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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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拶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개최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후원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 드리며,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은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거쳐, 지난해
는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이라는 테마를 내걸고 이 행사를 실시했으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덕분에 새로운 50년의 시작에 걸맞은
멋진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 양국의 자원봉사자와 각 기업 여러분의 후원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가을 정기 행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축제한마당이 많은 분들께 사랑 받으며, 양국 관계의 소중함을 전하는 상징적인 교류 사
업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실행위원장

박삼구

2017年（丁酉年）の新年にあたり，
「日韓交流おまつりinSeoul」の開催に惜しみない御支援と御協力を頂
載しました支援者及び関係者の皆様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ると共に皆様のご発展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日韓交流おまつりin Seoul」は，2015年の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経て，昨年は「共に創ろう 新たな50
年」といテーマの下で本行事を実施致しましたが，お蔭様で多くの方々にご来場いただき，新しい50年を
スタートするに相応しい，素晴らしい行事になりました。
「日韓交流おまつり」は，日韓両国のボランティアと各企業の皆様の御支援により，ソウルで開かれる秋の
定期イベントとして定着しております。
今後も，日韓交流おまつりが多くの方々に愛され，両国関係の大切さを伝える象徴的な交流事業として続
いていくよう努力して参りますので，変わらぬ御理解と御支援を宜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日韓交流おまつり2016 in Seoul」
実行委員長

朴三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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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事業概要
1-1 사업개요 事業概要
행사명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行事名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일시
日時

장소
場所

테마
テーマ

슬로건
スローガン

2016년 10월 02일(일) 10:00~19:30
2016年 10月 02日(日) 10:00~19:30
코엑스전시장 B홀
COEX展示場 Bホール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共に創ろう 新たな5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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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실행위원회

主催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実行委員会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운영위원회

主管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運営委員会

후원
後援

기획취지
企画趣旨

주요행사
主な行事

협찬단체
協賛団体

참여단체
参加団体

부스
ブース

관람객 현황
観覧客現況

한 국:외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 본:주
 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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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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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 양국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과 연대감을 더욱 돈독
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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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会になることを願って開催している。
올해는 ‘한일광장’을 설치하여, 양국 젊은이뿐 아니라, 방문객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 일본의 대표 축제 및 한국과 일본 공연단체가 참가한 ‘무대공연’을 비롯해서 지자체, 기업, 체험 부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今年は「日韓広場」を設置し,両国の若者のみならず,訪問客との交流を深めるために交流の場を設け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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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体験ブースを通じ,日本と韓国の様々
な文化に接する機会を提供した。
150개사 및 1개인
150社 及び１個人
21단체(한국 9, 일본 11, 한일합동 1)
21団体(韓国 9, 日本 11, 日韓合同 1)
72부스(지자체 16, 기업 18, 체험&이벤트 23, 푸드 8, 운영 7)
72ブース(自治体 16, 企業 18, 体験＆イベント 23, フード 8, 運営 7）
약 60,000명
約 60,000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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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事業概要

1-2 운영조직 運営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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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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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監査委員会
회계감사·업무내용의 감사를 진행한다.
会計監査·業務内容の監査を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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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측운영사무국

韓国側運営事務局

日本側運営事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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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영조직 運営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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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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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팀 各チーム

간사 幹事

연출팀 演出チーム：이선순 李善順

미키 키미요 三木 希視代

홍보팀 広報チーム：박진희 朴眞姫

사토이 루이코 里井 瑠衣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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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는 관련 내용이 월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팀장은 각 팀의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팀활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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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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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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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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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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事業概要

1-2 운영조직 運営組織
실행위원회 実行委員会

이름 名前

명예실행위원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명예회장

名誉実行委員長

姜信浩

全国経済人連合会 名誉会長

실행위원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実行委員長

朴三求

錦湖アシアナグループ 会長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실행위원 実行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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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sugi Nobuya
高杉 暢也

소속 所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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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金英大

大成グループ 会長

신수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장)

申秀貞

ソウル大学校 名誉教授(元ソウル大学音楽学部長)

정준명
鄭埈明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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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희

한일협력위원회 위원

姜英姫

韓日協力委員会 委員

유명환
柳明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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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관
李泳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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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金德洙

韓国芸術総合学校 教授

신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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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鉉澤

김윤
金鈗

신각수
申珏秀

심규선
沈揆先

전진국
全瑨國

Miki Atsuyuki
三木 篤行

㈜삼양홀딩스 회장
(株)三養Holdings 会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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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대기자, 상무
東亜日報 大記者，
常務
KBS 부사장
KBS 副社長
Seoul Japan Club 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 사장)
Seoul Japan Club 理事長(韓国三井物産社長)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金正寬

韓国貿易協会 副会長

부백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 학과장

夫伯

慶熙大学校 文化観光コンテンツ学科長

이한석

일본관광신문 대표이사

李漢錫

日本観光新聞 代表理事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張済国

東西大学校 総長

Ikehata Shuhei
池畑 修平

김용연
金瑢淵

NHK서울지국 지국장
NHKソウル支局 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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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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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영조직 運営組織
운영위원회 運営委員会

이름 名前

소속 所属

명예운영위원장

다카스기 노부야

名誉運営委員長

高杉 暢也

운영위원장

다나카 마사시

運営委員長

田中 将志

부위원장

사토 마사루

전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원장

副委員長

佐藤 勝

前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広報文化院 院長

부위원장

김조웅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이사

副委員長

金 照雄

東アジア文化交流協会理事

간사

미키 키미요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등서기관

幹事

三木 希視代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広報文化院 一等書記官

간사

사토이 루이코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幹事

里井 瑠衣子

東アジア文化交流協会

위원

미야타 키미히로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부원장

委員

宮田 起三弘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広報文化院 副院長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金&張法律事務所常任顧問
드림보이 회장
DREAM BOY会長

연출 팀장

이선순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조사관

演出チーム長

李善順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広報文化院 調査官

위원

진윤희

동덕여자대학원 문화콘텐츠산업학

委員

陳玧熺

同徳女子大学院 文化コンテンツ産業学

위원

김송미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졸업

委員

金松洣

光云大学校 東北亜文化産業学部 卒業

위원

김진경

委員

金珍暻

특수법인 수(역삼동)
特許法人SU(駅三洞)

위원

김효정

委員

金孝貞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3학년
慶熙大学 日本語学科 3年生

위원
委員

임수정
林守淨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3학년
明知大学 日語日文学科 3年生

위원

박수민

委員

朴洙慜

서경대학교 국제비지니스어학부 4학년
西京大学 国際ビジネス語学部 4年生

위원

전성훈

委員

田成勲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中央大学 日語日文学科2年生

홍보팀장

박진희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조사관

広報チーム長

朴眞姬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調査官

위원

김미현

서울시청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委員

金美賢

ソウル市長 文化体育観光本部 文化政策課

위원

김가영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委員

金佳永

社団法人 我々の未来

위원

서태희

한일문화교류회의 직원

委員

徐泰姬

韓国文化交流会議 職員

위원

심규정
沈揆正

デフンイーエンテック職員

委員

대흥이엔텍 직원

위원

백미정

委員

ペク・ミジョン

위원

김찬영

한국청소년연맹 직원

委員

金燦英

韓国青少年連盟 職員

부스팀장

후지타 야스유키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차장

ブースチーム長

藤田 康幸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次長

위원

안도 이사오

委員

安藤 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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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컬처랜드 대표
MJ カルチャーランド代表

드림보이
DREAMBOY

1. 사업개요 事業概要

1-2 운영조직 運営組織
운영위원회 運営委員会

이름 名前

소속 所属

위원

이강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주임

委員

李康一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主任

위원

가와이 히로키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委員

河合 洸生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所長補佐

위원

키노시타 미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조사원

委員

木下 美絵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ソウル事務所 調査員

위원

하주영

장안대학교 관광일어과 교수

委員

河周姈

長安大学 観光日語科 教授

위원

히라쓰카 유키코

委員

平塚 由紀子

위원

구리야마 마사유키

委員

栗山 政幸

위원

노하라 야스시

委員

野原 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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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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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静岡県ソウル事務所

자원봉사팀장

조성주

서울시청 도시안전본부

ボランティアチーム長

趙成柱

ソウル市庁 都市安全本部

위원

신근철

委員

申根哲

SB plus 이사(주식회사 에스비 플러스)
SB plus 理事(株式会社エスビープラス)

위원

방미영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委員

房美影

西京大学 文化コンテンツ学部 教授

위원

박시형

委員

朴是炯

KDB생명보험 개인금융팀 과장
KDB生命保険 個人金融チーム 課長

위원

봉승관

두발글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委員

奉承官

ドゥバルグ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代表

위원

이즈미 지하루

委員

泉千春

西京大学 国際ビジネス語学部 日語専攻 専任教授

위원

이은실
李恩實

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홍보대사

이은지
李恩枝

인천중앙전문학교

委員

감사위원회 監査委員会

이름 名前

감사역

야마사키 히로키

監査役

山崎 宏樹

감사역

야마다 요시노리

監査役

山田 圭則

委員

위원

1. 사업개요 事業概要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주임교수

障害者文人福祉後援会 広報大使
仁川中央專門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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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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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側運営事務局

전근호, 김우정, 정찬용, 권은정, 김태호, 김수진, 박성민, 박태신, 전열매,
전민, 양지원, 박용만, 김다영, 이윤정

일본측운영사무국

히사다 카즈타카

日本側運営事務局

久田 和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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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당일 운영체제 当日運営体制
운영위원장 運営委員長
田中 将志
부위원장 副委員長
佐藤 勝
김조웅

명예고문 名誉顧問

연출팀 演出チ〡ム

일본측 출연단체 日本側出演団体

이선순

久田和孝
이선순

연출·관리총괄보조 演出·管理総括補助
진윤희

高杉 暢也
간사 幹事
三木 希視代
里井 瑠衣子

무대공연 舞台公演

연출총괄 演出総括

무대감독(무대정면) 舞台監督(舞台正面)

한일광장·무대앞광장 日韓広場・舞台前広場
한일광장·출연단체워크숍
日韓広場·出演団体ワ〡クショップ
진윤희

요시다 형제 吉田兄弟

임수경

이선순
이송

김호정

김송미

고도 鼓童

김우정 감독

이은영

무대감독(무대측면) 舞台監督(舞台脇)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リラン

정찬용 감독

김송미
김호정

아오모리현 도라마이·네부타 전시
青森県虎舞·ねぶた展示
이기숙
연출운영 부스 演出運営ブ〡ス

한일광장 담당 日韓広場担

김진경

김태선

안전지원 安全支援

전열매

박수민
연출 무대통역 演出舞台通訳
전성훈

자원봉사팀 ボランティアチ〡ム
자원봉사자 총괄 ボランティア総括

연출담당 演出担当

운영 運営

조성주

신근철(출석, 연출지원)

방미영(운영, 입구안내)

변지윤(조장)

이즈미 지하루(운영, 의전)

안전담당 安全担当

송대형(도시락 조장)

자원봉사자 담당 ボランティア担当

한국측사무국·총감독 韓国側事務局·総監督

권은경
전민

전근호
부副
권은정

이은지(운영지원)
박시형
김정희(조장)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일본측사무국 日本側事務局

이은실(총괄)
송연승(통역)
KSM부스 양일권
스킨아트 김린정
파라코드팔찌 김의선

久田 和孝

시간 및 기록 時間及び記録
봉승관(사진, 영상)
황희두(기록, SNS)
VIP
박기숙(한복)
모리사와 미유키(운영, 의전)
권오림(조장)
아리키 히사에(일본 기모노담당)

