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사업계획

2016년10월28일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실행위원회

개최개요

명칭 등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7,KYOTO
（테마）「동아시아가 고동치다」 ( The Beat of East Asia)
（로고 마크）

교토의 전통 공예품인 「교누이(京繍:교토
자수)」「니시진오리(西陣織:니시진 직물)」
「교 쿠미히모(교토 끈목)」「교 후사히모(교토
끈목매듭」등으로 「실」을 모티프로 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개최를 계기로 교토시
창사시 대구광역시로부터 동아시아로 이어지고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창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최기간

2017년 2월~11월(행사 집중기간은 9월 ~ 11월）
※2016년 11월３일에 사전행사 사업을 실시

주

최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실행위원회, 교토시, 문화청(공동개최)

장

소

ROHM 시어터 교토, 교토 예술센터, 니조성 등 교토시내 각처

비

전

● 「세계문화 자유도시 선언」의 이념에 의거하여 여러 과
제와 차이를 넘어, 다양하고 성숙한 문화가 공생하는 동아시
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교류 촉진을 시도하고, 시민이 다양
한 문화를 향수함으로써 세계로 이어지는 문화 교류 거점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시민들이 동아시아의 도시와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교토 문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인재
창조」와 문화예술을 핵심으로 교육, 산업, 관광, 지역 진흥
등 여러 분야가 융합한 「도시 조성」을 진행시킨다.
● 문화청의 전면적인 교토로의 이전과 2020년의 도쿄 올림
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서의 가일층의 발전을 지향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청 사업개요에서 발췌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의 3국에 있어, 문화예술에 의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
를 선정하고, 그 도시에서 현대예술 문화와 전통문화, 또한 다채로운
생활 문화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것. 이
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의 상호이해·연대감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과
아울러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의 국제 발신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된 도시가 그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
서, 문화예술·크리에이티브 산업·관광의 진흥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실
시를 계기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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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개요

2017년 개최도시

교토시, 대구광역시(대한민국), 창사시(중화인민공화국)

교토시는 2016년 8월 28일에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한국·대구광역시, 중국·창사
시와 함께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패 수여식

●

교토시 (일본)

인구는 약 147만명. 14개 세계문화유산과 2000을 넘는 신사
불각이 시내 곳곳에 점재하는 역사도시이자 일본 국내에서, 또
한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관광도시이며, 아울러 대
학·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이 집결하는 학
술 연구도시, 저탄소·순환형 도시 조성의 모델을 발신하는 환경
선진도시이다. 또한 전통산업으로부터 첨단산업까지가 공존하
는 제조도시이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이다.

●

창사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호남성의 성회도시이며, 인구는 약 704만명. 많은 부장
품이 출토한「마왕퇴한묘」를 비롯하여, 많은 귀중한 문화재가
남겨져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학부인 「악록서원」이 있으며,
지금도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는 학술 연구도시이기도 한다.
하이텍 산업의 진흥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어, 일본 기업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서울, 부산에 이어 한국 제3의 도시이며, 인구는 약 248만명.
영남지방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옛부터 발전해왔으
며, 많은 사찰과 문화재가 존재한다. 대구문화예술 회관과 대구
미술관 등, 많은 문화시설이 있는 것 외에 야구와 축구 프로 팀
이 거점을 두는 등,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가 융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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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체 테마(5가지 지표)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개최로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교토의 문화력을 발전시켜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가일층 제고하면서 문화의 힘으로 국내
전체와 연결되고 문화청의 전면적인 교토 이전으로 이어주는 것과 더불어 2018년에 한국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중국 베이징과 같이 한중일에서 연속 개최될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를
위해 동아시아의 상호이해와 연대감의 촉진에 공헌하기 위해 다음 5가지 테마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１ 아티스트가 모이는 플랫폼 형성을 통한 국내 및 동아시아와의 문화교류
촉진 및 평화적 발전의 공헌
ROHM 시어터 교토와 교토 예술 센터를 거점으로 동아시아의 도시와 아티스트의 상호교
류를 촉진함으로써,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아티스트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을
형성하고 교류를 전국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문화로 일본을 활기차게 하는 것과 더불어 동
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에 공헌한다.

