다.

운영위원회는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행사를 운영·관리한다.

日韓交流おまつりを運営する機関であり,運営委員長が代表である。

運営委員会は実行委員会から委託を受け,行事を運営·管理する。

한국측운영사무국

韓国側運営事務局

일본측운영사무국

日本側運営事務局

감사위원회
監査委員会 

회계감사·업무내용의 감사를 진행한다.

会計監査·業務内容の監査を行う。

주최 : 실행위원회
主催：実行委員会 

 
한일축제한마당 주최기관이며,  실행위원장이 대표다.

日韓交流おまつりを主催する機関であり,実行委員長が代表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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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 実行委員会 이름 名前 소속 所属

명예실행위원장
名誉実行委員長

강신호
姜信浩

전국경제인연합회 명예회장
全国経済人連合会 名誉会長 

실행위원장
実行委員長

박삼구
朴三求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錦湖アシアナグループ 会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Takasugi Nobuya

高杉 暢也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전 한국후지제록스 회장)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元韓国富士ゼロックス会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김영대
金英大

대성그룹 회장
大成グループ 会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신수정
申秀貞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장)
ソウル大学校  名誉教授 (元ソウル大学音楽学部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정준명
鄭埈明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전 삼성재팬 사장)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元三星ジャパン社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강영희
姜英姫

한일협력위원회 위원
韓日協力委員会 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유명환
柳明桓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元外交通商部長官)

실행위원 実行委員
이영관
李泳官

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 회장
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 会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김덕수
金德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韓国芸術総合学校 教授

실행위원 実行委員
신현택
申鉉澤

서초문화재단 이사장 (전 여성가족부 차관)
瑞草文化財団 理事長 (元女性家族部次官)

실행위원 実行委員
김윤
金鈗

(주)삼양홀딩스 회장
(株)三養Holdings 会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신각수
申珏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장 (전 주일대사)
国立外交院外交安保研究所 国際法センター長 (元駐日大使)

실행위원 実行委員
금동수
琴東秀

KBS 부사장
KBS 副社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심규선
沈揆先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장, 대기자
東亜日報 コンテンツ企画本部長,大記者

실행위원 実行委員
Miki Atsuyuki

三木 篤行
Seoul Japan Club 이사장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Seoul Japan Club 理事長 (韓国三井物産社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김정관
金正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韓国貿易協会  副会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부백
夫伯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 학과장
慶熙大学校 文化観光コンテンツ学科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이한석
李漢錫

일본관광신문 대표이사
日本観光新聞 代表理事

실행위원 実行委員
장제국
張済国

동서대학교 총장
東西大学校 総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Ikehata Shuhei

池畑 修平
NHK서울지국 지국장
NHKソウル支局 支局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김용연
金瑢淵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부사장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회 간사장)
錦湖アシアナ文化財団 副社長 (日韓交流おまつり実行委員会幹事長)

운영위원회 運営委員会 이름 名前 소속 所属

명예운영위원장
名誉運営委員長

다카스기 노부야
高杉 暢也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운영위원장
運営委員長

다나카 마사시
田中 将志

드림보이 회장
DREAM BOY 会長

부위원장
副委員長

사토 마사루
佐藤 勝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원장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院長

부위원장
副委員長

김조웅
金照雄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이사
東アジア文化交流協会 理事

간사
幹事

미키 키미요
三木 希視代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등 서기관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一等書記官

간사
幹事

김유리
金幼璃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대리
錦湖アシアナ文化財団 代理

간사
幹事

사토이 루이코
里井 瑠衣子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東アジア文化交流協会

위원
委員

미야탸 기미히로
宮田 起三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부원장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副院長

연출 팀장
演出チーム長

박진희
朴眞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조사관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調査官

위원
委員

조영호
趙永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팀장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 チーム長

위원
委員

김찬영
金燦英

한국청소년연맹 간사
韓国青少年連盟 幹事

위원
委員

서태희
徐泰姬

한일문화교류회의 
韓国文化交流会議 

위원
委員

이기숙 
李起淑

북동북3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 과장
北東北3県·北海道ソウル事務所 課長

위원
委員

부용범
夫龍凡

오키나와컨벤션뷰로 한국사무소
沖縄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韓国事務所

위원
委員

박성희
朴省姫

인페인터글로벌 대표
インペイントグローバル 代表

위원
委員

허경란
許景蘭

JETAA 대한민국 지부
JETAA大韓民国支部

위원
委員

김가영
金佳永

환경재단  
環境財団 

위원
委員

김대영
金大永

NHK 서울지국 기자
NHKソウル支局 記者

위원
委員

임경진
林慶眞

JETAA 대한민국 지부
JETAA大韓民国支部

위원
委員

김종용
金鍾龍 

김천대학교 4학년
金泉大学 4年生

홍보 팀장
広報チーム長

이선순
李善順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조사관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調査官

위원
委員

진윤희
陳玧熺

동덕여자대학원 문화콘텐츠산업학
同徳女子大学院 文化コンテンツ産業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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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運営委員会 이름 名前 소속 所属

위원
委員

김민경
金旼俓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韓国外国語大学 政治外交学科 4年生

위원
委員

김예진
金藝珍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3학년
同徳女子大学 日本語科 3年生

위원
委員

김혜민
金惠民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2학년
培花女子大学 国際貿易学科 2年生

위원
委員

김효정
金孝貞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2학년
慶熙大学 日本語学科 2年生

위원
委員

박혜원
朴慧元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과 2학년
仁荷工業専門大学 航空経営科 2年生

위원
委員

안지수
安智秀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明知大学 日語日文学科 2年生

위원
委員

임수정
林守淨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明知大学 日語日文学科 2年生

위원
委員

최소정
崔昭姃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高麗大学 日語日文学科 2年生

위원
委員

후루키 아이카
古木 愛香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高麗大学 国際語学院 韓国語文化教育センター

부스 팀장
ブースチーム長

후지타 야스유키 
藤田 康幸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차장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次長

위원
委員

이강일
李康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所長補佐

위원
委員

모리모토 데쓰오
森本 哲夫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所長補佐

위원
委員

키노시타 미에
木下 美絵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조사원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調査員

위원
委員

카즈키 요시즈구
香月 義嗣

리브 컨설팅 코리아 부장
リブ·コンサルティング·コリア 部長

위원
委員

히라쓰카 유키코
平塚 由紀子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차장
日本政府観光局(JNTO) ソウル事務所 次長

위원
委員

가시와기 아야
柏木 彩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차장
日本政府観光局(JNTO) ソウル事務所 次長

위원
委員

아카마쓰 히로노리
赤松寛哲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차장
日本政府観光局(JNTO) ソウル事務所 次長

위원
委員

구리야마 마사유키
栗山 政幸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부소장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 副所長

위원
委員

노하라 야스시
野原 靖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부소장
静岡県ソウル事務所 副所長

자원봉사 팀장
ボランテイアチーム長 

조성주
趙成柱

서울시청 국제문화교류회
ソウル市庁 国際文化交流会

위원
委員

신근철
申根哲

주식회사 에스비 플러스 이사
株式会社 SB plus 理事

위원
委員

방미영
房美影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西京大学 文化コンテンツ学部 教授

운영위원회 運営委員会 이름 名前 소속 所属

위원
委員

하주영
河周姈

장안대학교 관광일어과 교수
長安大学 観光日語科 教授

위원
委員

봉승관
奉承官

두발로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デュバルロCommunications 代表

위원
委員

박시형
朴是炯

KDB생명보험 개인금융팀 과장
KDB生命保険 個人金融チーム 課長

위원
委員

김혜경
金惠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情報通信産業振興院

위원
委員

이정영
李姃暎

대진대학교 일본어학과
大眞大学 日本語学科

감사위원회  監査委員会 이름 名前 소속 所属

감사역
監査役

야마사키 히로키
山崎 宏樹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 所長

감사역
監査役

야마다 요시노리
山田 佳則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所長

운영사무국 運営事務局 소속 所属

한국측운영사무국(샛강나루)
韓国側運営事務局(セッカンナル)

전근호, 김우정, 정찬용, 권은정, 배소영, 김태호, 박성민, 김계희, 이일규,
차신아, 安藤 功, 川村 幸恵, 박용만, 김다영

일본측운영사무국
日本側運営事務局

히사다 카즈타카
久田 和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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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운영총괄자가 결재하고 후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대외적인 서류 밎 운영 내용에 관한 결재는 운영총괄자가 한다.

重要な議事は運営委員会で審議·決定する。但し,急を要する場合には,運営総括者が決定を行い,運営委員会に報告する。

対外的な書類及び運営内容に関する決裁は運営総括者が行う。

9월 19일(토) 신촌 연세로   9月 19日(土) 新村 延世路

9월 20일(일) COEX 9月20日(日) COEX

田中 将志

佐藤 勝

김유리
三木希視代

里井 瑠衣子

高杉 暢也

 幹事

내빈 대응  来賓対応
佐藤 勝

 위기관리  危機管理
宮田 起三弘

 프레스＆홍보 Press＆広報
이선순

교류회 交流会
宮田 起三弘

연출총괄  演出総括

김찬영

荒田流宝声会·ねぶた展示

이기숙

三木 希視代
里井 瑠衣子

 부  副

진윤희
김혜민

당일홍보(외부·내부)  当日広報 (外部·内部）

 부 副

豊泉 拓司

 안전지원 安全支援
조영호
김대영

부스 총괄  ブ〡ス総括

배소영

지방자치단체  自治体
森本 哲夫

임수정
김효정

박진희
퍼레이드 진행·무대지원 パレ〡ド進行·舞台支援

조영호
부스 운영  ブ〡ス運営

심규정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リラン

서태희
허경란

아라타류 호세이카이  荒田流宝声会
이기숙

담당  担当
강주연

 프레스 부 Press 副

入江 豊明
한상우

 담당 担当
강주연/김동우

 연출총괄 演出総括

김가영
김대영

임경진
박성희

일본출연단체  日本出演団体
임경진

자원봉사자 총괄  ボランティア総括

조성주

안전총괄  安全総括

박시형 문근령

부스 운영  ブ〡ス運営
藤田康幸

부  副

木下 美絵
체험·이벤트  体験·イベント

배소영
柏木 彩

설치운영팀  設営チ〡ム
배소영

川村 さちえ

기업·부스  企業·フ〡ド

安藤 功

부스팀 자원봉사자  ブ〡スチ〡ムボランティア

하주영
김혜경

신근철

担当사진 및 기록

봉승관

자원봉사 운영상황 ボランティア運営状況 
방미영

자원봉사 운영상황 ボランティア運営状況 
이은지

연출·관리총괄보조 演出·管理総括補助 

박진희

연출운영 부스  演出運営ブ〡ス

김가영
조영호 심규정

조선통신사 부스  朝鮮通信使ブ〡ス

조영호

琴体験고토체험

안대현
佐藤喬 박혜원

최소정

JENESYS 2015

高橋建吉
문혜준
한여름

アンケ〡ト앙케이트
김예진

食品コスプレ·ギャル코스프레/갸루
김민경
안지수

문혜준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日本大学生訪韓研修団 日本のおまつり遊び일본축제놀이

공장원
남미경

우리는 친구다  ウリヌンチングダ
古木愛香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 リラン

아라타류 호세이카이·네부타 전시 

서태희
허경란

Hidano Super Taiko Group

이은영

이선순

Epik High

상명 한오름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와이즈발레단

진도 강강술래

한울림 연희단

일렉트릭 사물놀이

정찬용

조선통신사 朝鮮通信使 출연단체수행 出演団体随行

연출·관리총괄보조 演出·管理総括補助 

조영호

명예운영위원장 名誉運営委員長 

운영위원장 運営委員長  

부위원장  副委員長 

김조웅

샛강나루 セッカンナル 

배소영

히사다 카즈타카 久田和孝

부스 팀장 ブースチーム長

박태신
엄선영

전시운영 展示運営

전지웅
이의진

수송·VIP 주차 輸送·VIP駐車

김계희
배재영

운영·물자 運営·物資

김평종
김현우

경비·안전 警備·安全

권은정
가와무라 사치에

조윤정

자원봉사관리·팀장 ボランティア管理·チ〡ム長

일본측운영사무국 日本側運営事務局

한국측 운영사무국 韓国側運営事務局

연출 演出

총연출  総演出
연출감독  演出監督

조연출  助演出

김우정
정찬용
김태호
박성민

한국출연단체 韓国出演団体

도시랑 담당  お弁当担当

연출지원담당 演出支援担当 

기념품판매 記念品販売 / 식품샘플 食品サンプル 카베동·헤어스타일링 壁ドン·ヘアスタイリング

사시다 후미야 指田 郁也

1-3  당일 운영체제  当日運営体制

운영사무국 運営事務局
 
                                 한국측운영사무국 韓国側運営事務局 : 샛강나루 セッカンナル

                                 일본측운영사무국 日本側運営事務局 : 히사다 카즈타카 久田 和孝

간사 幹事
 

미키 키미요 三木 希視代

김유리 金幼璃

사토이 루이코 里井 瑠衣子

각 팀 各チーム
 

연출팀 演出チーム：박진희 朴眞姫

홍보팀 広報チーム：이선순 李善順

부스팀 ブースチーム：후지타 야스유키 藤田 康幸

자원봉사팀 ボランティアチーム：조성주 趙成柱

운영총괄자 運営総括者
 

명예운영위원장 名誉運営委員長：다카스기 노부야 高杉 暢也

운영위원장 運営委員長：다나카 마사시 田中 将志

운영부위원장 運営副委員長：사토 마사루 佐藤 勝, 김조웅 金照雄

간사는 관련 내용이 월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幹事は関連する内容についてスムーズな運営が出来るようとりまとめを行う。