부스팀 ブ〡スチ〡ム
부스 운영 ブ〡ス運営

지자체 自治体

체험·이벤트 体験·イベント

藤田 康幸

河合 洸生

平塚 由紀子

부 副

기업·푸드 企業·フ〡ド

木下 美絵

安藤 功

일본축제놀이 日本のおまつり遊び

부스 총괄 ブ〡ス総括

부스 자원봉사자 ブ〡スボランティア

공장원
남미경

박태신

박태신

하주영
성주혜

일본대학생방한연수단 日本大学生訪韓研修団
문혜준

JENESYS 2016
高橋 建吉
문혜준
한여름

설치운영팀 設営チ〡ム
박태신
선서인

홍보팀 広報チ〡ム
홍보&프레스 広報＆Press

오프라인 홍보&앙케이트 オフライン広報＆アンケ〡ト

Press

박진희

김가영

入江 豊明
한상우
고민열

서태희
홍보&프레스 보조 広報＆Press 補助
김태호

온라인 홍보 オンライン広報
김미현
백미정
SNS 기자단&파워 블로거 SNS記者団＆パワーブロガ〡

홍보 이벤트·기념품판매·식품샘플
広報イベント·記念品販売·食品サンプル
入江 豊明
심규정
김수진

이윤정

VIP 등 VIP等
내빈 대응 来賓対応

내빈 대응 来賓対応

佐藤 勝

三木 希視代
里井 瑠衣子
강주연

내빈 대응 来賓対応
전지웅
이의진

안전대책 安全対策
위기관리 危機管理
宮田 起三弘

위기관리 危機管理
김평종

위기관리 危機管理
남상규

교류회 交流会

부副

담당 担当

宮田 起三弘

豊泉 拓司

정소원

교류회 交流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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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事業概要

2. 사업비 事業費
2-1 총사업비 総事業費
지원금 支援金
분류

원 환산 금액

分類

ウォン換算金額

한국계 기업
한국

韓国系企業

韓国

해외문화공보원
海外文化広報院

SJC 각 기업
SJC各企業
개인

350,500,000

350,500,000

30,000,000

30,000,000

305,595,820

305,595,820

500,000

500,000

個人

일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日本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Won

비고

Yen

備考

6,330,000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3,272,728

一般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

조성금 등

(88,755,290)

助成金 等

2016 지원금 합계
2016 支援金合計

88,755,290

696,198,548

한일 총 137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금 협력을 받았다.
日韓あわせて137企業及び個人から支援金の協力を得ることができた。

총사업비 総事業費
수입 부문

원 환산 금액

収入の部

ウォン換算金額

2015 이월금
2015繰越金
한국측 지원금
韓国側支援金

일본측 지원금
日本側支援金

부스비
ブース代

656,595,820
306,095,820
33,600,000
6,114,045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6,330,000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一般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

30,000,000

국제교류기금
国際交流基金

일한문화교류기금
日韓文化交流基金

합계
合計
지원금 환율은 1엔 : 10원으로 계산. 전체 결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30,000,000

(15,934,290)

1,593,429

(22,912,800)

2,291,280

(49,908,200)

4,990,820

출연단체등 비용
出演団体等の費用

출연단체등 비용
出演団体等の費用

출연단체등 비용
出演団体等の費用

914,95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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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体の決算に関係しないため(

2. 사업비 事業費

出演団体等の費用

92,986

利子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출연단체등 비용

3,272,728

이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비고 備考

350,500,000

기념품판매 매출

海外文化広報院

Yen

178,948,881

記念品販売の売上げ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해외문화공보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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係る支援を頂戴している。

日韓共同開催文化交流事業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11

2-1 총사업비 総事業費
지출 부문

원 환산 금액

支出の部

ウォン換算金額

한국측사무국
韓国側事務局

일본측사무국
日本側事務局

본부사무국 운영경비
本部事務局運営経費

운영위원회 회의경비
運営委員会会議経費

출연단체 경비
出演団体経費

교류회 경비
交流会経費

세금
税金

합계
合計

이월금(원)
繰越金額(ウォン）

Won

Yen

비고 備考

611,100,000
12,089,284
3,145,200
4,023,540
44,441,402
11,470,000
3,440
686,272,866

228,681,594

2-2 감사보고 監査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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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事業費

2-3 기업·개인 지원 및 물품협찬 企業·個人支援及び物品協賛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주식회사

AGCディスプレイグラス・オチャン
株式会社

주식회사 한국디아이씨

DIC KOREA CORPORATION

㈜에이젝코리아

AGEKKE KOREA CORPORATION

디스코하이테크코리아㈜

ディスコハイテックコリア㈱

한국아지노모도㈜

韓国味の素㈱

동아쏘시오그룹

DONG-A SOCIO GROUP

아주산업㈜

亜州産業㈱

동서대학교

東西大学

㈜아마다코리아

㈱アマダコリア

동우화인켐 ㈜

東友ファインケム㈱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旭硝子ファインテクノ韓国株式会社

휠라코리아㈜

FILA KOREA Ltd.

한국아스텔라스제약㈜

韓国アステラス製薬㈱

전국경제인연합회

全国経済人連合会

한국아즈빌㈜

Azbil Korea Co., Ltd.

㈜후지타 서울지점

㈱フジタソウル支店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국도

Best Western Premier Hotel
Kukdo

후지쯔텐한국주식회사

FUJITSU TEN KOREA LIMITED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Best Western Premier Seoulgardenhotel

한국후지제록스㈜

韓国富士ゼロックス株式会社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キヤノンコリアビジネスソリューシ
ョンズ㈱

㈜하쿠호도제일

㈱博報堂チェイル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キヤノンコリアコンシューマーイメ
ージング㈱

한덕화학㈜

韓德化学㈱

캐논쎄미콘덕터엔지니어링
코리아㈜

キヤノンセミコンダクターエンジニ
アリングコリア㈱

한욱테크노글라스㈜

韓旭テクノグラス株式会社

CJ 주식회사

CJ CORPORATION

㈜한국히타치

㈱韓国日立

크린팩토메이션㈜

CLEAN FACTOMATION, INC.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코리아

㈱日立オートモティブシステムズ
コリア

대성 한국캠브리지필터㈜

大成 韓国cambridgeフィルタ
ー㈱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

韓国日立化成電子材料㈱

DAIFUKU KOREA CO., LTD.

DAIFUKU KOREA CO., LTD.

㈜한국히타치물류

㈱韓国日立物流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韓国第一三共㈱

히타치하이테크놀로지즈코리아㈜

日立ハイテクノロジーズコリア㈱

DNP KOREA(한국대일본인쇄㈜)

DNP KOREA(韓国大日本印刷㈱)

㈜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
코리아

㈱日立LGデータストレージコリア

한국다이와 주식회사

韓国ダイワ株式会社

히타치금속한국㈜

日立金属韓国㈱

다이와증권코리아

Daiwa Securities Korea

㈜효성

㈱曉星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

DENSO INTERNATIONAL KOREA CORPORATION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

出光電子材料韓国㈱

㈜덴츠코리아

㈱電通コリア

IHI Corporation

株式会社IHI

2. 사업비 事業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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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개인 지원 및 물품협찬 企業·個人支援及び物品協賛
㈜인페인터글로벌

㈱インペインターグローバル

마부치모타코리아주식회사

MABUCHI MOTOR KOREA
CO.,LTD

주식회사 인텔리전스코리아

㈱インテリジェンスコリア

韓国마루베니주식회사

韓国丸紅株式会社

한국이토추㈜

韓国伊藤忠㈱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三菱商事株式会社

자트코코리아 엔지니어링

JATCOコリアエンジニアリング㈱

한국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三菱電機韓国㈱

㈜JCB카드 인터내쇼날 코리아

JCB Card International (Korea)
Co., Ltd.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주식
회사

Mitsubishi Tanabe Pharma
Korea Co.,Ltd

한국제이에프이스틸㈜

韓国JFE Steel株式会社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韓国三井物産株式会社

제이텍트코리아㈜

JTEKT KOREA CO., LTD.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株式会社韓
国支店

제이엑스니폰오일앤에너지코리
아㈜

JX Nippon Oil & Energy Korea
Corporation

한국 미쓰도요 주식회사

Mitutoyo Korea Corporation

주식회사 카네카코리아

株式会社カネカコリア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みずほ銀行 ソウル支店

한국가와사키로보틱스㈜

韓国川崎ロボティクス㈱

엠오엘코리아㈜

MOL(Korea)Co.,Ltd.

김&장 법률사무소

金＆張 法律事務所

한국무라타전자㈜

韓国村田電子㈱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K”LINE (KOREA) LTD.

남양금속㈜

南陽金属㈱

㈜국민은행

㈱国民銀行

엔씨케이 주식회사

NCK Co.,LTD.

한국자막방송㈜

韓国字幕放送㈱

한국닛켄 주식회사

韓国日研株式会社

한국마사회

韓国馬事会

㈜니콘이미징코리아

㈱ニコンイメージングコリア

한국구보다㈜

韓国クボタ（株）

㈜니콘인스트루먼트 코리아

㈱ニコンインスツルメンツコリア

국제엘렉트릭코리아㈜

国際エレクトリックコリア㈱

니콘프레시전코리아㈜

ニコンプレシジョンコリア㈱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財)錦湖アシアナ文化財団

한국일본통운㈜

韓国日本通運㈱

금호미쓰이화학㈜

錦湖三井化学㈱

노무라금융투자㈜

野村金融投資㈱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錦湖タイヤ株式会社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株式会社 野村総合研究所ソウル

한국쿄와하코기린㈜

韓国協和発酵キリン㈱

한국엔에스케이㈜

韓国NSK㈱

㈜LG

㈱LG

엔티티코리아 주식회사

NTT KOREA Co., Ltd.

LG히다찌㈜

LG日立㈱

NYK Bulkship (Korea) Co., Ltd.

NYK Bulkship (Kore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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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事業費

2-3 기업·개인 지원 및 물품협찬 企業·個人支援及び物品協賛
NYK Line (Korea) Co., Ltd.

NYK Line (Korea) Co., Ltd.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서울지점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ソウル
支店

올림푸스한국㈜

オリンパス韓国㈱

도쿄일렉트론코리아㈜

東京エレクトロンコリア㈱

파나소닉코리아㈜

Panasonic Korea Ltd.(PKL)

미쓰비시도쿄유에프제이은행 서
울지점

三菱東京UFJ銀行ソウル支店

파나소닉디바이스세일즈코리아㈜

Panasonic Industrial Devices
Sales Korea Co.,Ltd.

도레이㈜

TORAY INDUSTRIES,INC.

파이오락스㈜

パイオラックス㈱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東芝エレクトロニクスコリア

새론오토모티브㈜

セロンオートモティブ㈱

토토기기한국㈜

TOTO KOREA LTD.

삼성전자주식회사

三星電子株式会社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

東洋エンジニアリングコリア

㈜삼양홀딩스

㈱三養ホールディングス

한국토요타자동차㈜

韓国トヨタ自動車㈱

삼영전자공업㈜

三瑩電子工業㈱

한국도요타쯔우쇼㈜

韓国豊田通商㈱

한국산텐제약㈜

韓国参天製薬㈱

츠치야 코리아 주식회사

TSUCHIYA KOREA CORPORATION

한국신에츠실리콘㈜

韓国信越シリコーン㈱

우베코리아㈜

UBE KOREA.CO.,LTD.

신한은행

新韓銀行

한국우시오㈜

韓国ウシオ㈱

SK텔레콤㈜

SK TELECOM CO., LTD.

한국우에무라㈜

Uyemura Korea Co.,LTD.

한국소지쯔㈜

韓国双日㈱

한국야스카와전기㈜

韓国安川電気㈱

㈜솜포컨설팅코리아

Sompo Consulting Korea Inc.

한국야스나가㈜

韓国安永㈱

소니코리아㈜

ソニーコリア㈱

YKK한국㈜

YKK KOREA CO.,LTD.