２

일본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생활에 뿌리내린 문화의 계승과 매력 발신

일본의 미의식과 가치관, 삶의 철학, 생활 미학, 정신적 풍요로움 등, 일본의 마음 고향인
교토의 생활 문화의 매력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발견하고 차세대로 전하는 것과 더불
어 문화 행사와 교류사업 등을 통해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로 전달해나감으로써 평화, 환
경, 공생사회 추진으로 이어준다.

３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에 의한 새로운 문화 창조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비롯하여 현대미술, 음악, 무대예술, 만화·애니메이션 등, 폭 넓은 교
토의 문화력이 장르를 넘어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아티
스트의 협연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공명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４

차세대 문화예술을 떠맡을 인재,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

한국 중국의 개최도시로 청소년과 젊은 예술가 등을 파견하거나 이 사업의 기획 운영 등
에 대학생과 젊은 큐레이터 등을 적극 기용함으로써 국제감각이 뛰어난 차세대의 문황예술
을 떠맡을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시민들의 사업 운영 참가와 여러 단체와의 제휴로 문화예술을 지탱할 인재를 육성
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업을 도시전체로 복돋우어 나간다.

５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 조성의 추진

세대를 불문한 시민과 국내외의 교토 방문자가 문화예술에 접하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
를 창출함과 동시에 니조성(二条城)을 비롯한 문화재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의 역사적 자
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자원의 발굴, 소셜 이노베이션의 창출 등, 문화예술을 핵심으로
관광, 산업,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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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직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 실행위원회 (경칭생략·무순）
구분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오브저버

예술감독

성함

곤도우 세이치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예술문화협회 이사장, 전 문화청 장관

히라타케 코우조

교토시 문화예술 정책감

오오시타 요시유키

미츠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예술·문화 정책 센터장

사사키 마사유키

도시샤(同志社)대학 경제학부 특별 초빙 교수

사노 마유코

국제 일본 문화연구센터 조교수

시오에 코우조

교토시 미술관장

오쿠하라 츠네오키

교토 상공회의소 전무이사

토요타 히로카즈

일반사단법인 교토경제 동우회 사무국장

하세가와 준이치

공익사단법인 교토시 관광협회 전무이사

야마우치 히데아키

공익재단법인 교토문화교류 컨벤션뷰로 전무이사

후쿠다 가즈히로

국제교류 기금 교토 지부장

야마우치 키요시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전무이사

가츠라 요시히코

공익재단법인 대학 컨소시엄 교토 전무이사

후지이 코우이치로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음악예술 문화진흥재단 전무이사

요시다 마치에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예술문화협회 전무이사

미타 마사시

교토 신문사 편집국 문화부장

카시와 나오키

일본방송협회 교토방송국 부국장

기타야마 코우지

문화청 장관 관방국제과장

아리타 마사히데

교토시 교육장

가수야 노리코

교토시 관광정책감

츠지 토모유키

교토시 종합 기획국 프로젝트·국제화·정보화 담당국장

하 태윤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이 천연

중화인민공화국 주 오오사카 총영사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지역정책과장

하나우치 미사코

경제산업성 긴키 경제산업국 산업부장

모리시타 토루

교토부 문화스포츠 부장

다테하타 아키라

교토예술센터 관장

어드바이저 고야마 쿤도우
감사

소속 등

교토관 관장

다카하시 가즈히로

유한책임 감사법인 토마츠 감사사업본부
간사이 사업부 교토 사무소 파트너

요시다 요시히코

교토시 문화시민국 공동참획 사회추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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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성
●주최 행사
사업명

실시시기

사전행사 사업

2016년
11월3일

개막을 앞두고 심포지엄과 워크샵, 음악, 아시아의 요리
도 즐길 수 있는 사전 행사 이벤트를 개최하고, 사업을
널리 알리고 한중일의 우호를 위한 분위기를 고양.

2

오프닝 사업

2017년
2월〜3월

한중일 3 도시의 대표 등을 초대한 개막기념 행사와 한중
일을 테마로 한 전통예능의 공연, 음식 심포지엄 등을 개
최.

3

한중일 문화
교류사업

4월〜11월

청소년과 젊은 아티스트 등이 한중일의 도시를 상호 방문
하고 각 도시의 생활이나 문화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문화
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창출.

