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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Tokyo

하나되어 나아가자／心あわせて 乗り越えよう

2020년9월26일(토) 13:00～17:11

온라인 라이브 방송 YouTube Live：온라인 주일한국문화원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A3e2jjqh5rOVI_1qwLcwVQ
※ 라이브 방송 송출 장소：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

한일축제한마당2020 실행위원회

＜일본측＞ 외무성,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일반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관광청

＜한국측＞ 외교부(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단법인한국방문위원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도쿄한국상공회의소, OKTA TOKYO,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재일본한국인연합회,

일반사단법인 재일본한국인귀금속협회, 일반사단법인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문화청

http://www.nikkan-omatsuri.jp/index.html

9.26（토）약9,000명 ※ 개최기간중 약 23,000명

약 23,000명

■ 행 사 명 ■

■ 슬 로 건 ■

■ 일 시 ■

■ 장 소 ■

■ 주 최 ■

■ 후 원 ■

■ 특 별 협 력 ■

■ 공 식 H P ■

■ 공 식 H P 방 문 자 수 ■

■라이브 방송중 시청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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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A3e2jjqh5rOVI_1qwLcwVQ
http://www.nikkan-omatsuri.jp/index.html


～하나되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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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비주얼과 슬로건



음향
響

YouTube 영상

스피커
스피커

바이올린

피아노

입구（일방통행）

출구（일방통행）

MC

병풍

스테이지 무대막

프레스 및 관계자

온라인 라이브 방송 YouTube Live：온라인 주일한국문화원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A3e2jjqh5rOVI_1qwLcwVQ

라이브 방송 송출 장소：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

ZOOM관리

카메라 1 카메라 2 카메라 3

중계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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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ンケート内容
9月26日（土）～9月27日（日）

온라인 스테이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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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06 오프닝 후루야 마사유키×이유미

13:06～13:13 개회메세지

남관표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본측 실행위원장
오공태 일본측 실행위원장
손경식 한국측 실행위원장

13:13～13:24
축하공연
＜피아노・바이올린 협연＞

양방언（피아노）× 쓰치야 레코（바이올린）
♪ Prince of Jeju

13:24～13:39 한일 교류 스테이지
①윤혜경&하명수／소해금2중주
②정애진 한국무용단／삼고무

13:39～14:14
K-POP 커버 댄스
(+ 원포인트 안무 레슨)

Produced by LiL KyonA
♪ 싸이 － 강남스타일
♪ SuperM － Jopping
♪ 니쥬 － Make you happy ※안무 레슨
♪ 슈퍼주니어 － Sorry, Sorry
♪ 방탄소년단 － Danger
♪ 프로듀스101 － PICK ME
♪ 소녀시대 － Genie
♪ BLACK PINK － How You Like That
♪ 대성 － 날 봐, 귀순 ※ 안무 레슨
♪ NCT127 － Kick It
♪ TWICE － Feel Special

14:14～14:56 한일 교류 퀴즈 대회

14:56～15:41
한일 라이브 협연
＜피아노・바이올린 협연＞

양방언（피아노）× 쓰치야 레코（바이올린）
♪ Pure Imagination (피아노 독주)
♪ Wish to Fly
♪ 바람의 약속
♪ Echoes for PyeongChang
♪ Flowers of K

15:41～15:55 K-POP콘테스트2020 일본전국대회 결과 발표

15:55～17:03 K-POP콘서트
D1CE ／ 드림캐쳐 ／ 정동하 ／ 홍자 ／ A.C.E
* 사회 : 케빈, 유키카

17:03～17:11 클로징

온라인 스테이지 프로그램 9월2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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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 영상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남관표

■한일축제한마당2020 일본측 실행위원장
사사키 미키오

■한일축제한마당2020 일본측 실행위원장
오공태

■한일축제한마당2020 한국측 실행위원장
손경식

개회 메세지

13:0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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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양방언
■바이올린：쓰치야 레코

축하공연

축하공연

연주곡：Prince of Jeju

■사회

후루야 마사유키・이유미

13:1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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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금2중주 / 윤혜경＆하명수

한일 교류 스테이지

삼고무 / 정애진 한국무용단

13:24～13:39

한국 전통 현악기 소해금 연주자.
일본 최대 호화여객선 ‘아스카II’ 선상 라이브 콘서트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는 물론 평양, 
서울, 뉴욕, 텔아이브 등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음.

한국 무용, 민요, 전통 악기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배울수 있는 장소로 10년전에
설립. 오랜기간 동안 폭 넓은 연령대의 일본인, 한국인 수강생들이 모여, 한국 전통예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GROBAL KOREA무용 콩쿨에서 특상을 수상. 김제 지평선 명인명무전 등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도 참가해서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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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14:14
K-POP 커버댄스

(+ 원포인트안무레슨)

1. 싸이 － 강남스타일 / 6명

2. SuperM － Jopping /  4명

3. 니쥬 － Make you happy  / 5명 ※ 안무 레슨

4. 슈퍼주니어 － Sorry, Sorry  /  5명

5. 방탄소년단 － Danger  / 4명

6. 프로듀스101 － PICK ME / 2명

7. 소녀시대 － Genie  / 8명

8. BLACK PINK － How You Like That / 4명

9. 대성 － 날 봐, 귀순 / 5명 ※ 안무 레슨

10. NCT127 － Kick It  / 4명

11. TWICE － Feel Special  / 8명

K-POP커버댄스「Produced by LiL KyonA」

K-POP 커버댄스

13:39～14:14

1. 싸이 － 강남스타일 2. SuperM － Jopping

3. 니쥬 － Make you happy 
（원포인트 안무 레슨）

3. 니쥬 - Make you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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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カバーダンス