팀장은 각 팀의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팀활동을 보

고하며,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심의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운영통괄자의 가

결재를 받아 활동한 후,  후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チーム長は各チームの責任者として主体的に活動する。  運営委員会でチーム活

動を報告し,運営委員会はこれを審議する。 但し,急を要する場合には,運営総括者

の仮決裁を受けて活動し, 後日 運営委員会に報告する。

운영사무국은 간사 및 팀장과 공동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運営事務局は幹事及びチーム長と共に運営委員会で決定した内容を具体化するための活動を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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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分類

원 환산 금액 
ウォン換算金額

Won Yen
비고
備考

한국 
韓国

한국계 기업
韓国系企業

390,000,000 390,000,000 

해외문화홍보원
海外文化弘報院

60,000,000 60,000,000 

일본 
日本

SJC 각 기업
SJC各企業

365,536,285 365,536,285 

개인
個人

500,000 500,000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6,530,000 6,530,000
교류회 비용
交流会費用

조성금 등
助成金 等

(563,381,604)

2015 지원금 합계
2015 支援金合計

822,566,285

수입 부문
収入の部

원 환산 금액 
ウォン換算金額

Won Yen 비고 備考

2014 이월금
2014 繰越金

 190,913,121  190,913,121 

한국측 지원금
韓国側支援金

 390,000,000 

 756,036,285 
일본측 지원금
日本側支援金

 366,036,285 

부스비
ブース代

 29,590,909  29,590,909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6,530,000  6,530,000 
교류회 비용 
交流会費用

해외문화홍보원
海外文化弘報院

 60,000,000  60,000,000 

이자
利子

 70,613  70,613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33,004,984) 33,004,984 
출연단체등 비용 

出演団体等の費用

국제교류기금
国際交流基金

(58,617,370)  5,861,737 
출연단체등 비용 

出演団体等の費用

일한문화교류기금
日韓文化交流基金

(471,759,250)  47,175,925 
출연단체등 비용 

出演団体等の費用

합계
合計

 1,043,140,928 

한일 총 144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금 협력을 받았다.  

日韓あわせて144企業及び個人から支援金の協力を得ることができた。

2. 사업비  事業費
2-1  총사업비  総事業費

지원금 환율은 1엔 : 10원으로 계산. 전체 결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의 내용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상기 이외에도 많은 단체로부터 출연에 관한 도움을 받았음.

支援金の為替レートは,１円：10ウォンで算出。全体の決算に関与しないため(  )内は合計に含まれない。 なお,上記以外にも多くの団体に出演に関わる支援を頂戴している。

2-1  총사업비  総事業費

2-2  감사보고  監査報告

지출 부문
支出の部

원 환산 금액 
ウォン換算金額

Won Yen 비고 備考

한국측운영사무국 
韓国側運営事務局

 644,614,690  644,614,690 

일본측운영사무국 
日本側運営事務局

 12,104,645  1,210,465 

본부 사무국 운영경비 
本部事務局運営経費

 3,545,484  3,545,484 

운영위원회 회의경비 
運営委員会会議経費

 5,931,300  5,931,300 

홍보 경비 
広報経費

 99,863,690  99,863,690 

출연단체 경비  
出演団体経費

 73,899,238  7,389,924 

교류회 경비
交流会経費

 17,424,000  17,424,000 

물품 경비
物品経費

 6,809,000  6,809,000 

합계
合計

 864,192,047 

이월금(원)
繰越金額(ウォン)

 178,94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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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원금 모집방법  支援金募集方法

한일축제한마당의 사업비는 대부분 한일 개별기업의 협찬(지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주한일본

대사관이 담당하며,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재팬클럽(SJC)이 담당하여 지원금 모집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日韓交流おまつりの事業費は大部分が日韓の個別企業からの協賛(支援金)で成り立っています。主に韓国企業は日本大使館が,日本企

業はSJC(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が担当して支援金の募集を行いました。

具体的な資金募集方法は以下のとおりです。

1) 日本大使館及びSJCが各企業に協賛に関する案内書を配布

2)  日韓交流おまつり事務局は,韓国文化芸術委員会の「指定寄付金制度」(在韓企業),日本国際交流基金の「特定寄付金制度」(在日企業)に申し込みを行う。

3) 各企業は韓国文化芸術委員会等に支援金を入金

4) 韓国文化芸術委員会等は企業に対して減税効果のある領収証を発行

5) 韓国文化芸術委員会等が日韓交流おまつり事務局に入金

6) 日韓交流おまつり事務局は,残余金額を来年の行事の為に繰越及び管理

※ なお,各企業から支援いただいた協賛品については,提供された商品の価格を支援金として換算し,該当企業を協賛企業として取り扱う。

1) 주한일본대사관 및 SJC가 각 기업에 협찬관련 안내서 배포

2) 한일축제한마당 사무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정기부금제도(주한기업)’, 일본국제교류기금 ‘특정기부금제도(재일기업)’에 신청

3) 각 기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지원금 입금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기업에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영수증 발행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한일축제한마당 사무국에 입금

6) 한일축제한마당 사무국은 잔여금액을 다음해 행사를 위해 이월 및 관리

※ 각 기업으로 받은 협찬 물품은 제공된 상품 가격을 지원금으로 환산하고, 제공기업은 협찬기업으로 간주한다.

2-4  기업·개인 지원 및 물품협찬  企業·個人支援及び物品協賛

아데카코리아(주) ADEKA KOREA CORPORATION 한국다이와 주식회사 韓国ダイワ株式会社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주식회사

AGCディスプレイグラス・オチャン
株式会社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
DENSO INTERNATIONAL KOREA 
CORPORATION

(주)에이젝코리아
AGEKKE KOREA 
CORPORATION

(주)덴츠코리아 ㈱電通コリア

한국아지노모도(주) 韓国味の素㈱ 디스코하이테크코리아(주) ディスコハイテックコリア㈱

아주산업(주) 亜州産業㈱ DNP KOREA(한국대일본인쇄(주)) DNP KOREA(韓国大日本印刷㈱)

(주)아마다코리아 ㈱アマダコリア 동아쏘시오그룹 DONG-A SOCIO GROUP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旭硝子ファインテクノ韓国 동서대학교 東西大学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韓国アステラス製薬㈱ 동우화인켐(주) 東友ファインケム㈱

한국아즈빌(주) アズビル韓国㈱ 휠라코리아(주) FILA KOREA Ltd. 

반도코리아(주) BandoKorea.Co.,Ltd. (주)화인 FINE Inc.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국도
Best Western Premier Hotel 
Kukdo

전국경제인연합회 全国経済人連合会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Best Western Premier 
Seoulgardenhotel

FRL 코리아 FRLコリア

브리지스톤타이어세일즈코리아
(주)

ブリヂストンタイヤセールスコリ
ア㈱

(주)후지타 서울지점 ㈱フジタソウル支店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キヤノンコリアビジネスソリューシ
ョンズ㈱

후지쯔텐한국주식회사 FUJITSU TEN KOREA LIMITED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キヤノンコリアコンシューマーイメ
ージング㈱

한국후지제록스(주) 韓国富士ゼロックス株式会社 

캐논쎄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주)

キヤノンセミコンダクターエンジニ
アリングコリア㈱

(주)하쿠호도제일 ㈱博報堂チェイル

(주)씨앤드씨신약연구소 C&C Research Laboratories 한덕화학(주) 韓德化学㈱

(주)제일기획 ㈱第一企画 한욱테크노글라스(주) 韓旭テクノグラス株式会社 

크린팩토메이션(주) CLEAN FACTOMATION, INC. (주)한국히타치 ㈱日立コリア

CJ 주식회사 CJ CORPORATION
(주)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코리아

㈱日立オートモティブシステムズ
コリア

대성 한국캠브리지필터(주)
大成　韓国cambridgeフィルタ
ー㈱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주) 韓国日立化成電子材料㈱

DAIFUKU KOREA CO., LTD. DAIFUKU KOREA CO., LTD. (주)한국히타치물류 ㈱韓国日立物流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韓国第一三共㈱ 히타치하이테크놀로지즈코리아
(주)

日立ハイテクノロジーズコリア㈱



日韓共同開催文化交流事業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 in Seoul   1716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2. 사업비  事業費2. 사업비  事業費

(주)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 
코리아

㈱日立LGデータストレージコリア 한국쿄와하코기린(주) 韓国協和発酵キリン㈱

히타치금속한국(주) 日立金属韓国㈱ (주)LG ㈱LG

(주)효성 ㈱曉星 LG히다찌(주) LG日立㈱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주) 出光電子材料韓国㈱ 마부치모타코리아주식회사
MABUCHI MOTOR KOREA 
CO.,LTD

IHI Corporation 株式会社IHI 韓国마루베니주식회사 韓国丸紅株式会社

(주)인페인터글로벌 ㈱インペインターグローバル 미쓰비시상사(주) 三菱商事㈱

주식회사 인텔리전스코리아 ㈱インテリジェンスコリア 한국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三菱電機韓国㈱

(주)아이에스에프넷코리아 ㈱アイエスエフネットコリア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주식회사

Mitsubishi Tanabe Pharma 
Korea. Co.,Ltd

아이엔에스손해보험중개(주) I&S Insurance Broker Co., Ltd. 미쓰비시도쿄유에프제이은행 
서울지점

三菱東京UFJ銀行ソウル支店

한국이토추(주) 韓国伊藤忠㈱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韓国三井物産株式会社

자트코코리아 엔지니어링  JATCOコリアエンジニアリング㈱
Mitsui O.S.K. Bulk Shipping 
(Asia Oceania) Pte.Ltd.

Mitsui O.S.K. Bulk Shipping 
(Asia Oceania) Pte.Ltd.

(주) JCB카드인터내쇼날 코리아
JCB Card International (Korea) 
Co., Ltd.

미쓰이스미토모해상 
화재보험(주)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

한국제이에프이스틸(주) 韓国JFE Steel株式会社 한국 미쓰도요 주식회사 Mitutoyo Korea Corporation

제이텍트코리아(주) JTEKT KOREA CO., LTD.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みずほ銀行　ソウル支店

제이엑스니폰오일앤에너지 
코리아(주)

JX Nippon Oil & Energy Korea 
Corporation

한국미즈노주식회사 MIZUNO KOREA LTD

주식회사 카네카코리아 株式会社カネカコリア 한국무라타전자(주) 韓国村田電子㈱

한국가와사키로보틱스(주) 韓国川崎ロボティクス㈱ 한국나믹스 주식회사 KOREA NAMICS CO.,LTD.

김・장 법률사무소 金·張 法律事務所 남양금속(주) 南陽金属㈱

(주)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K”LINE (KOREA) LTD. 한국닛켄 주식회사 韓国日研株式会社

한국자막방송(주) 韓国字幕放送㈱ 한국일본통운(주) 韓国日本通運㈱

한국마사회 韓国馬事会 노무라금융투자(주) 野村金融投資㈱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国際エレクトリックコリア㈱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株式会社 野村総合研究所ソウル

(주)국민은행 ㈱国民銀行 (주)농심 ㈱農心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財)錦湖アシアナ文化財団 한국엔에스케이(주) 韓国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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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코리아 주식회사 NTT KOREA Co., Ltd. TDK한국(주) TDK韓国㈱

NYK Bulkship (Korea) Co., Ltd. NYK Bulkship (Korea) Co., Ltd. 한국테루모(주) 韓国テルモ㈱

NYK Line (Korea) Co., Ltd. NYK Line (Korea) Co., Ltd.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 
서울지점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 
ソウル支店

올림푸스한국(주) オリンパス韓国㈱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東京エレクトロンコリア㈱

파나소닉코리아(주) Panasonic Korea Ltd.(PKL) 동양물산기업(주) 東洋物産企業㈱

파나소닉디바이스세일즈코리아
(주)

Panasonic Industrial Devices 
Sales Korea Co.,Ltd.

TORAY INDUSTRIES,INC. TORAY INDUSTRIES,INC.

파이오락스(주) パイオラックス㈱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주) 東芝エレクトロニクスコリア

(주)풍산 POONSAN CORPORATION 토토기기한국(주) TOTO KOREA LTD.