4

행사집중 기간
사업

9월〜11월

새로운 문화 창조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장르가
융합하는 교토의 특징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

2월〜11월

(전통예능 등)
시민이 다도, 꽃꽂이, 일본 전통 음악, 노가쿠, 일본 무용
등, 교토가 길러온 문화·예술에 접하고 그 매력을 재발견
하고 차세대로 전해가는 공연 등을 개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등과의 제휴사업)
교토의 문화를 지탱하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등과 제휴
한 사업의 실시.

11월19일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중일 3
도시에 의한 교류를 미래로 이어가는 폐막기념 행사 등을
개최.

1

5

6

교토의 문화력
사업

클로징 사업

내용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와 관련사업(정부와의 제휴 사업)
사업명

1

2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한중일 예술제

실시시기

내용

미정

2017년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교토시에서 개최.
문화장관 회의에서 2018년의「동아시아 문화도시」개최
도시가 결정.

미정

한중일의 뛰어난 전통문화와 현대의 예술적 발전의 성
과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 맞
춰 개최.

3

동아시아문화
도시 서밋

미정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수장(2017년 시점에서 12명) 및
ASEAN 문화도시의 수장(2017년 시점에서 4명)이 참석
해서 동아시아의 도시간 문화교류에 대해 의논하는 동아
시아 문화도시 서밋을 개최.

4

한중일
문화예술 교육
포럼

미정

한중일의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행정관, 연
구자, 실천자 등)에 의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5

사업의 구성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등과의 제휴사업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의 개최로 동아시아의 상호이해와 연대감의 형성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에 의한 도시 조성을 가일층 진행시키는 것과 더불어 이 사업의 성과를 계승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
단체, NPO, 대학, 기업 등의 사업 시도와 제휴를 하면서 교토의 도시 전체에서 사업을 실시한다.
◆ 공동기획 사업
교토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개최를 계기로 한 새로운 사업을
실행위원회와 시민 등이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사업
◆ 파트너십 사업
교토를 거점으로 개최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있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에 맞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동아시아」를 테마로 넣어 실시하는 사업
◆ 프렌드십 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개최기간 동안에 시내에서 개최될 여러 문화예술 이벤트에 있어
로고의 상호 게재 등 홍보 등에서 제휴 협력하는 서업

1

2

3

사업명

사업(예정)※

공도기획사업

●「교토 학생제전」과 대학 등과 제휴한 한중일의 대학생 및 유학생에
의한 문화교휴 이벤트 등
●공익재단법인 일본 한자능력 검정협회(한자 뮤지엄)과 제휴한 한중일
공통 808 글자 등을 주제로 한 전시 등
●교토시립예술대학을 비롯하여 시내의 예술계 대학과 제휴한 동아시아
출신의 작가의 작품 등을 전시하는 미술 전시회
●동아시아와 인연이 깊은 문물을 수장·연구하는 박물관, 미술관과 제휴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재에 관한 테마 전시, 강연 등
●여행사와 공동 실시하는 교토의 한국 중국과 인연이 깊은 곳을 돌아다니
는 투어 등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업 등과 제휴하고, 문화예술이 도시조성으로 전개
하는 실험적인 사업
●문화예술 정책을 진행시키는 시정촌(시읍면) 등으로 구성하는「창조도시
네트워크 일본(CCNJ)」과 제휴한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세미너

파트너십 사업

●「KYOTOGRAPHIE 교토국제 사진제」에서의 한국 중국 출신의
사진작가의 작품전시와 이벤트 등
●「교토 국제 영화제」에서의 한중 영화 작품의 상영과 이벤트 등
●「시민 후레아이 스테이지」등, 시가 주최하는 사업에서의 한국 중국의
전통악기와 무용 등의 공연 등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을 위한 사업에서 행렬
재현과 심포지엄 등
●장애자의 예술표현에 관한 사업과의 제휴
●예술계 대학의 학생 등에 의한 아트 이벤트와의 제휴

프렌드십 사업
(홍보제휴)

●시민이 주최하는 여러 이벤트와 로고마크의 상호 이용과 홍보지에서의
정보 게대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각 사업의 참가자 등에 의한 칼럼의 연재
●숙박시설과 제휴한 이벤트 가이드의 배포 등

※협의중이거나, 앞으로 협의를 예정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되므로 변경될 경우가 있다.
※앞으로 사업모집을 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시도록 홍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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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스케쥴
년
월
１