한국스미토모상사㈜

韓国住友商事㈱

한국요꼬가와전기㈜

韓国横河電機㈱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서울지점

三井住友銀行ソウル支店

법무법인(유한)율촌

法務法人（有限）律村

㈜ 태평양 금속

㈱太平洋金属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郵船ロジステックスコリア㈱

TDK한국㈜

TDK韓国㈱

제온코리아 주식회사

ゼオンコリア㈱

한국테루모㈜

韓国テルモ㈱

2. 사업비 事業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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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개인 지원 및 물품협찬 企業·個人支援及び物品協賛
개인협찬 個人協賛
후루야 타쿠야

古谷卓也

물품협찬 物品協賛
에프알엘코리아㈜

FRLK

야마하뮤직코리아㈜

YAMAHA MUSIC KOREA Ltd

한솥도시락

HANSOT

㈜맨담코리아

Mandom Korea Corporation

한국무역협회

韓国貿易協会

일본항공주식회사

日本航空株式会社

전일본공수주식회사

全日本空輸株式会社

㈜롯데아사히주류

㈱ロッテアサヒ酒類

문화알리미

文化アリミ

TOKYO PANYA

TOKYO PANYA

아시아나 항공

Asiana Airlines

㈜산리오코리아

㈱サンリオコリア

대한항공

大韓航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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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事業費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プログラム
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출연단체 리스트 出演団体リスト
구분 区分

출연단체 出演団体

출연자 出演者

일日

로자리오+크로스

ロザリオ+クロス

5

한韓

아이시어

icia

8

일日

서울일본인학교

ソウル日本人学校

32

한韓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

30

한韓

김덕수패 사물놀이

ム·ドクスペ サムルノリ

5

일日

고도(Kodo)

鼓童

5

일日

약동

躍動

11

한韓

광탈

グァンタル

7

일日

기쿠노카이

菊の会

19

일日

요시다 형제

吉田兄弟

2

한韓

상명 한오름무용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30

일日

아오모리현 사비시로 도라마이

青森県 左比代虎舞

18

일日

더나인티스 재팬

The90sJPN

6

한韓

레전드 무브먼트

Legend Movement

21

일日

일본 코스플레이어 공연

日本コスプレイヤー公演

5

일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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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韓

리플렉스

Reflex

4

일日

아마쓰키

天月

3

한韓

에이프릴

April

4

한일/日韓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イラン

250

한韓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サムルノリ ハンウルリム芸術団

7

총출연자 出演者総計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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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NO

국가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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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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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13:00

30’

무대정리 및 시스템 체크 / 한일광장 공연

<1부>
공식
행사

Break Ti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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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15:50

30’

무대정리 및 시스템 체크 / 한일광장 공연

Break Time 2

<3부>
즐거운
만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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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18:00

30’

행사장 정리 / 한일광장 공연

Break Tim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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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요사코이 아리랑 공연

05’

약동 공연

05’

가배(길쌈)놀이 공연

05’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공연

20’

피날레 공연(전 출연진과 관객의 피날레 퍼포먼스)

<4부>
즐기는
우리

24

한일

18:40~19:00

19:0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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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プログラム日程表
区分
プレ
公演

<1部>
公式
行事

NO

国

時間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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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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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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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Ti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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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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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Time 2

<3部>
楽しい
出会い

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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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18:00

30’

会場整理/日韓広場公演

Break Tim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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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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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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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部>
楽しむ
私たち

24

日韓

18:40~19:00

19:00~19:20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日韓共同開催文化交流事業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19

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로사리오+크로스
ロザリオ+クロス

아이시어
icia

기쿠노카이
菊の会

오프닝 축하공연 <한일 합동공연>
オープニング祝賀公演 <日韓合同公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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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개회사 및 선언, 내빈소개, 축사
開会の辞·宣言, 来賓紹介, 祝辞

사회자 인사
司会者挨拶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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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특별공연 1 <한일 합동공연>
特別公演1 ＜日韓合同公演＞

김덕수패 사물놀이 & 고도(Kodo)
鼓童＆キム·ドクスペ サムルノリ団

약동
躍動

광탈
グァンタル(仮面劇)

기쿠노카이
菊の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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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요시다 형제
吉田兄弟

상명 한오름무용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아오모리현 사비시로 도라마이
青森県 左比代虎舞

고도(Kodo)
鼓童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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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더나인티스 재팬
The90sJPN

레전드 무브먼트
Lege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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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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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리플렉스
Reflex

특별공연 2 <스페셜 콘서트>
特別公演2 <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

J-POP 아마쓰키
J-POP 天月

특별공연 2 <스페셜 콘서트>
特別公演2 <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

K-POP 에이프릴
K-POP April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リラン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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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약동
躍動

상명 한오름무용단 &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サムルノリ ハンウルリム芸術団

피날레
フィナー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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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월 2일 행사(무대공연) 10月 2日 行事(舞台公演)
무대공연 모습
舞台公演での様子

한일광장 스트리트 퍼포먼스
日韓広場ストリートパフォーマンス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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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1) 지자체 부스 自治体ブース
지자체 부스 自治体ブース

A-01

시즈오카현 静岡県(SHIZUOKA PREFECTURE)

A-09

A-02

카가와현 香川県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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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1

지자체 부스 自治体ブース
(일반재단법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一般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JETAA 대한민국지부 JETAA 大韓民国支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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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현 長崎県

A-14

야마가타현 山形県

A-07

나가사키현 長崎県

A-15

후쿠시마현 福島県

A-08

일본정부관광국 日本政府観光局

A-16

요코하마시 横浜市

28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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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2) 기업 부스 企業ブース
기업 부스 企業ブース

B-11

기업 부스 企業ブース
반다이남코코리아㈜
BANDAI NAMCO KOREA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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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 한국 東芝韓国

B-16

트윗캐스팅(모이주식회사) ツイキャス(モイ株式会社)

B-08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韓国三菱商事株式会社

B-17

한국가와사키로보틱스 韓国カワサキロボティクス

B-09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アシアナ航空

B-18

에어서울 AIR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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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6

한국엡손㈜ Epson Korea Co.,Ltd
한국일본통운㈜ NIPPON EXPRESS KOREA
韓国日本通運(株)
채널W チャンネルW

B-07

B-05

B-10

(3) 체험·이벤트 부스 体験·イベントブース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ース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ース

C-01

코스프레서클 コスプレサークル

C-12

일본문화체험 日本文化体験

C-02

코스프레서클 コスプレサークル

C-13

한복 韓服

C-14

J-POP부스(CD판매) J-POPブース(CD販売)

C-04

SHIZUOKA IDOL PERFOMANCE UNIT
ROSARIO+CROSS ロザリオクロス
일본축제놀이 日本のおまつり遊び

C-15

비포레스트 코리아 B’Forest Korea

C-05

출연단체워크숍 出演団体ワークショップ

C-16

식품샘플 체험&판매 食品サンプル体験・販売

C-06

출연단체워크숍 出演団体ワークショップ

C-17

기념품 판매 記念品販売

C-18

갸루메이크업체험 ギャルメイク体験

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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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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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푸드·운영 부스 フード·運営ブース
푸드 부스 フード 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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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3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미아보호소 / 응급센터
迷子保護所／応急センター
운영사무국(샛강나루)/분실물센터
運営事務局(セッカンナル)/お忘れ物センター
프레스센터 プレスセンター

D-05

이자카야 아이와 あいわ

E-04

인포메이션 インフォメーション

D-06

MR.카레 MR.カレー

E-05

운영위원회 사무국 運営委員会事務局

D-07

부탄츄 豚人

E-06

SNS 기자단 SNS記者団

D-08

감동란 感動卵

E-07

자원봉사자운영 ボランティア運営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01
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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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1) 지자체 부스 自治体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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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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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A-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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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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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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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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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2) 기업 부스 企業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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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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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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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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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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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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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3) 체험·이벤트 부스 体験·イベントブース
C-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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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출연단체워크숍 出演団体ワークショッ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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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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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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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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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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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 판매 記念品販売

38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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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코드 만들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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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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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4) 푸드 부스 フードブース
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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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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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2 10월 2일 행사(부스) 10月 2日 行事(ブース)
D-07 부탄츄 豚人

D-08 감동란 感動卵

(6) 푸드 부스 VIP 시식 フードブースでのVIP試食

(7)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8) 위싱월 Wishing Wall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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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원봉사자 ボランティア

총 참여 자원봉사자 수 : 443명
NO

1

2

3

ボランティア総参加数 : 443名

활동내역
자원봉사자 모집기간
ボランティアの募集期間

일시

2016.6.1 ~ 2016.7.31

자원봉사자 합격자선발 심의위원회

2016.8.12

ボランティア合格者選抜審議委員会

자원봉사자 합격자 발표

2016.8.22

ボランティア合格者発表

장소

비고

omatsuri2016@naver.com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한일축제한마당 공식홈페이지
日韓交流おまつり 公式ホームページ

응모자 724명
応募者 724名

84% 선발
84% 選抜

합격자선발 608명
合格者選抜 608名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4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ボランティアオリエンテーション

2016.9. 2 (1차)
2016.9. 4 (2차)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서울시청 다목적홀

OT참가자 481명
OT参加者 481名

ソウル市庁 多目的ホール

5

자원봉사자 팀장·부팀장 선출
ボランティアリーダー·副リーダー選出

2016. 9. 7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자원봉사 활동(COEX)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ボランティア活動(COEX)
6

2016.10.2
부스 236명
홍보 60명
무대 44명
운영 103명

ブース 236名
広報 60名
舞台 44名
運営 103名

42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팀별 선발완료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오리엔테이션

チーム別選抜完了

日本大学生訪韓研修団オ
リエンテーション

COEX 전시장 B홀
COEX 展示場 Bホール

자원봉사자수 443명
ボランティア数 443名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3 자원봉사자 ボランティア
(1) 오리엔테이션 모습 オリエンテーションの様子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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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원봉사자 ボランティア
(2) 당일 모습 当日の様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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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4 행사 후 교류회 行事後の交流会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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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広報
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홍보물 등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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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X 780(mm)

2,000

팜플렛 パンフレット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20 X 210(mm)

13,000

전단지 チラシ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50 X 210(mm)

6,000

공보문화원 외벽 현수막 公報文化院外壁垂れ幕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5400 X 8300(mm)

1

부스 간판 ブース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930 X 1000(mm)

121

부스 측면 간판 ブース側面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435 X 1000(mm)

37

부스 기둥 간판 ブース柱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455 X 3500(mm)

73

행사장 간판 会場内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2000 X 1080(mm)

1

행사장 안내도 会場案内図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997 X 2247(mm)

1

행사장 안내도 현수막 会場案内図垂れ幕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3920 X 2480(mm)

1

안내데스크 간판 インフォメーション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725 X 912(mm)

1

포토월 フォトウォール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930 X 2480(mm)

1

위싱월 ウィシンウォール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5000 X 2750(mm)

1

조닝 천정 배너 ゾーニング天井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6000 X 3000(mm)

5

한일 광장 천정 배너 日韓広場天井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800 X 400(mm)

10

중앙 기둥 배너 中央柱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800 X 500(mm)

8

외부 기둥 유도 배너 外部柱誘導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800 X 2500(mm)

2

Ｘ배너 X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600 X 1800(mm)

19

외부난간 가로배너 外部階段横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7000 X 3000(mm)

1

타이틀 대형 배너 タイトル大型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6000 X 3000(mm)

4

피켓 ピケット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600 X 860(mm)
660 X 600(mm)
600 X 860(mm)

3
3
2

무대 舞台

무대 벽면 舞台壁面

37000 X 13420(mm)

1

유니폼(티셔츠) ユニホーム(Ｔシャツ)