새론오토모티브(주) セロンオートモーティブ㈱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주) 東洋エンジニアリングコリア

삼성전자(주) 三星電子㈱ 한국토요타자동차(주) 韓国トヨタ自動車㈱

(주)삼양홀딩스 ㈱三養ホールディングス 한국도요타쯔우쇼(주) 韓国豊田通商㈱

삼영전자공업(주) 三瑩電子工業㈱ 티에스전자주식회사 T.S ELECTRONICS CO.,LTD.

한국산텐제약(주) 韓国参天製薬㈱ 츠치야 코리아 주식회사
TSUCHIYA KOREA CORPORA-
TION

한국신에츠실리콘(주) 韓国信越シリコーン㈱ 우베코리아(주) UBE KOREA.CO.,LTD.

신한은행 新韓銀行 한국우시오(주) 韓国ウシオ㈱

한국SMC공압 주식회사 韓国SMC空圧株式会社 한국우에무라(주) Uyemura Korea Co.,LTD.

한국소지쯔(주) 韓国双日 한국야스카와전기(주) 韓国安川電気㈱

(주)솜포재팬닛폰코아컨설팅 
코리아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コンサルテ
ィングコリア

한국야스나가(주) 韓国安永㈱

소니코리아(주) ソニーコリア㈱ YKK한국(주) YKK KOREA CO.,LTD.

쌍용양회공업(주) 雙龍洋灰工業㈱ 한국요꼬가와전기(주) 韓国横河電機㈱

한국스미토모상사(주) 韓国住友商事㈱ 법무법인(유한)율촌 法務法人（有限）律村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서울지점 三井住友銀行ソウル支店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주) 郵船ロジステックスコリア㈱

(주)태평양 금속 ㈱太平洋金属 제온코리아 주식회사 ゼオンコリ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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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협찬 物品協賛

개인협찬 個人協賛

전일본공수주식회사 全日本空輸株式会社 한국무역협회 韓国貿易協会

아사아나항공 アシアナ航空 대한항공 大韓航空

FRL 코리아 FRLコリア (주)롯데아사히주류 ㈱ロッテアサヒ酒類

한솥도시락 HANSOT TOKYO PANYA TOKYO PANYA

일본항공주식회사 日本航空株式会社 야마하뮤직코리아(주) YAMAHA MUSIC KOREA Ltd

후루야 타쿠야 古谷 卓也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プログラム

구분 국가 시간 공연내용

거리
퍼포먼스 

일 12:00~12:20 퍼니본즈  

일 12:20~12:40 가와치야  

오프닝
공연 

일 12:40~13:10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일 13:10~13:25 일본항공고등학교 다이코다이 

일 13:25~13:40 히노고등학교 고진가구라 

무대
공연 

일 13:40~13:50 시모노세키 헤이케오도리 보존회 

한 14:00~14:10 상명 한오름무용단

일 14:10~14:20 사쿠라 유키 Ma-u 

한 14:20~14:30 광명시립농악단 

일 14:15~14:30 아라타류 호세이카이- 쓰가루 데오도리  

한일
14:30~14:40 하나코리아

14:40~15:00 Break Time 3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퍼레이드

한 15:00~15:15 조선통신사행렬 출발식 및 해설 

한 

15:00~17:00 

조선통신사행렬 및 태극 취타대 

한 상명 한오름무용단 

한 광명시립농악단 

일 데루야청년회  

일 모미지렌 

일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 

일 가와치야  

일 약동  

한일 요사코이 아리랑 

区分 国家 時間 公演団体 

路上
パフォーマ

ンス 

日 12:00~12:20 Funny Bones  

日 12:20~12:40 かわち家 

オープニ
ング公演 

日 12:40~13:10 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 

日 13:10~13:25 日本航空高等学校 太鼓隊

日 13:25~13:40 日野高等学校 荒神神楽 

舞台
公演 

日 13:40~13:50 下関平家踊保存会

韓 14:00~14:10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日 14:10~14:20 桜雪 Ma-u

韓 14:20~14:30 光明市立農楽団 

日 14:15~14:30 荒田流宝声会 - 津軽手踊り

日韓 
14:30~14:40 はなこりあ 

14:40~15:00 Break Time 3

日韓国交
正常化 
50周年 

記念
パレード 

韓 15:00~15:15 朝鮮通信使行列出発式及び解説 

韓

15:00~17:00 

朝鮮通信使行列及び太極吹打隊 

韓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韓 光明市立農楽団 

日 照屋青年会

日 紅葉連 

日 
梅花女子大学チアリーディング部 
RAIDERS

日 かわち家 

日 躍動 

日韓 よさこいアリラン 

※   조선통신사란? 

조선통신사는 한일 양국의 평화를 기원하며,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200여 년간 일본을 12차례 방문했다. ‘통신(通信)’이란 서로 ‘신의를 나눈다’는 의미로서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

는, 조선과 일본의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일시 : 9월 19일  Ⅰ  장소 : 신촌 연세로
日時 : 9月 19日  Ⅰ  場所 : 新村 延世路

※   朝鮮通信使とは  

朝鮮通信使は,日韓両国の平和を願い,1607年から1811年まで約200年の間に12回にわたり日本を訪問した。「通信」とは互いに「信義を交し合う」という意味を持ち,朝鮮通信使を通じた交流

は,日本と朝鮮の平和と善隣友好を象徴している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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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区分 출연단체 出演団体 출연자 出演者

일 日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創価ルネッサンスバンガード 140

일 日 퍼니본즈 FUNNY BONES 2

일 日 서울일본인학교 ソウル日本人学校 105

한 韓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 32

일 日 히다노 슈퍼 다이코 그룹 Hidano Super Taiko Group 5

한 韓 아마도 이자람밴드 アマド·イ·ジャラムバンド 5

일 日 가와치야 かわち家 4

일 日 모미지렌 紅葉連 25

일 日 히노고등학교 고진가구라 日野高等学校 荒神神楽 9

한 韓 상명 한오름무용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21

일 日 데루야청년회 照屋青年会 30

일 日 아라타류 호세이카이 荒田流宝声会 13

한 韓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済州特別自治道立舞踊団 16

일 日 시모노세키 헤이케오도리 보존회 下関平家踊保存会 14

일 日 일본항공고등학교 다이코다이 日本航空高等学校太鼓隊 33

한 韓 와이즈발레단 ワイズバレエ団 6

일 日 약동 躍動 15

한 韓 드럼라인 R.I.M ドラムライン R.I.M 8

일 日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 梅花女子大学チアリーディング部 RAIDERS 46

일 日 사쿠라 유키 Ma-u 桜雪 Ma-u 9

한일 日韓 하나코리아 はなこりあ 33

일 日 사시다 후미야 指田郁也 1

한 韓 에픽하이 Epik High 3

한 韓 진도 강강술래 珍島カンガンスルレ 40

한 韓 한울림 연희단 ハンウルリム演戱団 40

한일 日韓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イラン 180

한 韓 일렉트릭 사물놀이 エレクトリックサムルノリ 7

한 韓 광명시립농악단 光明市立農楽団 20

한 韓 태극취타대 太極吹打隊 80

총출연자  出演者総計 942

출연단체 리스트
出演団体リ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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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20일  Ⅰ  장소 : COEX B홀
日時 : 9月 20日  Ⅰ  場所 : COEX Bホール

구분 NO 국가 항목 시간 내용

오프닝

1 일 마칭밴드  10:30~10:40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공연 

2 일 다이도게(스트리트 퍼포먼스) 10:40~10:55 퍼니본즈 공연 

3 - 축하영상 메시지 10:55~11:00 50주년 기념 축하영상 메시지 인터뷰 영상 상영

<1부 >
공식
행사

4 한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축하공연 11:00~11:25 서울일본인학교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공연

5 - 사회자 등장 11:25~11:28 사회자 인사말

6 - 개회 선언 11:28~11:29 운영위원장 개회사, 개회선언 

7 - 내빈 소개 11:29~11:44 내빈 소개

8 - 인사말 11:44~11:52
인사말1 - 한국측 실행위원장
인사말2 - 일본측 실행위원장 

9 - 축사 11:52~12:08
축사1 - 한국측 축사
축사2 – 일본측 축사

10 - 주제 영상 12:08~12:10 주제 영상 상영

11 한일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 기념 특별공연 1

<한일합동공연>
12:10~12:40

히다노 슈퍼 다이코 그룹 &
아마도 이자람밴드 공연

                      Break Time 1 12:40~13:00 가와치야 공연

<2부>
함께 

열어요

12 일 아와오도리 13:00~13:15 모미지렌 공연 

13 일 고진가구라 13:15~13:30 히노고등학교 고진가구라 공연

14 한 상명 한오름무용단 13:30~13:45 상명 한오름무용단 공연

15 일 데루야 에이사 13:45~14:00 데루야청년회 공연

16 일 쓰가루 데오도리 14:00~14:15 아라타류 호세이카이 공연 

17 한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14:15~14:30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공연

18 일 시모노세키 헤이케오도리 14:30~14:45 시모노세키 헤이케오도리 보존회 공연

                      Break Time 2 14:45~15:00 가와치야 공연

19 일 일본항공고등학교 다이코다이 15:00~15:15 일본항공고등학교 다이코다이 공연

20 한 와이즈발레단 15:15~15:30 와이즈발레단 공연

21 일 약동 15:30~15:45 약동 공연

22 한 드럼라임 R.I.M 15:45~16:00 드럼라임 R.I.M 공연

23 일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 16:00~16:15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 공연

24 일 사쿠라 유키 Ma-u 16:15~16:30 사쿠라 유키 Ma-u 공연

25 한일 하나코리아 16:30~16:45 하나코리아 공연 

                      Break Time 3 16:45~17:00 가와치야 공연

<3부>
새로운
미래를

26 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2
<스페셜 콘서트>

17:00~17:30 사시다 후미야 공연 (J-POP)

27 한 17:30~18:00 에픽하이 공연 (K-POP)

28 일 마칭밴드 18:00~18:20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공연    

29 한일
피날레 공연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18:20~19:00

진도 강강술래 공연

한울림 연희단 공연

요사코이 아리랑 공연

일렉트릭 사물놀이 공연

전출연진+관객의 피날레 퍼포먼스 

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区分 NO 国 項目 時間 内容

オープ
ニング

1 日 マーチングバンド 10:30~10:40 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 公演

2 日 大道芸(ストリートパフォーマンス) 10:40~10:55 FUNNY BONES 公演

3 - 祝賀映像メッセージ 10:55~11:00 50周年記念祝賀メッセージ映像 上映

<1部>
公式
行事

4 日韓 日韓国交正常化 50周年記念 祝賀公演 11:00~11:25
ソウル日本人学校 & 
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 公演

5 - 司会者登場 11:25~11:28 司会者挨拶

6 - 開会宣言 11:28~11:29 運営委員長 開会の辞,開会宣言

7 - 来賓紹介 11:29~11:44 来賓紹介

8 - 挨拶 11:44~11:52
挨拶1 – 韓国側 実行委員長
挨拶2 – 日本側 実行委員長

9 - 祝辞 11:52~12:08
祝辞1 – 韓国側祝辞 
祝辞2 – 日本側祝辞

10 - テーマ映像 12:08~12:10 テーマ映像 上映

11 日韓
日韓国交正常化 50周年記念 特別公演 1

<日韓合同公演>
12:10~12:40

Hidano Super Taiko Group & 
アマド イ·ジャラムバンド合同公演

                      Break Time 1 12:40~13:00 かわち家 公演

<2部>
共に

開こう 

12 日 阿波踊り 13:00~13:15 紅葉連 公演

13 日 荒神神楽 13:15~13:30 日野高等学校 荒神神楽 公演

14 韓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13:30~13:45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公演

15 日 照屋エイサー 13:45~14:00 照屋青年会 公演

16 日 津軽手踊り 14:00~14:15 荒田流宝声会 公演

17 韓 済州特別自治道立舞踊団 14:15~14:30 済州特別自治道立舞踊団 公演

18 日 下関平家踊り 14:30~14:45 下関平家踊 保存会 公演

                      Break Time 2 14:45~15:00 かわち家 公演

19 日 日本航空高等学校 太鼓隊 15:00~15:15 日本航空高等学校 太鼓隊 公演

20 韓 ワイズバレエ団 15:15~15:30 ワイズバレエ団 公演

21 日 躍動 15:30~15:45 躍動 公演

22 韓 ドラムラインR.I.M 15:45~16:00 ドラムラインR.I.M 公演

23 日 梅花女子大学チアリーディング部 RAIDERS 16:00~16:15 梅花女子大学チアリーディング部 RAIDERS  公演

24 日 桜雪 Ma-u 16:15~16:30 桜雪 Ma-u 公演

25 日韓 はなこりあ 16:30~16:45 はなこりあ 公演 

                      Break Time 3 16:45~17:00 かわち家 公演

<3部>
新たな未

来を

26 日 日韓国交正常化 50周年記念 特別公演 2
<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