２

사전행사 사업

오프닝 사업

2016
11

12

2017
1

2

3

4

5

6

7

행사집중 기간

8

9

10

11

12

●
사전행사
11월3일
●
개막기념행사
환영리셉션
2월18일
●
음식 심포지엄
3월5일
●
전통예능공연
3월19일
한중일 문화 위크 in 교토
청소년 상호 파견
아티스트 등의 상호파견

３

４

한중일 문화
교류사업

●
창사시
오프닝 사업
４월18일
●
대구광역시
오프닝 사업
5월8일

창사시
대구광역시
폐막기념행사

현대미술, 음악
무대예술, 민화·애니메이션

행사집중 기간
사업

●
전통예능공연(니조성)
10월13일·15일

교토의
문화력 사업
(전통예능 등)

꽃꽂이 전시회

일본 전통음악의 연주회

５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등과의
제휴사업

６

사업모집 등
사업(제휴)실시

●
폐막기념행사
11월19일

클로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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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실시

사업내용
1.

회기: 2016년11월3일(목·공휴일)
장소: ROHM 시어터 교토, 오카자키 공원

사전행사 사업

개막을 앞두고 심포지엄과 워크샵, 음악, 아시아의 요리도 즐길 수 있는 사전 행사
이벤트를 개최하고, 사업을 널리 알리고 한중일의 우호를 위한 분위기를 고양.
(시간) 10:00〜12:00
(정원) 250명

●사전 심포지엄

(장소) 노스 홀

「바다를 건너는 문화〜동아시아와 교토의 매력~」
역사, 문화, 종교, 외교의 각 분야에서 문화진흥과 국제교류 사업을 실천해 오신 분들이 등단하시고
동아시아의 교류의 시점으로「동아시아와 교토의 매력」에 대해 생각하는 심포지엄. 동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문화교류를 진행할 이 사업의 의의와「세계문화 자유도시」교토의 역할을 명시한다.
출연자(경칭생략, 무순)

■ 한중일 전통악기
등에 의한 퍼포먼스

■ 심포지엄

요코야마 카요코(쟁)

내비게이터

이노우에 미츠오

센 소우오쿠

・ 교토시 역사자료관 관장

・ 무샤노코우지셍케

양 설원(중국 피리)
김 일지(한국무용)

15대 후사
마츠우라 토시아키

곤도우 세이이치

・ 미부데라 부주지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프리

야기 사키

실행위원회 위원장

● 오케스트라 KYOTO !

아나운서

(시간) 15：00〜16：30
(장소) RHOM 스퀘어 ※우천시 노스 홀 (정원) 연주자 100명

악기를 비롯한「소리가 나는 것」을 각자 들고와서 지휘자에 맞춰 즉흥으로
합주를 한다.
NHK 연속 드라마「아마짱」의 음악과 사뽀로 국제예술제 2017의 게스트 디
렉터 등 폭 넓게 활약하는 음악가·오오토모 요시히데씨가 연출하고 국적, 나이,
성별, 음악 경력 등의 차이를 넘어서 모여, 서로 다른 음색이 공명하고,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킨다.

● 아시아의 음식 회랑

(시간) 11:00〜16:00
※자유 입퇴장

(장소) 오카자키 공원

아시아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포장마차를 출점. 아시아를 미각으로 체감하는 음식 이벤트를 개최한다.

●PikaPika 워크샵

(시간) 18:00〜20:00
(정원) 100명

(장소) 노스 홀

교토를 거점으로 활약중인 아티스트이며,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프로모션 영상을
제작하는「토치카」에 의한 펜라이트의 빛의 궤적을 사용한 아트「PikaPika」의 제작
체험을 하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동일 개최
●코코카 오픈 데이(10:00~16:00)
장소: 교토시 국제교류회관

●메이린 아워 ♯３ 특별편 (13:00~14:30)
「동아시아 문화도시~나라에서 교토로~」
장소: 교토 예술센터 프리 스페이스
출연자 (경칭생략·무순)
다테하타 아키라, 히라타 오리자,
키다가와 후람, 하시모토 유스케

●KYOTO EXPERIMENT 2016 Autumn
이케다 료지 설치 미술(일몰~22：00)
장소: RHOM 시어터 교토 RHOM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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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2.

