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目
次

인사말 挨拶

사업개요 事業概要

04

1-1 사업개요 事業概要
1-2 운영조직 運営組織

사업비 事業費

10

2-1 총사업비 総事業費
2-2 감사보고 監査報告
2-3 기업·개인 지원 및 물품협찬 企業 · 個人支援及び物品協賛

한일축제한마당 온라인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オンラインプログラム

14

3-1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무대)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舞台)
3-2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부스)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ブース)
3-3 11월 10일 온라인 행사(자원봉사자)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ボランティア)

홍보 広報

28

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4-2 SNS 기자단 SNS記者団
4-3 SNS 홍보 SNS広報

보도 報道

38

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5-2 보도사례 報道事例

총평 総評

2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56

인
사
말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회째를 맞은 ‘한일축제한마당’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매

挨

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초의 온라인 중심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拶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여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상호소통과 문화
주셨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앞날에 대한 더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의 영향 및 한일 관계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는 한일 최대 규모의 풀뿌리 교류 행사가 된 ‘한일축제한마당’
을 양국 우호 친선의 상징으로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에 대한 변함없는 이해와 지
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실행위원장

손경식

「日韓交流おまつり 2020 in Seoul」の実施のために物心両面から御支援頂いた皆様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
ます。
16年目を迎えた日韓交流おまつり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世界的流行による極めて厳しい状況の
中で､ 初めての試みであるオンラインを中心とした開催となりました。
しかし､このような状況でも､「日韓両国の国民間の相互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文化交流は続けなければ
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皆様が一致した意見を示し､これにより両国関係の将来への希望を見出すことが
できました。
我々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や日韓関係における政治的な状況如何に関わらず､今や日韓両
国最大の草の根交流行事となっている日韓交流おまつりについては､両国の友好親善の象徴として､これ
からも継続し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
引き続き､本行事への変わらぬ御理解と御支援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日韓交流おまつり2020 in Seoul」
実行委員長

孫京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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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事業概要
1-1 사업개요 事業概要
행사명
行事名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 2020 in Seoul

日時

2020년 11월 10일(화) 12:00~15:20
2020年 11月 10日(火) 12:00~15:20

장소

온라인 (라이브 공연 등 코엑스 전시장 C홀)

일시

場所

オンライン(ライブ公演などCOEX 展示場 Cホール)

테마

하나되어 나아가자

テーマ

心あわせて乗り越えよう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スローガン

주최
主催

주관
主管

사무국
事務局

후원
後援

楽しいおまつり､ 楽しい出会い､ 楽しむ私たち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실행위원회

日韓交流おまつり 2020 in Seoul 実行委員会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운영위원회

日韓交流おまつり 2020 in Seoul 運営委員会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社)韓日文化·産業交流協会
한국:외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일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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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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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般財団法人自治体国際化協会(CLAIR)

기획취지
企画趣旨

주요행사
主な行事

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 양국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과 연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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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한 한일축제한마당은 ‘하나되어 나아가자’를 테마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 19의 세계
적 유행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문화 교류는 지속
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형태로 일부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만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코엑스에 설치한 무대를 통해 한국 출연 단체의 라이브 공연과 일본 사전녹화를 통한 일본 출연단체의 공연 영상 등이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부산문화재단 등 약 17개 단체가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와 SNS
를 통해 온라인 부스 형태로 참가했다.

今年で16周年を迎えた日韓交流おまつりは「心あわせて乗り越えて」
をテーマに様々なイベントを準備したが､ コ

ロナ19の世界的流行による極めて厳しい状況に直面した。
しかし､ このような状況下でも､ 日韓の両国国民間の交
流や文化交流は継続していくべきという皆様の意見を集めて､ オフラインとオンラインを組み合わせた形式で一

部のボランティアと関係者だけが参加した中で行われた。COEXに設置した舞台で行われた韓国の出演団体による

ライブ公演や､ 日本で行われた日本側出演団体の事前録画公演などがオンラインで中継された。特に各地方自治
体や釜山文化財団など17団体が日韓交流おまつり公式HPやSNSを通じてオンラインブースの形で参加した。

협찬단체
協賛団体

참여단체
参加団体

부스
ブース

72개사·1개인
72社·1個人
10단체(한국 6, 일본 3, 한일합동 1)
10団体(韓国 6, 日本 3, 日韓合同 1)
25단체(온라인 부스 17, 체험&이벤트 5, 운영 3)
25団体(オンラインブース 17、体験&イベント5、運営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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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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사무국 :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事務局： (社)韓日文化·産業交流協会
한일축제한마당 운영기관이며, 운영위원장이 대표다.
운영위원회는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행사를 운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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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事業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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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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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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조 카즈오 中條 一夫､ 부백 夫伯

각 팀 各チーム

간사 幹事

연출팀 演出チーム：이선순 李善順

고하라 다이스케 小原大介

홍보팀 広報チーム：박진희 朴眞姫

안도 이사오 安藤 功

부스팀 ブースチーム : 오야마 준지 大山淳二
자원봉사팀 ボランティアチーム：신근철 申根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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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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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실행위원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회장

名誉実行委員長

朴三求

錦湖アシアナグループ 前会長

실행위원장

손경식

実行委員長

孫京植

CJ그룹 회장
C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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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위원 実行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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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sugi Nobuya
高杉 暢也

소속 所属

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명예회장(전 한국후지제록스 회장)
韓日文化·産業交流協会名誉会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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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대학 학장)

申秀貞

ソウル大学校 名誉教授(元ソウル大学音楽大学 学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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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

金德洙

韓国芸術総合学校 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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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삼양홀딩스 회장
(株)三養Holdings 会長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申珏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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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걸

KBS 부사장
KBS 副社長

林炳杰

조학희
趙學熙

Fujiyoshi Yuko
藤吉 優行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상무
韓国貿易協会 国際事業本部長, 常務
Seoul Japan Club 이사장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 사장）
Seoul Japan Club 理事長（韓国三菱商事 代表理事社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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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徐永娥

東亜日報 論説委員

Takano Hiroshi
高野 洋

조영석

NHK서울지국 지국장
NHKソウル支局 支局長

曺榮碩

CJ제일제당 부사장
CJ第一製糖 副社長 （幹事長）

김용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전 고문

金瑢淵

錦湖アシアナ文化財団 前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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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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다나카 마사시

委員長

田中 将志

부위원장

추조 카즈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원장

副委員長

中條 一夫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院長

부위원장

부백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 학과장

副委員長

夫伯

慶熙大学校 文化観光コンテンツ学科長

간사

고하라 다이스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등서기관

幹事

小原 大介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一等書記官

간사

안도 이사오

幹事

安藤 功

드림보이 사장
DREAMBOY 社長

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명예회장(전 한국후지제록스 회장)
韓日文化·産業交流協会 名誉会長(元韓国富士ゼロックス会長)
드림보이 회장
DREAMBOY 会長

연출 팀장

이선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조사관

演出チーム長

李善順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調査官

부팀장

전성훈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副チーム長

田成勲

中央大学 アジア文化学部

위원

진윤희

수림문화재단 기획전략부

委員

陳玧熺

スリム文化財団 企画戦略部

위원

김진경

委員

金珍暻

(주) 윕스 디자인브랜드사업 본부
(株)ウィブスデザインブランド事業本部

위원

김주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委員

金主営

韓国外国語大学 日本言語文化学部

위원

김대현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委員

金大賢

明知大学 日語日文学科

위원

신혜민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委員

申恵慜

明知大学 日語日文学科

위원

한채원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委員

韓彩元

明知大学 日語日文学科

홍보 팀장

박진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조사관

広報チーム長

朴眞姫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報文化院 調査官

부팀장

서현미

일본어 프리랜서

副チーム長

徐賢美

日本語フリーランサー

위원

최현정

만화가

委員

崔賢貞

漫画家

위원

김예찬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委員

金イェチャン

啓明大学 日本学科

위원

문윤정

한일문화교류회의

委員

文閏貞

韓国文化交流会議

위원

전혜준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委員

全恵晙

徳成女子大学 日語日文学科

위원

권재연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委員

權宰延

徳成女子大学 日語日文学科

위원

김윤수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委員

ｷﾑ･ﾕﾝｽ

徳成女子大学 日語日文学科

위원

서주연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委員

徐周延

徳成女子大学 日語日文学科

위원

문수진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委員

文粹陣

徳成女子大学 日語日文学科

위원

김태용

파워블로거

委員

金泰龍

パワーブロガー

위원

엄정오

파워블로거

委員

ｵﾑ･ｼﾞｮﾝ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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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事業概要