17:00~17:30 指田郁也 公演 (J-POP)

27 韓 17:30~18:00 Epik High 公演 (K-POP)

28 日 マーチングバンド 18:00~18:20 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 公演

29 日韓
フィナーレ公演

<共に開こう 新たな未来を>
18:20~19:00

珍島カンガンスルレ 公演

ハンウルリム演戱団 公演

よさこいアリラン 公演

エレクトリック·サムルノリ 公演

全出演陣 + 観客のフィナーレパフォーマンス 公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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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 

FUNNEY BONES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 축하영상

50周年記念祝賀メッセージ映像

서울일본인학교&서울시소년소녀 합창단 

ソウル日本人学校&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 公演

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 축하공연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祝賀公演

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사회자 인사 

司会者挨拶

개회사 및 선언, 내빈소개, 축사 

開会の辞·宣言, 来賓紹介, 祝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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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히다노 슈퍼 다이코 그룹 & 아마도 이자람 밴드 

Hidano Super Taiko Group &  アマド·イ·ジャラムバンド

가와치야 

かわち家

모미지렌 

紅葉連

히노고등학교 고진가구라 

日野高等学校 荒神神楽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 특별공연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特別公演

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상명 한오름무용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데루야청년회 

照屋青年会

아라타류 호세이카이 

荒田流宝声会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済州特別自治道立舞踊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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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시모노세키 헤이케오도리 보존회 

下関平家踊保存会 

일본항공고등학교 다이코다이 

日本航空高等学校太鼓隊

와이즈 발레단 

ワイズバレエ団

코스프레 사진콘테스트 시상식 

コスプレ写真コンテスト授賞式

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약동 

躍動

드럼라인 R.I.M 

ドラムライン R.I.M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 

梅花女子大学チアリーディング部 RAIDERS 

사쿠라 유키 Ma-u 

桜雪 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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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하나코리아  

はなこりあ

사시다 후미야(J-POP) 

指田郁也(J-POP)

에픽하이(K-POP) 

Epik High(K-POP)

진도 강강술래 

珍島カンガンスルレ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 특별공연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特別公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 특별공연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特別公演

3-2  9월 20일 행사(무대공연)  9月20日行事(舞台公演)

한울림 연희단＆일렉트릭 사물놀이 

ハンウルリム演戱団&エレクトリック·サムルノリ

요사코이 아리랑 & 피날레 

よさこいアリランのフィナー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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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지자체부스 自治体ブース

NO 부스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1 A-01 아오모리현·제주도  青森県·済州道

2 A-02 후쿠시마현  福島県

3 A-03 미야기현  宮城県 

4 A-04 천안시  天安市

5 A-05 미야자키현  宮崎県

6 A-06 구마모토현  熊本県

7 A-07 쓰시마시  対馬市

8 A-08 나가사키현  長崎県  

9 A-09 사가현  佐賀県

10 A-10
(일반재단법인)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一般財団法人)沖縄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11 A-11
야마나시현, 서울국제친선협회 협력
山梨県, ソウル国際親善協会協力

12 A-12 일본정부관광국(JNTO)  日本政府観光局(JNTO)

지자체부스 自治体ブース

NO 부스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13 A-13
(일반재단법인)자치체국제화협회 CLAIR
(一般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 CLAIR

14 A-14 JETAA 대한민국지부  JETAA大韓民国支部

15 A-15
B-1 그랑프리(주최:아이B리그)
B-1グランプリ(主催 :愛Ｂリーグ)

16 A-16
도요카와 이나리즈시로 도요카와시를 모리아게타이
豊川いなり寿司で豊川市をもりあげ隊

17 A-17
사이키 고마다시우동 대작전
佐伯ごまだしうどん大作戦

18 A-18 요코하마시  横浜市

19 A-19 시즈오카현  静岡県

20 A-20 시라하마쵸  白浜町

21 A-21 돗토리현  鳥取県

22 A-22 가가와현  香川県

(1) 지자체 부스 自治体ブース

기업부스 企業ブース
NO 부스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1 B-01 (주)산리오코리아  (株)サンリオコリア

2 B-02 이희건한일교류재단  李熙建韓日交流財團

3 B-03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韓国第一三共株式会社

4 B-04
반다이남코코리아 주식회사
株式会社バンダイナムココリア

5 B-05 아시아나항공(주)  アシアナ航空

6 B-06
ALL NIPPON AIRWAYS CO.,LTD
全日本空輸株式会社

7 B-07 채널W  チャンネルＷ

기업부스 企業ブース
NO 부스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8 B-08 도시바 한국  東芝 韓国

9 B-09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 

10 B-10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韓国三菱商事株式会社

11 B-11 한국일본통운(주)  韓国日本通運(株)

12 B-12 한국히타치그룹  韓国日立グループ

13 B-13 일본항공  日本航空

14 B-14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韓国三井物産株式会社

운영부스 運営ブース
NO 부스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1 E-01 미아보호소/응급센터  迷子保護所/救急センター

2 E-02 운영사무국(샛강나루)  運営事務局(セッガンナル)

3 E-03 프레스센터  プレスセンター

4 E-04 인포메이션  インフォメーション

5 E-05 운영위원회 사무국  運営委員会事務局

6 E-06 SNS기자단  SNS記者団

체험·이벤트부스 体験·イベントブース
NO 부스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1 C-01 한국전통놀이  韓国伝統遊び

2 C-02 일본전통놀이  日本伝統遊び

3 C-03 일본축제놀이  日本のおまつり遊び

4 C-04 한복 체험  韓服体験

5 C-05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포토존
富士ゼロックスコリア株式会社 フォト·ゾーン

6 C-06 기모노 체험  着物体験

7 C-07 유카타 체험  浴衣体験

8 C-08 소원별 만들기  願い星作り

9 C-09 조선통신사  朝鮮通信使

10 C-10 고토 체험  琴·日本の調べ

11 C-11
JENESYS 2015 일본대학생 방문단 (외교부초청)
JENESYS 2015 日本大学生訪問団 (韓国外交部招聘)

12 C-12 일본문화 체험  日本文化体験

체험·이벤트부스 体験·イベントブース
NO 부스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13 C-13
식품샘플 체험&판매
食品サンプル体験·販売

14 C-14 스킨아트  日本文化体験

15 C-15
일본특수분장 KID’S COMPANY
特殊メイクスタジオKID’S COMPANY 

16 C-16 기념품판매  記念品販売

17 C-17 우리는 친구다  私たちは友達だ

18 C-18 비포레스트 코리아  B’Forest Korea

19 C-19 한일학생미래회의  韓日学生未来会議

20 C-20 J-POP부스(CD판매)  J-POPブース(CD販売)

21 C-21 코스프레 체험  コスプレ体験

22 C-22 갸루메이크업 체험  ギャルメイク体験

23 C-23 헤어스타일링 체험  ヘアスタイリング体験

24 C-24 카베동 포토존  壁ドン フォト·ゾーン

푸드부스 フードブース
NO 부스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1 D-01 동아오츠카  東亞大塚

2 D-02 동아오츠카  東亞大塚

3 D-03 자원봉사자운영팀  ボランティア運営チーム

4 D-04 감동란  感動卵

5 D-05 Ｍr.카레  Mr.カレー

6 D-06 아이와  あいわ

7 D-07 도쿄빵야  Tokyo Panya

(2) 기업 부스 企業ブース

(3) 체험·이벤트 부스 体験·イベントブース

(4) 푸드·운영 부스 フード·運営ブース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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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아오모리현 · 제주도 青森県·済州島

A-02. 후쿠시마현 福島県

A-04. 천안시 天安市

A-03. 미야기현 宮城県

A-05. 미야자키현 宮崎県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1) 지자체 부스 自治体ブース A-06. 구마모토현 熊本県

A-07. 쓰시마시 対馬市

A-09. 사가현 佐賀県

A-08. 나가사키현 長崎県

A-10. (일반재단법인)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一般財団法人)沖縄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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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A-11. 야마나시현 서울국제친선협회협력 山梨県 ソウル国際親善協会協力

A-12. 일본정부관광국(JNTO) 日本政府観光局(JNTO)

A-14. JETAA대한민국지부 JETAA大韓民国支部

A-13. (일반재단법인)자치체국제화협회 CLAIR (一般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 CLAIR

A-15. B-1 그랑프리(주최: 아이B리그) B-1グランプリ(主催：愛Bリーグ)

A-16. 도요카와 이나리즈시로 도요카와시를 모리아게타이 豊川いなり寿司で豊川市をもりあげ隊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A-17. 사이키 고마다시우동 대작전 佐伯ごまだしうどん大作戦

A-19. 시즈오카현 静岡県

A-18. 요코하마시 横浜市

A-20. 시라하마쵸 白浜町

A-21. 돗토리현  鳥取県

A-22. 가가와현  香川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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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B-01. (주)산리오코리아 (株)サンリオコリア

B-02. 이희건한일교류재단 李熙建韓日交流財団

B-04. 반다이남코코리아 주식회사 株式会社バンダイナムココリア

B-03.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韓国第一三共株式会社

B-05. 아시아나항공(주) アシアナ航空

(2) 기업 부스 企業ブース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B-06. ALL NIPPON AIRWAYS CO.,LTD 全日本空輸株式会社

B-07. 채널W チャンネルW

B-09.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

B-08. 도시바 한국 東芝韓国

B-10.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韓国三菱商事株式会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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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B-11. 한국일본통운(주) 韓国日本通運(株)

B-12. 한국히타치그룹 韓国日立グループ

B-14.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韓国三井物産株式会社

B-13. 일본항공 日本航空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C-01. 한국전통놀이 韓国伝統遊び

C-02. 일본전통놀이 日本伝統遊び

C-04. 한복체험 韓服体験

C-03. 일본축제놀이 日本のおまつりあそび

C-05.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포토존 富士ゼロックスコリア株式会社フォトーゾン

(3) 체험·이벤트 부스 体験·イベント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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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C-06. 기모노 체험 着物体験

C-07. 유카타 체험 浴衣体験

C-09. 조선통신사 朝鮮通信使

C-08. 소원별 만들기 願い星作り

C-10. 고토 체험 琴·日本の調べ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C-11. JENESYS 2015 일본대학생 방문단(외교부초청) JENESYS2015日本大学生訪問団(外交部招聘)

C-12. 일본문화 체험 日本文化体験

C-14. 스킨아트 スキンアート

C-13. 식품 샘플 체험&판매 食品サンプル体験·販売

C-15. 일본특수분장 KID’S COMPANY 特殊メイクスタジオKID’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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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기념품 판매 記念品販売

C-17. 우리는 친구다 私たちは友達だ

C-19. 한일학생미래회의 韓日学生未来会議

C-18. 비포레스트 코리아 B’Forest Korea

C-20. J-POP부스(CD판매) J-POPブース(CD販売)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C-21. 코스프레 체험 コスプレ体験

C-22. 갸루메이크업 체험 ギャルメイク体験

C-23. 헤어스타일링 체험 ヘアスタイリング体験

C-24. 카베동 포토존 壁ドンフォトーゾン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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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 동아오츠카 東亜大塚

D-02. 자원봉사자 운영팀 ボランティア運営チーム

D-04. Mr. 카레 Mr.カレー

D-03. 감동란 感動卵

D-05. 아이와 あいわ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4) 푸드 부스 フードブース
D-06. Tokyo Panya 東京パン屋

(5)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3-3  9월 20일 행사(부스)  9月20日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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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원봉사자  ボランティア

총 참여 자원봉사자 수 : 752명    ボランティア総参加数 : 752名

NO 활동내역 일시 장소 비고

1
자원봉사자 모집기간
ボランティアの募集期間

2015.6.1 ~ 2015.7.31 omatsuri2015@naver.com
응모자 1,044명
応募者 1,044名

2
자원봉사자 합격자선발 심의위원회
ボランティア合格者選抜審議委員会

2015.8.7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80% 선발
80% 選抜

3
자원봉사자 합격자 발표
ボランティア合格者発表

2015.8.14
한일축제한마당 공식홈페이지
日韓交流おまつり 公式ホームページ

합격자선발 810명
合格者選抜 810名

4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ボランティアオリエンテーション

2015.8.26 (1차)
2015.8.30 (2차)

서울시청 태평홀, 다목적홀
ソウル市庁太平ホール,多目的ホール

OT참가자 591명
OT参加者 591名

5
자원봉사자 팀장, 부팀장 선출
ボランティアリーダー, 副リーダー選出

2015. 9. 7
팀별 선발완료
チーム別選抜完了

6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오리엔테이션
日本大学生訪韓研修団オリエンテーション

2015.9.16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30명
30名

7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자원봉사 활동(퍼레이드)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 in Seoul 
ボランティア活動(パレード)

