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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Tokyo

また会える喜び /다시 만나는 기쁨

2022년 9월 24일(토) 13:00~17:30

온라인 라이브 방송 YouTube Live : 온라인 주일한국문화원 채널
https://youtu.be/5F5Zuz9U0VU

※라이브 방송 송출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

한일축제한마당2022 실행위원회

문화청(일본)

＜일본측＞
외무성,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일반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한국측＞
외교부(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단법인 한국방문위원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도쿄한국상공회의소, OKTA TOKYO,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재일본한국인연합회, 일반사단법인
재일본한국인귀금속협회, 일반사단법인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https://www.nikkan-omatsuri.jp/

9월 24일(토) 약 3,500명

약 10,000명

https://youtu.be/5F5Zuz9U0VU
https://www.nikkan-omatsuri.jp/


로고 / 슬로건

■로고

■슬로건

4



온라인 스테이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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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3:05 오프닝 후루야 마사유키, Yumi

13:05～13:20 개회 메시지
윤덕민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본측 실행위원장
손경식 한국측 실행위원장

13:20～13:40 한국 곡 합창 쓰다누마 고등학교 합창부

13:45～14:05 사물놀이 이창섭&사물놀이 백화

14:10～14:40 한일 교류 퀴즈 대회(예선)

14:40～15:00 K-POP댄스① Produced by LiL KyonA

15:05～15:35 한일 교류 퀴즈 대회(결승전)

15:45～15:55 가야금 연주 김얼

16:00～16:20 K-POP댄스② Produced by LiL KyonA

16:35～16:50 K-POP콘서트① PLIKIL

16:55～17:25 K-POP콘서트② T1419

온라인 스테이지 프로그램 9월 2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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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메시지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윤덕민

■한일축제한마당2022 일본측 실행위원장
사사키 미키오

■한일축제한마당2022 한국측 실행위원장
손경식

오프닝 (개회 메시지)

13:05～13:20

13:00～13:05

■사회 후루야 마사유키 / Yumi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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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누마 고등학교 합창부

한국 곡 합창

13:20～13:40

＜쓰다누마 고등학교 합창부＞

지바현립 쓰다누마 고등학교 합창부는 1학년 7명, 2학년 7명, 3학년 8명, 총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쓰다누마 고등학교는 지바현에서 유일하게 음악 교육 과정이 병설된 학교로,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강한 탐구심과 열정으로 음악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합창부 활동은 여름

콩쿠르, 지역 연주회 등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개최한 ‘지바에서 울려 퍼져라

한국음악 -강을 건너 봄이 오듯이-’ 에서는 한복을 입고 무대를 펼치는 등 음악을 통해 한국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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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사물놀이 백화

사물놀이

13:45～14:05

＜이창섭&사물놀이 백화＞

사물놀이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이광수 선생의 제자 이창섭과 그가 이끄는 학생들로 결성된

사물놀이 팀 ‘백화’의 멤버 나카야마 토모코, 요코자와 유코, 고토 유키, 아베 마유미가 출연.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앉은반 사물놀이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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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퀴즈 대회

한일 교류 퀴즈 대회 참가자 모집

〈모집내용〉
한일국교정상화40주년 기념 ‘한일우정의 해2005’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 은 현재 한일 민간 교류의

중축을 담당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은 올해 13회째를 맞이하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인기리에 개최되고 있는 한일 교류 퀴즈대회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아래의 ‘온라인

한일 교류 퀴즈대회 참가 응모’링크를 통해 ‘본선 참가자 선정 예비 퀴즈’의 정답과 함께 응모 바랍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40명을 온라인 한일 퀴즈대회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온라인 한일 교류 퀴즈 대회 본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모집개요＞
〇 ‘온라인 한일 교류 퀴즈 대회 참가 응모’ 링크를 통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40명을 온라인 한일 교류 퀴즈 대회 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 : 7월 25일(월)~8월 22일(월) 12:00까지

○ 퀴즈대회 일시 : 9월 24일(토) 13:30 (예정)
○ 개요 : 한일 교류 퀴즈 대회 온라인 참가자는 ‘한일축제한마당 2022’ 본 행사 시 원격 출연. 