1-2 운영조직 運営組織
운영위원회 運営委員会

이름 名前

부스팀

오야마 준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속 所属

ブースチーム

大山 淳二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

위원

이시카와 유즈키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委員

石川 柚希

日本政府観光局(JNTO)ソウル事務所

위원

다카하시 사치

委員

高橋 さち

위원

고세키 카쓰야

委員

小関 克也

위원

임이랑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委員

林イラン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静岡県ソウル事務所

주식회사 GET글로벌 부사장
株式会社GETグローバル副社長

자원봉사 팀장

신근철

ボランティアチーム長

申根哲

부팀장

이은실
李恩實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이사

副チーム長

위원

박시형

태양건설 부장

委員

朴是炯

太陽建設部長

위원

이즈미 지하루

委員

泉 千春

위원

봉승관

두발로커뮤니케이션즈

委員

奉承官

デュバルロ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위원
委員

이형식
李炯植

ソウル市庁 分かち合いと奉仕団

위원

황규선

서경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委員

黃圭仙

西京大学韓日文化研究所

위원

정소윤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委員

鄭素潤

仁荷大学日本言語文化学科

社団法人 韓国障害者文人福祉後援会理事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부교수
西京大学 国際ビジネス語学部 日語専攻 副教授

서울 시청 나눔과 봉사단

운영사무국 運営事務局

한국측운영사무국
韓国側運営事務局

1. 사업개요 事業概要

소속 所属
총감독 : 전근호
연 출 : 김우정 정찬용 김영빈 전원
홍 보 : 박성희 이경애 박용만 김다영
전 시 : 정은주 이의진
자원봉사 : 권은정 전민 정소윤 양지원

일본측운영사무국

히사다 카즈타카

日本側運営事務局

久田 和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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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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문화홍보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備考

168,700,000

개인
日本

비고

27,272,727

SJC 각 기업
SJC各企業
個人

Yen

239,000,000

海外文化弘報院

일본

Won

500,000
7,000,000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조성금 등

(9,270,000)

助成金 等

2020 지원금 합계
2020 支援金 合計

(927,000)

442,472,727

한일 총 73기업(개인 1명 포함)으로부터 지원금 협력을 받음.
日韓併せて73社（個人1名含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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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월금
2019 繰越金
한국측 지원금
韓国側支援金

Won

Yen

비고 備考

133,837,903
239,000,000

일본측 지원금
日本側支援金

부스비
ブース代

408,200,000
169,200,000
8,636,363
584,955,203

기념품 판매 매출
記念品販売売上げ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해외문화홍보원
海外文化弘報院

이자
利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일한문화교류기금
日韓文化交流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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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0
27,272,727
8,210
(3,000,000)
(6,270,000)

출연단체 등 비용
出演団体等の費用

584,9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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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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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事業費

2-1 총사업비 総事業費
지출 부문

원 환산 금액

支出の部

ウォン換算金額

한국측 사무국
韓国側事務局

일본측 사무국
日本側事務局

본부사무국 운영 경비
本部事務局運営経費

운영위원회 회의 경비
運営委員会会議経費

출연단체 경비
出演団体経費

Won

Yen

비고 備考

375,913,590
6,974,156
8,982,524
13,241,380
1,355,792

교류회 경비
交流会経費

세금
税金

합계
合計

이월금(원)
繰越金額(ウォン）

406,467,442

178,487,761

2-2 감사보고 監査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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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에이젝코리아

AGEKKE KOREA CORPORATION

제이엑스니폰오일앤에너지코리아
(주)

JX Nippon Oil & Energy Korea
Corporation

한국캠브리지필터(주)

韓国cambridgeフィルター(株)

한국제이에프이스틸(주)

韓国JFE Steel株式会社

제이텍트코리아(주)

JTEKT KOREA CO., LTD.

(주)한국스테노

(株）韓国ステノ

금호미쓰이화학(주)

錦湖三井化学(株)

한국쿄와기린(주)

韓国協和発酵キリン(株)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캐논 메데칼시스템즈 코리아(주)

キヤノンコリア
ビジネスソリューションズ(株)
キヤノンコリア
コンシューマーイメージング(株)
キヤノンメディカルシステムズ
コリア(株)
キヤノンセミコンダクターエンジニア

캐논쎄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주)

リングコリア(株)

CJ제일제당

CJ CHEILJEDANG

주식회사 LG

(株)LG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韓国第一三共(株)

LG히다찌(주)

LG日立(株)

한국대일본인쇄(주)

DNP KOREA(韓国大日本印刷(株))

롯데케미칼

Lotteケミカル(株)

동서대학교

東西大学

한국마루베니 주식회사

韓国丸紅株式会社

동우화인캠

東友ファインケム(株)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三菱商事株式会社

(사)전국경제인연함회

(社)全国経済人連合会

한국미쓰비시전기

三菱電機韓国(株)

한국후지제록스

韓国富士ゼロックス株式会社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주식회사

Mitsubishi Tanabe Pharma Korea
Co.,Ltd

(株)韓国日立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韓国三井物産株式会社

(주)한국히타치물류

(株)韓国日立物流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株式会社

히타치하이테코리아(주)

(株)日立ハイテクコリア

한국미쓰도요(주)

Mitutoyo Korea Corporation

히타치금속한국(주)

日立金属韓国(株)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みずほ銀行 ソウル支店

효성화학(주)

曉星化学(株)

엠오엘 코리아(주)

MOL(Korea)Co.,Ltd.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주)

出光電子材料韓国(株)

(주)MUFG은행 서울지점

MUFG銀行ソウル支店

(주)아이에이치아이IHI

株式会社IHI

한국무라타전자(주)

韓国村田電子(株)

한국이토추(주)

韓国伊藤忠(株)

남양금속(주)

南陽金属(株)

자트코코리아 엔지니어링

JATCOコリアエンジニアリング(株)

한국닛켄주식회사

韓国日研株式会社

JCB카드 인터내쇼날 코리아

JCB Card International (Korea)
Co., Ltd.

니콘프레시전코리아(주)

ニコンプレシジョンコリア(株)

(주)한국히타치

12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韓国支店

2. 사업비 事業費

2-3 기업·개인 지원 및 물품협찬 企業·個人支援及び物品協賛
(주)늘엔

(株)nlln

한국신에츠실리콘㈜

韓国信越シリコーン㈱

엔티티코리아 주식회사

NTT KOREA Co., Ltd.

한국소지쯔주식회사

韓国双日㈱

올림푸스한국(주)

オリンパス韓国(株)

㈜솜포컨설팅코리아

Sompo Consulting Korea Inc.

오릭스캐피탈 코리아(주)

ORIX Capital Korea (株）

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韓国住友商事株式会社

파나소닉 디바이스세일즈 코리아
(주)

Panasonic Device Sales Korea
Ltd.

㈜미쓰이스미토모은행

三井住友銀行ソウル支店

파나소닉코리아(주)

Panasonic Korea Ltd.(PKL)

㈜ 태평양 금속

㈱太平洋金属

(주)풍산

(株)豊山

TCC STEEL

TCC STEEL

(주)포스코

POSCO

도쿄일렉트론코리아

東京エレクトロンコリア㈱

새론오토모티브(주)

セロンオートモティブ(株)

TORAY INDUSTRIES KOREA INC.

TORAY INDUSTRIES KOREA INC.

삼성전자주식회사(주)

三星電子株式会社

한국도요타쯔우쇼㈜

韓国豊田通商㈱

(주)삼양홀딩스

(株)三養ホールディングス

한국우시오㈜

韓国ウシオ㈱

한국산텐제약(주)

韓国参天製薬(株)

한국야스카와전기주식회사

韓国安川電機株式会社

(주)세아제강

SeAH Steel Corp.