2015. 9. 19
신촌 연세로
新村 延世路

퍼레이드 총202명
조선통신사행렬(100명)
자원봉사자수(102명)

パレード 総202名
朝鮮通信使行列(100名)
ボランティア数(102名)

8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자원봉사 활동(COEX)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 in Seoul 
ボランティア活動(COEX)

부스팀 233명    ブース 233名
홍보팀 99명      広報99名
무대팀 72명      舞台 72名
운영팀 158명     運営 158名

2015.9.20
COEX 전시장 B홀
COEX 展示場 Cホール

자원봉사자수 562 명
ボランティア数 562 名

3-4  자원봉사자  ボランティ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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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원봉사자  ボランティア 3-5  교류회  交流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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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広報
4-1  홍보 제작물  広報 製作物

홍보물 리스트  広報物リスト

항목 項目 내용 内容 SIZE 수량 数量

포스터  ポスタ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420X600 3000매(枚)

리플렛  リーフレット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10X297
14,000매(枚)
한(韓): 12,000
일(日): 2,000

가이드북  ガイドブック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48X210 1000부(冊)

전단지  チラシ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10X297 5000매(枚)

공보문화원 외벽현수막 
公報文化院外壁垂れ幕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300X830 １ea

부스 간판  ブース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5mX1m 120ea

부스 기둥간판  ブース柱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0.5mX1.5m 240ea

행사장 간판  会場内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2mX1.08m 1ea

행사장 안내도  会場案内図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5mX2.5m 1ea

안내데스트 간판 
インフォメーション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mX2.5m 1ea

포토월  フォトウォ-ル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5mX2.4m 1ea

조닝 배너  ゾーニング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6mX3m 5ea

중앙 기둥 배너  中央柱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2mX4m 4ea

외부 기둥 유도 배너
外部柱誘導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8mx2.5m 4ea

중앙 천정 배너  中央天井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mX4m 10ea

X배너  X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0.6mX1.8m 7ea

피켓  ピケット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000X500 5ea

유니폼(티셔츠)
ユニホーム(Ｔシャツ)

각 그룹별 지급 各グループ別支給 M/L/XL 1,600ea

식권  食券 자원봉사자 지급 ボランティア支給 50*120 1500ea

IDCard 각 그룹별 지급 各グループ別支給 95*120 2660 ea 

교류회 현수막  交流会垂れ幕 교류회 단상 900*240 1ea

핫피  ハッピ 기념품 판매용 - 200ea

에코백  エコバック 기념품 판매용 - 300ea

지하철 스크린도어 디지털비전  地下鉄スクリンドアーデジタルビジョン

지하철 디지털 포스터   地下鉄デジタルポスター

4-1  홍보 제작물  広報 製作物

지하철 내부 배너  地下鉄内部バナ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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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홍보 제작물  広報 製作物

포스터  ポスター 전단지   チラシ 
<앞 / 表> <뒤 / 裏> 

리플렛  リーフレット
<표지 表紙> 

<표지 表紙> 

<내지 内紙> 

<내지 内紙> 

가이드북  ガイドブック 

日
韓

交
流

お
ま

つ
り

 2015 in
 Seoul : 2015 o

fficial guid
e b

o
o
k

Toyo Engineering Korea Limited

4-1  홍보 제작물  広報 製作物

온라인 홍보  オンライン広報

코스프레 사진 콘테스트 
コスプレ写真コンテスト 

디지털 포스터 광고 사진 찍기 이벤트  デジタルポスター広告写真撮影イベント

문화 알리미 광고  文化アリミ広告 공보문화원 외벽현수막 및 X배너  公報文化院外壁垂れ幕及び Xバナー

행사장 안내도 会場案内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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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간판  会場内看板

조닝 천장 배너  ゾーニング天井バナー 중앙 천장 데코레이션  中央天井デコレーション

4-1  홍보 제작물  広報 製作物

피켓  ピケット ID Card

유니폼(T셔츠)  ユニホーム(Ｔシャツ)

19일 20일

앞 / 表 뒤 / 裏
교류회 현수막  交流会垂れ幕

식권  食券

기업 부스  企業ブ－ス

부스  ブ－ス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ス 지자체 부스  自治体 ブ－ス

푸드&운영 부스  フード＆運営ブース  

기업명 
企業名기

업
명

企
業
名

지자체명 
自治体名지

자
체
명

自
治
体
名

체험&이벤트명 
体験＆イベント名체

험
&
이
벤
트
명 

体
験
＆
イ
ベ
ン
ト
名

푸드명 
フード名

푸
드
명

フ
ー
ド
名

운영명 
運営名

운
영
명

運
営
名

50주년 기념 핫피  50周年記念ハッピ 50주년 기념 에코백  50周年記念エコバッ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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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전홍보행사  事前広報行事

행사개요 行事概要

한일 양국 아티스트의 음악교류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일축제한마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 행사에 젊은이들의 참여를 늘

릴 목적으로  ‘2015 We’re frineds～우리는 친구다!~’가 9월 18일(금) 홍대 롤링홀(Rolling Hall)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의 사전홍보행사로서 이루어

졌다. 이 이벤트에는 한일 양국에서 7팀이 참가했다.

日韓両国によるアーティストの音楽交流を通じて,互いの友情を改めて確認するとともに 「日韓交流おまつり」の認知度を高め,同行事への若者の参加

を増やすことを目的に‘2015 We’re frineds～ウリヌンチングダ!～’が９月18日(金)弘大 ローリングホールにて日韓交流おまつりの事前広報行事として

行われた。 同イベントには日韓両国から計７チームが参加した。

4-3  기자단  記者団

기자단 활동개요 記者団の活動概要

제2기 기자단 ‘마쓰리츠(Matsuriz)’ 10명을 모집하여 한일축제한마당 행사관련정보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행사장 취재 및 보도 

활동 등을 펼쳤다.

第2期記者団「マツリズ(Matsuriz)」10名を募集し,日韓交流おまつりの行事関連情報を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広く広報し,会場取材及び報道

活動などを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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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도  報道
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매체명
メディア名

기재일
記載日

내용
内容

KBS

2015.09.18
김덕수씨 인터뷰
金德洙(キム·ドクス)氏インタビュー

2015.09.20
한일 올바른 역사인식 토대 미래 전기 마련
日韓の正しい歴史認識をもとに未来への転機を設ける

SBS 2015.09.20
10차선 도로에 시민 우르르…가을 축제 현장
10線道路に市民が繰り出す…秋祭りの現場

TV조선
テレビ朝鮮

2015.09.20
안보법안 통과…빛 바랜 한일축제한마당
安保法案通過…色あせた日韓交流おまつり

채널A
チャンネルA

2015.09.19
4백년 전 통신사처럼…‘평화 교류’ 재연
4百年前の通信使のように…「平和交流」を再演

경제투데이
経済トゥデイ

2015.09.19
도심 속에서 재현된 조선통신사 행렬 장관
都心の中で再現された朝鮮通信使行列「壮観」

NHK 2015.09.19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JNN
(TBS系)

2015.09.19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NNN
(日本テレビ系)

2015.09.19
日韓友好につなげようと…ソウルでお祭り
한일 우호로 이어가자고…서울에서 축제한마당

ANN
(テレビ朝日系)

2015.09.21
日韓交流イベントに韓国外相出席 関係改善を訴え
한일교류행사에 한국 외교부장관이 참석, 관계 개선을 호소

FNN
(フジテレビ系)

2015.09.21
日本と韓国の交流イベント開催 関係構築をアピール
일본과 한국의 교류 이벤트 개최, 관계 구축을 어필

조선일보
朝鮮日報

2015.09.23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한일축제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する日韓交流おまつり,盛況裡に開催

동아일보
東亜日報

2015.09.11
한일축제위원장, 정말 영광스럽나? 박삼구 회장에게 물었더니
日韓交流おまつり委員長,本当に光栄なのか？ 朴三求会長に聞く

2015.09.21
한일축제한마당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09.22
한일관계 걱정은 기우…한일축제한마당, ‘벽쿵’에 ‘심쿵’하다
日韓関係,懸念は杞憂…日韓交流おまつり「壁ドン」に「胸キュン」

중앙일보
中央日報

2015.09.20
日 안보법 통과 다음날, 윤 외교 ‘마찰 없는 이웃 국가 없어. 극복이 중요‘
日本の安保法通過の翌日,尹外交部長官「対立のない隣国はない,克服が重要」

한겨레신문
ハンギョレ新聞

2015.09.18
토요일 신촌에 조선통신사 행차요
土曜日,新村に朝鮮通信使お出まし

국민일보
国民日報

2015.09.20
금호아시아나, 한일축제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錦湖アシアナ,日韓交流おまつりを盛況裡に開催

2015.09.20
김종덕 문체부 장관 “한일축제한마당에 21세기 양국 소통 역할 기대” 코엑스서 수교 50주년 행사
金鍾德(キム·ジョンドク)文化体育部長官「日韓交流おまつりで21世紀における両国の意思疎通を
期待。COEXで国交正常化50周年の記念行事

국민일보
国民日報

2015.09.20
‘높은 레벨 회담개최 기대’ 벳쇼 일본 대사 ‘앞을 보고 나갔으면’
ハイレベルの会談開催に期待。別所大使「前を向いて進みたい」

아시아경제
アジア経済

2015.09.16
한일축제한마당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日韓交流おまつりで朝鮮通信使行列を再現

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매체명
メディア名

기재일
記載日

내용
内容

매일경제신문
毎日経済新聞

2015.09.20
한일 최대 민간행사…양국 더 가까워지길 
日韓最大の民間行事…両国がより近づくように

한국경제신문
韓国経済新聞

2015.09.15
동아오츠카, ‘한일축제한마당’ 참여
東亜大塚,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

서울경제신문
ソウル経済新聞

2015.09.14
박삼구 회장, 한일문화교류 앞장
朴三求会長,日韓文化交流に牽引

헤럴드경제
ヘラルド経済

2015.09.22
포토명함으로 추억 나누다…한국후지제록스 ‘2015 한일축제한마당’ 참여
写真名刺で思い出を交わす…韓国富士ゼロックス,「2015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

아시아투데이
アジアトゥデイ

2015.09.20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한·일 민간교류행사 이끌어
朴三求錦湖アシアナグループ会長,日韓民間交流行事を主導

2015.09.20
김종덕 장관 ‘한일축제한마당, 양국 문화 소통 역할 기대’
金鍾德長官「日韓交流おまつり,両国の文化的疎通の役割を果すことを期待」

파이낸셜뉴스
フィナンシャルニュース

2015.09.20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한일민간교류 활성화 나서
朴三求錦湖アシアナ会長,日韓民間交流行事の活性化に乗り出す

스포츠서울
スポーツソウル

2015.09.21
동아오츠카, 한일축제한마당 ‘오로나민C·포카리스웨트’ 제공
東亜大塚,日韓交流おまつりに「オロナミンC·ポカリスエット」を提供

한국NGO신문
韓国NGO新聞

2015.09.19
제11회 한일축제 한마당 신촌에서 막 올라
第11回日韓交流おまつり,新村で幕開け

한강타임즈
韓江タイムズ

2015.09.16
서대문구 한일축제한마당 열고 조선통신사 행렬
西大門区, 日韓交流おまつりを開催し朝鮮通信使行列

여성종합뉴스
女性総合ニュース

2015.09.16
서대문구 한일축제한마당 열고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西大門区, 日韓交流おまつりを開催し朝鮮通信使行列を再現

아사히신문
朝日新聞

2015.09.20
韓国外相「互いに地道に信頼を」日韓交流の催しで語る
한국외교부장관 “서로 착실히 신뢰를” 한일교류행사에서 언급

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

2015.09.19
佐伯ごまだしうどん あすソウルでPR
‘佐伯(사이키)고마다시 우동 내일 서울에서 홍보

마이니치신문
毎日新聞

2015.09.15
ごまだしうどん:ソウルへ 日韓交流イベントに参加,佐伯の味をPR 今月20日
고마다시 우동:이달 20일 서울로, 한일축제이벤트에 참가 佐伯의 맛을 홍보

2015.09.20
日韓交流まつり開催
한일교류한마당 개최

2015.09.21
日韓交流おまつり:ソウルで開催 韓国外相「互いに信頼を」
한일축제한마당:서울에서 개최 한국외교부장관   “서로 신뢰를”

산케이신문
産経新聞

2015.09.19
ソウルで日韓おまつり 11回目 関係冷え込む中でも好評
서울에서 11번째 한일축제한마당 관계경색 국면 속에서도 호평

2015.09.20
韓国外相が「正しい歴史」改めて催促 交流おまつりの祝辞で
한국외교부장관이 축제 한마당에서 ‘올바른 역사’를 거듭 촉구

도쿄신문
東京新聞

2015.09.19
文化と伝統で日韓交流,ソウル 学生街ではパレードも
문화와 전통으로 한일교류, 서울 대학가에서는 퍼레이드도

2015.09.20
日韓の芸能がソウルで競演 「おまつり」2日目
한일 예능. 서울에서 경연, 한일축제한마당 축제 2일째

2015.09.20
朝鮮通信使を再現
조선통신사를 재현

2015.09.21
ソウルで「日韓おまつり」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홋카이도신문
北海道新聞