・Zoom을 통해 퀴즈 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결승전에 진출할 10명을 선발.
・10명이 결승전에 진출하여 정답 수가 가장 많은 참가자가 우승.
・최다 정답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우승자 결정 문제를 출제하며, 우승자 결정 문제에서도 우승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추첨을 통해 우승자를 결정.

○ 상품 : 온라인 참가자 전원에게는 대회 종료 후 사무국에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응모자격〉
○응모규약에 동의 하시는 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9월 24일(토) 본 행사 전후 시간(12:30~16:00)에 온라인으로 참가하실 수 있는 분.

또한,라이브 방송 출연 및 동영상 게재와 이용에 지장에 없는 분.
○Zoom 및 인터넷 환경, 관련 장비 등 준비가 가능하신 분.
○매스컴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TV, 신문 등 매체 노출에 동의하시는 분.

〈예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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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문제・정답 / 참가상

YouTube Live 방송 화면

한일 교류 퀴즈 대회(예선)

14: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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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댄스 Produced by LiL KyonA

K-POP 댄스 ①

14:40～15:00

1. 소녀시대 / into the new world

2. H.O.T / 캔디

3. 아유미(슈가) / Cutie Honey

14:40～

15:00
K-POP댄스１부

1. 소녀시대 / into the new world
2. H.O.T / 캔디
3. 아유미 (슈가) / Cutie Honey
4. f(x) / Red Light
5. 슈퍼 주니어 / sorry sorry, 동방신기 / rising sun

12



4. f(x) / Red Light 

5. 슈퍼 주니어 / sorry sorry ~ 동방신기 / rising sun 

K-POP 댄스 ①

14:40～15:00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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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문제・정답・참가상

한일 교류 퀴즈 대회(결승전)

15:05～15:35

우승 상품・결승전 진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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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자 인터뷰

우승자 (7문제 정답) 
8번 닉네임 빛깔 좋은 한우 씨

너무 기쁩니다!  매년 히비야공원에서 참가했었지만
우승 한적은 없어서 이번 온라인 행사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문화와 역사관련 문제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연예관련
문제는 어려워서 고전했습니다.
한국문화원 행사에도 자주 참가 했었는데
아사카와 형제 문제도 출제가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상품으로 받은 호텔 숙박권 잘 사용 하겠
습니다.

YouTube Live 방송 화면

한일 교류 퀴즈 대회(결승전)

15:0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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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얼

가야금 연주

15:45～15:55

＜가야금 연주 / 김얼＞

가야금은 약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악기로 따스함을 간직한 음색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끼게 하는 음색이라고도 불립니다.

장고의 반주와 함께 하는 가야금 독주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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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댄스 Produced by LiL KyonA

K-POP 댄스 ②

16:00～16:20

1. GOT the beat / step back 

2. Aespa / Dreams come true ～ savage ～ girls

3. NCT DREAM / ridin’ 

16:00～

16:20
K-POP댄스２부

1. GOT the beat / step back
2. aespa / Dreams come true 

〜 savage 〜 girls
3. NCT DREAM / Ridin’ 
4. EXO / 으르렁
5. Red Velvet / Russian Roulette
6. SM TOWN / 여행을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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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O / 으르렁

5. Red Velvet / Russian Roulette

■인터뷰

K-POP 댄스 ②

16:00～16:20

6. SM TOWN / 여행을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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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K-POP 콘서트

■ PRIKIL

16:35～16:50

1. FUN

2. Amazing girls

3.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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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K-POP 콘서트