한국요꼬가와전기㈜

韓国横河電機(株)

개인협찬 個人協賛
FUJII YASURO

FUJII YASURO

물품협찬 物品協賛
에프알엘코리아(주)

FRL Korea Co.,LTD

한국무역협회

韓国貿易協会

㈜제이에스티나

㈱J.ESTINA

(사)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社)韓国優良製品振興協会

2. 사업비 事業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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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プログラム
3-1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무대)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舞台)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NO

국가

항목

공연

시간

분

사전

0

-

리허설

-

10:00~12:00

120’

• 사전 스트리밍 / 축하 영상 메시지

1

-

오프닝 영상

녹화

12:00~12:02

02’

• 한일축제한마당의 주제를 담은 오프닝 영상

2

-

사회자 등장

Live

12:02~12:05

03’

•사회자 인사말

3

한

Live

12:05~12:25

20’

•한울림예술단(김덕수 사물놀이패) & 락음국악단 Live 공연(합동공연)

4

-

개회사

녹화

12:25~12:30

05’

5

-

개회 선언

Live

12:30~12:31

01’

•다나카 마사시 운영위원장 개회 선언

6

-

히스토리 영상

녹화

12:31~12:34

03’

•한일축제한마당 히스토리 영상

<1부>

한울림예술단 &
락음국악단

내용

•개회사1 - 손경식 한국측 실행위원장
•개회사2 - 사사키 미키오 일본측 실행위원장

즐거운
축제

•인사말1 - 도미타 코지 주대한민국 일본국 대사
7

-

인사말 I

녹화

12:34~12:43

09’

•인사말2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말3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인사말4 -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8

-

9

-

10

축하 영상 메시지

녹화

12:43~12:50

07’

• 아이즈원 축하 영상 메시지 &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체험 부스 현장 리포트

녹화

12:50~13:05

15’

•체험 부스 현장 리포트

한

락음국악단

Live

13:05~13:20

15’

• 락음국악단 & 동락연희단 Live 공연

11

일

기라쿠자

녹화

13:20~13:35

15’

• 기라쿠자(일본전통예능집단) 공연 영상

12

한

우윤경 밴드

Live

13:35~13:50

15’

• 우윤경 밴드 Live 공연

13

일

마사후지

녹화

13:50~14:05

15’

• 마사후지(청년무용단) 공연 영상

14

-

인사말 II

녹화

14:05~13:14

09’

(아이즈원)

<2부>
즐거운
만남

• 인사말5 - 오공태 일본측 실행위원장
• 인사말6 -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 인사말7- 츠루호 요스케 참의원의원
15

-

홍보 영상 1

녹화

14:14~14:22

08’

•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 일본정부관광국 홍보 영상

16

일

와다이코 아카쓰키

녹화

14:22~14:37

15’

• 와다이코 아카쓰키 공연 영상

17

한

Live

14:37~14:52

15’

• SUMUDA [춤맥] Live 공연

18

-

녹화

14:52~15:03

11’

상명대학교
SUMUDA [춤맥]

<3부>
즐기는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호스트타운 영상
홍보 영상 2

우리

(교토부 교탄고시,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한일학생 온라인교류회 영상

19

한일

피날레

Live

15:03~15:18

15’

•2021년 축제를 기약하는 요사코이 퍼포먼스

20

-

엔딩

Live

15:18~15:20

02’

•사회자 엔딩 멘트

14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1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무대)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舞台)

プログラム日程表
区分

NO

国

項目

公演

時間

分

事前

0

-

リハーサル

-

10:00~12:00

120’

• 事前ストリーミング/祝賀映像メッセージ

1

-

オープニング映像

録画

12:00~12:02

02’

• 日韓交流おまつりのテーマを盛り込んだ映像

2

-

司会者登場

Live

12:02~12:05

03’

•司会者挨拶

3

韓

Live

12:05~12:25

20’

4

-

開会辞

録画

12:25~12:30

05’

5

-

開会宣言

Live

12:30~12:31

01’

•田中将志 運営委員長 開会宣言

6

-

ヒストリー映像

録画

12:31~12:34

03’

•日韓交流おまつりヒストリー映像

<1部>
楽しい
おまつり

ハンウルリム芸術団 &
楽音(RAGUM)国楽団

内容

•ハンウルリム芸術団 (キム・ドクス サムルノリぺ) &楽音(RAGUM)国楽
団 ライブ公演(合同公演)

•開会辞 １－孫京植 韓国側実行委員長
•開会辞 ２－佐々木幹夫 日本側実行委員長

•挨拶１ - 冨田浩司 駐大韓民国日本国大使
7

-

挨拶 I

録画

12:34~12:43

09’

•挨拶２ - 朴良雨 文化体育観光部長官
•挨拶３ - 崔鍾建 外交部第１次官
•挨拶４ - 金振杓 韓日議員連盟会長

祝賀映像メッセージ)

録画

12:43~12:50

07’

•IZ*ONE 祝賀映像メッセージ ＆公演ハイライト映像

体験ブース現場レート

録画

12:50~13:05

15’

•体験ブース現場レポート

韓

楽音(RAGUM)国楽団

Live

13:05~13:20

15’

• 楽音(RAGUM)国楽団＆同楽演戯団ライブ公演

11

日

喜楽座(きらくざ)

録画

13:20~13:35

15’

•喜楽座(きらくざ)日本伝統芸能集団公演映像

12

韓

ウ·ユンギョンバンド

Live

13:35~13:50

15’

•ウ·ユンギョンバンド ライブ 公演

13

日

まさふじ(正藤)

録画

13:50~14:05

15’

•まさふじ(正藤)青年舞踊団公演映像

14

-

挨拶 II

録画

14:05~13:14

09’

8

-

9

-

10

(IZ*ONE)

<2部>
楽しい
出会い

•挨拶５ - 呉公太 日本側実行委員長
•挨拶６ - 河村建夫 日韓議員連盟幹事長
•挨拶７ - 鶴保庸介 参議院議員
15

-

広報映像 1

録画

14:14~14:22

08’

•韓国観光公社広報映像／日本政府観光局広報映像

16

日

和太鼓 暁(あかつき)

録画

14:22~14:37

15’

•和太鼓 暁(あかつき)公演映像

17

韓

Live

14:37~14:52

15’

•SUMUDA チュムメク ライブ 公演

18

-

録画

14:52~15:03

11’

祥明大学 SUMUDA
チュムメク

<3部>
楽しむ

•東京2020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ホストタウン映像
広報映像 2

私たち

(京都府京丹後市, 山形県寒河江市）
•日韓学生オンライン交流会映像

19

韓日

フィナーレ

Live

15:03~15:18

15’

•2021年おまつりを祈願するよさこいパフォーマンス

20

-

エンディング

Live

15:18~15:20

02’

•司会者エンディング挨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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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Seoul 15

3-1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무대)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舞台)
개회사 및 선언, 인사말
開会の辞·宣言, 挨拶

사회자 인사
司会者挨拶

16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1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무대)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舞台)
한울림예술단 & 락음국악단
ハンウルリム芸術団 & 楽音(RAGUM)国楽団

축하영상 메시지(아이즈원)
祝賀映像メッセージ(IZ*ONE)

동락연희단
同楽演戯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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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Seoul 17

3-1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무대)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舞台)
기라쿠자
喜楽座(きらくざ)

우윤경밴드
ウ·ユンギョンバンド

마사후지
まさふじ(正藤)

18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1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무대)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舞台)
와다이코 아카쓰키
和太鼓 暁(あかつき)

상명대학교 SUMUDA 춤맥
祥明大学 SUMUDA チュムメク

피날레 & 엔딩
フィナーレ & エンディン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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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Seou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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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단체 리스트 出演団体リスト
구분 区分

출연단체 出演団体

출연자 出演者

한韓

한울림예술단

한韓

아이즈원

IZ*ONE

12

한韓

락음국악단

楽音(RAGUM)国楽団

11

한韓

동락연희단

同楽演戯団

4

일日

기라쿠자

喜楽座(きらくざ)

35

한韓

우윤경밴드

ウ·ユンギョンバンド

4

일日

마사후지

まさふじ(正藤)

10

일日

와다이코 아카쓰키

和太鼓 暁(あかつき)

14

한韓

상명대학교 SUMUDA 춤맥

祥明大学 SUMUDA チュムメク

9

よさこいアリラン

55

한일日韓

ハンウルリム芸術団

요사코이 아리랑
총출연자 総出演者

20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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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부스)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ブース)
(1) 온라인 부스 オンラインブース
온라인 부스 オンラインブース

온라인 부스 オンラインブース
10

기타큐슈시

北九州市

11

후쿠오카시

福岡市

12

나가사키현

長崎県

13

백제왕 전설 등 시정 연계 추진회의

14

가고시마현

鹿児島県

静岡県

15

오키나와현

沖縄県

広島県

16

부산문화재단

17

JETAA

1

아오모리현

2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3

이바라키현 茨城県

4

다이토구 台東区

5

니가타현

新潟県

6

나가노현

長野県

7

시즈오카현

8

히로시마현

9

카가와현

青森県
宮城・山形観光推進協議会

香川県

百済王伝説等市町連携推進協議会

釜山文化財団

(2)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ース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ース
A-01
A-02

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日韓文化産業交流協会 (二村グローバルビリッジセンター)