2015.09.20
韓国版YOSACOI,ソウル揺らす 日韓交流祭
한국판 요사코이, 서울을 흔들다 한일축제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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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명
メディア名

기재일
記載日

내용
内容

니시니혼신문
西日本新聞

2015.09.12
「佐伯ごまだし」海外へ 市民団体がソウルの催しに初出展 
‘佐伯(사이키)고다마시’ 해외로, 시민단체가 서울 행사에 첫출전

니혼케이자이신문
日本経済新聞

2015.09.19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 朝鮮通信使の行列を再現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 

2015.09.20
日韓交流行事ソウルで開催
한일교류행사 서울에서 개최

2015.09.21
「日韓,近くて近い国に」韓国外相
‘한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한국 외교부장관

교도통신
共同通信

2015.09.19
文化と伝統で日韓おまつり ソウルで交流,11回目
문화와 전통으로 한일축제 서울에서 교류, 11회째

2015.09.19
思い伝えようと試行錯誤 おまつり参加者一言
마음을 전하고자 시행착오 축제 참가자의 한마디

2015.09.20
正しい歴史認識土台に 韓国外相
바른 역사 의식을 토대로 한국 외교부장관

2015.09.20
こんなときこそ交流を おまつり参加者の一言
이런 때야말로 교류를 축제 참가자의 한마디

2015.09.20
日韓の芸能がソウルで競技 「おまつり」2日目
한일 예능이 서울에서 경연 ‘축제’ 2일째

지지통신
時事通信

2015.09.20
尹外相,信頼構築を訴え＝「日韓交流おまつり」開催―ソウル
윤외교부장관 신뢰구축을 호소,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개최

세이쿄신문
聖教新聞

2015.09.21
「日韓交流おまつり」最終日 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に喝采
한일축제한마당 마지막 날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에 갈채

연합뉴스
連合ニュース

2015.09.18
한일축제한마당 내일부터 이틀간 신촌 코엑스서 개최 
日韓交流おまつり 明日から二日間新村·COEXで開催 

2015.09.19
가마는 괜찮겠지
かごは大丈夫かな

2015.09.19
신촌 연세로 지나는 조선통신사 행렬
新村延世路を通る朝鮮通信使の行列

2015.09.19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朝鮮通信使行列の再現

2015.09.19
한일축제한마당
日韓交流おまつり

2015.09.19
전통 춤 추는 일본 공연단
伝統踊りを披露する日本公演団

2015.09.20
코엑스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COEXで開催された「日韓交流おまつり」

2015.09.20
김종덕 ‘한일축제한마당에 21세기 양국 소통 역할 기대‘
金鐘徳長官「日韓交流おまつりに21世紀両国の疎通の役割を期待」

2015.09.20
축사하는 김종덕 장관
祝辞を述べる金鐘徳長官

2015.09.20
벳쇼 日대사 ‘높은 레벨’ 회담기대…앞을 보고 나갔으면
別所日本大使「ハイレベル」の会談を期待…前を向いて進めたら

2015.09.20
윤병세 ‘한일, 올바른 역사인식 토대 새 미래 전기 마련해야’
尹炳世外相「日韓,正しい歴史認識を土台に新しい未来への転機を作るべき」

2015.09.20
벳쇼 코로 주한일본대사 축사
別所浩郎大使の祝辞

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매체명
メディア名

기재일
記載日

내용
内容

연합뉴스
連合ニュース

2015.09.20
윤병세 외교부 장관 축사
尹炳世外相の祝辞

2015.09.20
대화하는 윤병세-벳쇼 코로
対話する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

2015.09.20
김종덕-벳쇼 코로 대화
金鐘徳長官と別所浩郎大使の対話

2015.09.20
윤병세-벳쇼 코로 대화
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の対話

2015.09.20
코스프레 처음 보는 아이
コスプレを初めて見た子供

뉴시스
ニューシス

2015.09.19
연세로에서 펼쳐진 퍼레이드
延世路で繰り広げられたパレード

2015.09.19
공연 펼치는 모미지렌
公演を披露する紅葉連

2015.09.19
요사코이 아리랑 공연
よさこいアリランの公演

2015.09.19
태양이 가득히
太陽がいっぱい

2015.09.19
박수치는 시민들
拍手を送る市民達

2015.09.19
미소
笑顔

2015.09.19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퍼레이드’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パレード」

2015.09.19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2015 in Seoul」

2015.09.19
공연 관람하는 박삼구 회장-벳쇼 코로 주한일본대사
公演を観覧する朴三求会長と別所大使

2015.09.19
박수치는 벳쇼 코로 주한일본대사
拍手を送る別所浩郎大使

2015.09.19
조선통신사 행렬
朝鮮通信使の行列

2015.09.19
조선통신사 인형 촬영하는 외국인
朝鮮通信使の人形を撮影する外国人

2015.09.19
태극기든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太極旗を持った梅花女子大学チアリーディング部

2015.09.19
공연펼치는 광명시립농악단
公演する光明市立農楽団

2015.09.20
악수하는 윤병세 장관과 벳쇼 코로 대사
握手する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

2015.09.20
코스프레 처음 봤어요
コスプレ初めて見ました

2015.09.20
한일축제한마당, 함께 널뛰기
日韓交流おまつり,一緒に板跳び

2015.09.20
인사 나누는 윤병세-벳쇼 코로 
挨拶を交わす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

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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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명
メディア名

기재일
記載日

내용
内容

뉴시스
ニューシス

2015.09.20
대화 나누는 윤병세 장관-벳쇼 코로 대사‘
対話を交わす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

2015.09.20
윤병세 장관-벳쇼 코로 대사, 무슨 대화
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何の対話

2015.09.20
박수치는 윤병세 - 벳쇼 코로 
拍手を送る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

2015.09.20
축사하는 벳쇼 코로 대사
祝辞述べる別所浩郎大使

2015.09.20
축사하는 윤병세 장관
祝辞述べる尹炳世外相

2015.09.20
악수하는 김종덕 장관과 벳쇼 코로 대사
握手する金鐘徳長官と別所浩郎大使

NEWS 1

2015.09.20
한일축제한마당 참석한 벳쇼 코로 대사
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した別所浩郎大使

2015.09.20
대화하는 김종덕 장관-벳쇼 코로 대사
対話を交わす金鐘徳長官と別所浩郎大使

2015.09.20
축사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祝辞述べる尹炳世外相

2015.09.20
한일축제한마당 참석한 윤병세 장관
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した尹炳世外相

2015.09.20
인사하는 윤병세 외교부장관
挨拶する尹炳世外相

2015.09.20
한일축제한마당 참석한 벳쇼 코로 대사
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した別所浩郎大使

2015.09.20
‘태어나 처음 보는 코스프레’
「生まれて初めて見るコスプレ」

2015.09.20
韓日 ‘함께하는 널뛰기’
日韓「一緒に楽しむ板跳び」

2015.09.20
‘하나되는 한일’
「一つになる日韓」

2015.09.20
‘미소 짓는 한일’
「微笑む日韓」

2015.09.20
대화하는 윤병세 장관-벳쇼 코로 대사
対話を交わす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

2015.09.20
윤병세 장관-벳쇼 코로 대사 ‘한일 관계는’
尹炳世外相と別所浩郎大使「日韓関係は」

천지일보
天地日報

2015.09.21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공연 지켜보는 VIP 
「日韓交流おまつり2015 in Seoul」公演を見守るVIP 

2015.09.21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웅장한 퍼포먼스’
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勇壮なパフォーマンス」

2015.09.21
마칭 공연 펼치는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マーチング公演を披露する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

2015.09.21
후지이 미나 ‘돋보이는 후광’
藤井美菜「はえばえしく後光が差す」

2015.09.21
에픽하이 미쓰라 ‘품절남의 카리스마’
Epic HighのMITHRA「既婚男性のカリス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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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명
メディア名

기재일
記載日

내용
内容

천지일보
天地日報

2015.09.21
에픽하이 타블로·미쓰라 ‘다 함께 즐겨요’
Epic HighのTABLOとMITHRA「皆で楽しみましょう」

2015.09.21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에픽하이 타블로
舞台外まで飛び出したEpic HighのTABLO

2015.09.21
에픽하이 타블로 ‘소리 질러~’
Epic HighのTABLO「叫べ～」

2015.09.21
에픽하이 투컷 ‘현란한 퍼포먼스’
Epic HighのDJ TUKUTZ「華麗なパフォーマンス」

2015.09.21
사시다 후미야 ‘열정적인 공연’
指田郁也「情熱的な公演」

2015.09.21
사시다 후미야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
指田郁也「甘いピアノ演奏」

2015.09.21
사시다 후미야 ‘여러분 반가워요~’
指田郁也「皆さん,こんにちは～」

2015.09.21
에픽하이 타블로 ‘빛나는 땀방울’
Epic HighのTABLO「光る汗」

2015.09.21
‘한일축제한마당’ 참석한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した姜信浩東亜製薬会長

2015.09.21
후지이 미나 ‘빛나는 미모’
藤井美菜「光輝く美しさ」

2015.09.21
공연 펼치는 제주도립무용단
公演を披露する済州道立舞踊団

2015.09.21
제주도립무용단 ‘한 폭의 그림같이’
済州道立舞踊団「一幅の絵のように」

2015.09.21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공연 펼치는 모미지렌
「日韓交流おまつり2015 in Seoul」 公演を披露する紅葉連

2015.09.21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 무대 펼치는 상명한오름무용단
「日韓交流おまつり2015 in Seoul」公演する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2015.09.21
매혹적인 ‘은하철도999’ 메텔 코스튬
魅惑的な「銀河鉄道999」のメーテルのコスプレ

2015.09.21
멋진 무대 펼치는 ‘RAIDERS’
素晴らしい舞台を披露する「RAIDERS」

2015.09.21
단체 촬영하는 코스튬 경연대회 참가자들
集合写真を撮るコスプレ大会参加者達

2015.09.21
인형 만지는 아이
人形を触る子供

2015.09.21
일본 전통공예 체험
日本伝統工芸体験

2015.09.21
공연 펼치는 에픽하이
公演するEpic High

2015.09.21
포즈 취하는 벳쇼 코로 일본대사
ポーズを取る別所浩郎大使

2015.09.21
조선통신사 모형 관람하는 벳쇼 코로 일본대사
朝鮮通信使の模型を観覧する別所浩郎大使

2015.09.21
‘한일축제한마당’ 부스로 이동하는 벳쇼 코로 일본대사
「日韓交流おまつり」,ブースへ移動する別所浩郎大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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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명
メディア名

기재일
記載日

내용
内容

천지일보
天地日報

2015.09.21
부스 관람하는 벳쇼 코로 일본대사
ブース観覧する別所浩郎大使

에너지경제
エネルギー経済

2015.09.21
동아오츠카, 한일축제한마당 참여
東亜大塚,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

CNB뉴스
CNBニュース

2015.09.21
한일관계 냉랭한 가운데 신촌 연세로 메운 일본 마쓰리 행렬
日韓関係冷え込んでいる中,新村の延世路を埋め尽くした日本祭りの行列

서울파이낸스
ソウルパイネンス

2015.09.21
동아오츠카, 한일축제한마당서 ‘오로나민C’ 1만병 무료제공
東亜大塚,日韓交流おまつりで「オロナミンC」1万本を提供

뉴스토마토
ニューストマト

2015.09.21
동아오츠카, 한일축제한마당 참여
東亜大塚,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

브레이크뉴스
ブレークニュース 

2015.09.22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포카리스웨트’, 한일축제한마당 참여
東亜大塚,「オロナミンC·ポカリスエット」提供。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

이데일리
イデイリ

2015.09.22
‘김종덕 문체부 장관 ‘한일 축제한마당’ 참석
金鍾德文化体育部長官,日韓交流おまつりに出席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20 KBS

09.20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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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채널A チャンネルA

09.19 경제투데이 経済トゥデイ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19 TBS系（JNN）

09.19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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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日本テレビ系（NNN）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21 テレビ朝日系（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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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フジテレビ系（FNN）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22 동아일보 東亜日報

09.20 중앙일보 中央日報 09.23 조선일보 朝鮮日報

09.21 동아일보 東亜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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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16 한겨레신문 ハンギョレ新聞 09.20 아시아투데이 アジアトゥデイ

09.20 국민일보 国民日報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20 아사히신문 朝日新聞

09.19 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

09.15 마이니치신문 毎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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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산케이신문 産経新聞 09.20 산케이신문 産経新聞

09.19 도쿄신문 東京新聞 09.20 도쿄신문 東京新聞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20 홋카이도신문 北海道新聞 09.19 니혼케이자이신문 日本経済新聞

09.12 니시니혼신문 西日本新聞 09.20 지지통신 時事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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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연합뉴스 連合ニュース

09.20 연합뉴스 連合ニュース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19 뉴시스 ニューシス

09.20 뉴시스 ニューシ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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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21 천지일보 天地日報 09.21 CNB NEWS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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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람객 설문조사  観覧客アンケート

5. ‘한일축제한마당’을 알고 계셨습니까?