회기: 2017년2월18일 (토)~3월
장소: ROHM 시어터 교토 메인 홀 외

오프닝 사업

일년 동안의 교류의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창사시로부터 교류단을 초대한 개막기념행사와
한중일 전통예능 공연, 한중일에 공통된 음식 재료를 테마로 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

●개막기념 행사(교토)

(일시) 2017년 2월 18일 (토) 13:00〜17:30 예정
(장소) ROHM 시어터 교토 메인 홀 (정원) 2,000명

○ 오프닝 연주(현악 앙상불)
【출 연】 교토시 교향악단
○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개최도시 소개
영상에 의한 개최도시 소개
○ 문화교류공연
［교토］「noh play- ＴＡＭＵＲＡ-」
교토의 젊은 노가쿠시와 현대미술가에 의한 작품
【출연】경칭 생력·무순
야마가미 히로유키, 우라타 야수히로,
우라타 야수치카, 가타야마 싱고,
하야시 소우이치로 외
［한국·중국］
각 도시에서 파견되는 문화사절단에 의한 공연

교토시 교향악단

「noh play- ＴＡＭＵＲＡ-」

○ 개회선언
교터시장에 의한 개막선언. 한국·중국의 개최도시 대표와 함께
이 사업을 통한 교류 촉진을 확인한다.
○ 게스트 아티스트에 의한 기념 콘서트
교토출신으로「교토 음악박람회」를 주최하는 등, 교토의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쿠루리」를 맞이하고 토크＆라이브
쇼를 한다.

쿠루리

쿠루리(기시다 시게루·사토 마사시·황황)
1996년 9월쯤,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교토시 기타쿠)의 음악 동아리
「락·코뮌」에서 결성. 고금동서 여러 음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활약, 활동하는
락밴드.

●환영 리셉션

(일시) 2017년 2월 18일(토) 18:30~20:30
(장소) 시내 호텔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의 개막을 축하하여 개막 기념행사에
출석하신 한중일 정부 관계자, 대구광역시 대표단, 창사시 대표단, 이 사업에
참획하실 관계자 등의 교류의 자리로서 개최한다.
꽃꽂이「미쇼류(未生流)사사오카(笹岡)」종가 사사오카 류호(笹岡隆甫)씨
프로듀스에 의한 공간 연출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대사「교 마이코(舞

사사오카 류호
촬영:오카모토 타카시

妓)」에 의한 춤 등으로 환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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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일시) 2017년 3월 5일 (일) 시간 미정
(장소) 교토조리사 전문학교 (정원) 미정

●음식 심포지엄 등

한중일의 공통된 음식 문화인「쌀·벼농사」를 테마로 한 심포지엄과 음식 데먼스트레이션·
시식 등을 실시한다.

●전통예능 공연
Traditional Trial ~동아시아 문화도시~

(일시) 2017년 3월 19일 (일) 시간 미정
(장소) 교토예술센터 강당
(정원) 200명

한중일 전통예능 등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를 체감하는 공연을 개최한다.

＜내용＞

※출연자 등 경칭생략

○ 교겐(狂言)×중국변면「카라쿠리 인형」

일본 희극인 교겐(狂言)과 중국·쓰촨성에 전해오는 전통예능「천극」의「변면」을 합친
창작작품. 헤이세이에서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카라쿠리 인형을 둘러싼 영주와 사기꾼의
이야기를 공연한다.
【작·연출】

무라카미 신타로

【출

시게야마 셍고로(오오쿠라류 교겐사)
시게야마 시게루(오오쿠라류 교겐사)
강 봉(중국 변면왕)
나카무라 쥬케이(일본 전통음악 반주자)
이구치 타츠야(오오쿠라류 교겐사)

연】

교겐×중국변면 「카라쿠리 인형」

○ 일본 전통음악×한국무용×음악

동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하는 작곡가·박수현의 작품을, 일본 전통음악
나가우타(長唄)의 샤미셍과 한국의 전통 무용, 대금, 이호 등을 더한 편성으로 신곡도 함께
선보인다.
【출

연】

박 수현(작곡)
김 일지(한국무용)
기네야 히로키(샤미셍)
최 이영(피아노)
이 재수(대금)
시미즈 히사에(이호)
가타야마 카코(소프라노)

【기획·제작】

박 수현

교토 예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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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문화교류사업

회기: 2017년 ４월~12월
장소: 시내 및 대구광역시, 창사시 등

청소년과 젊은 아티스트 등이 한중일의 도시를 상호 방문하고 각 도시의 생활이나 문화
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창출.
각 개최도시에서 개최도시의 문화예술 등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이벤트도 개최.