체험 & 이벤트 부스 体験 & イベントブース
A-05
A-06
A-07

A-03
A-04

A-08

유카타 체험
浴衣体験

기모노 체험
着物体験

한복 체험 韓服体験
한일전통놀이 日韓伝統遊び

(3)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B-01
B-02

SNS 홍보

SNS 広報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운영 부스 運営ブース
B-03

PRESS

B-04

운영위원회

運営委員会

日韓共同開催文化交流事業 日韓交流おまつり 2020 in Seoul 21

3-2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부스)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ブース)
아오모리현
青森県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宮城・山形観光推進協議会

이바라키현
茨城県

다이토구
台東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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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부스)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ブース)
니가타현
新潟県

나가노현
長野県

시즈오카현
静岡県

히로시마현
広島県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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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부스)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ブース)
카가와현
香川県

기타큐슈시
北九州市

후쿠오카시
福岡市

나가사키현
長崎県

24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3. 한일축제한마당 프로그램 日韓交流おまつり プログラム

3-2 11월 10일 온라인 행사(부스)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ブース)
백제왕 전설 등 시정 연계 추진회의
百済王伝説等市町連携推進協議会

가고시마현
鹿児島県

오키나와현
沖縄県

부산문화재단
釜山文化財団

JJETAA
JJE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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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1월 10일 온라인 행사(자원봉사자)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ボランティア)
총 참여 자원봉사자 수 : 246명 ボランティア総参加数 : 246名
NO
1
2
3
4
5

6

활동내역
자원봉사자 모집기간
ボランティア募集期間

일시
2020.06.15 ~
2020.07.20

자원봉사자 합격자선발 심의위원회
ボランティア合格者選抜審議委員会

자원봉사자 합격자 발표
ボランティア合格者発表

2020.08.10

장소

비고

omatsuri2020@naver.com

응모자 246명
応募者 246名

SJC

100 % 선발
100 % 選抜

한일축제한마당 공식홈페이지
日韓交流おまつり 公式ホームページ

합격자 선발 246명
合格者選抜 246名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ボランティアオリエンテーション

자원봉사자 팀장·부팀장 선출
ボランティアリーダー·副リーダー選出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자원봉사 활동
日韓交流おまつり 2020 in Seoul
ボランティア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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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X 전시장 C홀
COEX 展示場 Cホール

자원봉사자수 246명
(COEX 37명)
ボランティア数 246名
(COEX 37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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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1월 10일 온라인 행사(자원봉사자) 11月10日オンライン行事(ボランティ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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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広報
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홍보물 등 제작물 리스트 広報物など製作物リスト
항목 項目

내용 内容

SIZE

수량 数量

포스터 ポスタ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520mm × 780mm

100

부스 간판 ブース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2930 × 1000mm

14

부스 기둥 간판 ブース柱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455 × 3500mm

8

행사장 간판 会場内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2000 × 1080mm

1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1725 × 912mm

1

행사장외부 LED간판 会場外部LED看板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8000 × 1200mm

2

안내데스크 간판 インフォメーション看板

X-배너 X-バナー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600mm × 1800mm

15

행사벽면 Gobo Light영상
イベント壁面Gobo Light映像

행사 안내용 行事案内用

5000mm × 3000mm

2

무대 舞台

무대 벽면 舞台壁面

14578mm × 10010mm

1

유니폼(티셔츠) ユニホーム(Ｔシャツ)

관계자 및 행사 홍보용 関係者及び行事案内用

Ｓ · Ｍ · L · XL

3000

손목 밴드 リストバンド

관계자 関係者

95mm × 122mm

300

사전 홍보영상 제작 事前広報像物制作

행사 홍보용 行事広報用

1800mm × 1350mm

1

공식 영상 公式映像

관련 기관 결과보고 関連機関結果報告

135mm × 180mm

1

결과보고서 結果報告書

관련 기관 결과보고 関連機関結果報告

210mm × 297mm

400

포스터 ポス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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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온라인 광고 オンライン広告

<2차 / 2次>

<3차 / 3次>

<4차 / 4次>

부스 ブース

부스 벽면 배너 ブース壁面バナー

4. 홍보 広報

행사 타이틀 Gobo Light 영상 イベントタイトルGobo Light映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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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홍보 제작물 広報製作物
포디움 사인 ポディウム·サイン

콘솔 Back Wall コンソールBack Wall

안내 X-배너 案内X-バナー

행사장외부 LED간판 会場外部LED看板

무대 舞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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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NS 기자단 SNS 記者団
SNS 기자단 활동개요 SNS 記者団の活動概要
한일축제한마당 홍보팀 운영위원을 비롯해서 블로거와 파워블러거 등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은 한일축제한마당 행사 관련 정보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홍보하는 등 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한일축제한마당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유튜브를 비롯해서 공식 SNS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공식 유튜브 구독 이벤트는 불과 2시간만에 모집이 완료되는 등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日韓交流おまつりの広報チーム運営委員をはじめ、
ブロガーやパワーブロガーなどで構成されたSNS記者団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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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など、
行事取材及び報道活動を行った。
特に今年は日韓交流おまつりがオンラインで開催され、
日韓交流おまつり公式YouTubeをはじめとし、
公式SNSを通じてより積極的な広報活動や様々なイベントが行われた。
特に公式YouTube登録イベントは、
わずか2時間で募集が完了するなど多くの人が関心を集めた
中で行われた。

4. 홍보 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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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NS 홍보 SNS広報
유튜브 : 공식채널, 지자체 부스 홍보 영상
YouTube : 公式チャンネル、自治体ブースの広報映像

유튜브 : 이벤트
YouTube : イベント

유튜브 : 생중계 및 실시간 이벤트
YouTube : 生中継及びリアルタイムイベ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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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NS 홍보 SNS広報
페이스북 : 이벤트 게제
Facebook : イベント掲載

4. 홍보 広報

페이스북 : 공연 홍보
Facebook : 公演広報

페이스북 : 지자체 홍보
Facebook : 自治体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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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NS 홍보 SNS広報
인스타그램 : 지자체 홍보
Instagram : 自治体広報

인스타그램 : 이벤트 홍보
Instagram : イベント広報

인스타그램 : 공연 홍보
Instagram : 公演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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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NS 홍보 SNS広報
블로거 기자단 : 이벤트 게재 / 행사 후기
Blogger記者団 : イベント掲載 / イベントレビュー

YOZO
이벤트 イベント : https://blog.naver.com/yolizori/222088856654
이벤트 후기 イベントレビュ : https://blog.naver.com/yolizori/222162085152

4. 홍보 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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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NS 홍보 SNS広報
블로거 기자단 : 이벤트 게재 / 행사 후기
Blogger記者団 : イベント掲載 / イベントレビュー

신사동 바리스타 新沙洞バリスタ
이벤트 イベント : https://blog.naver.com/eumjeongoh/222089679242
이벤트 후기 イベントレビュー : https://blog.naver.com/eumjeongoh/22215940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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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NS 홍보 SNS広報
공식 홈페이지 http://www.omatsuri.kr
Official website http://www.omatsuri.kr

4. 홍보 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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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도 報道
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총 보도건수 : 약 68건 総報道件数：約68件

매체명

기재일

メディア名

記載日
2020.11.05

KBS

2020.11.10
2020.11.11

JTBC

2020.11.10

채널A

2020.11.11
2020.10.30

내용
内容
국내 최대 한일문화교류 축제 한일축제한마당 10일 온라인 개최
韓国最大の日韓文化交流おまつり「日韓交流おまつり」が10日にオンライン開催
한일축제한마당 오늘 온라인 개최
日韓交流おまつり、本日オンライン開催
하나되어 나아가자 한일 우정 다진 축제한마당
「心あわせて乗り越えよう」韓日友情を固めた日韓交流おまつり
'한일축제한마당' 온라인 개최
日韓交流おまつり、オンライン開催
한일축제한마당 오늘 온라인 개최(행사 안내)
日韓交流おまつり、本日オンライン開催(イベント案内)
한일축제한마당 관계자 인터뷰(전근호 총감독) / 홍보영상 & 유튜브 구독 및 라이브 참여
日韓交流おまつり関係者インタビュー(チョン · グンホ総監督) / 広報映像&YouTube登録及びライブ参
加広報

2020.11.02
채널W

2020.11.09

한일축제한마당 관계자 인터뷰(후지모토 사오리) / 홍보영상 & 유튜브 구독 및 라이브 참여 홍보
日韓交流おまつり関係者インタビュー（藤本紗織) / 広報映像&YouTube登録及びライブ参加広報