    「日韓交流おまつり」についてご存知ですか?

예
はい

아니오
いいえ

353

797

0 500 1000

3. 연령 年齢

60대이상 (代以上) 12

50대 (代) 23

79

157

503

376

40대 (代)

30대 (代)

20대 (代)

10대 (代)

0 400200 600

1. 성별 性別

0 500 1000

남성 男性 359

여성 女性 791

4. 직업 職業

자영업 自営業

주부 主婦

기타 その他 58

51

18

27

159

480

357

공무원 公務員

회사원 会社員

대학(원)생 大学(院)生

초중고등학생 小中高校生

0 400200 600

2. 국적 国籍

10000 500 1500

한국 韓国 989

일본 日本 149

기타 その他 12

680

0 500 1000

7. 한일축제한마당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か？

예
はい

없다
いいえ

470

0 100 300

1회(回)

2회(回)

3회이상(回以上)

208

145

117

200

· アンケート実施日 : 2015.09.20

·アンケート対象者 : 日韓交流おまつり2015観客 1150名
· 설문일시 : 2015.09.20

· 설문대상 : 한일축제한마당2015 관객 1150명

6. 오늘 행사장에는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会場にはどなたと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

친구 お友達

가족 家族

혼자 一人参加

동료 同僚

기타 その他

622

0 200 400 600 800

265

159

83

21

0 100

345

486

209

82

20

8

200 300 400 500

9. 오늘 행사가 한국·일본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今日の行事が日本·韓国に対するイメージや認識を高める上で役立ちましたか？

전혀그렇지않다 全くそう思わない

그렇지않다 そう思わない

변화없다 何も变わらない
조금그렇다 少しそう思う

그렇다 そう思う
매우그렇다 本当にそう思う

8. 한일축제한마당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どちらで「日韓交流おまつり」をお知りになりましたか？

SNS (Facebook,Blog,Twitter)

인터넷검색  インターネット検索

지하철광고  地下鉄広告
홍보전단지,리플렛  広報チラシ/リーフレット

공식홈페이지  公式ホームページ

현수막  垂れ幕
당일홍보  当日広報

신문,TV,잡지  新聞/TV/雑誌
기타  その他 15

23
29
34
42

69
81

102
127

148
218

317
3500 50 100 150 200 250 300

포스터  ポスター

친구, 지인의 소개  友人/知人の紹介
교사의 소개  教師の紹介

315

549

213

52

13

전혀그렇지않다 全くそう思わない

그렇지않다 そう思わない

변화없다 何も变わらない
조금그렇다 少しそう思う

그렇다 そう思う
매우그렇다 本当にそう思う

10. 오늘 행사가 한국·일본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今日の行事が日本·韓国の文化と芸術に対するイメージや認識を高める上で役立ちました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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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늘 행사의 프로그램(공연·부스·체험이벤트)은 잘 구성되었습니까?

         本日の行事のプログラム(公演·ぷース·体験イベント)はうまく構成されていました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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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전혀그렇지않다 全くそう思わない

그렇지않다 そう思わない

변화없다 何も变わらない
조금그렇다 少しそう思う

그렇다 そう思う
매우그렇다 本当にそう思う

12. 내년에도 한일축제한마당이 개최된다면 다시 방문하시겠습니까?

     来年も「日韓交流おまつり」が開催されるとしたら、再び参加されますか?

예 はい 1050

아니오 いいえ 100

0 1500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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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응답순/가나다순) 
最も印象に残った公演プログラムはなんですか?(応答順)

NO 팀명 チーム名 

1 약동 躍動 

2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 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 

3 Epik high (K-POP) Epik high (K-POP) 

4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 梅花女子大学チアリーディング部 RAIDERS 

5 모미지렌 紅葉連 

6 서울일본인학교&서울시소년소녀 합창단 ソウル日本人学校＆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 

7 일본항공고등학교 다이코다이 日本航空高等学校太鼓隊

8 데루야청년회 照屋青年会 

9 히노고등학교 고진가구라 日野高等学校荒神神楽 

10 사쿠라 유키 Ma-u 桜雪 Ma-u 

11 상명 한오름무용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12 시모노세키 헤이케오도리 보존회 下関平家踊保存会 

13 히다노 슈퍼 다이코 그룹 & 아마도 이자람 밴드 Hidano Super Taiko Group & アマド·イ·ジャラム合同公演 

14 드럼라인 R.I.M ドラムラインR.I.M 

15 하나코리아 はなこりあ 

16 와이즈발레단 ワイズバレェ団 

17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リラン 

18 사시다 후미야(J-POP) 指田郁也(J-POP) 

19 퍼니본즈 Funny Bones 

20 아라타류 호세이카이 荒田流宝声会 

21 진도 강강술래 珍島カンガンスルレ 

22 피날레 공연 フィナーレ公演 

23 가와치야 かわち屋 

24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済州特別自治道立舞踊団 

25 한울림 연희단 ハンウルリム演戯団 

14.   가장 기억에 남는 부스는 무엇입니까?(응답순/가나다순) 
最も印象に残ったブースはなんですか?(応答順)

NO 부스명 ブース名  

1 카베동 포토존   カベドンフォト·ゾーン 

2 유카타 체험   浴衣体験 

3 일본축제놀이   日本のおまつり遊び 

4 일본문화체험   日本文化体験 

5
일본특수분장 KID’S COMPANY 
特殊メイクスタジオ KID’S COMPANY 

6 기모노 체험   着物体験 

7 코스프레 체험   コスプレ体験 

8 일본전통놀이   日本伝統遊び 

9 식품샘플 체험&판매   食品サンプル体験·販売 

10 ALL NIPPON AIRWAYS CO. LTD(ANA) 全日本空輸株式会社 

11 고토 체험   琴·日本の調べ 

12 구마모토현   熊本県 

13 스킨아트   スキンアート 

14 일본정부관광국 (JNTO)   日本政府観光局 (JNTO) 

15
JENESYS 2015 일본대학생 방문단 (외교부 초청) 
JENESYS 2015 日本大学生訪問団 (韓国外交部招聘) 

16 사가현   佐賀県 

17 J-POP부스 (CD판매)   J-POPブース (CD販売) 

18 나가사키현   長崎県 

19 채널W   チャンネルW 

20 헤어스타일링 체험   ヘアスタイリング体験 

21 Mr.카레   Mｒ.カレー 

22
도요카와 이나리즈시로 도요카와시를 모리아게타이 
豊川いなり寿司で豊川市をもりあげ隊 

23 소원별 만들기   願い星作り 

24 시즈오카현   静岡県 

25 아시아나항공(주)   アシアナ航空 

26 아오모리현 · 제주도   青森県·済州道 

27 비포레스트 코리아   B’Forest Korea 

28 일본항공   日本航空 

NO 부스명 ブース名  

29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포토존 
富士ゼロックスコリア株式会社 フォト·ゾーン 

30 한복체험   韓服体験 

31 후쿠시마현   福島県 

32
(일반재단법인)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一般財団法人) 沖縄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33 도시바 한국   東芝韓国 

34 반다이남코코리아 주식회사 株式会社バンダイナムココリア 

35 시라하마쵸   白浜町 

36 아이와   あいわ 

37
야마나시현, 서울국제친선협회 협력 
山梨県, ソウル国際親善協会協力 

38 조선통신사   朝鮮通信使 

39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韓国三菱商事株式会社 

40 한국전통놀이   韓国伝統遊び 

41 한국히타치그룹   韓国日立グループ 

42
B-1그랑프리 (주최: 아이B리그)
B-1グランプリ (主催：愛Bリーグ) 

43 감동란   感動卵 

44 갸루메이크업 체험   ギャルメイク体験 

45 돗토리현   鳥取県 

46 가가와현   香川県 

47 기념품판매   記念品販売 

48 Tokyo Panya

49 미야기현   宮城県 

50 쓰시마시   対馬市 

51 요코하마시   横浜市 

52 우리는 친구다   私たちは友達だ 

53 이희건한일교류재단   李熙建韓日交流財団 

54 (주)산리오코리아   (株)サンリオコリア 

55 한국일본통운(주)   韓国日本通運(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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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안 콘텐츠 提案 コンテンツ 

1
일본음식 만들기 체험 및 시식
(다코야키, 오코노미야키, 덮밥, 소바, 과자 등)

日本の食べ物作り体験·試食
(たこ焼き,お好み焼き,どんぶり,そば,お菓子など)

2
한일전통의상체험
(기모노, 유카타, 한복 등)

日韓伝統衣装体験
(着物,浴衣,韓服など)

3
일본 지역 마쓰리 재현 및 축제 채팅 부스 설치
(노점,봉오도리, 먹거리  등) 

日本地域まつり再現·まつりチャットブース設置
(屋台·盆踊り,食べものなど)

4
일본음악콘텐츠
(락밴드, 다카라즈카, J-POP, 전통악기 체험 등)

日本の音楽コンテンツ
(ロック,宝塚,J-POP,伝統楽器体験など)

5
일본문화체험
(일본게임 콘텐츠, 인터넷문화  등)

日本の文化体験
(日本のゲームコンテンツ,ネット文化など)

6 일본영화, 일본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부스 日本の映画,日本のドラマ,芸能番組ブース

7 일본 도서 및 작가와의 만남 日本の図書及び作家との交流会

8
일본무대공연
(가부키, 만담, 무용 등)

日本の舞台公演
(歌舞伎,漫才,舞踊など)

9
일본학교 문화제 체험
(유령의 집 등)

日本の学校の文化祭体験
(お化け屋敷など)

10
일본 캐릭터 상품
(구데타마, 리락쿠마, 원피스 등)

日本のキャラクター商品
(ぐでたま,リラックマ,ワンピースなど)

11
일본여행 안내
(철도, 온천, 지역특산물, 등)

日本の旅行案内
(鉄道,温泉,地域の特産物など)

12 일본 뷰티 콘텐츠 日本のビューティーコンテンツ

13
일본 전통체험
(꽃꽂이, 다도, 서예 등)

日本の伝統体験
(生け花,茶道,書道など)

15.   앞으로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보고 싶은 공연이나 체험해보고 싶은 콘텐츠(응답순) 
今後,「日韓交流おまつり」で観覧したい公演や体験してみたいコンテンツ(応答順)

16.   한일축제한마당을 보고 느낀 점 
日韓交流おまつりに関して一言

내용 内容

한일 교류에 있어서 아주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日韓間の交流にとってとても良いおまつりだと思います。

한일축제한마당을 통해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日韓交流おまつりを通じて,日本に興味をもつことになりました。

한일축제한마당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이 좋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日韓交流おまつりによって韓国と日本が仲良くなればと思います。

좀 더 다양한 일본 문화를 만나고 싶습니다. もっと多様な日本文化に接したいです。

일본인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会場で日本人と交流したいです。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来年も楽しみにしています。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맺었으면 합니다. これからも持続的な交流を行ってほしいです。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일축제한마당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これからも日韓交流おまつりをずっと続けてほしいです。

야외에서도 한일축제한마당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野外でも日韓交流おまつりを楽しみたいです。

양국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両国の交流が活発になればうれしいです。

일본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日本の食べ物を味わう機会になって良かったと思います。

한일 전통요리  시식코너가 있었으면 합니다 日韓の伝統料理の試食コナーがあればと思います。

전통도 좋지만 일본의 최신 컨텐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伝統文化もいいけど日本の最新コンテンツも紹介してほしいです。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대중화된 컨텐츠가 있었으면 합니다. 伝統文化だけではなく,大衆文化のコンテンツも紹介してほしいです。

가수나 연예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歌手や芸能人をもっと招待してほしいです。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 일정을 조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기간과 겹칩니다.