각 그룹별 지급 各グループ別支給

90,95,100,105

1600

ID CARD
식권 食券

각 그룹별 지급 各グループ別支給

95 X 122(mm)
50 X 130(mm)

1650

교류회 현수막 交流会垂れ幕

교류회 단상 交流会壇上

9000 X 2400(mm)

1

VIP 대기실 현수막 VIP待機室垂れ幕

VIP 대기실 VIP 待機室

600 X 2400(mm)

1

에코백 エコバック

기념품 판매용 記念品販売用

4000 X 900(mm)

200

보조배터리 補助バッテリー

기념품 판매용 記念品販売用

360 X 360 X 100(mm)

100

볼펜수첩 ボールペン手帳

기념품 판매용 記念品販売用

102 X 66 X 12(mm)

500

손수건 ハンカチ

기념품 판매용 記念品販売用

85 X 125(mm)

1000

실리콘 팔찌 シリコン腕輪

기념품 판매용 記念品販売用

300 X 300(mm)

1000

홍보 CM 송 広報CMソング

홍보용 広報用

202 X 12(mm)

1

홍보용 広報用

1800 X 1350(mm)

1

공식 DVD 公式DVD

관련 기관 결과 보고 関連機関結果報告

135 X 180(mm)

300

결과보고서 結果報告書

관련 기관 결과 보고 関連機関結果報告

210 X 297(mm)

300

아시아나 옥외광고판 영상물 제작
アシアナの屋外広告映像物制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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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広報

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포스터 ポスター

전단지 チラシ

<뒤 / 裏>

<앞 / 表>

팜플렛 パンフレット

온라인 홍보 オンライン広報

홍보 CM송 영상 공모전
公報CMソング映像公募展
4. 홍보 広報

프리포스팅 이벤트
Pre Postingイベント

전통의상 드레스코드 이벤트
伝統衣装のドレスコードイベ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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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문화 알리미 광고 文化アリミ広告 공보문화원 외벽 현수막 및 배너 公報文化院外壁垂れ幕及びXバナー

아시아나 옥외광고 アシアナの屋外広告

행사장 안내도 会場案内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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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舞台

4. 홍보 広報

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부스 ブ－ス

기업 부스 企業ブ－ス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ス

푸드 부스 フードブース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지자체 부스 自治体ブ－ス

행사장 간판 会場内看板

안내데스크 간판 インフォメーション看板

포토월 フォトウォール

위싱월 Wishing Wall

4. 홍보 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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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천장 배너 天井バナー

중앙 기둥 배너

외부 기둥 유도 배너

中央柱バナー

外部柱誘導バナー

중앙 천장 데코레이션 中央天井デコレーション

외부 난간 가로 배너 外部階段横バナー

타이틀 통천 배너 タイトル大型バナー

ID Card

피켓 ピケ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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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기념품 제작 記念品製作
에코백 エコバック

보조배터리 補助バッテリー

실리콘 팔찌 シリコン腕輪

손수건 ハンカチ
볼펜 수첩
ボールペン手帳

유니폼(T셔츠) ユニホーム(Ｔシャツ)

DVD

교류회 현수막 交流会垂れ幕

4. 홍보 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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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자단 및 파워 블로거 記者団及びパワーブロガー
기자단 및 파워 블로거 활동개요 記者団及びパワーブロガー活動概要
제3기 기자단 ‘마쓰리츠(Matsuriz)’ 5명을 모집하고, 파워 블러거 5명과 함께 총10명의 기자단이 한일축제한마당 행사관련정보를 소셜네트워크
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행사장 취재 및 보도활동 등을 펼쳤다.
第3期記者団「マツリズ(Matsuriz)」5名を募集し, パワーブロガー5人と共に計10人の記者団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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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보도건수 : 약 101건 総 報道件数：約101件

매체명

기재일

メディア名

記載日
2016.09.30

KBS
2016.10.02
KBS New

2016.10.02
2016.10.01

KBS WORLD
2016.10.02
SBS

2016.10.02

YTN

2016.10.02
2016.09.26

채널W
チャネルW

2016.10.03
2016.10.10

채널A
チャネルA

NHK
ANN
(テレビ朝日系)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3

FNN
(フジテレビ系)

2016.10.02

TV TOKYO

2016.10.17
2016.10.03

동아일보
東亜日報

2016.10.04
2016.10.05

중앙일보
中央日報

세계일보
世界日報

서울경제
ソウル経済

아시아경제
アジア経済

2016.10.03
2016.10.02
2016.10.02
2016.10.05
2016.09.30

내용
内容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祭り2016 in Seoul
한일 문화 한자리서 즐기는 한일축제한마당 열려
日韓の文化を同じ場所で楽しむ日韓交流おまつりが開かれる

‘한일 문화 한자리서 즐기요’ 한일축제한마당 개최
「日韓の文化を同じ場所で楽しみましょう」日韓交流おまつり,開催
한일 문화 한자리서 즐기는 한일축제한마당 2일 개최
日韓の文化を同じ場所で楽しむ日韓交流おまつりが開かれる,２日開催
‘한일 문화 한자리서 즐겨요’ 한일축제한마당 개최
「日韓の文化を同じ場所で楽しみましょう」日韓交流おまつり,開催
윤병세 ‘한일관계 뿌리 깊을 수록 흔들리지 않을 것’
尹炳世外交部長官,「日韓関係は根が深ければ深いほど揺るぎないだろう」
윤병세 ‘한일관계 뿌리 깊을 수록 흔들리지 않을 것’
尹炳世外交部長官,「日韓関係は根が深ければ深いほど揺るぎないだろう」
W리포트(한일축제한마당 2016 자원봉사자 OT)
Wレポート(日韓交流おまつり2016·ボランティアOT)
W리포트(한일축제한마당 2016 part1)
Wレポート(日韓交流おまつり2016 part1)
W리포트(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Wレポート(日韓交流おまつり2016 in Seoul)
손잡고 새로운 50년을…한일 문화 축제
手を繋いで新たな50年を…日韓文化祭り
ソウルで日韓交流イベント 韓国外相「関係発展を」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한국외교부장관 ’관계발전을’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 日韓協力の重要性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한일협력의 중요성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日韓協力の重要性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한일협력의 중요성
韓国で「日韓交流おまつり」 尹外相,いっそうの関係改善に意欲
한국에서 한일축제한마당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층 진전된 관계개선에 의욕
모닝서치라이트 ‘어메이징 토픽’
モーニングサテライト「エマージングトピックス」
한일 북소리 장단에 들썩
日韓が太鼓のリズムで盛り上がる

한일축제 코스프레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다
日韓交流おまつり コスプレに目と心を奪われる

소녀시대를 동경하다 만든 일본의 걸그룹 ‘로자리오+크로스‘
少女時代にあこがれて作った日本のガールズグループ「ロザリオクロス」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일, 우정과 신뢰를 발전시켜나가야’
尹炳世外交部長官「日韓は友情と信頼を発展させるべき」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日韓交流お祭り2016 in Seoul
윤병세 한일 소통 확대,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
尹炳世長官,日韓の意思疎通拡大,国際社会の期待に答える
한일관계는 유리로 만든 다리, 축제에 앞서 현실도 돌아봐야
日韓関係はガラスで作った橋,お祭りよりも前に現実もみつめ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후지제록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클리어홀더 제공(한일축제한마당)
韓国富士ゼロックス,世の中で一つしかない私だけのクリアホルダー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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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매체명

기재일

내용

メディア名

記載日

内容

2016.10.02

아시아경제
アジア経済

이데일리
イデイリー

2016.10.02
2016.10.02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毎日日報

전자신문
電子新聞

미디어펜
メディア·ペン

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

마이니치신문
毎日新聞

산케이신문
産経新聞

일본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교도통신
共同通信

지지통신
時事通信

시즈오카신문
静岡新聞

5. 보도사례 報道事例

한일축제한마당 in 서울
日韓交流おまつり2016 in Seoul

한국후지제록스 2016 한일축제한마당서 체험 이벤트
韓国富士ゼロックス,2016 日韓交流おまつりで体験イベント

2016.10.01

‘노래하고 춤추고’ 볼거리 풍성한 한일축제한마당…내일 코엑스서 개최
「歌って踊って」見るもの満載の日韓交流おまつり…明日,COEXで開催

2016.10.01

한국후지제록스, 2016 한일축제한마당 체험부스 마련
韓国富士ゼロックス,2016 日韓交流おまつりで体験ブースを設ける。

2016.10.01

한국후지제록스, ‘2016 한일축제한마당’서 특별한 추억 선사!
韓国富士ゼロックス,「2016日韓交流おまつり」で体験な思いでをプレゼント！

2016.10.04

한국후지제록스, 2016 한일축제한마당 개최~
韓国富士ゼロックス,2016 日韓交流おまつり,開催~

2016.10.02
2016.10.02

アジア·トゥデイ

서울에서 즐기는 일본문화
ソウルで楽しむ日本文化

2016.10.04

2016.10.02
フィナンシャルニュース

윤병세 한일관계 뿌리 깊을 수록 흔들리지 않을 것
尹炳世長官,「日韓関係は根が深ければ深いほど揺るぎ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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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타를 체험하는 관람객
浴衣を体験する観覧客

한일축제한마당 코엑스서 개최
日韓交流おまつりl COEXで開催

2016.10.04

한국후지제록스 한일축제한마당 성황리에 종료
韓国富士ゼロックス,日韓交流おまつりを成功裏に終了

2016.10.02

개천절 연휴 코엑스 주변 이모저모(한일축제한마당)
開天節連休のCOEX周辺のあれこれ(日韓交流おまつり)

2016.10.04

한국후지제록스 한일축제한마당서 체험 이벤트
韓国富士ゼロックス,日韓交流おまつりで体験イベント

2016.10.04

한국후지제록스 한일축제한마당서 포토 출력 이벤트
韓国富士ゼロックス,日韓交流おまつりでフォト出力イベント

2016.09.22

한국후지제록스, 한일축제한마당에 공식협찬사로 참여
韓国富士ゼロックス、日韓交流おまつりに公式スポンサーとして参加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한일 문화 한자리서 즐겨요...코엑스서 한일축제한마당 개최
日韓の文化を同じ場所で楽しみましょう,COEXで日韓交流おまつり開催
日韓関係,未来志向強調…韓国外相がイベントで

한일관계, 미래지향 강조…한국외교장관이 이벤트에서
日韓交流おまつり ソウルで開かれる

한일축제한마당, 서울에서 열려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日本から自治体など多数出展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일본에서 지자체 등 다수 참가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 伝統文化を披露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전통 문화를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ソウルで開催 関係発展へ,自治体も魅力発信

한일교류행사, 서울에서 개최. 관계발전으로 지자체도 매력 발신’
日韓交流おまつり

한일축제한마당
尹外相,「発展のけん引役に」＝日韓交流おまつりーソウル

윤병세 장관, ‘발전의 견인역으로’=한일축제한마당-서울
日韓交流行事,ソウルで開催 関係発展へ,自治体も魅力発信

한일교류행사, 서울에서 개최. 관계발전으로 지자체도 매력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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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매체명

기재일

내용

メディア名

記載日

内容

시즈오카신문
静岡新聞

니가타신문
新潟新聞

고베신문
神戸新聞

시코쿠신문
四国新聞

류큐신문
琉球新聞

에히메신문
愛媛新聞

도쿄신문
東京新聞

뷰포인트
viewpoint

2016.10.03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3
2016.10.03
2016.8월호

주한일본대사관 홍보지

2016.9/10월호

在韓日本大使館 公報誌

2016.11월호
아시아나 기내지
アジアナ機内誌

2016.9월호
2016.10.01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연합뉴스
連合ニュース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ソウルで日韓交流行事,静岡のアイドルも公演