■ T1419

16:55～17:25

1. FLEX

2. Dracula

3. Home

4. When The Sun Goes Down

5. Daydreamer

6. Run Up

20



온라인 부스



온라인 부스

이번 콘테스트는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Tokyo 행사와 연계하여 축제 분위기에 걸맞는, 분식점이나
야외포장마차에서 인기 많은 라볶이를 선정하여 전향미 선생님이 레시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리
동영상을 보고 실제로 요리를 만든 뒤, 요리과정이나 완성요리를 사진으로 찍어 감상문과 함께 아래
참가방법을 확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Tokyo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특별기획으로 추첨으로 50분에게 떡볶이용
떡을 보내드립니다. 
사전 접수로 떡이 당첨되신 분은 물론 스스로 떡볶이용 떡을 마련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라볶이
만들기에 도전하고 콘테스트에도 적극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마감 후에는 입상자 5분을 선정하여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작품을 소개하고, 한국문화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가방법】
① 한국문화원 YouTube 공식 채널에서 「한국요리교실～라볶이」영상을보고 요리를만듭니다.
② 영상을보고 만든 요리과정이나완성품을사진으로촬영합니다. 
③ 응모용지를다운로드한 뒤, 각 항목을기입하시고만들어본 감상, 시식 감상 등을 100자이상 300자
이내로자유롭게작성하신뒤 사진(최대 2장)을첨부하셔서메일로응모하시기바랍니다
✦응모 마감 : 2022년 10월 23일(일) ✦당첨작 발표 : 2022년 10월 27일(목) 이후

한국요리콘테스트 ‘라볶이‘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9월7일(수)~10월 2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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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스

우승 작품

감상문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처음 라볶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면과 떡볶이 합쳐 라볶이라고 부르는 걸 알게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떡의 조합이 좋아서 떡과 면의 식감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토핑은 자유롭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서 김치를 넣어는데, 매우면서도 깔끔한 신맛이 어우러진
라볶이가 되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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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리콘테스트 ‘라볶이‘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9월7일(수)~10월 23일(일)



온라인 부스

아스크 출판 온라인 부스에서는 도서 선물 이벤트를 실시.

책방 ‘아스크 출판‘/ 아스크 출판사
9월 9일(금)~9월 26일(월)

本屋「CHEKCCORI」：韓国語、韓国関連書籍割引販売 ／ 9.16(金)～9.30(金)

‘한일축제한마당2022 in Tokyo’ 개최를 기념하여, 책거리 온라인 샵 및 책거리 점포내 한국어 원서 20% 
할인 이벤트를 실시.

[온라인 부스(책거리BOOK HOUSE 내)] 2022년 9월16일(금)~9월30일(금)
■대상 상품 : 온라인 서점 ‘책거리 BOOK HOUSE’ 한국어 서적

(‘정기 판매・여름방학 기획・희귀 도서‘ 카테고리 내 서적은 제외)
■할인 코드 : 2022nikkankouryumatsuri20 ※할인코드 이용은 1인 1회에 한함.

[책거리 점포] 2022년 9월 16일(금)~9월 30일(금)
■대상 상품 : 책거리 점포 내 한국어 서적

책방’책거리’ / 책거리
9월16일(금)~9월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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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스

한국문화 체험교실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9월 13일(화)~25일(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2022 in Tokyo 행사와 연계하여,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로, 한일종이문화진흥협회 최은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종이접기)한국전통문양 노리개
만들기’ 체험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쉽고 재미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기획으로 노리개 체험 키트 이외에 이제까지 영상으로 보내드린 한국문화체험키트 중에서 추가로
2가지 체험키트를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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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스

한류, 맛집 기행, 관광 그리고 미용과 문화까지 한국의 매력을 더 알 수 있는 한국여행검정.
‘세븐럭 카지노편’과 ‘한류편’ 을 준비하였으며, 문제를 다 푸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

한국여행검정 스페셜편 / 한국관광공사
9월 16일(금)~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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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스

[세븐럭 카지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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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검정 스페셜편 / 한국관광공사
9월 16일(금)~30일(금)



온라인 부스

[한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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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검정 스페셜편 / 한국관광공사
9월 16일(금)~30일(금)



온라인 부스

책방 ‘스루가다이’ / 스루가다이 출판사
9월 20일(화)~26일(월)

김연수 작가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사월의 미 칠월의 솔』 및 추천 한국어 학습서 등을 소개.
퀴즈에 참가하신 분 중 10분을 추첨하여 도서 선물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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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스

책방 ‘HANA’ / HANA
9월23일(금) ~ 25일(금)

<기간한정>HANA 온라인 샵 할인판매

기간 : 2022년 9월 23일(금) 0:00 〜 25일(일) 23:59까지
배송 : 2022년 9월 28일(수)부터 순차 발송
판매 사이트 : HANA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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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스

일한학생미래회의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터디 및 기획 행사 등을 온라인으로 체험.
YouTube를 통해 스터디 모습을 보며 댓글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

일한학생미래회의(JKSFF)
‘일한 고등학생 교류캠프🇯🇵🇰🇷’ OB/OG 단체로서 ‘일한경제협회’ 후원으로 2006년 설립한 학생단체.