たくさんの学生が参加できるよう,行事の日程を調整してほしいです。 
試験期間と重なっています。

공연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公演の音が大きすぎて会場内の人々の声がよく聞こえませんでした。

밴드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열정적인 컨텐츠가 있었으면 합니다. バンドの公演を見たいです。盛り上がるコンテンツがほしいです。

행사장에 앉을  장소도 좀 더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会場に座る場所をもう少し設けてほしいです。

기모노 체험 부스에서 예약인원을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着物体験ブースで予約人数を増やしてほしいです。

지자체의 부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体ブースがもっとあればうれしいです。

부스와 부스 사이가 너무 좁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ブースとブースの間が狭い。 もう少し余裕を作ってほしいです。

해당 부스에 관해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各ブースに関する担当者の説明が必要だと思います。

일본의상체험 부스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日本の衣装体験のブースをもう少し大きくしてほしいです。

부스행사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行事の期間をのばしてほしいです。

식품코너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フードコーナーをのばしてほしいです。

한국소개부스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韓国を紹介するブースももっとあればと思います。

각 부스에 행렬을 컨트롤 할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各ブースの行列をコントロールする担当者を置いてほしいです。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今よりもっと広い場所で開催してほしいです。

경품제공 부스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景品提供のブースをもっと増やしてほしいです。

통역인원, 식사 장소가  부족합니다. 通訳の人数,食事場所が不足しています。

행사장 내부가 너무 더웠습니다. 会場内がとても暑かっ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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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의 자리매김과 준비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0년의 역사와 실적이 있는 ‘한일축제한마당’을 ‘한일국교정상화 50주

년’을 기념하는 최대 주요행사로 하기 위해 멤버 모두가 마음을 모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의 운영과 프로그램
한일축제한마당의 마음인 ‘불역유행(不易流行)’과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을 바탕으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에 걸맞은 프

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교류, 음식, 의복, 놀이 도구 등 각종 문화 교류를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40주년 기념 심볼 마크와 슬로건을 참고하여, 양국 정부의 공식 슬로건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을 한일축제한마당의 슬로건

으로 삼았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9월 19일(토) 신촌 연세로 퍼레이드, 20일(일) COEX 전시장에서 이틀간에 걸쳐 퍼포먼스

를 선보였습니다.

9월 19일(토)  신촌 연세로 무대공연과 퍼레이드 
첫날 무대공연과 퍼레이드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신촌 연세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조선통신사 행렬입

니다. 조선통신사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조선왕조가 일본에 보낸 외교사절단으로서, 특히 이 시기는 한일간에 분

쟁이 없는 평온한 260여 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정신은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설파한 ‘성신교린(誠信
交隣)’입니다. 

즉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심으로 교류한다’는 실로 국제외교의 기본방침이라 할 정신입니다. 오늘날 양국의 정치, 

외교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꼭 이 정신을 이해하기 바라며 기획한 것입니다. 수 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타대를 선두로 

자원봉사자 100명을 포함해서 수백 명으로 구성된 조선통신사가 위풍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그 뒤를 한일 민간단체가 이어지며 

독자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은 도쿄에서 온 SJC OB멤버도 가세한 가운데 이루어진 ‘요사코이 아리랑’이었습니다.

9월 20일(일)  COEX 전시장 공연
제1부 <공식행사>는 서울일본인학교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진

난만한 한일 양국, 소년소녀의 노래와 춤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나카 마사시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강신호 명예실행위원장, 박삼구 실행위원장의 인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벳쇼 코로 주한일본대사의 축사 등에 이어, 50

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Hidano Super Taiko Group & 아마도 이자람 밴드’가 화려하게 한일 합동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제2부 <함께 열어요>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청소년 교류로 일본에서는 히노고등학

교의 ‘고진가구라’, 일본항공고등학교의 ‘다이코다이’, 바이카여자대학 치어리딩부 ‘RAIDERS’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는 

‘상명 한오름무용단’, ‘와이즈 발레단’, ‘드럼 라인 R.I.M’의 젊음 가득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로 일본에서는 

시모노세키의 귀중한 전통문화인 ‘시모노세키 헤이케오도리’, 오키나와시 테루야청년회의 ‘데루야 에이사’, 아라타류 호세이카이

의 ‘쓰가루데오도리’,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요사코이팀 ‘약동’, ‘사쿠라 유키 Ma-u’, ‘모미지렌’,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

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 ‘전통무용’으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끝으로 한일 합동공연으로 ‘하나코리아’가 사이 좋게 춤

을 추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회 위원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 명예위원장 

다카스기 노부야 

7. 총평

제3부 <새로운 미래를>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특별공연으로 ‘J-POP, K-POP 스페셜 콘서트’를 개최하여 일본의 사시

다 후미야, 한국의 Epik High를 초대했습니다. 당대 인기 있는 양국 특별 게스트의 출연으로 행사장은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

했습니다.

압권은 피날레 공연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이었습니다. 소카 르네상스 방가드의 호화롭고 화려한 밴드 공연으로 행사장을 

단숨에 열기로 가득했으며, 김덕수 씨의 리드로 이루어진 피날레는, ‘한울림 연희단’, SJC 멤버에 의한 ‘요사코이 아리랑’과 함께 

‘일렉트릭 사물놀이’ 공연으로 사실상 비빔밥 상태가 되었으며, 행사장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교류의 환희는 행사장 가득 울려 

펴졌으며, 양국의 남녀노소가 마치 벚꽃과 무궁화가 앞다퉈 피듯 춤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장내 부스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물, 음

식물, 전통문화, 옷, 놀이 등이 전시되었고, 체험 코너를 포함해서 모든 부스도 크게 붐볐습니다. 

특히 올해 개설한 음식 코너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의 평가와 반성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이루어진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은 젊은 남녀를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어 이틀간 약 9만명

이 운집하여, 한일축제한마당이 정치, 외교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   성공의 열쇠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의 해라는 자리매김을 멤버 전원이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교류, 음 

식, 의복, 놀이 도구 등 각종 문화 교류를 다수 포함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확실하게 실행된 것입니다. 게다가 날씨도 좋았습니다. 

・   COEX 행사장에서 음식을 허용하는 조례가 시행된 것도 작년을 상회하는 관객수 동원의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역시 한일축 

제한마당은 음식이 있어야 분위기가 납니다. 

・   또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난해를 웃도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해준 기업과 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한일축제한마당’ 참석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올해는 공식적으로 참석하여 축사도 

해주셨습니다. 한일우호친선에 큰 진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 이후의 한일축제한마당 
・   ‘한일축제한마당’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교류, 음식, 놀이 등각종 문화 교류를 포함한 복 

합 문화 교류입니다. 

・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 생활 풍습 등을 이해하는 장소입니다. 

・ 정치, 외교 문제와는 거리가 먼 행사지만, 양국 간에 오랫동안 이어지는 정치, 외교 문제에 실마리가 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 양국간에는 어떤 악재가 있어도 언제나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등대처럼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서 한일축제한마당이 있습니다. 

・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일축제한마당’의 의미를 전승하고 계승해 가고자 합니다. 

‘한일축체한마당’에 지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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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の「おまつり」の位置付けと準備 
今年は「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の年です。10年の歴史と実績を持つ「日韓交流おまつり」を「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の
最大の目玉にしようとメンバー一同,心をあわせて準備を始めました。

今年の「おまつり」の運営とプログラム 
「おまつり」の心である「不易流行」と「易地思之」の精神をベースに,「国交正常化50周年記念」に相応しいプログラムを企画しまし
た。 即ち,地方自治体交流,青少年交流,飲食物,衣服,遊戯具などの各種文化交流をたくさん盛り込みました。40周年記念時のシン
ボルマークとスローガンを参考にした両政府の公式スローガン「共に開こう新たな未来を」を「おまつり」のスローガンにも採用し
ました。 記念の年ですから9月1９日(土)新村・延世路でのパレード,20日(日)はCOEX展示場での2日間にわたるパフォーマンスとし
ました。 

9月19日（土）新村延世路での舞台公演・パレード 
第一日目の舞台公演・パレードは澄み切った秋晴れの下,新村・延世路で行われました。 この日のハイライトは朝鮮通信
使の行列です。 朝鮮通信使は室町時代から江戸時代に朝鮮王国から日本に送られた外交使節団のことで,特にこの時期,日韓の
間に争いのない平穏な約260年間が続いたのです。そこに流れる精神は儒学者・雨森芳洲の説く「誠信交隣」です。 即ち,「欺かず,

争わず,お互いが誠意をもって交わる」というまさに国際外交の基本方針とも言うべき精神です。今日の両国の政治・外交に携わる
者に,是非,この精神を理解してもらいたいと願って企画したものです。数万人の観衆が見守る中,吹打隊を先頭にボランティア100

人を含めて数百人で構成された朝鮮通信使は威風堂 と々行進しました。その後に日韓の民間団体が続き,独自のパフォーマンスを
繰り広げました。しんがりはSJCの東京から駆け付けたOBメンバーも加わる「よさこいアリラン」でした。 

9月20日（日）COEX展示場での公演
第1部の「公式行事」はソウル日本人学校と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による「日韓国交正常化50周年」祝賀公演でスタートしまし
た。あどけない日韓両国の少年少女の歌や踊りは見るものに感動と勇気をもたらしました。田中将志運営委員長の開会宣言に続
き,姜信浩名誉実行委員長の後を引き継いだ朴三求実行委員長の挨拶や尹炳世外交部長官,別所浩郎駐韓日本大使の祝辞などの
後,50周年記念特別公演とし「Hidano Super Taiko Group＆アマドイ・ジャラムバンド」 が賑やかに日韓合同のパフォーマンスを
演じました。 

第2部「共に開こう」では,計画された地方自治体交流,青少年交流のプログラムが繰り広げられました。 青少年交流では,

日本からは日野高校の 「荒神神楽」,日本航空高校の「太鼓」,梅花女子大のチアーリーデイング部「RAIDERS」,韓国からは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ワイズバレエ団」,「ドラムラインRIM」の若さあふれる演技が演じられました。 地方自治体交
流では,日本からは下関の貴重な伝統文化 「下関平家踊り」,沖縄市照屋青年会に伝わる「照屋エイサー」,荒田流宝声会 

「津軽手踊り」,アジア圏を中心に躍動するよさこいチーム「躍動」,「桜雪Ma-u」,「紅葉連」が,そして韓国からは済州特別自治
道立舞踊団による「伝統の舞踊」 が力強いパフォーマンスを演じ,最後は 日韓共演の「はなこりあ」が仲良く舞い踊りました。 

おまつり実行委員会委員
おまつり運営委員会名誉委員長 

高杉暢也 

7. 総評

第3部「新たな未来を」では,「日韓国交正常化50周年」特別公演として「J-POP, K-POP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を開催,日本
の指田郁也,韓国のEpik Highを招待しました。

当代人気の両国の特別ゲストに会場の若者からは興奮が沸き起こりました。 

圧巻はフィナーレ公演＜共に開こう新たな未来を＞でした。 創価ルネサンスバンガードの豪華で華麗なバンド演奏に会場は一気
に盛り上がり,続く「カンガンスルレ」,ハンウルリム「演戯団踊り」,SJCメンバーによる「よさこいアリラン」,加えて,金徳洙さんのリー
ドにより,エレクトリック・サムルノリでまさにビビンバ状態となり,会場は興奮の渦に巻き込まれました。 

交流の歓喜は会場いっぱいに響き,両国の老若男女があたかも桜花と無窮花が咲き競うように踊り続けていました。 

また,会場内のブースでは各地区の特産物,飲食物,伝統文化,衣服,遊戯などが展示され,体験コーナーも含めいずれのブースも大
賑わいでした。特に,今年度開設した飲食コーナーは大盛況でした。 

おまつりの評価と反省点
「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としての今年の「おまつり」には若い男女を中心に予想を上回り,二日間,約９万人が集まり,「おまつ
り」は政治・外交問題とは縁遠いことを裏づけました。 

・			この成功の鍵は,「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としての位置付けをメンバー全員が理解し, 地方自治体交流,青少年交流,飲食
物,衣服,遊戯具などの各種文化交流をたくさん盛り込む計画を立て,それらが確実に実行されたことでした。加えて,天候に恵ま
れたことです。 

・			COEX 会場での飲食が許される条例が発令されたことも昨年を上回る観客数の大きな要因でもあります。やはり「おまつり」に
は飲食が伴わないと雰囲気が出ません。 

・			また,厳しい経済環境の中で昨年を上回る協賛金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ご協賛をいただいた企業や個人の皆様には,心よ
り感謝申し上げます。 

・			昨年の尹炳世外交部長官の「おまつり」への参加は思わずのできことでしたが,今年は公式に参加され祝辞も頂戴しました。日韓
友好親善に大きな前進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 

来年以降へのおまつり 

・			この「おまつり」は単なる文化交流ではなく,地方自治体交流,青少年交流,飲食物,遊戯などの各種文化交流を含む複合文化交流
です。 

・			両国民がお互いの文化や歴史や生活風習などを理解し合う場なのです。 

・			政治・外交問題とは一線を画す催しですが,両国間に長く漂う政治・外交問題にヒントを与える催しでもあるのです。 

・			両国の間にどんな悪天候があっても,常に進むべき方向を教えてくれる灯台の光のような「日韓友好のシンボル」として「日韓交
流おまつり」があるのです。 

・			多くの若者に「おまつり」の意義を伝承し,継続させていきたいと念じています。 

「おまつり」にご協,ご協力いただいた皆様に感謝するとともに,これからも引き続きご理解とご支援をお願い申し上げる次第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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