(일시) 2017년 7월〜8월의 1주일

●한중일 문화 위크 in 교토

(장소) 시내 각처
한중일 3도시의 아트와 예능, 전통공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전시와 예능사절단
에 의한 공연을 통해 3도시의 우호를 깊게 하는「한중일 문화 위크」를 개최한다.
◆한중일 청소년 교류와 각 개최도시의 문화사절단에 의한 공연
◆일본의 학생과 한중 유학생에 의한 프레젠테이션과 각 도시의 문화를 전하는 전시 등
(일시) 2017년 7월〜8월

●청소년의 상호 파션

(장소) 한중일의 각 개최도시

한중일 3도시간의 청소년 상호교류를 통해,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의 상호이해와 연대감을
심화시켜, 평화·공생·교류의 관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나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토시에서의 실시는「한중일 문화 위크」에 맞춰 개최한다.
◆프로그램 예: 음악, 미술 , 다도, 꽃꽂이, 전통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체험 등

(일시) 2017년 4월〜11월

●아티스트 등의 상호파견

(장소) 한중일의 각 개최도시
한중일의 젊은 예술가와 크리에이터 등이 3도시간에서 체재 제작과 공동제작 등을 실시하
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예술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상호교류의 성과를 교토 예술센터 등에서 발표한다.

●한중 개최도시
개막기념 행사·폐막기념 행사로의 파견

(일시) 2017년 4월〜5월· 11월〜12월
(장소) 한중의 각 개최도시

교토시 예술 신인상과 교토시 예술문화 특별장려자 등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 예술가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대사「교 마이코(舞妓)」등을 파견하고, 차세대의 문화예술을 짊어질
인재육성으로 이어간다.
◆교겐(狂言)
◆일본 전통 음악
◆일본 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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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중 기간 사업
「아시아 회랑–Asian Corridor-」

회기: 2017년 9월~11월
장소: 시내 각처

새로운 문화 창조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장르가 융합하는 교토의 특징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행사집중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실시.
다테하타 아키라 예술감독
교토 예술센터 관장
다마(多摩)미술대학학장 외

●현대미술 부문
세계유산·니조성을 메인 행사장으로 한중일의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아티스트에 의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한, 야나기 미와씨의 무대차량을
사용한「일륜의 날개(日輪の翼)」공연도 개최한다. 교토 예술센터에서는
중견, 신진의 작가를 중심으로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개최일정) 2017년 9월〜11월 예정
(장
소) 옛 이궁 니조성, 교토 예술센터 외

옛 이궁 니조성

●음악부문
○ 교토의 가을 음악제에서의 교토시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히로카미
준이키씨와 교토시 교향악단이 차세대를 짊어질 동아시아 출신의 클래식
아티스트와 협연하고, 음악의 미래를 느끼는 공연을 개최한다.
(개최일정) 2017년 11월 5일(일) 예정
(장소) 교토 콘서트 홀

교토시 교향악단

○ 일본 전통 음악, 락, 재즈, 팝스, 월드 뮤직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이 이어지는 축제「Sound
Exhibition 2017~음악의 전시회(가칭)」를 시내 각처에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개최한다.
(개최일정) 2017년 9월〜10월 (장소) 시내의 음악관계시설 외

●무대예술 부문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교토 국제무대 예술제(KYOTO EXPERIMENT)가 처음으로
한국·중국의 아티스트를 초빙해서 작품을 발표한다. 또한 교토를 거점으로 하는 아티스트가
동아시아를 테마로 한 신작을 제작·발표하는 것 외에 한중일의 아티스트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개최일정) 2017년 10월 14일(일)~11월 5일 (일) 예정
(장
소) ROHM 시어터 교토, 교토 예술센터,
교토 예술극장 슝슈자(春秋座), 후민 홀 아르티