4. 슈퍼주니어 - Sorry Sorry 5. 방탄소년단 - Danger

6. 프로듀스101 - PICK ME 7.소녀시대 - Genie

8. BLACKPINK – How You Like That 9. 대성 - 날 봐, 귀순
（원포인트 안무 레슨）

13:3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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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カバーダンス

9.대성 – 날 봐, 귀순 10. NCT127 - Kick It

11. TWICE - Feel Special

13:3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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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퀴즈대회

14:14～14:56

퀴즈문제・정답 /  참가상・우승상품

YouTube 라이브 방송 화면

13



우승자・출연자 인터뷰 모습

한일 교류 퀴즈대회

14:14～14:56

우승자 15번 Kon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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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양방언
■바이올린・이호：쓰치야 레코

연주곡
１.Pure Imagination (피아노 독주)
２.Wish to Fly
３.바람의 약속
４.Echoes for PyeongChang
５.Flowers of K

피아노・바이올린 연주

한일 라이브 협연

14:5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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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사 위원

K-POP 콘테스트2020 일본전국대회 결과발표

15:41～15:55

오프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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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콘테스트2020 일본전국대회 결과발표

출연자

15:4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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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K-POP 콘서트

■ 정동하

■ 드림캐쳐

■ D1CE

15:55～17:03

１. DRAW YOU

１. Scream

＜MC인터뷰＞

２. Dear
３. BOCA

１. Fly away

＜MC인터뷰＞

２. 생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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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K-POP 콘서트

■ ホ홍자

■ A.C.E

사회

유키카・케빈

15:55～17:03

１. 살아 생전에

＜MC인터뷰＞

２. 사랑 참
３. 열애

１. UNDER COVER

＜MC인터뷰＞

２. My Lover
３. Favorite Boys

19



アンケート内容
9月26日（土）～9月27日（日）

20

온라인 부스



종이접기 / 한복모양 손가방

온라인 부스

지승공예 / 팔찌

제5회 직접 만들어봐요！한국요리！사진＆감상문 콘테스트
～김밥・해물파전 편～

종이접기・지승공예／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9월25일（금）～ 10월11일（일） ※체험키트 응모는 9월14일（월）～ 9월20일（일）개최

21

한국요리교실 콘테스트 ‛김밥 ・해물파전‘／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9월25일（금）～ 10월11일（일）



쿠폰 일람

22

온라인 부스

코리아타운 ‛신오쿠보‘ 온라인 쿠폰／재일본한국인연합회,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9월19일（토）～ 10월４일（일）



점포 일람

코리아타운 ‛신오쿠보‘ 온라인 쿠폰／재일본한국인연합회,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9월19일（토）～ 10월４일（일）

동영상서비스Mnet Smart／CJ ENM Japan
9월18일（금）～ 9월30일（수）

23

온라인 부스



한국 여행 검정 시험

24

온라인 부스

한국 여행 검정 시험 스페셜편／한국관광공사
9월18일（금）～ 10월4일（일）



한국 여행 검정 시험

한국 여행 검정 시험 스페셜편／한국관광공사
9월18일（금）～ 10월4일（일）

25

온라인 부스



스루가다이 출판사의 추천 한국어 학습서 선물 퀴즈

책방 ‛스루가다이‘／스루다아이 출판사
9월17일（목）～ 9월30일（수）

26

온라인 부스



10％ 할인 쿠폰

한복소개전 ‛곱다 한복‘／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9월10일（목）～ 9월29일（화）

책방 ‛CHEKCCORI‘／ CHEKCCORI
9월10일（목）～ 9월30일（수）

27

온라인 부스



정관장×이민호／한국인삼공사 재팬
9월25일（금）～9월27일（일）

(재)한국방문위원회／한국방문위원회
9월18일（금）～ 9월27일（일）

28

온라인 부스



한국인과 이야기꽃을 피워요！／일한문화교류기금
9월26일（토）

한국농협 ‛상품 무료 증정 쿠폰‘／한국농협
9월26일（토）

29

온라인 부스



주일한국대사관／주일한국대사관
９월18일（금）～ 9월26일（토）

책방 ‛HANA‘／HANA
9월24일（목）～ 9월26일（토）

30

온라인 부스



KPOP커버댄스 콘테스트2020／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9월14일（월）～ 9월26일（토）

31

온라인 부스



다같이 생각하는 한일교류 ! ／JKSFF, 일한경제협회
9월26일（토）

온라인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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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ンケート内容
9月26日（土）～9月27日（日）

33

보도관련



보도관련

■NHK （2020.9.26）

TV

■OBS （2020.9.28）

34



보도관련

■도쿄신문 （2020.9.27）

신문

■교토신문 （2020.9.27）

■시즈오카신문 （2020.9.27）

■세계일보 （2020.9.28）

35



보도관련

■YAHOO!뉴스（2020.9.26）

Website

■산케이신문（2020.9.27）

■NHK NEWS WEB（2020.9.26） ■지지닷컴（2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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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Website

■연합뉴스（2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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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ンケート内容
9月26日（土）～9月27日（日）

기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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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진

라이브 방송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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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진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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