한일축제한마당 관계자 인터뷰(이요베 세츠코 & 오가와 노부코) / 홍보영상 & 유튜브 구독 및 라
이브 참여 홍보 日韓交流おまつり司会者インタビュー(伊予部節子＆大川信子) / 広報映像&YouTube
登録及びライブ参加広報

2020.11.16
2020.11.30
2021.01.04
채널W

2021.01.11
2021.01.18

NHK

2020.11.10

NNN(日本テレビ系)

2020.11.10

TBS

2020.11.10
2020.11.03

동아일보
東亜日報

2020.11.06
2020.11.09
2020.10.30

연합뉴스
聯合ニュース

2020.11.06
2020.11.10
2020.11.10

이데일리
イーデイリー

2020.10.16

다나카 마사시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장 인터뷰
田中将志 · 日韓交流まつり運営委員長インタビュー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인터뷰
中條一夫在韓日本大使館公報文化院長インタビュー

한일축제한마당Ⅰ
日韓交流おまつりⅠ

한일축제한마당Ⅱ
日韓交流おまつりⅡ

한일축제한마당Ⅲ
日韓交流おまつりⅢ

'한일축제한마당'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서울
「日韓交流おまつり」オンライン形式で開催 ソウル
한일축제한마당 첫 온라인 개최
日韓交流おまつり、初めてオンライン開催
매년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 개최
毎年恒例の日韓交流おまつり、今年はコロナでオンライン開催
한일관계、낙관주의와 인내심 필요 [논설위원 파워 인터뷰]
韓日関係、楽観主義と忍耐心が必要」[論説委員パワーインタビュー]
얼어붙은 정치 아래 흐르는 따뜻한 우정 [이즈미의 한국 블로그]
凍りついた政治の下に流れるあたたかい友情[泉の韓国ブログ]
한일축제한마당 서울행사 10일 온라인 개막
「日韓交流おまつり」ソウルイベント、10日オンライン開催
한일축제한마당、11월 10일 개최=올해는 온라인으로
「韓日交流おまつり」 11月10日開催＝今年はオンラインで
외교갈등에도 한일축제 한마당 10일 온라인 진행
外交問題にも日韓交流まつりは10日、オンライン開催
외교차관 한일 가장 가까운 이웃…함께 포스트코로나 준비해야
外交次官「韓日は最も近い隣人…一緒にポストコロナを準備すべき
매년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 개최
毎年恒例の日韓交流おまつり、今年はコロナでオンライン開催
日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제16회 한일축제한마당’

홍보대사 위촉 日本の放送人、藤本紗織氏、「第16回日韓交流おまつり」広報大使に委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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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매체명

기재일

メディア名
BNT 뉴스
BNTニュース
시사뉴스

記載日

時事ニュース

주한일본대사관 홍보지
在韓日本大使館広報誌

아시아경제
アジア経済

파이낸셜뉴스
ァイナンシャルニュース

뉴스1
ニュース1

뉴시스
ニューシース

경남에나뉴스
慶南エナニュース

뉴스쉐어
ニュースシェア

더퍼블릭
The Public
독서신문
読書新聞

시사통신
時事通信

시사통신
時事通信

교도통신
共同通信

니시니혼신문
西日本新聞

도쿄신문
東京新聞

오키나와타임즈
沖縄タイムス

도오쿠닛포
東奥日報

고치신문
高知新聞

시즈오카
静岡新聞

도쿠시마신문
徳島新聞

산요신문
山陽新聞

홋카이도신문
北海道新聞

신마이 WEB
信毎 WEB

5. 보도 報道

2020.10.16
2020.10.26

2020·570호
2020·570号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내용
内容
日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제16회 한일축제한마당’ 홍보대사 금일 위촉
日本の放送人、藤本紗織氏、「第16回日韓交流おまつり」広報大使に委嘱

2020년에도 한일축제한마당은 이어집니다.
2020年にも日韓交流おまつりは続きます。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온라인으로 개최
日韓交流おまつり2020 in Seoul、オンラインで開催
일본문화원 리포터 ‘어려울수록 돕는 이웃、한국과 일본을 향해’
日本文化院リポーター「大変な時期ほど助ける隣人、日本と韓国に向かって」
후지모토 사오리 인터뷰、양국 문화의 공통점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藤本紗織インタビュー、両国文化の共通点は『思いやりの心』
최종건 차관 한일축제한마당、양국 우호협력의 든든한 기반
崔鍾建次官「日韓交流おまつり、両国の友好協力の強固な基盤」
최종건、한일 축제한마당서 코로나 대응에 양국 협력하자
崔鍾建次官、韓日交流おまつりで「コロナ対応に両国協力しよう」
최종건 코로나19 시대、한일 양국 협력 필요
崔鍾建次官、「コロナ19時代に韓日両国の協力が必要」。
최종건 외교차관 한일、코로나19 대응에 서로 협력하자
崔鍾建外交次官「韓日、コロナ19対応にお互い協力しよう」
제1차관、제16차 한일축제한마당 축사
第1次官、第16回日韓交流おまつりで祝辞
제1차관、제16차 한일축제한마당 축사
第1次官、第16回日韓交流おまつりで祝辞
한일 양국 협력 및 민간교류 중요함 강조
韓日両国の協力及び民間交流の重要性を強調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2020(11.10 온라인)
日韓交流おまつり in Seoul 2020(11月10日オンライン)

「한일축제한마당」최초 온라인 개최
日韓交流おまつり、初めてオンライン開催

매년 열리는 한일 축제、올해는 코로나에서 온라인 개최
毎年恒例の日韓おまつり、今年はコロナでオンライン開催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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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도사례 리스트 報道事例リスト
매체명

기재일

メディア名
산인추오신보

記載日

山陰中央新報

토쿠시마민유신문
徳島民友新聞

조모신문
上毛新聞

치바닛포
千葉日報

데일리
デイリー

고베신문
神戸新聞

미야자키니치니치신문
宮崎日日新聞

에히메신문
愛媛新聞

시코쿠신문
四国新聞

류큐신보
琉球新報

이와테닛포
岩手日報

가호쿠신보
河北新報

니가타닛포
新潟日報

야마가타신문
山形新聞

시모즈케신문
下野新聞

아키타시키가케신보
秋田魁新報

가나가와신문
神奈川新聞

아키바경제신문
アキバ経済新聞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2020.11.10

내용
内容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코로나 속 공연 선보여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コロナ禍の中、公演を披露

한일 교류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日韓交流行事、オンラインで開催

서울에서 한일축제한마당
ソウルで「日韓交流おまつ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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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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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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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1.11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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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 チャンネル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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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1.10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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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동아일보 東亜日報

11.06 동아일보 東亜日報

11.10 동아일보 東亜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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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1.06 연합뉴스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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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연합뉴스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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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0.16 이데일리 イーデイリー

10.26 시사뉴스 時事ニュース

10.16 BNT 뉴스 BNT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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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11.10 아시아경제 アジア経済

11.10 파이낸셜뉴스 ファイナンシャルニュース

11.10 뉴스1 ニュー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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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경남에나뉴스 慶南エナニュース

11.10 뉴스쉐어 ニュースシェア

11.10 더퍼블릭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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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도사례 報道事例
주한일본대사관 홍보지 2020.570호
在韓日本大使館広報誌 2020.57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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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시사통신 時事通信

11.10 교도통신 共同通信

11.10 니시니혼신문 西日本新聞

11.10 도쿄신문 東京新聞

11.10 오키나와타임즈 沖縄タイムス

11.10 도오쿠닛포 東奥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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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고치신문 高知新聞

11.10 시즈오카 静岡新聞

11.10 도쿠시마신문 徳島新聞

11.10 산요신문 山陽新聞

11.10 홋카이도신문 北海道新聞

11.10 신마이 WEB 信毎WEB

52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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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산인추오신보 山陰中央新報

11.10 토쿠시마민유신문 徳島民友新聞

11.10 조모신문 上毛新聞

11.10 치바닛포 千葉日報

11.10 데일리 デイリー

11.10 고베신문 神戸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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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미야자키니치니치신문 宮崎日日新聞

11.10 에히메신문 愛媛新聞

11.10 시코쿠신문 四国新聞

11.10 류큐신보 琉球新報

11.10 이와테닛포 岩手日報

11.10 가호쿠신보 河北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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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니가타닛포 新潟日報

11.10 야마가타신문 山形新聞

11.10 시모즈케신문 下野新聞

11.10 아키타시키가케신보 秋田魁新報

11.10 가나가와신문 神奈川新聞

11.10 아키바경제신문 アキバ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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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평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회 위원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 명예위원장