아다치 토모미 × contact
Gonzo 『데스랑 바시리』
photo: Yoshikazu Inoue

●만화·애니메이션 부문
만화·애니메이션에 의한 한국·중국·일본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① 한중 개최도시의 특선 요리 등을 일본의 유명 미식 만화가가 그리는 만화로 소개하는
기획전과 그 만화가에 의한 특선 요리의 실제 출연 토크 쇼 등을 실시한다.
(개최 일정) 2017년 9월~11월 경 예정 (장소) 교토 국제만화 뮤지엄
② 한중 만화 관련 단체 등과 제휴하고 만화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많은 일본의 만화 출판사
편집부가 교토 국제 만화·아니메이션 페어(교마후)장소에 모인다.「만화 출장 편집부」에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를 초대한다.
(개최일정) 교마후 2017 가간내
(장소) 미야코 멧세 외
③ 한중일 크리에이터에 의한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회. 각 나라에서
선발된 5명이 팀을 짜고 애니메이션 작품의 승패를 겨룬다(관객 박수
음량 등으로 승패를 결정). 크리에이터들의 교류 투어도 실시한다.
교토 국제 만화 뮤지엄
(개최일정) 미정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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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017년 2월~11월
장소: 니조성, 교토 예술센터, 시내 각처

교토의 문화력 사업

시민이 다도, 꽃꽂이, 일본 전통 음악, 노가쿠, 일본 무용 등, 교토가 길러온 문화·예술에
접하고 그 매력을 재발견하고 차세대로 전해가는 공연 등을 개최.
많은 시민, 단체, NPO, 대학, 기업 등의 사업 시도와 문화의 힘으로 이어지고 교토 도시 전
체로 사업을 실시.

●세계유산 니조성에서의 전통예능 공연

(일시) 2017년 [노가쿠]10월13일(금)
[교마이]10월15일(일)
(장소) 니조성 니노마루 고텡 부엌

세계유산 옛 이궁 니조성 니노마루 고텡 부엌(중요문화재)을 무대로 한
일본의 전통예능을 대표하는 교마이(京舞)와 노가쿠(能楽)의 특별한
공연을 개최.
시민과 국내외에서의 관광객이 동아시아의 교류로 인해 찾아오고,
일본의 정신문화 속에서 연마된 전통예능의 역사와 매력을 재발견함과
동시에 국내외로 전해간다.
＜전개 예＞
◆해외 방문자와 교토 재주의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좌석을 준비
◆전통예능의 매력을 전하는 한중영일 표기에 의한 프로그램 배포

●꽃꽂이 전시회와 일본 전통음악의 연주회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가까이 교토의 전통문화와
전통예능에 접하고, 그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도록 꽃꽂이 전시회와 일본 전통음악의 연주회를
개최한다.

니조성 니노마루 고텡 부엌

(일시) 2017년 [꽃꽂이] 6월
[전통음악]9월~10월
(장소) 교토 예술센터

꽃꽂이 전시회
협력:교토 꽃꽂이 협회

전통음악 연주회
협력:（공재）교토예술문화협회

(시기) 2017년 2월~11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등과의 제휴

(장소) 교토 시내 각처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계기로 문화의 힘에 의한「도시 조성」을 가일층 진행시킴과 동시에 이
사업의 성과를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널리 시민 등에 제휴를 호소하고 도시 전체에서 사업을 실
시한다.
◆ 공동기획 사업
교토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개최를 계기로 한 새로운 사업을 실
행위원회와 시민 등이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사업
◆ 파트너십 사업
교토를 거점으로 개최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있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에 맞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동아시아를 주제로 넣어 실시하는 사업
◆ 프렌드십 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개최기간 동안에 시내에서 개최될 여러 문화예술 이벤트에서
홍보 등에서 제휴 협력하는 서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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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사업

회기: 2017년11월19일 (일)

장소: ROHM 시어터 교토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중일 3도시에 의한 교류를 미래로
이어가는 폐막기념 행사 등을 개최.