일한학생 미래회의 ‘대학생의 한일 교류’/일한학생 미래회의【JKSFF】
9월 2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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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報・PR관련

인플루언서 홍보 ＜YouTube＞

⚫ 출연 인플루언서 : 후지이 미나(배우)

⚫ 내용 : 한국 전통 악기에 도전

⚫ 영상 공개일 : 2022뇬 9월 22일(목)

#藤井美菜 #日韓交流おまつり

한일축제한마당에참가하게된미나의풍물놀이체험기
https://www.youtube.com/watch?v=VHgB5e9Tg0w&t=3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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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報・PR관련

인플루언서 홍보⑵＜Instagram Live＞

⚫ 인플루언서 : 후지이 미나(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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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보도관련

보도 매체 일람-1

36

WEB

NO 露出日 媒体名 媒体社 内容

1 8月17日 Kstyle LINE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が3年ぶりに東京・日比谷公園にて開催！K-POP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には2組が参加

2 8月17日 Yahoo!ニュース ヤフー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が3年ぶりに東京・日比谷公園にて開催！K-POP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には2組が参加

3 8月17日 livedoorニュース LINE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が3年ぶりに東京・日比谷公園にて開催！K-POP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には2組が参加

4 8月17日 Korepo 韓国通信株式会社 第 14 回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 開催 「また会える喜び」 3 年ぶり日比谷公園で開催！+ Online 配信！K-POP 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観覧募集開始！ 抽選で合計 300 名様を無料ご招待!

5 8月18日 韓スタ ポリフォニー・ミュージック 「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3年ぶりに日比谷公園で9/24、25開催！+Online配信！K-POPアイドルの登竜門、K-POP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観覧募集！

6 8月18日 Let's ENJOY TOKYO 株式会社レッツエンジョイ東京 日韓交流おまつり2022 in Tokyo

7 8月18日 韓ペン～Kanpen～ ジェミニエンタープライズ 3年ぶり！9 月 24 日（土）～9 月 25 日第 14 回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 （日比谷公園＆online）開催。9 月 25 日（日）に行われる K-POP 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2組出演）観覧募集！応募締め切り8月31日

8 8月19日 韓流MPOST 韓流MPOST 『第14回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3年ぶりに日比谷公園で開催！K-POP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観覧募集開始！

9 8月19日 연합뉴스 연합뉴스 도쿄 한일축제한마당 '한일교류 퀴즈대회' 참가자 모집

10 8月20日 연합뉴스 연합뉴스 9월 서울·도쿄서 양국 시민 참여하는 한일축제한마당

11 8月24日 Walkerplus 株式会社KADOKAWA 第14回日韓交流おまつり2022 in Tokyo開催 -「また会える喜び」 3年ぶり日比谷公園で開催！+ Online配信日時：2022年9月24日（土）～9月25日（日）会場：日比谷公園噴水広場（東京都千代田区日比谷公園1）

12 9月1日 TimeOut オリジナル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

13 9月8日 Kstyle LINE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日比谷公園での開催中止を発表…9月24日（土）にオンラインで開催へ

14 9月8日 Yahoo!ニュース ヤフー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日比谷公園での開催中止を発表…9月24日（土）にオンラインで開催へ

15 9月8日 livedoorニュース LINE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日比谷公園での開催中止を発表…9月24日（土）にオンラインで開催へ