서울에서 한일교류행사, 시즈오카 아이돌도 공연
日韓交流行事,ソウルで開催 関係発展へ,自治体も魅力発信

한일교류행사, 서울에서 개최. 관계발전으로 지자체도 매력 발신
日韓交流行事,ソウルで開催 関係発展へ,自治体も魅力発信

한일교류행사, 서울에서 개최. 관계발전으로 지자체도 매력 발신
日韓交流行事,ソウルで開催 関係発展へ,自治体も魅力発信

한일교류행사, 서울에서 개최. 관계발전으로 지자체도 매력 발신
日韓交流行事,ソウルで開催 関係発展へ,自治体も魅力発信

한일교류행사, 서울에서 개최. 관계발전으로 지자체도 매력 발신
日韓交流行事,ソウルで開催 関係発展へ,自治体も魅力発信

한일교류행사, 서울에서 개최. 관계발전으로 지자체도 매력 발신
한일 ‘새로운 50년’ 교류에
日韓「新たな 50年」へ交流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未来志向進むか

서울에서‘한일축제한마당’ 미래지향으로 나아가는가.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2016
日韓交流おまつりin Seoul2016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2016
共に創ろう 新たな50年,日韓交流おまつりin Seoul2016
양국 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2016 성대히 개최되어(공보문화원장 칼럼)
両国文化の理解を深める重要な行事,日韓交流おまつり in Seoul2016が盛大に開催(広報文化
院長コラム)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 伝統文化を披露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전통 문화를 선보여
‘한일 문화 한자리서 즐겨요’ 한일축제한마당 2일 개최
「日韓の文化を同じ場所で楽しむ」日韓交流おまつり,２日開催
개회 선언하는 양국 실행위원장
開会を宣言する両国の実行委員長

축사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祝辞を述べる長嶺安政在韓日本大使

축사하는 윤병세 장관(1~3)
祝辞を述べる尹炳世長官

윤병세, 한일관계, 뿌리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을 것
尹炳世,日韓関係は根が深ければ深いほど揺るぎないだろう
축사하는 조윤선 장관
祝辞を述べる趙允旋長官

박수치는 내빈들
拍手する来賓たち

한일 합동공연(1~4)
日韓合同公演

한일 축제한마당(1~3)
日韓交流おまつり

한일축제한마당, 어서오세요.(1~3)
日韓交流おまつり,いらっしゃいませ

미스 사케 재팬과 함께
ミス日本酒とともに

좋구나
いいね

우리가 가오나시
私たちは顔無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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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도사례 報道事例

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매체명

기재일

メディア名

記載日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뉴시스
ニューシス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내용
内容
박수치는 윤병세-조윤선
拍手する尹炳世-趙允旋
인사하는 박삼구 실행위원장
挨拶する朴三求実行委員長

윤병세 장관, 한일 상호이해와 협력 정신 키워가야
尹炳世長官,日韓相互理解と協力精神を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
축사하는 윤병세 장관
祝辞を述べる尹炳世外相

축사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1~2)
祝辞を述べる尹炳世外相(1~2)
축사하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祝辞を述べる趙允旋·文化体育観光部長官
축사하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
祝辞を述べる趙允旋·文体部長官
한일축제한마당 즐겨요(1~2)
日韓交流おまつりを楽しもう(1~2)
한일축제한마당
日韓交流おまつり

반갑습니다(1~2)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1~2)
한일축제한마당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日韓交流おまつりの訪問を歓迎します

귀여운 캐릭터

可愛いキャラクター

축사하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
祝辞を述べる趙允旋·文体部長官
한 장의 추억
一枚の思い出

환영합니다
歓迎します

개회 선언하는 한일 실행위원장
開会宣言する日韓実行委員長

개회 선언하는 박삼구- 사사키 미키오 실행위원장
開会宣言する朴三求-佐々木幹夫実行委員長
한일축제한마당 개회식
日韓交流おまつり開会式

한일축제한마당 찾은 주한일본대사

日韓交流おまつりを訪れた在韓日本大使

윤병세, 한일축제한마당 축사, ‘북핵 등 직면 문제에 한일 양국 힘과 지혜 모아야’
尹炳世,日韓交流おまつり祝辞,「北朝鮮の核問題など直面した問題に日韓両国の力と知恵を集める
べき

2016.10.02
NEWS1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2016.10.02

5. 보도사례 報道事例

축사하는 윤병세 장관
祝辞を述べる尹炳世外相

축사하는 조윤선 장관

祝辞を述べる趙允旋長官

김덕수패 사물놀이, 고도 합동공연
キムドクスペ·サムルノリ,鼓童の合同公演

한일풍물패 합동공연

日韓合同公演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共に創ろう 新たな50年
같이 놀아보세
一緒に楽しもう

한복과 기모노의 만남
韓服と着物の出会い

축제에 등장한 가오나시
おまつりに登場した顔無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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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30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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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KBS

5. 보도사례 報道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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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SBS

10.02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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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채널A チャネルA

5. 보도사례 報道事例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09.26 채널 W チャネルW

10.03 채널 W チャネルW

10.10 채널 W チャネル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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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NHK

10.17 TV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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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ANN

10.03 ANN

5. 보도사례 報道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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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FNN

10.02 교도통신 共同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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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지지통신 時事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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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3 동아일보 東亜日報

10.04 동아일보 東亜日報

10.05 동아일보 東亜日報

5. 보도사례 報道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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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 02 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

10. 02 마이니치신문 毎日新聞

10. 02 산케이신문 産経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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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도쿄신문 東京新聞

10.02 고베신문 神戸新聞

5.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류큐신문 琉球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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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시즈오카신문 静岡新聞

10.02 에히메신문 愛媛新聞

10.02 시코쿠신문 四国新聞

10.02 일본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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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 01 연합뉴스 連合ニュース

5. 보도사례 報道事例

10. 02 연합뉴스 連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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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 02 연합뉴스 連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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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3 중앙일보 中央日報

10.02 서울경제 ソウル経済

5.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5 서울경제 ソウル経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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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2 아시아경제 アジア経済

10.04 아시아경제 アジア経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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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 02 파이낸셜뉴스 フィナンシャルニュース

10.02 세계일보 世界日報

5. 보도사례 報道事例

10.01 이데일리 イデイリ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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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 02 뉴시스 ニューシ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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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 02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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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 02 NEWS1

10. 04 아시아투데이 アジア·トゥデ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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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아시아나 기내지 アジアナ機内誌
9월호

주한일본대사관 홍보지 在韓日本大使館 公報誌
9·10월호

주한일본대사관 홍보지 在韓日本大使館 公報誌
11월호

5. 보도사례 報道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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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람객 설문조사 観覧客アンケート
· 설문일시 : 2016.10.2

· アンケート実施日 : 2016.10.2

· 설문대상 : 한일축제한마당 2016 관람객 및 자원봉사자 1094명

· ケート対象者：日韓交流おまつり2016観覧客及びボランテイア：1094名

1. 성별 性別

무응답 無応答

2. 국적 国籍

4

남자 男性

무응답 無応答

7

기타 その他

9

374
일본 日本

여자 女性

716

58

한국 韓国

1020

3. 연령 年齢

무응답 無応答

6

무응답 無応答

40대 이상 40 代以上
30대 30 代

4. 직업 職業

221

기타 その他

172

93

20대 20 代

500

10대 10 代

직장인 サラリーマン

216

학생 学生

274

5. 한일축제한마당을 알고계셨습니까?

695

6. 오늘 행사장에는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日韓交流おまつりについてご存知ですか?

무응답 無応答

11

会場にはどなたと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

무응답 無応答

14

3

기타 その他

아니오いいえ

연인 恋人

294

가족 家族

예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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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친구 友達

148
29
207
266

6. 관람객 설문조사 観覧客アンケート

7. 한일축제한마당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8. 한일축제한마당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日韓交流おまつりをに来たことがありますか?

무응답 無応答

どちらで「日韓交流おまつり」をお知りになりましたか?

무응답 無応答

13

3

기타 その他
746

아니오いいえ

124

지인소개 知人の紹介

211

SNS
예 はい

335

113
202

인터넷ネット

9. 이 행사가 한일 양국의 이미지 및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10. 이
 행사가 한일문화예술 이미지 및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今日の行事が日韓両国のイメージ及び認識を高める上で焼く立ち

今日の行事が日韓両国の文化と芸術に対するイメージや認識を

ましたか?

高める上で 役立ちましたtか?

무응답 無応答

아니오 いいえ

15

무응답 無応答

아니오 いいえ

31

예 はい

1048

11. 오늘

행사의 프로그램은 잘 구성되었습니까?

아니오 いいえ

무응답 無応答

아니오 いいえ

51

6. 관람객 설문조사 観覧客アンケート

예 はい

1058

来年も日韓交流おまつりが開催されれば,参加されますか?

20

예 はい

25

12.내년에도 한일축제한마당이 개최되면 방문하시겠습니까?

本日の行事のプログラムはうまく構成されていますか?

무응답 無応答

11

1023

예 はい

87

53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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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一番記憶に残る公演プログラムは何ですか。
공연팀 公演チ〡ム

선택 選択

공연팀 公演チ〡ム

선택 選択

아마쓰키 天月

51

K-POP

4

일본 코스프레 공연 日本コスプレ公演

37

와즈마 和妻

4

사물놀이 サムルノリ

34

합창 合唱

4

고도 Kodo

23

기쿠노카이 菊の会

3

요시다 형제 吉田兄弟

17

요사코이 아리랑 よさこいアリラン

3

한일합동공연 日韓合同公演

14

켄다마 けん玉

2

약동 躍動

13

The90sJPN

1

일본전통공연 日本伝統公演

13

아이시어 icia

1

로자리오 크로스 ロザリオクロス

11

리플렉스 Riﬂex

1

레전드무부먼트 LegendMovement

9

상명 한오름무용단 祥明ハンオルム舞踊団

광탈 グアンタル

8

무응답 無応答

쿠리코더&뷰티플 허밍버드 栗コ〡ダ〡ビュ〡&ティフルハミングバ〡ド

8

미관람 未観覧

사비시로 도라마이 左比代虎舞

6

합계 合計

0
374
12
653

14. 가장 기억에 남는 부스는 무엇인가요.
一番記憶に残るブースは何ですか。
부스 ブ〡ス

선택 選択

일본 축제 놀이 日韓おまつり遊び

선택 選択

부스 ブ〡ス

55

채널 W チャンネルW

4

37

에어서울 AIR SEOUL

33

한국가와사키

J-POP

28

JET AA

3

한일광장(日韓広場)

27

야마가타현 山形見

3

나가사키현 長崎県

23

후쿠시마현 福島県

3

일본사케PR·규슈부흥지원 日本酒PR・九州復興支援

20

ANA 항공 ANA空港

3

유카다 浴衣

19

한국히타치 韓国日立

3

일본문화체험 韓国文化体験

18

동아오츠카 東亜大塚

3

푸드부스 フードブース

17

카가와현 香川県

2

스킨아트 スキンアート

14

CLAIR

2

시즈오카현 静岡県

13

에히메현 愛媛県

2

기모노 着物
코스프레서클

コスプレサークル

韓国カワサキ

4
4

위싱월 Wishing Wall

12

반다이남코 BANDAI NAMCO

2

지자체 自治体

12

일본항공 日本航空

2

구마모토현 熊本県

10

한국미쓰이물산

요코하마시 横浜市

10

비포레스트

식품샘플 食品サンプル

韓国三井物産

B'Forest Korea

2
2

8

트윗캐스팅 ツイキャス

2

부탄츄 豚人

8

한복체험 韓服

2

돗토리현 鳥取県

6

기념품판매 記念品販売

2

아오모리현 青森県

6

KSM

2

도시바한국 東芝韓国

6

도쿄빵야 Tokyo Panya

2

JENESYS

6

MR 카레

MRカーレー

2

5

미야기현 宮城県

5

이희건한일교류재단 李熙建韓日交流財團

파라코드 パラコーロ

5

로사리오크로스

한국다이찌 韓国第一

4

갸루메이크업 ギャルメイク体験

한국앱손 Epson Korea

4

레타스 れたす

한국미쓰비시상사 韓国三菱商社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합계 合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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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앞으로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보고 싶은 공연이나 체험해보고 싶은 콘텐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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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書いてください。
항목 項目