다카스기 노부야

•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의 배경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은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과 양국의 정치적 불협화음이 겹쳐
유례없이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웃나라는 파트너’ 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시민의 문화 교류 활동은 코로나 19나 정
치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 아래, 한일축제한마당은 어떤 악천후에도 언
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존재한다는 ‘축제의 정신’
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를 ‘하나되어 나아가자’라는 테마에 담았다.
한일축제한마당이 젊은 세대에 계승되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단 한번
이라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 한일축제한마당 준비
‘한일축제한마당'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규모와 방식의
변화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코로나의 진행 상황에 따른 사전 대책을 확
인,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와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축제 일정의 연기와 방식의 변경이라는 대책이 확정된 9월부터 새로운 방침에 맞
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② 안전(Safety), ③ 새로운 축제(New Festival)를 목표로 코
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다음 3가지 방안으로 방향을 검토했다.
A안 : 9월 20일(일) 코엑스에서 종전처럼 개최(일반 관람객 입장)
B안 : 9월 20일(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오프 라인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병행
개최(일반 관람객은 입장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관객으로 한 무대공연과 체험부스
운영)
C안 : 9월 20일(일)에서 11월 10일(화)로 일정을 변경하고 온라인 중계로 개최
2005~2007년 대학로, 2008~2011년 서울시청 앞 광장, 2012~2019년 코엑스에서 개최하던 오프 라인 방식에서 올해 처음으로
C안인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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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개회사, 축사, 일본측 출연단체, 홍보영상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전 촬영한 영상 및 편집을 통
해 진행했다.

제 1부 즐거운 축제
개회는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락음음악단’의 라이브 합동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은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모태로 1993년 창단되었다. 사물놀이는 가장 한국적인 음악이다. 젊은 예술가
를 중심으로 전통 가무악을 기본으로 한 한국 문화의 전승체로서 사물놀이를 확대 발족시켜 왔다. 한울림예술단은 예술을 통해
신명과 기운을 전파했던 전문 예인 집단인 '남사당'의 현재 모습이다. 이들의 활동은 전승과 계승에 머물지 않고, 재즈, 관현악
등 전 세계 음악과의 협연을 통한 한국적인 월드 뮤직을 탄생시키며 장르의 경계를 넘어 확장해 가고 있다.
손경식 한국측 실행위원장, 사사키 미키오 일본측 실행위원장이 개회사를 한 후, 다나카 마사시 운영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이루
어졌으며, 녹화를 통해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한국 정부측에서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VIP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K-POP ‘IZ*ONE(아이즈원)'의 축하 영상 메시지 및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이 방영되었다. ‘IZ*ONE’은 12명의 소녀가 하나
가 되는 순간이라는 의미로 한국 Mnet과 일본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서가 공동 기획한 한일 합작 글로벌 걸그룹이다.
이색적인 시도는 체험부스 현장 리포트였다. 대사관의 SNS 발신 자원봉사자인 '문화원 리포터'가 부스 현장에 참여해 '한일축
제한마당'을 체험하고 중계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락음음악단

IZ*ONE

제2부 즐거운 만남
한일 퍼포먼스는 라이브(한국 측)와 녹화(일본 측) 영상이 교대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가장 먼저 '락음(RAGEUM) 국악단'이 생중계되었다.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젊은 국악인
의 열정 넘치는 무대와 새로운 국악의 모습을 선보였다. 락음이란 ‘즐겁고 행복한 음악예술’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에 걸 맞는 음
악을 지향하는 단체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통적인 감성과 세련된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기라쿠자’가 녹화공연을 선보였다. 쓰가루 샤미센에 민요, 와다이코, 쟁, 샤쿠하치 그리고 서양 악기 등을 조합한
힘이 넘치는 스테이지를 펼쳤다. 기라쿠자는 일본 전통 예능집단인 쓰가루 샤미센 이사카류의 이에모토(당주)인 공익재단법인
일본민요협회 공인민요 샤미센 사범교수 이사카 도시유키가 이끄는 청년 전통예능집단이다. 일본은 물론 유럽, 아시아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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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연하고 있으며 수상 경력이 많다.
라이브로 출연한 한국 실력파 밴드 ‘우윤경 밴드’는 여성가족부 장관 보컬부문 수상, 가요제 밴드부문 우수상,트로트 가요제의
은상 수상 및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밴드라는 명성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에모토인 마사후지 가센의 안무에 따라 고전을 기초로 한 독창적인 창작 무용을 주체로 민요 무용에서도 평가가 높은 ‘마사
후지’가 화려한 무용을 선보였다. 2002년 마사후지류로서 TV, 영화, 무대, 잡지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층으로 구성하여 활
동을 시작했다. 매년 한번씩 열리는 자선쇼에서는1000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 일본민요협회 주최 전국대회 경제산업
장관상 우승을 6회 차지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베트남, 베이징에서의 공연도 성공을 거두
었다. 일본의 대표 무용단 중 하나로 도약이 기대된다.
그 다음으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비롯한 일본 측 VIP 인사말을 녹화 방영했다.

제3부 즐기는 우리
일본 측에서 녹화한 ‘와다이코 아카쓰키’는 와다이코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울림인 ‘일타(一打)’ 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
음, 한음 정성을 다해 연주했다.팀명인 ‘아카쓰’는 ‘와다이코계에 새로운 여명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진화하는 와다이코라는
콘셉트에 따라 큰 북, 작은 북으로 세 번의 우승과 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한 남녀 혼성의 프로 일본 와다이코팀이다.
한일축제한마당에 여러 차례 출연한 상명대학 SUMUDA ‘춤맥’이 이번에도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작품 퍼포먼스를 선보였
다. SUMUDA ‘춤맥’은 ‘한국 전통 춤의 맥을 잇는다’는 의미로 한국 전통 춤의 계승부터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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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경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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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이코 아카스키

상명대학 춤맥

있는 상명대학교 무용학과 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대를 이어 국내외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
국의 위상을 높이는 독창적인 예술작품 기획 및 교육,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서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호스트타운인 교토부 교탄고시,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영상과 한일 학생 온라인 교류회
영상을 방영했다.

피날레 공연
매년 ‘요사코이 아리랑’이라는 비빔밥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피날레의 흥을 돋우는데, 올해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사전 촬영
한 ‘요사코이 아리랑’ 화면을 무대 배경에서 상영하면서, 코엑스 현장의 라이브 공연으로 선보였다.

요사코이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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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축제한마당을 끝내고
코로나 감염 확대의 리스크 속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은 이례적이었다. 간단한 리뷰는 다음과 같다.
1. 방역조치, 안전면에서 만반의 체제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최대한의 방역조치 및 안전면에서 만
반의 체제를 갖췄다.
(1) 방역조치
행사장 전속 경비회사와 주한일본대사관 등도 긴밀히 연계해 장내에 입장하는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입구에서 서모 그래피
를 도입해 체온을 체크했다. 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관계자 입장 시에 사전 문진표를 통해 체크를 거쳤으며, 입장 예정자 명부
를 작성해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적 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사후 문제 발생시에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
다. 이 외에 매년 개방하고 있던 두 개의 출입구를 입구 전용과 출구 전용으로 분리, 확실하게 체온 체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
련했다.
(2) 안전대책
올해는 대사관 주도로 행사 전체의 경비 계획을 만들어 만반의 조치를 취했으며, 행사 당일에도 본관 경비반 3명이 현장에 참석
하여 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경비 대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축제’ 실시에 따른 감염자 발생이나 정치적 활동 등을 포함한 방역, 안전대책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 내빈 초대
이번 한일축제한마당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예년 같은 개회식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내빈도 초청하지 않았다. 녹화로 진
행되는 내빈 축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본 측에서는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회장), 쓰루호 요스케 참의원 의원(전 국무대신), 한국 측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김진표
회장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경제계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
장,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 사장, 오성엽 롯데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사장) 등 정재계 각 방면에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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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경식 실행위원장(CJ그룹 회장) 리더십
손경식 실행위원장(CJ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한일축제한마당의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이 되었다. 또 손경식 회장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관련된 확고한 언급이나 한국 재계의 위상과 더불어 CJ그룹이 가진 콘텐츠, 이벤트 운영에 대한 식견도 개최에 지대
한 공헌을 했다.
4. 보도 관계
코로나 19의 영향과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대형 문화교류 이벤트로서 한일 양국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는 한일축제한마당 관련 보도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며, 부정적인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5. 부스 & 문화원 리포터
부스는 행사장 내 입장이 관계자 및 소수의 자원봉사자에 한정됨에 따라 ‘체험 부스’만을 운영해 자원봉사자가 기모노와 유카
타, 한일 양국의 전통 장난감을 체험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주한일본대사관의 SNS 발신 자원봉사자인 ‘문화원 리포터’도 참여
해 한일축제한마당을 체험했으며, 이 날 체험한 일본문화를 대사관 SNS로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 등은 ‘축제’ 공식 홈
페이지에 ‘온라인 부스’ 코너를 개설하여 지역의 이미지 영상과 특산품 등을 소개했다. 내년 이후의 오프 라인 ‘축제’ 개최시에
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6.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대회 호스트타운 동영상 및 청소년 교류 동영상
쿄토부 쿄탄고시, 야마가타현 사가에시의 협력을 얻어, 호스트 타운을 소개하는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일문화교류기금이 실시한 온라인 방일단의 토의 모습도 방영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일 청소년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
을 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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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튜브 채널 시청
사전에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채널 등록 이벤트’를 실시했으며, 참가자에게 기업의 협찬 물품을 선물
했다. 11월 10일(화)의 라이브 중계와 15일(일) 편집판, 지자체 동영상과 역대 영상 등을 포함해서 조회수는 약 5만 건에 달했으
며, 라이브 방송 중 피크 시에는 6천 건의 접속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 행사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8. 온라인 중계 준비
온라인 중계를 위해 공식 유튜브 등록자 확보 및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 사전 이벤트(YouTube 채널 등록 이벤트)
+ 영상 이벤트(내가 뽑은 한일 축제 최고의 영상, 요사코이 아리랑 댄스 도전 이벤트)
+ 당일 이벤트(한일축제한마당 온라인 방송 퀴즈 이벤트)