16 9月8日 ORICON NEWS オリコン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17 9月8日 Yahoo!ニュース ヤフー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18 9月8日 livedoorニュース LINE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19 9月8日 ニフティニュース（@niftyニュース） ニフティ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0 9月8日 エキサイトニュース エキサイト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1 9月8日 ウーマンエキサイト エキサイト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2 9月8日 BIGLOBEニュース ビッグローブ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3 9月8日 Infoseekニュース 楽天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4 9月8日 gooニュース エヌ・ティ・ティ レゾナント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5 9月8日 dメニューニュース 株式会社NTTドコモ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6 9月8日 ニコニコニュース 株式会社ドワンゴ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7 9月8日 Ameba News（アメーバニュース） 株式会社サイバーエージェント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8 9月8日 mixiニュース 株式会社ミクシィ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29 9月8日 @T COM（アットティーコム） 株式会社TOKAI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0 9月8日 プリキャンニュース GMOメディア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1 9月8日 エンタメポスト ノアドット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2 9月8日 NEWS Collect（ニュースコレクト） ノアドット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3 9月8日 TOKAI NETWORK CLUB 株式会社TOKAI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4 9月8日 47NEWS 株式会社全国新聞ネット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5 9月8日 Web東奥 株式会社東奥日報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6 9月8日 IWATE NIPPO（岩手日報） 株式会社岩手日報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7 9月8日 山形新聞 株式会社山形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8 9月8日 福島民友新聞 株式会社福島民友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39 9月8日 茨城新聞クロスアイ 株式会社茨城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0 9月8日 中日新聞（CHUNICHI Web） 株式会社中日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1 9月8日 北國新聞 株式会社北國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2 9月8日 福井新聞ONLINE 株式会社福井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3 9月8日 AGARA 紀伊民報 株式会社紀伊民報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4 9月8日
FM NACK5 79.5MHz（エフエムナック
ファイブ）

株式会社エフエムナックファイブ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5 9月8日 山陽新聞digital 株式会社山陽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6 9月8日 愛媛新聞ONLINE 株式会社愛媛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7 9月8日 徳島新聞Web 株式会社徳島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8 9月8日 西日本スポーツ 株式会社西日本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49 9月8日 佐賀新聞LiVE 株式会社佐賀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50 9月8日 南日本新聞 株式会社南日本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51 9月8日 Felia!（フェリア） 株式会社南日本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52 9月8日 大分合同新聞 株式会社大分合同新聞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53 9月8日 沖縄タイムス＋プラス 株式会社沖縄タイムス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54 9月8日 メ〜テレ（メーテレ） 名古屋テレビ放送株式会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55 9月8日 FMK エフエム・クマモト 株式会社エフエム熊本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56 9月8日 日本タレント名鑑 株式会社VIPタイムズ社 『日韓交流おまつり』3年ぶりリアル開催を中止「誠に心苦しい限り」今年もオンラインで実施へ

57 9月8日 韓ペン～Kanpen～ ジェミニエンタープライズ 第 14 回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日比谷公園での開催中止。オンライン開催のお知らせ

58 9月15日 Kstyle LINE株式会社 T1419「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の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に参加決定！

59 9月15日 Yahoo!ニュース ヤフー株式会社 T1419「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の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に参加決定！

60 9月15日 livedoorニュース LINE株式会社 T1419「日韓交流おまつり 2022 in Tokyo」のシークレットコンサートに参加決定！



보도관련

보도 매체 일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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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사

TV・신문



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Channel A 、DATE:20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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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도쿄신문、DATE: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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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지바일보、DATE:2022/9/25）

41



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시즈오카 신문、DATE:2022/9/25）

42



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통일일보、DATE:20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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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WEB（일부）



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Kstyle 、DATE:2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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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Yahoo!뉴스、DATE: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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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livedoor뉴스、DATE: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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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세계일보、DATE: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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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MBN、DATE:2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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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도쿄신문(TOKYO Web) 、DATE:2022/9/25）

50



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47NEWS、DATE:2022/9/25）

51



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NHK NEWS WEB 、DATE:2022/9/25）

52



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WWS channel、DATE:2022/9/25）

53



54



보도관련

보도기사（MEDIA：마이니치 신문、DATE:20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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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사진



무대

기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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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진

라이브 방송 송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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