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挨拶인사말
인사말挨拶

201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서 예년보다 대규모
로 그리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2016
년은 앞으로의 새로운 50주년을 향한 한일 교류의 출발점이자 ‘한
일교류원년’입니다. 금년 행사가 지금까지의 교류를 더욱 견고히 함
과 동시에 한일교류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개척해 나아가는 첫걸음
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올해의 ‘한일축제한마당’은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을 슬로건으
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교류 행사를 통해 민간 교류를 거듭해 나아감으로써, 
한일 양국의 경제・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좋은 관계
를 형성하고, 이러한 연대관계가 미래지향적인 한일양국관계의 구
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우정 의 해’를 계
기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해와 지
원을 받아, 양국 최대 규모의 풀뿌리 교류 행사로 성장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작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
하는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
었습니다.
12회째를 맞는 올해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해로, 
마음을 새로이 다지며 이 소중한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의 테마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
년’으로 정하였으며, 10월 2일(일)에 COEX 전시장에서 개최될 예
정입니다. 
올해도 한일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무대공연과 매력이 
넘치는 부스를 마련하여,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한일 우호의 중요
성을 느끼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2015年は,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して様々な取り組みがなされま

した。2016年は,今後の50周年に向けての日韓交流の新たな幕開けであ

り,「日韓交流元年」として,今までの交流をさらに強固なものとし,日

韓交流の新たなステージへの第一歩を進めてまいりたいと存じます。

本年の「日韓交流おまつり」は,「共に創ろう 新たな50年」をスローガ

ンに,心と心がひとつになるおまつりを目指していきます。

この日韓交流行事を通じた民間レベルの交流を重ねていくことで,日韓

両国の経済,文化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分野でより良い関係を築き,こ

の確固たる絆をもって,未来志向の日韓両国関係の構築発展に繋がるこ

とを心から願っております。

2005年の日韓国交正常化40周年を記念した「日韓友情年」を機に始まっ

た「日韓交流おまつり」は，これまで多くの皆様のご支援とご理解を賜り，両

国における最大規模の草の根交流行事に成長してまいりました。お陰様で，

昨年の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記念した行事も，多くの方々 にご来場いただ

き成功裏に開催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12回目を迎える本年は，日韓両国の新しい50年の始まりの年として，気持

ちを新たに，この大切な行事を準備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今年のテーマは，我々 のこのような思いを込めて「共に創ろう 新たな50年」

とし，10月2日(日)にCOEX展示場にて開催する予定です。

今年も，日韓両国の多様な文化をご紹介する舞台公演や魅力溢れるブースを

ご用意し，ご来訪いただく皆様と共に，日本と韓国の友好の大切さを感じる

機会を持ち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日本側実行委員長

佐々 木 幹夫    鄭 進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韓国側実行委員長

朴三求

한일축제한마당 2016 
일본측 실행위원장
사사키 미키오    정 진

한일축제한마당 2016 
한국측 실행위원장
박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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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レイアウト

A-01   시즈오카현 静岡県(SHIZUOKA PREFECTURE)

A-02  카가와현 香川県

A-03  에히메현 愛媛県

A-04  돗토리현 鳥取県(Tottori Precfectural Government)

A-05  구마모토현 熊本県(Kumamoto Prefecture)

A-06  나가사키현 長崎県

A-07  나가사키현 長崎県

A-08  일본정부관광국  日本政府観光局

A-09  (일반재단법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一般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A-10  JETAA 대한민국지부 JETAA 大韓民国支部

A-11  아오모리현・제주특별자치도 
青森県・済州特別自治道

A-12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 青森県 五所川原市

A-13  미야기현 宮城県

A-14  야마가타현 山形県

A-15  후쿠시마현 福島県

A-16  요코하마시 横浜市

C-01 코스프레서클 コスプレサークル

C-02 코스프레서클 コスプレサークル

C-03   SHIZUOKA IDOL PERFOMANCE UNIT 
ROSARIO+CROSS 
ロザリオクロス

C-04 일본축제놀이 日本のおまつり遊び

C-05   출연단체워크숍 
出演団体ワークショップ

C-06   출연단체워크숍 
出演団体ワークショップ

C-07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포토존 
富士ゼロックスコリア株式会社フォト・ゾーン