9. 공식 홈페이지와 SNS 활용 및 예산 문제
한일축제한마당 홍보도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온라인 예산 확보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는 별개로
매년 홍보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예산안은 물론 온라인 예산안에 대해 한 차례 검토도 없이 개최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 자원봉사 운영 변경
올해도 행사 운영을 위해 247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으나 행사 방식 변경으로 인해 온라인 촬영으로 진행된 체험 부스에서
활동할 40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온라인 홍보 및 라이브 참여 등으로 활동하게 되어 당초 계획안과는 달리 대폭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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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1년을 향해
한일축제한마당은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교류, 청소년교류, 음식, 놀이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포함하는 복합 문
화교류 행사다. 따라서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 역사, 생활 풍습 등을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 풀뿌리 교류의 상징적인 행사로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개최 형식이라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세를 주시하면서 이번에 축소, 중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충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의 의의를 이해하고, 협력해 주신 기업이나 개인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한일축제한마당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준 스태프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협찬금
모금을 비롯해서 순조로운 업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사무국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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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総評
日韓交流おまつり実行委員会委員

日韓交流おまつり運営委員会名誉委員長

高杉暢也

• 今年の日韓交流おまつりの背景
年初に発生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パンデミックにより今年の「おまつり」の開催は両国の
政治的不協和音も重なってこれまでにない厳しい決断を迫られた。
「隣の国はパートナー」を実現するために民間市民の文化交流活動はコロナ感染や政治とは
関係なく行われ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強い信念に立ち､この「おまつり」はどんな悪天候であ
っても常に進むべき方向を教えてくれる灯台のような「日韓友好のシンボル」
として存在すると
いう
「おまつりの精神」を再確認した。そしてこの決意を「心あわせて乗り越えよう」
というテーマ
に掲げた。
この「おまつり」が若い世代に引き継がれ､未来に向かっての更なる成長を願えば､たった一度
だとしても中止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ある。

• おまつりの準備
「おまつり」
「おまつり」
の継続という目標の下､安全を最優先に
の規模や方式の変化に従って
その対策を準備した。
この過程でコロナの進行状況による事前対策を確認しながら､最善の方
法を導き出すため運営委員会､実行委員会､そして関係機関の有機的な協力や議論を行って
きた。
「おまつり」
結果的に
日程の延期､方式の変更という対策が確定した9月から新しい方針に合わ
せて本格的な準備を進めた。
① 持続可能性(Sustainability)､② 安全(Safety)､③ 新しいおまつり
(New Festival)を目標に掲げコロナ防疫守則によって次の3つの案で進め方を検討した。
A案 : 9月20日(日)COEXで従来のように開催(一般観覧客の入場)
B案 : 9月20日(日)COEXで行われるオフラインとインターネッ

トを通じて行われるオンラインの
並行開催(一般観覧客は入場せず､ボランティアを観覧客として舞台公演､体験ブースを
運営)
C案 : 9月20日(日)から11月10日(火)に日程変更してオンライン中継で開催する。
2005～2007年に大学路､2008～2011年にソウル市庁前広場､2012~2019年にCOEXで開催してきたオフライン方式から､今年初
めてC案のYouTubeを通じたオンライン中継方式に変更し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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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ログラム内容
オンラインで開催されたため開会の挨拶､祝辞､日本側出演団体､広報映像などほとんどの番組を事前撮影した映像や編集を通じ
て行った。

第1部 楽しいおまつり
「金徳洙サムルノリぺと楽音国楽団」によるライブ合同公演としてスタートした。
開会は防疫対策を遵守しながら
「サムルノリ•ハンウリム芸術団」は金徳洙サムルノリぺを母体に1993年に創立された。サムルノリは最も韓国的な音楽である。
「ハンウリム芸
若い芸術家たちを中心に伝統歌舞楽を基本にした韓国文化の伝承体としてサムルノリを拡大して発足させてきた。
「ナムサダン」の現在の姿である。韓国の伝承連行にとどまら
術団」は芸術を通じて神命と気運を伝えていた専門芸能人集団である
ず､ジャズ､管弦楽など世界の音楽との協演による韓国的なWorld-Musicを生み出しジャンルの境界を越えて拡張している。
開会の辞を孫京植韓国側実行委員長並びに佐々木幹夫日本側実行委員長からいただいた後､田中将志運営委員長が開会宣言
をして､録画により冨田浩司駐大韓民国日本国大使､韓国政府側からは金振杓韓日議員連盟会長はじめ､VIPから挨拶をいただ
いた。
「IZ*ONE（アイズワン）
」は､12人の少女た
この後､K-POP 「IZ*ONE」の祝賀映像メッセージ及び公演ハイライト映像を放映した。
ちがひとつになる瞬間という意味で､韓国Mnetと日本の秋元康プロデューサーが共同企画した日韓合作グローバルガールズグル
ープである。
「文化院リポーター」がブース現場
ユニークな試みは体験ブース現場レポートであった。大使館のSNS発信のボランティアである
に参加して､「おまつり」
を体験し中継放送を流したのである。

金徳洙サムルノリぺと楽音国楽団

IZ*ONE

第2部 楽しい出会い
日韓のパフォーマンスをライブ（韓国側）
と録画（日本側）
で交互にオンラインで流した。
最初にライブで「楽音(RAGEUM)国楽団」が伝統文化の優秀性を知らせ､守り抜くために心を一つにした若い国楽人たちが情熱
あふれる舞台と新しい国楽の姿を演じた。楽音とは「楽しく幸せな音楽芸術」
という意味であり､その名にふさわしい音楽を目指す
「法古創新」の精神を受け継ぎ､伝統的な感性と洗練された音楽を追求している。
団体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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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津軽三味線に民謡 · 和太鼓 · お箏 · 尺八､そして洋楽器等を組み合わせたパワフルなス
次に日本側は録画で「喜楽座（きらくざ）
「喜楽座」は日本伝統芸能集団津軽三味線井坂流家元／公益財団法人日本民謡協会公認民謡 · 三味線師範教
テージを展開した。
授 井坂斗絲幸師が率いる若手伝統芸能集団。日本はもとよりヨーロッパ､アジア各地での公演し､数々の授賞を得ている。
「ウ•ユンギョンバンド (インディーズバンド)」は､女性家族部長官ボーカル部門受賞､歌謡祭-バン
ライブ出演の韓国実力派バンド
ド部門優秀賞､トロット歌謡祭-銀賞受賞及び放送出演など様々なジャンルのオールラウンドバンドで名声通りのパフォーマンスを
演じた。
家元 · 正藤勘扇の振り付けによる古典を基礎とした独創的な創作舞踊を主体とし､民謡舞踊での評価も高い「正藤（まさふじ) 」が
華麗な舞踊を見せてくれた。2002年正藤流において､TV · 映画 · 舞台 · 雑誌等で活躍している若手で構成､活動をスタートさせる。
毎年一度行われるチャリティショーでは常に1000人を超える観客を動員している。
日本民謡協会主催の全国大会経済産業大臣賞
優勝6 回受賞､国内ばかりでなくハワイ · ロサン ゼルス · ラスベガス · ベトナム · 中国北京での公演も成功を収め日本を代表する舞
踊団の一つとして今後さらなる 飛躍を期待されている。
この後､河村建夫日韓議員連盟幹事長をはじめとする日本側のVIPの挨拶を録画で放映した