내용 内容

한일합동 공연

한일 합동 공연, 한일 인디밴드, 한일 성우 등

日韓合同公演

日韓合同公演, 日韓インディーズバンド,日韓声優など

다양한 공연
様々な公演

일본전통문화공연

인원 人数
10

특별공연, 댄스, 3D 콘서트, 가수, 음악 공연, 마칭밴드, 치어리딩 등
特別公演,声優の合同公演,ダンス,3Dコンサート,歌手,音楽公演, マーチング·バンド, チアリーディングなど

코스프레

가부키, 사미센, 전통춤, 전통기예, 라쿠고, 다이코, 사무라이, 게이샤, 돗코이쇼 춤, 히로사키 네부타 등
歌舞伎,三味線,伝統舞踊,伝統技芸,落語,太鼓,サムライ,芸者,ドットコイショ踊り,弘前,ねぶたなど
AOA, 아이콘, 비스트 사인회, 마마무, 아이돌, 걸그룹 등
AOA,アイコン,BEASTサイン会,ママム,アイドル,ガールズグループなど
아라시, 쟈니스 공연, AKB48, 스파이에어, 나가사키 미카, 아마쓰키, 시노자키 아이, 마후마후, 소다루, KK, 하나땅,
아이콘, 요네즈 켄시, 일본인디밴드 등
ARASHI(嵐),ジャニーズ公演,AKB48,長崎ミカ,SPYAIR, あまつき(天月),篠崎愛(しのざきあい),まふまふ,ソダル,KK,花
たん,アイコン,米津玄師(よねづけんし),日本インディーズバンドなど
코스프레

コスプレ

コスプレ

日本の伝統文化公演

K-P0P 공연
K-P0P 公演
J-P0P 공연
J-P0P 公演

일본문화소개, 체험
日本文化紹介,体験
일본 축제
日本のおまつり

일본 요리 만들기
日本料理を作る

일본 식문화
日本の食文化

일본 지역문화소개
日本の地域文化紹介

한국 컨텐츠
韓国のコンテンツ

체험 부스
体験ブース

전통놀이, 유카타, 기모노, 악기, 다도문화, 화과자, 연극, 영화, 스모, 쇼기, 게임, 마술쇼, 켄다마, 일본전통인형소개,
고타츠, 오키나와 의상, 일본화장품&뷰티 등
伝統的な遊び,浴衣,着物,楽器,茶道文化,和菓子,演劇,映画,相撲,将棋,ゲーム,マジックショー,けん玉,日本の伝統人形の
紹介,日本の化粧品＆ビューティーなど
일본 축제 문화 시연, 체험 부스, 불꽃놀이 등
日本のおまつり文化試演,体験ブース,花火など
오조니, 오코노미, 라멘, 우동, 모치, 고로케, 화과자 등
お雑煮,お好み焼き,ラーメン,うどん,餅,コロッケ,和菓子など
일본음식체험, 스위츠, 길거리 음식, 각지역 대표 음식, 일본정식, 초밥, 사케, 와인 등
日本の食体験,スイーツ,屋台の食べ物,各地域の代表料理,日本の定食,お寿司,日本酒,ワインなど
지역소개, 지역특색 퀴즈, 특산물, 축제영상, 각 현 캐릭터, 구마몬 등
地域の紹介,地域の特色クイズ,特産物,おまつりの映像,各県のキャラクター,クマモンなど
부채춤, 남사당패, 조선통신사 재현 모습, 의상, 민속공연, 공기놀이, 한국 관련 부스, 널뛰기, 전통공예, 전통놀이, 매
듭, 서예, 사물놀이, 태권도 등
扇の舞,ナムサダンペ,朝鮮通信使再現姿,衣装,民俗公演,ゴンギノリ(お手玉),韓国関連のブース,板跳び,伝統工芸,伝統結
び,結び,書道,サムルノリ,テコンドーなど
다양한 체험, VR 체험, 스템프 체험, 무인양품체험, 일본 드라마 소개, 피아노 치기, 로봇 드로잉, 비누공예, 타로, 심
폐소생술, 저글링, 타투, 캐리커쳐, 캇툰,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족욕, 사격, 식품체험, 가베동 등
様々な体験,VR体験,スタンプ体験,無印良品の体験,日本のドラマの紹介,ピアノを弾くこと, ロボットドローイング ,せっけ
ん工芸,占い,心肺蘇生法, ジャグリング,タトゥー,カリカチュア,カットン, ゲーム,マンガ,アニメ,足湯,射撃,食品の体験,カベ

17
15
11

71

36

76

18
17
32
9

20

42

ドンなど

부스
ブース

음식 관련
飲食関連

기업, 유학, 취업 등
企業,留学,就職など

12

전통음식, 좀더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식사 장소, 한국음식 등
伝統料理,もっと多様な種類の食べ物,食事場所,韓国料理など

9

여행 관련

시뮬레이션 관광체험, 여행 부스, 여행지 소개, 일본 온천 등

旅行関連

シミュレーション観光体験,旅行ブース,旅先紹介,日本の温泉など

12

학술세미나교류

1

学術セミナー交流

한국적, 일본적 문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바람

3

日本らしい,韓国らしい文化が多様におこなわれてほしい

일본지역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1

日本地域のボランティアに参加したい

기타
その他

잘 접하지 못한 일본문화와 일본을 좀 더 느끼고 싶다
よく身近に触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日本文化と日本をもう少し感じたいと思う

기념품 증정
記念品贈呈

이대로 좋다
このままのほうがいい

딱히 없다
特に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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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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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일축제한마당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日韓交流おまつりに関して一言お願いします。
내용

内容

좋다(37명)

よい(37人)

재미있다(66명)

おもしろい(66人)

즐겁다(17명)

楽しい(17人)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12명)

多様で面白い体験をす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 (12人)

일본 문화, 지역을 알게 되었다(12명)

日本文化,地域をわかるようになった(12人)

행복하다·멋지다·너무 감동적이다·설렌다(11명)

幸せだ·素晴らしい·とても感動的だ·ときめく（11人）

덥다, 복잡하다, 공연이 너무 많아 시끄럽다(9명)

暑い,複雑だ,公演が多すぎてうるさい(9人)

모르는 일본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8명)

知らない日本文化を直接感じて体験することができて良かった(8人)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7명)

多様な文化とコンテンツ(7人)

유익하다·알차다·만족한다(6명)

有益だ·充実している·満足している(6人)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5명)

これからも日韓交流おまつりをずっと続けてほしい(5人)

신선하다·신기하다(5명)		

新鮮だ·不思議だ(5人)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4명)		

人が多すぎて驚いた(4人)

다시 오고 싶다 (4명)

また来たい(4人)

활기차다·밝다·생동감 있다(4명)

活気に満ちている·明るい·生動感がある(4人)

일본인이 많아 놀랐다(4명)

日本人が多くて驚いた(4人)

여러 가지 체험이 좋았다(4명)

いろいろな体験が良かった(4人)

회장이 좁다. 좀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3명)

会場が狭い。もっと広いスペースが必要である(3人)

만족한다(3명)

満足している(3人)

한일문화교류가 활발해지는데 도움이 된다(3명)

活発な日韓文化交流に役立つ(3人)

사은품이 부족했다(3명)

記念品が足りなかった(3件)

규모가 작년보다 작아진 느낌이다(2명)

規模が昨年より小さくなったという印象を受けた(2人)

공연과 전시 등 매우 좋은 행사다(2명)

公演と展示など,非常に良い行事である(2人)

일본에 가고 싶다(2명)

日本に行きたい(2人)

휴게 공간이 미흡하다(2명)

休憩スペースが不十分である(2件)

매년 보고 있지만 더욱 번창, 발전하길 바란다(2명)

毎年観ているが,さらに繁栄,発展してほしい(2人)

볼거리가 다양했다(2명)

見どころが多様だった(2人)

아주 좋은 분위기(2명)

とても良い雰囲気(2人)

독특하다·흥미롭다(2명)

ユニークだ·興味深い(2人)

좋은 기획·구성이다(2명)

良い企画·構成である(2人)

좀더 많은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2명)

もっと多くのブースがあればよかった(2人)

일본 여행 전에 참고가 될 듯하다(2명)

日本旅行の前に参考になりそうだ(2人)

한일 인식 바뀌었다(2명)

日韓に対する認識が変わった(2人)

한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명)

日韓文化についてより深く理解し,好きになるきっかけになった(2人)

한일문화교류의 현장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었다(2명)

日韓文化交流の現場を体系的に見ることができた (2人)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습이 좋았다(2명)

日韓関係を発展させようとする姿が良かった(2)

한일 문화의 다양성을 느꼈다

日韓文化の多様性を感じ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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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일축제한마당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日韓交流おまつりに関して一言お願いします。
내용

内容

한국과 일본이 함께 행사를 여는 게 인상 깊다

日本と韓国が一緒に行事を開くのが印象深い

한일이 서로 친해지는 것 같아 좋았다

日韓がお互いに親しくなるようで良かった

한국, 일본인들의 화합의 장을 볼 수 있어 좋았다

日本と韓国の和合の場を見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

한일 문화가 다르지만 재미있었다

日韓の文化が違うが,面白かった

한일 협력이 보기 좋았다

日韓協力がよかった

일본문화 간접체험을 통해 한일관계가 긍정적으로 더욱 나가 갈 것 같다

日本文化の間接体験を通じて,日韓関係が肯定的にさらに進むようだ

상대국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日本の文化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

사무국이 불친절하다

事務局が不親切である

놀이 문화가 좋다

遊び文化がよい

상업적이지 않고 일본의 문화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商業的ではなく,日本の文化や企業に対する理解度が高まった。

해가 거듭될 수록 체계적이 되어, 내년이 기대된다.