C-08 유카타 浴衣

C-09 기모노 着物

C-10 기모노 着物

C-11   JENESYS 2016 일본대학생방한단(한국외교부초청) 
JENESYS 2016 日本大学生訪韓団(韓国外交部招へい)

C-12 일본문화체험 日本文化体験

C-13 한복 韓服

C-14   J-POP부스(CD판매) 
J-POPブース(CD販売)

C-15 비포레스트 코리아 B'Forest Korea

C-16   식품샘플 체험&판매 
食品サンプル体験・販売

C-17 기념품판매 記念品販売

C-18 갸루메이크업체험 ギャルメイク体験

C-19   일본사케PR・규슈부흥지원 
日本酒PR・九州復興支援

C-20   파라코드만들기체험 
パラコード作り体験

C-21   KSM 연구학회 
KSM トータル美容研究学会

C-22 스킨아트 スキンアート

C-23 한일학생미래회의 韓日学生未来会議

B-01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韓国第一三共株式会社

B-02 Dormy Inn Hotels ホテルドーミーイン

B-03 H.I.S.INT'L TOURS KOREA INC.

B-04 한국엡손㈜ Epson Korea Co.,Ltd

B-05   한국일본통운㈜ NIPPON EXPRESS KOREA 
韓国日本通運(株)

B-06 채널W チャンネルW

B-07 도시바 한국 東芝韓国

B-08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韓国三菱商事株式会社

B-09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アシアナ航空

B-10   반다이남코코리아㈜ 
BANDAI NAMCO KOREA CO.,LTD.

B-11 ANA항공 ANA航空

B-12 이희건한일교류재단 李熙建韓日交流財團

B-13 한국히타치그룹 韓国日立グループ

B-14 일본항공 日本航空

B-15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韓国三井物産株式会社

B-16  트윗캐스팅(모이주식회사) 
ツイキャス（モイ株式会社）

B-17  한국가와사키로보틱스 韓国カワサキロボティクス

B-18 에어서울 AIR SEOUL

D-01 동아오츠카 東亜大塚

D-02 동아오츠카 東亜大塚

D-03 도쿄빵야 Tokyo Panya

D-04 레타스 れたす

D-05 이자카야 아이와 あいわ

D-06 MR.카레 MR.カレー

D-07 부탄츄 豚人

D-08 감동란 感動卵

E-01   미아보호소 / 응급센터  
迷子保護所／応急センター

E-02   운영사무국(샛강나루)/분실물센터  
運営事務局(セッカンナル)/お忘れ物センター

E-03 프레스센터 プレスセンター

E-04 인포메이션 インフォメーション

E-05 운영위원회 사무국 運営委員会事務局

E-06 SNS 기자단 SNS記者団

E-07 자원봉사자운영 ボランティア運営

지자체 부스 自治体ブース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ース

기업 부스 企業ブース 푸드 부스 フード ブース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0706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구분 NO 국가 시간 분 내용

오프닝 
공연

1 한일 10:30~10:50 20’ 한일 커버댄스 공연(로사리오+크로스, 아이시어）

2 일 10:50~11:00 10’ 기쿠노카이(전통무용) 공연 

<1부>
공식
행사 

3 한일 11:00~11:20 20’ 
오프닝 축하공연 <한일 합동공연>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서울일본인학교 공연