第3部 楽しむ私たち
「一打」
日本側から録画で「和太鼓暁(あかつき)」が和太鼓の持つ本来の音の響き
を大切にして一音一音､一振り一振りに気持ちを
込めて力強く演奏した。

楽音(RAGUM)国楽団

まさふじ(正藤)

喜楽座(きらくざ)

ウ·ユンギョンバンド

66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7. 총평 総評

和太鼓 暁(あかつき)

祥明大学 SUMUDA チュムメク

「進化する和太鼓」
チーム名の「暁」には「和太鼓界に新たな夜明けを！」
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
をコンセプトプトに大太鼓､
組太鼓で三度の日本一､文部科学大臣賞を受賞した男女混合のプロ和太鼓チーム。
この「おまつり」に何度も出演している祥明大学 SUMUDA「チュムメク」舞踊団が今回も伝統的で独創的な芸術作品のパフォー
マンスを披露してくれた。SUMUDA「チュムメク」は､「韓国伝統チュム(踊り)の脈をつなぐ」
という意味で韓国伝統舞踊の継承から
創作に至るまで幅広い活動を行っている祥明大学校の舞踊学科と卒業生で構成された芸術団体である。世代を継いで韓国内外
で活発な公演活動を行っており､韓国の地位を高める独創的な芸術作品の企画や教育 · 公演を通じて文化芸術教育の発展に力を
注いでいる。
この後､東京2020オリンピック · パラリンピックホストタウンの京都府京丹後市､山形県寒河江市の映像と日韓学生オンライン交
流会映像を流した。

フィナーレ公演
フィナーレは毎年「よさこいアリラン」のビビンバ状態の乱舞で最後を盛り上げるのだが､今年は日本と韓国でそれぞれ事前撮影
した「よさこいアリラン」映像を舞台裏に上映しながらCOEX現場のライブ公演と合わせてオンライン化した。

フィナーレ & よさこいアリ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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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まつり」を終わって
コロナ感染拡大のリスクの中での「おまつり」開催は異例づくめであった。
簡単にレビューしてみたい。
1. 防疫措置､安全面での万全の体制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蔓延するという厳しい状況の中､「おまつり」行事を成功させるべく以下のような最大限の防疫措置､また､
安全面での万全の体制を取った。
(1) 防疫措置
会場専属の警備会社､大使館とも緊密に連携し､場内に入場する全ての者に対して､会場入り口におけるサーモグラフィによる体温
チェックを導入した。
また､ボランティアを含む関係者の入場に際しては事前の問診票によるチェックを経て､入場予定者の名簿を作
成し､名簿に記載のない者には人定事項を記入させ､事後何らかの問題が生じた際に即時に連絡が取れる体制を取った。
その他に
も，
例年は開放している二つの出入り口を入口専用と出口専用に分離､確実な体温チェックが行える体制を取った。
(2) 安全対策
今年は大使館主導で行事全体の警備計画の立案を主導して万全の措置を執り､当日も警備班本官３名が現場に赴き､警察と連携
しながら警備対策を実施した。
結果､「おまつり」行事実施に伴う感染者の発生や政治的な活動等を含む防疫 · 安全対策上の問題は起こらなかった。

2. 来賓招待

今回の実施に際してはオンライン化したことにより､例年行ってきた開幕式といった形式は取らず､来賓の招待は行わなかった。一
方で録画による来賓祝辞のプログラムを設け､日本側からは河村建夫元官房長官(日韓議員連盟幹事長､日韓親善協会中央会会
長)､鶴保庸介参議院議員(元国務大臣)､韓国側からは朴良雨文化体育観光部長官､崔鍾建外交部第１次官に加え､金振杓会長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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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とする韓日議員連盟に所属する与野党の国会議員､経済界からは金鈗韓日経済協会会長(三養グループ会長)､李仁用サム
ソン電子社長､趙顯相暁星グループ総括社長､呉聖燁ロッテグループコミュニケーション室長(社長)など､政財界の面々多数が参加
した。
3. 孫京植実行委員長(CJグループ会長)のリーダーシップ

孫京植実行委員長(CJグループ会長)のリーダーシップが本行事の成功裏の開催を強く支えた。
また､同会長の日韓関係の重要性
に関する揺るぎないコミットメントや韓国財界における地位に加え､CJグループが持つコンテンツ · イベント運営に関する知見も
開催に多大な貢献をした。
4. 報道関係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と厳しい日韓関係の中でも行われる大型文化交流イベントとして日韓双方のメディアの注目を
集めたため､結果的には､本件行事の関連報道数はほぼ例年どおりであり､また､否定的な報道は全く見られなかった。
５．
ブース＆「文化院リポーター」

「体験ブース」のみを運営し､学生ボランティア
ブースは会場内への入場が関係者及び少数のボランティアに限定されたことから
が着物や浴衣､日韓両国の伝統玩具を体験する様子を放映した。また､大使館のSNS発信のボランティアである「文化院リポータ
ー」も参加して「おまつり」を体験した。
ここから体験した日本文化について大使館SNSで発信する予定とのことである。更に各自治
体等は「おまつり」公式ホームページに「オンラインブース」のコーナーを掲載し､地方のイメージ映像や特産品の紹介等を行った。
来年度以降のオフラインでの「おまつり」開催に際しても継続していくことが有益と考えられる

6. 東京2020オリンピック· 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ホストタウン動画及び青少年交流動画

大使館が京都府京丹後市､山形県寒河江市の協力を得て､ホストタウンとしての紹介をする動画をプログラムに盛り込んだ。YouTubeチャンネルでの放映は好意的な反応が寄せられた。
また､日韓文化交流基金が実施したオンライン訪日団の議論の模様も放映し､日韓の青少年交流がコロナ禍の中でも続いている
ことをアピールすることが出来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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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YouTubeチャンネル視聴

事前に「おまつり」公式ホームページ､SNS等を使ってチャンネル登録イベントを行い､登録者に対して企業から受けた協賛物品を
プレゼントした。視聴数は11月10日(火)のLIVE中継及び15日(日)の編集版､自治体動画や過去を振り返る映像などを合わせアクセ
ス数は約５万件に及び､またライブ放送中のピーク時には６千件のアクセスを記録するなど､オンライン行事として一定の成果が
得られた。
8. オンライン中継の準備

オンライン中継でイベントを行うため公式YouTube登録者の確保及び事前広報のために昨年より多方面にわたり様々なイベン
トを行った。
· 事前イベント(YouTubeチャンネル登録イベント)
· 映像イベント(私が選んだ日韓交流おまつり最高の映像､よさこいアリラン · ダンスチャレンジ · イベント)
· 当日イベント(日韓交流おまつり· オンライン放送クイズ · イベント)

9．公式ホームページ · SNSの活用及び予算問題

「おまつり」の広報もオンライン中心に行われていく傾向にある。オンライン予算の確保がより必要になっているが､このような流
れとは反対に毎年広報予算は大幅に削除されてきている。特に今年は､全体予算案はもちろんオンライン予算案について一回検
討もせず開催された。
この点については改めて確認する必要がある。
10．
ボランティアの運営変更

今年もイベント運営のために247人のボランティアを選抜したが､イベント方式の変更によりオンライン撮影で行われた体験ブー
スで活動する約40人以外は､全員､オンライン広報及びライブ参加などで活動することになり当初の案とは大幅な変更となった。

70 한일공동개최 문화교류사업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7. 총평 総評

11. 来年に向け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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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ある。
よって､両国民がお互いの文化､歴史､生活風習などをさらに理解し合う工夫や､広報活動を活発にしなくてはな
「おまつり」は日韓草の根交流の象徴的行事となっており､どのような状況､どのような開催形式であろうとも毎年の継続し
らない。
た実施が肝要である。来年以降も日韓関係､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といった情勢をにらみつつ､今回縮小､中止した部
分についても例年並み以上の充実化と活性化を図っていく必要がある。

•「おまつり」を終わ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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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ご支援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る。
また､この「おまつり」
を裏方で支えてくれたスタッフのメンバー､ボランテイア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るとともに協賛金集めをはじ
め事務処理をスムーズに行ってくれた事務局にも厚く御礼申し上げたい。

6. 총평 総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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