年を重ねるにつれ体系的になり,来年が期待される

일본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日本に大きな関心を持つことができた

좀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もっと宣伝されてほしい

음식이 조금 다양했으면

食べ物がもう少しいろいろあればよかった

몇몇 부스에서 즐길 거리가 좀 부족했다

いくつかのブースでおもしろくなかった

뜻 깊은 시간, 한 발작 다가간 느낌이다

意味深い時間,一歩近づいた感じだ

지루한 공연 내용이 있었다

退屈な公演内容があった

몇 년 째 그대로인 듯

数年も変わりばえしない

기념품도 많이 주고, 친절하며, 볼거리가 많았다

記念品もたくさんもらて,親切で,見どころが多かった

부스 간격이 넓어 편리했다. 단 부스 수가 사람에 비해 적었다

ブースの間隔が広くて便利だった。ただしブースの数が人に比べて少な
かった

3년 넘게 오고 있는데 늘 새롭고 좋다

3年以上来ているが,いつも新鮮だ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いろんな人と一緒に文化を楽しむことができた

놀이가 좋았다

遊びが良かった

전통 보다 현대 공연이 필요하다

伝統より現代公演が必要である

식사공간 입식 통일 원한다

食事空間がすべて立食であればよかった

다른 지역에서도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他の地域でもイベントを開催して欲しい

기모노가 처음이라 새로웠고, 일본인이 친절했다

着物が初めてなので,新鮮だった。日本人が親切だった

실제 일본에 와있는 느낌이다

実際,日本に来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た

많은 일본인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

多くの日本人と交流ができてよかった

지자체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

自治体情報をわかるようになってよかった

새로운 문화, 정보가 좋았다

新しい文化,情報がよかった

더 많은 기업과 현의 참여를 원한다

もっと多くの企業や県の参加を望んでいる

외교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기회

外交的にも近づく機会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았다

多様なプログラムが良かった

많은 행사를 한번에 봐서 좋았다

たくさんのイベントを一度に見てよ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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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 축제에 관람객으로 참가한 주요 이유를 아래 5항목에서 체크해주세요.
おまつりの観覧客として参加した主な理由を下記の５項目から選んでください。

행사장위치 会場の位置

3.851

무대공연 舞台公演

3.85

부스/체험 ブース/体験

4.142

한일교류 日韓交流

4.049

사회/출연자司 会者/出演者

3.272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全然重要ではない

重要ではない

普通

重要

とても重要

17. 본 축제의 자원봉사자로서 아래의 5항목에 대해 등급을 체크해주세요.
おまつりのブランテイアとして下記の５項目についてレベルを選んでください。

네트워킹 ネットワーキング

3.648

개인시간 個人時間

3.769

점심/간식 お昼/おやつ

3.795

봉사활동 ボランティア活動

3.609

운영지침 運営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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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とても不足

不足

普通

十分

非常に十分

6. 관람객 설문조사 観覧客アンケート

18. 본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7번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세요.
日韓交流おまつりのスムーズな運営のため,17番の項目中,改善したほうがいい部分及び内容があればひとつ
教えてください。
내용

内容

덥다(13명)

暑い((13人)

너무 혼잡하다·질서 유지가 필요하다(11명)

あまりにも混雑する·秩序維持が必要である(11人)

관람객용 의자·휴게 공간·식사 테이블 부족(11명)

観覧客用の椅子·休憩スペース·食事テーブル不足(11人)

부스공간 확장·다양한 부스·체험부스운영 필요(10명)

ブーススペースの拡張·多様なブース·体験ブース運営が必要(10人)

장소가 좁다·넓은 야외 희망(10명)

場所が狭い·広い野外希望(10人)

없다·만족스럽다·좋다·친절하다(8명)

ない·満足している·良い·親切である(8人)

먹거리 부스가 많아졌으면 좋겠다(8명)

食べ物のブースが多くなってほしい(8人)

자원봉사자 태도, 불필요한 자원봉사자가 많다(6명)

ボランティア態度,不必要なボランティアが多い(6人)

행사 광고로 쉽게 접했으면 좋겠다·홍보 이벤트(6명)

イベント広告をたくさんして,簡単にわかるようにして欲しい·広報イベント(6人)

2~3일 행사로 확대(3명)

2〜3日の行事に拡大(3人)

자세하게 행사장 안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안내 데스크가 더 있었으
면 한다.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안내가 많은 편이 물어보기 편하다(3명)

もっと詳しく会場の案内をしてもらいたい·案内デスクがもっとほしい。ボ
ランティアもいるが,案内が多いほうが楽(3人)

부스별 배치가 복잡하고 특색이 부족(3명)

ブース別の配置が複雑で特色が不足(3人)

잘 모르겠다(3명)

よくわからない(3人)

음식 코너 쓰레기 처리, 정리 청소(3명)

飲食コーナーのごみ処理,整理清掃(3人)

부스 통로가 좁고 불편하다(2명)

ブースの通路が狭くて不便である(2人)

푸드코트 자리 확장(2명)

フードコートの空間拡張(2人)

한일 교류를 좀더 직접적으로 체험하면 좋겠다(2명)

日韓交流をもっと直接的に体験してほしい(2人)

다양한 공연과 아이템(2명)

多様な公演とアイテム(2人)

아마쓰키 같은 가수, 메이저 출연진이 더 많으면 좋겠다(2명)

天月のような歌手,メジャー出演者が多ければいい(2人)

출연진이 많다

出演者が多い

연령별 체험의 다양화, 행사 후 교류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

年齢別体験の多様化,行事後の交流を維持するための事後管理必要

SNS에서 기념품 증정, 캐릭터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SNSで記念品贈呈,キャラクターの販売をして欲しい

공연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公演について興味を引こうとする努力が不足している

활동적인 체험이 많았으면 좋겠다

活動的な体験が多かったら良い

경품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景品イベントがもっと多かったら良かった

부스마다 공지내용 전달이 미흡하다

ブースごとに通知の内容伝達が不十分である

오사카시, 교토 부스도 있었으면 좋겠다

大阪市,京都ブースもあってほしい

유카타 부스 사람이 많아 불편. 원활한 진행 필요

浴衣ブースの人が多くて不便。円滑な進行が必要

식품판매가 매년 똑같다

食品販売が毎年同じである

한국음식소개(체험)가 있었으면 한다

韓国料理の紹介(体験)があってほしい

설문지 작성시 돋보기를 구비하면 좋겠다

アンケートの作成時,老眼鏡を備えてほしい

좀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もっと多様なコンテンツが必要である

좀더 일본적인, 한국적인 행사장 분위기

もっと日本的な,韓国的な会場の雰囲気

다양한 정보 제공

様々な情報提供

우산꽂이가 없어, 행사장 체류시간이 짧아졌다

傘立てがない,行事場の滞留時間が短くなった

상업적 부분이 적었으면 좋겠다

商業的な部分が少なくて欲しい

어수선하고 깨끗하지 않다

ごちゃごちゃしてきれいではない

더 다양한 일본음식을 먹고 싶다

さらに,様々な日本料理を食べたい

삼성역에서 행사장까지 안내 미흡

三成駅から会場までの案内不十分

일본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日本語の割合を高める必要がある

물 마실 곳이 없다

水を飲むところがない

지방에서도 열렸으면(부산 혹은 대구) 한다

地方でも開催されてほしい(釜山あるいは大邱)

추첨 행사 규칙이 잘 지켜졌으면 한다

抽選のルールが守られてほしい

알기 쉬운 장소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分かりやすい場所で開催して欲しい

예약제 도입

予約制の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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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평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회 위원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 명예위원장

다카스기 노부야

⦁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의 목적
지난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거쳐, 새로운 한일의 미래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는 해
로서 ‘도쿄의 한일축제한마당’과 합의한 후,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 년’을 테마로 내걸고,
양국의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가 중심이 되는 ‘한일축제한마당’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얼굴인 포스터도 젊은이들의 의견과 제안을 존중해서 일신했습니다.

⦁ 올해 ‘한일축제한마당’ 운영 및 프로그램
지금까지의 반성을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1)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퍼포먼스 연출
(2) 공연의 양보다 질을 고려
(3)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감안한 프로그램에 대한 배려
또한 ‘한일광장’ 설치와 거리 공연뿐만 아니라,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축제’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교류, 음식, 의복, 놀이 도구 등의 각종 문화 교류를 다수 포함시
켰습니다.

⦁ 10월 2일(일) COEX 전시장 공연
당일 행사장에는 일찍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10시 30분 개장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프닝 공연은 ①한일 커버댄스
공연(로사리오 + 크로스, 아이시어)과 ②일본 전통무용 공연인 ‘기쿠노카이’로 시작했습니다.

제 1부 공식행사
서울일본인학교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합동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일 양국, 소년 소녀의 청아한 목소리는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중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삼구 한국측실행위원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본측실행위원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의
인사와 개회 선언이 큰 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일본인학교의 합동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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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패 사물놀이 공연과 고도(Kodo) 합동공연

7. 총평 総評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 새로 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내빈 축사
후 특별공연으로 사도·‘고도(Kodo)’의 와다이코와 ‘김덕수패 사물놀이단’의 합동공연이 힘차게 펼쳐졌습니다.

제2부 즐거운 축제
일본에서는 ①올해5번째로 출연하는 ‘약동’의 다이내믹한 퍼포먼스 ②수준 높은 다양한 일본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기쿠노카이’
의 아와오도리와 시시마이 ③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요시다 형제’의 빠른 템포의 쓰가루 샤미센 연주, ④아오모리현에서 예로
부터 ‘화재예방’을 한다고 전해지는 ‘사비시로 도라마이’의 유머러스한 춤 ⑤일본 아티스트로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 콘서트에
출연한 ‘고도’의 강력한 와다이코 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①한국의 전통 문화를, 빛나는 가면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광탈’의 탈춤 ②한국의 토속적 종교의식
인 ‘굿’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지인의 기원’을 ‘상명 한오름무용단’이 우아한 춤으로 선보이며 ‘즐거운 축제’의 자리를 더욱 흥겹
게 해주었습니다.

제3부 즐거운 축제
일본에서는 ①차세대를 이어갈 90년대 태생의 KRUMP·BREAK·HIPHOP·HOUSE(춤의 종류)의 실력파 톱 댄서로 구성된 ‘The
90s JPN’의 댄스 공연 ②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코스플레이어’ ③오래 전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쿠리코더 콰르테트’와 일본 인
디즈밴드 ‘뷰티플 허밍버드’의 공연, 그리고 한국에서는 ①올바른 품세를 바탕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Legend Movement’에 의한 강력한 태권도 퍼포먼스 ②트렌디한 록, 팝, 펑크, R&B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사운드로 관객을 순식간에 사로잡은
‘Reflex’의 압도적인 록 퍼포먼스에 젊은이들은 흥분했습니다.
특히 ②의 ‘코스플레이어’는 젊은이들에게 예상 외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스프레는 영어 ‘costume play’에서 따왔는데, 한국에
서는 공연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프레는 코스플레이어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서면 공연이 되기도 하고
관객도 즐길 수 있는 요즘 젊은이 취향의 퍼포먼스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일본에서 5 명, 한국에서 3 명의 코스플레이어가 무대
에 올라 자기 PR을 하며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유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인기가 많았던 ‘코스플레이어’

스페셜 콘서트 ‘아마쓰키(天月)’

제4부 즐기는 우리
특별공연 ‘아마쓰키(天月) / J-POP’ 스페셜 콘서트는 놀랄 만큼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아마쓰키는 동영상 공유 사이
트를 계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가창력은 물론 그 자신의 세계관 자체로 높은 지지를 받는 보컬리스트입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보고자 행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쓰키가 무대
에 오르자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젊은 관중들은 환호하며 호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신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어진 ‘April / K-POP’ 스페셜 콘서트도 사랑스럽고 즐거웠지만, 아마쓰키의 강렬함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피날레 공연 오프닝으로 ①SJC를 중심으로 한 ‘요사코이 아리랑’ ②‘약동’의 힘찬 무대 후 ③신라시대 유리왕 시절부터 유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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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습으로,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의 협력과 조화를 나타내는 민속놀이 ‘가배(길쌈)놀이’가 엄숙하게 펼쳐졌으며 ④사물놀이 대
가인 김덕수 씨의 선창이 행사장 전체로 울려 퍼지며 피날레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약동’의 깃발이 크게 휘날리는 가운데, 양
국 남녀 노소의 ‘요사코이 아리랑’과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의 춤이 행사장 가득 펼쳐지며, 올해도 역시 비빔밥 같은 상태가 되
어 흥분의 도가니를 이루었습니다. 교류의 환희는 행사장 가득 울려 퍼지며, 마치 벚꽃과 무궁화가 앞다퉈 피어나듯이 춤의 향연
을 펼쳤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된 흥겨운 행사장