4 - 11:20~11:23 03’ 사회자 인사말

5 - 11:23~11:30 07’
한국측 실행위원장 인사말                  
일본측 실행위원장 인사말
개회선언                                        

6 - 11:30~11:50 20’ 내빈 축사        

7 - 11:50~12:07 17’ 내빈 소개

8 - 12:07~12:10 03’ 주제 영상 상영

9 한일 12:10~12:30 20’
특별공연 1 <한일 합동공연>
김덕수패 사물놀이 &고도(Kodo) 공연

Break Time 1 12:30~13:00 30’ 무대정리 및 시스템 체크 / 한일광장 공연 

<2부> 
즐거운
축제

10 일 13:00~13:20 20’ 약동(춤) 공연

11 한 13:20~13:40 20’ 광탈 공연

12 일 13:40~14:00 20’ 기쿠노카이(전통무용) 공연 

13 일 14:00~14:20 20’ 요시다 형제(사미센) 공연 

14 한 14:20~14:40 20’ 상명 한오름무용단(천지인의 기원) 공연

15 일 14:40~15:00 20’ 아오모리현 사비시로 도라마이 공연

16 일 15:00~15:20 20’ 고도(Kodo) 공연 

Break Time 2 15:20~15:50 30’ 무대정리 및 시스템 체크 / 한일광장 공연 

<3부>
즐거운
만남

17 일 15:50~16:10 20’ 더나인티스 재팬(The90sJPN) 댄스 공연

18 한 16:10~16:30 20’ 레전드 무브먼트(태권도 퍼포먼스) 공연 

19 일 16:30~16:50 20’ 일본 코스플레이어 공연  

20 일 16:50~17:10 20’
쿠리코더 콰르테트 & 뷰티플 허밍버드
(연주/보컬) 공연

21 한 17:10~17:30 20’ 리플렉스(ROCK) 공연 

Break Time 3 17:30~18:00 30’ 행사장 정리 / 한일광장 공연 

<4부>
즐기는
우리

22 일 18:00~18:20 20’
특별공연 2 <스페셜 콘서트>
아마쓰키(天月) 공연 / J-POP

23 한 18:20~18:40 20’
특별공연 2 <스페셜 콘서트>
에이프릴(April) 공연 / K-POP

24 한일
18:40~19:00

05’ 요사코이 아리랑 공연 

05’ 약동 공연

05’ 가배(길쌈)놀이 공연

05’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공연 

19:00~19:20 20’ 피날레 공연(전 출연진과 관객의 피날레 퍼포먼스) 

区分 NO 国 時間 分 内容

プレ

公演

1 日韓 10:30~10:50 20’ 日韓カバーダンス公演( ロザリオ+クロス, icia)

2 日 10:50~11:00 10’ 菊の会(伝統舞踊)公演

<1部>
公式

行事

3 日韓 11:00~11:20 20’ 
オープニング祝賀公演 <日韓合同公演>
ソウル日本人学校＆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の公演

4 - 11:20~11:23 03’ 司会者挨拶

5 - 11:23~11:30 07’
韓国側実行委員長 挨拶

日本側実行委員長  挨拶

開会宣言

6 - 11:30~11:50 20’ 来賓祝辞

7 - 11:50~12:07 17’ 来賓紹介

8 - 12:07~12:10 03’ テーマ映像上映

9 日韓 12:10~12:30 20’
特別公演1＜日韓合同公演＞
鼓童(和太鼓)＆キム·ドクスペ サムルノリ団合同公演　

Break Time 1 12:30~13:00 30’ 舞台クリーンアップ及びシステムチェック/日韓広場公演

<2部> 
楽しい

おま

つり

10 日 13:00~13:20 20’ 躍動(踊り) 

11 韓 13:20~13:40 20’ グァンタル(光仮面) 公演

12 日 13:40~14:00 20’ 菊の会(伝統舞踊) 公演

13 日 14:00~14:20 20’ 吉田兄弟(三味線) 公演

14 韓 14:20~14:40 20’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天地人の起源」公演

15 日 14:40~15:00 20’ 青森県 左比代虎舞 公演

16 日 15:00~15:20 20’ 鼓童(和太鼓) 公演

Break Time 2 15:20~15:50 30’ 舞台クリーンアップ及びシステムチェック/日韓広場公演

<3部>
楽しい

出会い

17 日 15:50~16:10 20’ The90sJPN(ダンス）公演

18 韓 16:10~16:30 20’ Legend Movement(テコンドーパフォーマンス) 公演 

19 日 16:30~16:50 20’ 日本コスプレイヤー公演

20 日 16:50~17:10 20’
栗コーダーカルテット＆ビューティフルハミングバード

(演奏・ボーカル）公演

21 韓 17:10~17:30 20’ Reflex(ロック) 公演

Break Time 3 17:30~18:00 30’ 会場整理/日韓広場公演

<4部>
楽しむ

私たち

22 日 18:00~18:20 20’
特別公演2 <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
天月( あまつき) 公演 / J-POP 

23 韓 18:20~18:40 20’
特別公演2 <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
April 公演 / K-POP

24 日韓
18:40~19:00

05’ よさこいアリラン公演 

05’ 躍動公演

05’ 嘉俳(カベ)遊び公演

05’ サムルノリハンウルリム芸術団公演 

19:00~19:20 20’ フィナーレ公演(全出演陣と観客のフィナーレパフォーマンス)

프로그램 일정표 プログラム 日程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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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자 
司会者

후지타 사유리 
藤田小百合

오카와 노부코 
大川信子

최시중  
チェ·シジュン

김선근  
キム·ソングン

오언종  
オ·オンジョン

후지타 사유리 
藤田小百合

제1,2부
第1,2部

최시중 아나운서
チェ・シジュン

제1부
第1部

오카와 노부코
大川信子

제3,4부
第3,4部

김선근 아나운서
キム・ソングン

제2부
第2部

오언종 아나운서
オ・オンジョン

제3,4부
第3,4部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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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02 김덕수패 사물놀이 
キム・ドクスぺ サムルノリ

고도(Kodo) 
鼓童

-

J-POP

아마쓰키 
天月

-

K-POP

에이프릴 
April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

서울일본인학교 아동합창단 
ソウル日本人学校児童合唱団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リラン

에이프릴

April

고도(Kodo)
鼓童

아마쓰키

天月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リラン

김덕수패 사물놀이
キム・ドクスぺ サムルノリ

서울일본인학교 아동합창단
ソウル日本人学校児童合唱団

특별공연

축하공연

피날레공연

特別公演

祝賀公演

フィナーレ公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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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03 아이시어 
icia

광탈 
グァンタル(光仮面）

상명 한오름무용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레전드 무브먼트 
LEGEND MOVEMENT

리플렉스 
Reflex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サムルノリ ハンウルリム芸術団

광탈
グァンタル(光仮面)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サムルノリ ハンウルリム芸術団

레전드 무브먼트
LEGEND MOVEMENT

상명 한오름무용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리플렉스
Reflex

아이시어
icia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한국공연단체

韓国公演団体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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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04 로자리오+크로스 
ロザリオ+クロス

기쿠노카이 
菊の会

약동 
躍動

요시다 형제 
吉田兄弟

아오모리현 사비시로 도라마이 
青森県 左比代虎舞

더나인티스 재팬 
The90sJPN

일본 코스플레이어 공연 
日本コスプレイヤー公演

쿠리코더 콰르테트 
+뷰티플 허밍버드 
栗コーダーカルテット 
+ビューティフルハミングバード

요시다 형제
吉田兄弟

일본 코스플레이어 공연 
日本コスプレイヤー公演

기쿠노카이
菊の会

약동
躍動

아오모리현 사비시로 도라마이
青森県 左比代虎舞

더나인티스 재팬
The90s JPN

쿠리코더 콰르테트+뷰티플 허밍버드 

栗コーダーカルテット+ビューティフルハミングバード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로자리오+크로스
ロザリオ+クロス

일본공연단체

日本公演団体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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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05 푸드 부스 

フードブース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ース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부스

ブース 푸드 부스 フードブース

단체명 団体名 소개 紹介 메뉴·가격 メニュー·価格

레타스  
れたす

일본의 훌륭한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 세계에 음식점을 출
점하고 있는 다이닝 이노베이션 그룹이 운영하는 일본식 샤브샤브 
전문점. 맛있고 건강한 본격적인 일본식 샤브샤브를 꼭 한번 즐겨 
보세요
日本食の素晴らしい食文化を広める為に全世界に飲食店を出

店しているダイニングイノベーショングループで運営する日

本風のしゃぶしゃぶ屋。美味しくてヘルシーな,本格的な日本風

しゃぶしゃぶを是非お楽しみ下さい

샤브샤브 콘부 7,000W 
샤브샤브 스키야키 8,000W
しゃぶしゃぶ 昆布 7,000W
しゃぶしゃぶ すきやき 8,000W

부탄츄
豚人 

라멘계의 천재라 불리는 나카오 료스케의 라멘을 4년전 처음으로 서
울에 전한 부탄츄. 일본 라멘 장인이 만든 라멘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ラーメン界の天才と呼ばれる中尾良介のラーメンを4年前ソウ