벚꽃과 무궁화가 앞다퉈 피어나듯이 춤추는 한일축제한마당 관계자

‘한일광장’과 ‘교류의 장’
또한 행사장에 설치한 ‘한일광장’에서는 다양한 스트리트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으며, 그 때마다 큰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이들의 교류를 돈독히 하는 ‘교류의 장’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한복과 기모노를 번갈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만남
을 즐겼습니다.
단순히 ‘축제’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기업 전시회를 포함한 지자체 교류, 청소년 교류, 음식, 의복, 놀이도구 등 각종 문화 교류가
폭넓게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장 부스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물, 음식, 전통문화, 의복, 놀이 등이 전시되었으며, 체험 코너는
모든 부스에서 활기를 띄었습니다. 특히, 올해 음식 코너에서는 ‘라면’과 ‘카레’ 그리고 레타스의 ‘샤브샤브’ 등 새로운 메뉴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일광장’에서 펼쳐진 스트리트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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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로 붐비는 ‘교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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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축제한마당의 평가와 반성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지난해를 상회하는 약 6 만 명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재작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행사장을 찾아 벳쇼 코로((別所浩郎) 전주한일본대사와 첫 대면을 했습니다. 지
난해에는 공식적으로 참석하여 축사까지 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정치 · 외교적 분위기도 좋아지며, 이후 여러분도 잘 알고 계
시듯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 봤자 축제, 그래도 축제’ 라고 하지만, ‘한일축제한마당’이 한일 양국의 우호 친선 증
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의 주요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의도했듯이 ①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퍼포먼스 연출, ②공연의 양보다 질, 그리고 ③충분한 휴식 시간을 감안한 프로그
램 배려가 실행된 점
(2) ‘한일축제한마당’이 현재, 필수 SNS 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
(3) 새롭게 마련한 ‘한일광장’에서 다양한 거리 퍼포먼스를 펼치며,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의 새로운 만남의 장인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
(4) 지방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교류 이외에, 음식, 의복, 놀이 등의 각종 문화체험 코너에 연구를 거듭한 점
(5) 음식 코너에 ‘라멘’이나 ‘카레’, 샤브샤브 ‘레타스’ 등의 새로운 메뉴를 추가한 것 등.
역시 ‘축제’는 음식이 있어야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의 의의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신 기업과 개인이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말할 필요
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한일축제한마당’ 사무국 체제가 견고하지 않아, 협찬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국 조직의 확립이 과제입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축제’ 현장에서 새로운 공연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궁극적으
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류를 바라고 있습니다. 머리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느끼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란 물처럼 흐르고, 물처럼 뒤섞인다’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 내년 이후의 한일축제한마당
·‘한일축제한마당’은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교류, 음식, 놀이 등, 각종 문화 교류를 포함한 ‘복합
문화 교류’입니다.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 생활풍습 등을 이해하는 장소입니다.
·정치, 외교와는 거리가 먼 행사지만, 양국간에 오랫동안 이어지는 정치, 외교 문제에 실마리가 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양국간에는 어떤 악재가 있어도 언제나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등대처럼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서 한일축제한마당이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일축제한마당’의 의미를 전승하고 계승해 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한일축제한마당’에 지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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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総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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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今年の「おまつり」の狙い

昨年の「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経て,新しい日韓の未来を築く第一歩の年として,「東京

のおまつり」と合意のうえ「一緒に作ろう 新しい50年」をスローガンに掲げ,両国の次世代を

担う若者を中心におく「おまつり」にすることを主眼にしました。

また,「おまつり」の顔であるポスターも若者の意見,提案を尊重して一新しました。

⦁ 今年の「おまつり」の運営とプログラム

これまでの反省を踏まえ次の３点に配慮してプログラムを組みました。
（1) 様々なジャンルの公演並びにパフォーマンスの演出
（2) 公演の量より質を考慮

（3) 十分なブレークタイムを勘案したプログラムへの配慮

更に「日韓広場」設け,ストリートパフォーマンスのみならず両国の若者の交流を深める「交流の場」も企画しました。単なる「おまつり」
のパフォーマンスばかりでな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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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月２日(日) COEX展示場での公演

当日,会場には早くから多数の観客が列を作って10時30分の開演を待ち焦がれていました。プレ公演は ①日韓の「ロザリオ＋クロ

ス」と「icia」合同のカバーダンス,並びに ②日本の「菊の会」による伝統舞踊で開幕しました。

第1部「公式行事」

ソウル日本人学校と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による合同公演でスタートしました。両国の少年少女の穢れのない歌声は会場を埋
め尽くす観衆に感動と勇気を与え,将来への希望をもたらしました。

朴三求韓国側実行委員長(錦湖アシアナグループ会長)並びに佐々木幹夫日本側実行委員長(三菱商事特別顧問)の挨拶·開会宣言

が声高らかに行われました。尹炳世外交部長官,趙允旋文化体育観光部長官の祝辞,また新しく赴任された長嶺駐韓日本大使,来賓
の祝辞の後,特別公演として佐渡·「鼓童」の和太鼓と「キムドクスサムルノリ団」合同公演が力強く演じられました。

ソウル日本人学校とソウル市少年少女合唱団による合同公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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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鼓童」の和太鼓と「キムドクスサムルノリ」合同公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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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部「楽しいおまつり」

日本からは①今年5回目の出演となる「躍動」のダイナミックなパフォーマンス,②レベルの高い多彩な日本伝統舞踊の「菊の会」
の阿波踊り,獅子舞,③韓国でも人気の高い津軽三味線の「吉田兄弟」のテンポの速い演奏,④青森県に古くから伝わり火災予防と
いわれる「左比代虎舞」のユーモラスな舞,⑤日本アーティストとして初めてノーベル平和賞コンサートに出演した「鼓動」の力強
い和太鼓が演じられました。
一方,韓国からは①韓国の伝統文化を輝く仮面と華やかなパフォーマンスで表現する「グァンタル」の仮面踊り,②韓国文化の根幹
となる土俗的な宗教「グッド（原始宗教的なシャーマニズムの象徴）」を基に創られた 「天地人の起源」を 「祥明ハンオルム舞踊
団」が優雅に踊り,「楽しいおまつり」の場を盛り上げました。

第3部「楽しい出会い」

日本からは①次世代を背負う90年代生まれのKRUMP·BREAK·HIPHOP·HOUSE(踊りの種類)の実力派トップダンサーで構成
された「THE90sJPN」のダンス公演,②若者に人気の出てきた「コスプレイヤー」,③ノスタルジアを感じさせ昔馴染みの音楽を奏
でる「栗コーダーカルテット」と日本インディ－ズバンド「ビューティフルハミングバード」の共演,そして韓国からは①正しいプムセ
(姿勢)を基にした作品性と芸術性を兼ね備えた「Legend Movement」による力強いテコンドーパフォーマンス,②トレンディなロ

ック,ポップ,パンク,R＆Bが絶妙に調和したサウンドで観客を一瞬にしてとらえる「Reflex」の圧倒的なロックパフォーマンスに若者
は興奮していました。
特に,②の「コスプレイヤー」は思いのほか若者の人気を博しました。コスプレは英語の「costume play」にちなんでいますが,韓国

では公演の前例がほとんどなかったようです。コスプレはコスプレイヤーが自分一人で楽しむのではなく,舞台に立てば公演とな
り,観客も楽しめる現在の若者向きのパフォーマンスなのです。今回は日本から5人,韓国から3人のコスプレイヤーが舞台に立ち,
自己PRをして若者の心をつかんでいました。韓国でもこれから流行るかもしれません。

意外な人気の「コスプレイヤー」

「天月(あまつき)」
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

第4部「楽しむ私たち」

特別公演「天月(あまつき)/J-POP」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は驚くほど会場を盛り上げました。彼は動画共有サイトから端を発し,歌
唱は,勿論,彼自身の持つ世界観そのものに高い支持を得ているボーカリストですが,韓国の多くの若き男女がSNSを通して彼を一
目見たいと一寸の隙間もないほど集まってきたのです。 そして彼の舞台に上がるしぐさ一挙一動にも若い観衆は歓声を挙げて呼
応していました。若者の不思議なエネルギーが感じられました。
続く「April／K-POP」のスペシャルコンサートも可愛らしく,楽しかったのですが,「天月(あまつき)」の迫力には及ばなかったようです。

フィナーレ公演の前座として①SJCを中心とした「よさこいアリラン」舞踊,②大きく羽ばたく「躍動」の舞の後,③新羅時代儒理王
の時から由来した風習で,共同作業を通じてお互いの協力と調和を表す民族遊びの「嘉俳(カベ)遊び」が厳かに繰り広げられ,④
サムルノリの大家である金徳洙氏の会場いっぱいに広がる音頭でフィナーレ公演が始まりました。「躍動」の振る旗が大きくなびく
中,両国の老若男女が「よさこいアリラン」,「サムルノリハンウルリム芸術団」の踊りを会場いっぱいに繰り広げ,今年もまた,ビビ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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バ状態とな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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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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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ビビンバ状態となり,興奮状態の会場

桜花と無窮花が咲き競うように踊る日韓交流おまつり首脳陣

「日韓広場」
と
「交流の場」

また,会場に設けた「日韓広場」では各種ストリートパーフォーマンスが繰り広げられ,その都度大歓声が上がっていました。若者の

交流を深める「交流の場」では日本人と韓国人がそれぞれに韓服と着物とを交互に着て,写真を撮り合ったりして新たな出会いを
楽しんでいました。 単なる「おまつり」のパフォーマンスばかりでなく,企業の展示会も含め地方自治体交流,青少年交流,飲食物,衣
服,遊戯具などの各種文化交流が幅広く展開されていまし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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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体験コーナーはいずれのブースも大賑わいでした。特に,今年の飲食コーナーに盛り込んだ「ラーメン」や「カレ

ー」や「しゃぶしゃぶレタス」などの新しいメニューは大変な人気を博しました。

「日韓広場」で繰り広げられたストリートパーフォーマン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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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者でにぎわう「交流の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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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まつりの評価と反省点

今年の「おまつり」には若者を中心に昨年を上回る約６万元人の人々が集まりました。

一昨年は尹炳世外交部長官が非公式に会場を訪れ,別所駐韓日韓大使と初対面をしました。昨年は公式に出席され,祝辞まで述べ

られました。その影響でしょうか,政治·外交的雰囲気も良くなり,その後,日韓首脳会談が開かれたことはご承知の通りです。「たかが
おまつり,されどおまつり」ですが,この「おまつり」が両国の友好親善促進に寄与していることを強く感じました。
今年の「おまつり」の成功主要因は以下のようなことが考えられます。

（1)当初の狙いの,①様々なジャンルの公演並びにパフォーマンスの演出,②公演の量より質を,そして③十分なブレークタイムを
勘案したプログラムへの配慮が実行できたこと

（2)この「おまつり」が,今,必需のＳＮＳなどを通じて若者たちに根付いてきたこと
（3)新たに設けた「日韓広場」で各種ストリートパーフォーマンスを繰り広げ,日本人と韓国の若者の新たな出会いの場「交流の
場」を作ったこと

（4)地方自治体交流,青少年交流にくわえ,飲食物,衣服,遊戯具などの各種文化の体験コーナーに工夫を凝らしたこと
（5)飲食コーナーには「ラーメン」や「カレー」や「しゃぶしゃぶレタス」などの新しいメニューを盛り込んだ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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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おまつりの意義を理解し,ご協力いただいた企業や個人が支えてくれ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ことです。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一方,この「おまつり」の事務局体制が盤石でなく,協賛金集めに難を残しています。事務局組織の確立が課題です。

老若男女を問わず,「おまつり」の現場で新しい公演や新しい人に出会うことは楽しいことです。この「おまつり」は究極的には日韓
人の交流を求めています。頭で相手を理解するのではなく心で相手を感じる場なのです。

それはまさに「文化は水のように流れ、水のように混ざり合う」という言葉そのものです。

⦁ 来年以降へのおまつり

·この「おまつり」は単なる文化交流にとどまらず地方自治体交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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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まさにこ
の「おまつり」があるのです。

·今年に引き続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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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めて,「おまつり」にご協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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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평 総評

日韓共同開催文化交流事業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93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16 in Seoul
: 2016 Official Report

발

행

처

한일축제한마당 2016 실행위원회

발

행

인

한일축제한마당 2016 운영위원회

홈 페 이 지

http://www.omatsuri.kr

편 집 · 제 작

한일축제한마당 2016 운영위원회

한일축제한마당 2016 실행위원회·운영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책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