ルへお届けに参りました豚人。プロのラーメン職人達が作るラ

ーメン！是非一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토코톤코츠 とことんこつ  4,000W  
차슈 추가 チャーシュー追加   
5,000W

이자카야 
아이와
あいわ

작년에 이어, 갓 튀긴 야채 고로케와 새우 튀김을 판매. 특히 야채 
고로케는 북해도산으로 아삭아삭한 감자의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또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인기 만점의 라무네도 판매
昨年に引き続き,揚げたての野菜コロッケとエビフライの販売。 
特に野菜コロッケは北海道産なのでジャガイモのホクホク感

をお楽しみください。また,お祭りに欠かせないお子様たちに

人気のラムネの販売もします

야채 고로케 2개 3,000W(1개
2,000W), 새우 튀김 2마리 3,000W 
(1마리2,000W), 라무네 1병 2,500W
野菜コロッケ 2個 3,000W(1個 
2,000W), エビフライ 2本 3,000W 
(1本2,000W), ラムネ 1本 2,500W

Mr.  카레

Mr．カレー

그냥 일본카레는 필요없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하고 맛있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일본 카레전문점. 남자의 카레! Mr. 카레! 
한번 드셔보세요^  ̂
ただの日本風カレーはもういらない!韓国で一番安くておいし

く,韓国人の口に合わせて作られた日本のカレー屋。男のカレー! 
Mr.Curry!一度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플레인 카레 4,000W
プレインカレー 4,000W

도쿄팡야

Tokyo Panya

일본 스타일의 빵집으로 일본 특유의 오소자이빵(반찬빵), 카시빵(단
빵)을 중심으로 일본인 파티쉐가 만든 구운과자나 쿠키 등을 판매
日本スタイルのパン屋で,日本特有の惣菜パン,菓子パンを中心

に,日本人パティシエが作る焼き菓子やクッキーなどを販売

말차 메론빵 2,500W,  
카레빵, 피낭시에 2,000W,  
메론빵, 단팥빵, 쇼콜라빵 1,500W  
抹茶メロンパン 2,500W,  
カレーパン, フィナンシェ 2,000W,
メロンパン ,あんぱん 
ショコラパン 1,500W

감동란
感動卵

일본에서 탄생한 '맛 계란'이 한국에 상륙했다! 대형 편의점 2015
년 냉장품목 No.1 수상! 부드러운 식감과 적절한 간맞춤으로 인기! 
고단백, 저칼로리의 삶은계란은 다이어트에도 적합하여 연예계 팬
도 많은 인기 식품
日本生まれの「味付たまご」が韓国に上陸！大手コンビニ2015
年冷蔵品目No.1受賞!ソフトな食感と程よい塩味が人気！高た

んぱく低カロリーのゆで卵はダイエットにも最適で,芸能界に

ファンも多い注目のフード

감동란 2개들입  1,000W
感動卵 2ヶ入 1,000W

동아오츠카
東亞大塚

동아오츠카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자회사로서 일본의 오츠카제약
과 자본과 기술을 합자해 1979년 설립된 음료전문기업. 동아오츠
카의 대표음료로 국민이온음료라 불리는 '포카리스웨트'와 '오로나
민 C', '데미소다' 등이 있다
東亜大塚は東亜socioグループの子会社として,日本の大塚製薬

と資本と技術を合わせて1979年に設立された飲料専門企業。 東
亜大塚の代表飲料としては,国民イオン飲料と呼ばれる「ポカリ

スエット」と「オロナミンC」,「デミソーダ」などがあります

포카리스웨트 분말 5포 5,000W 
소이조이 3개 2,000W 12개 7,000W,  
각종 음료(500W,1,000W, 1,500W)
ポカリスエット粉末 5袋 5,000W 
SOYJOY 3個 2,000W,12個 7,000W 
各種飲料(500W,1,000W,1,5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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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단체명 団体名 소개 紹介

일본문화체험
日本文化体験

일본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부스. 종이로 피카츄를 접거나, 프로 겐
다마 강사를 초청하여 겐다마 워크숍 실시
日本の伝統遊びを体験するブース。折り紙でピカチュウを折ったり,プロのけん

玉の講師を招いてけん玉のワークショップを実施

식품샘플 체험 & 판매
食品サンプル体験 & 販売

일본에서 제작된 ‘식품 샘플’ 전시와 판매, 전문가 실연이 이루어진다 
(유료체험)
日本で制作された「食品サンプル」の展示と販売,専門家の実演が行われる 
(有料体験)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포토존

富士ゼロックスコリア株式会社

フォト・ゾーン

한일 교류의 즐거운 체험과 만남을 추억하며 촬영한다. 즉석 칼라인쇄 
가능
日韓交流の楽しい体験や出会いを思い出として撮影。オンディマンドでカラー

印刷が可能

코스프레서클
コスプレサークル

한일 코스플레이어의 코스프레 사진(판넬 포스터) 전시, 판매
日韓コスプレイヤーのコスプレ写真(パネルポスター)の展示,物販

갸루메이크업체험
ギャルメイク体験

일본 특유의 갸루 메이크업을 체험 할 수 있다(유료체험)
日本特有のギャルメイクが体験できる(有料体験)

J-POP 부스(CD 판매)・
비포레스트 코리아 

J-POPブース(CD販売)・
B'Forest Korea

J-POP 홍보 및 CD 판매, J-POP 아티스트의 사인회 개최
J-POPの広報及びCD販売,J-POPアーティストのサイン会

기념품판매
記念品販売

한일축제한마당 관련 기념품 판매
日韓交流おまつり関連記念品を販売

출연단체워크숍
出演団体ワークショップ

한일축제한마당 출연 단체의 워크숍 부스
日韓交流おまつり出演団体のワークショップブース

일본사케 PR・규슈부흥지원
日本酒PR・九州復興支援

2016 미스 사케 준 그랑프리인 안도 히로미 씨가 일본 각지의 사케 PR.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규슈 부흥 지원을 위해 모금함 설치
2016ミス日本酒準グランプリの安藤裕美氏による日本各地の日本酒PR。  
熊本地震で被害を受けた九州の復興を支援するため,募金箱を設置

파라코드 만들기체험
パラコード作り体験

아웃도어용 케이블 '파라코드'를 이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アウトドア用ひもの「パラコード」を使用したアクセサリー作り体験

KSM 연구학회 
KSM トータル美容研究学会

두피진단, 피부진단 및 관리 케어, 메이크업 수정법 등 체험
頭皮,肌の診断及び管理ケアーそしてメイク直し方法などを体験

스킨아트
スキンアート

얼굴이나 손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준다
顔, 手に希望する絵を描いてくれる

단체명 団体名 소개 紹介

교류
交流 

한일학생미래회의 
韓日学生未来会議

'한일학생미래회의' 및 '한일고교생 교류 캠프' 활동 보고와 홍보
「韓日学生未来会議」及び「韓日高校生交流キャンプ」の活動報告及び広報

JENESY S2016 
일본대학생 방한단 
(한국 외교부 초빙) 
JENESY S2016 
日本大学生訪韓団

（韓国外交部招聘）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학생들이 일본 문화 소개
韓国を訪問した日本の大学生が日本文化を紹介

한일 
축제
놀이
日韓

おまつり

遊び

Wishing Wall 
Message

참가자를 대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해서 붙이는 이벤트
参加者を対象に希望のメッセージを書いて付けるイベント

일본축제놀이
日本のおまつり遊び

일본 여름 축제의 대표적인 놀이 '긴교스쿠이(금붕어 건지기)’, 
'요요쓰리(물풍선 낚기)’ 체험
日本の夏祭りの定番ともいえる「金魚すくい」と「ヨーヨー釣り」を体験

한국전통놀이
韓国伝統遊び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
韓国の伝統遊びを体験

일본전통놀이
日本伝統遊び

일본 각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장난감을 체험
日本の各地方に伝わる伝統玩具を体験

한일 
전통
의상
日韓

伝統

衣装

기모노 
着物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를 체험하는 부스
日本の伝統衣装 「着物」を体験するブース

유카타
浴衣

일본의 여름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어보는 부스
日本の夏の伝統衣装「浴衣」を体験するブース

한복
韓服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체험하는 부스
韓国の伝統衣装「韓服」を体験するブース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ー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