●폐막기념 행사

(일시) 2017년 11월 19일 (일) 시간 미정
(장소) ROHM 시어터 교토 메인 홀 (정원) 2,000명

◆ 대구광역시, 창사시의 문화사절단 등에 의한
무대공연
◆ 교토와 인연이 깊은 아티스트에 의한 콘서트
◆ 한중일 개최도시에 의한 공동선언 등

14

홍보계획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석하시고, 시 전체로 분위기를 돋울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대사「교 마이코(舞妓)」
무용은 물론, 샤미셍과 츠즈미, 나가우타 등의 전통 기예와 전통
문화를 지키고 전하는 기온코우부(祇園甲部),마야가와초(宮川町),
폰토초(先斗町), 카미시치켄(上七軒),기온 히가시(祇園東)의 교토의
다섯 화류계의 마이코를「교 마이코」로서 교류 대사로 임명하고
한국, 중국의 기념행사에서의 출연 등을 통해 교토의 문화예술, 전
통공예, 환대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업을 국내외에 널

협력:(공재)교토 전통 기예진흥재단

리 PR한다.

●홈페이지에서의 정보 발신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WEB사이트를 작성하고, 이 사업의 정보 외에 교토의 여러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게재한다.
또한, Facebook과 Twitter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하고도 제휴하고 실시간으로 정보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교토Wi-Fi」를 활용하고, 관광객 등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폰 대응으로 한다.
◆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정보발신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각 사업의 개최안내와 참가자 모집
・동아시아 문화도시 각 사업의 실시상황의 발신(SNS)
・프로모션 비디오의 게재
◆ 교토의 폭 넓은 문화예술의 정보발신
・시민주최의 교토의 여러 문화예술 이벤트 정보
・교토시가 주최하는 사업(외곽단체를 포함)의 이벤트 정보
◆ 칼럼
・교토에 있는 동아시아와 인연이 깊은 역사 유적, 인물 등의 소개
・교토 재주의 아티스트와 문화인에 의한 특집 기사

●프로모션 영상의 작성
교토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젊은 아티스트 유닛「토치카」가 펜라이트의
빛의 궤적을 사용한 아트작품「PikaPika」를 베이스로 아름다운 교토의 풍
경 영상과 최첨단 영상기술을 구사한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의 프로모션
영상을 제작한다.
◆ 시민 참가의 워크샵 개최

「PikaPika」의 영상제작을 시민이 체험하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의 모습이나 제작한
작품은 프로모션 영상의 일부로서 사용한다.
◆ 교토시내 여러 곳에서 전개
시민이 프로모션 영상을 통해 교토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향해
교토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사찰, 니조성, 가모가와, 화류계, 골목 등 교토의 여러 장소에서 촬영
등을 실시한다.
◆ 인터넷으로 발신
워크샵의 모습 등을 SNS로 수시로 발신하는 것과 더불어 YouTube 등에 동영상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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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획
●광고·보도
◆ 시장 기자회견(2016년10월25일)

・사업개요, 문화교류대사, 로고 등을 발표한다.
◆ 교토시 홍보 매체에서의 전개
・시정 홍보판, 시민 신문, 정보관 버너 등에 게재한다.
◆ 지하철 차량 및 역 구내, 시내 버스에서의 광고
・도우자이(東西)선, 가라스마(烏丸)선 지하철 차량내에세의 포스터 붙이기
・가라스마선 지하철 차량 한 칸 전체 포스터로 매우기 실시
・오리지널 디자인 손잡이 광고와 이벤트와의 제휴
・주요 역(교토, 시죠, 게이한 산조, 시청 앞 역) 구내 포스터로 매우기 및 승강장 보호문에서의
포스터 붙이기
・래핑 버스 운행 (신인 아티스트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
・차량내 포스터 붙이기
・버스 정류장 광고 붙이기
◆ 옥외 홍보물
・상가 깃발, 시청사에 간판 설치
◆ 포스터, 전단지(디지탈 광고 포함)
・공공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관광안내소, 교토시내 주요 역 외, 간사이 국제공항,
도쿄방면에서 광고를 전개한다.
・시내 버스, 지하철 차량 내, 역 구내 광고의 전개(계단, 게시판, 차량 내 광고 등)
◆ 미디어
・미디어(교토신문, KBS, FM 교토 등)에서의 홍보와 시청 홍보에서 스팟 CF를 전개
・사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홍보하고 NHK를 비롯하여 뉴스 프로와 정보 발신 프로에서 방송시도
・관광 잡지와 전단지 등에 게재를 의뢰(여행 잡지, 정보 잡지, 전철 연선 정보지 등)
◆ 무료 기념품 작성
・에코백이나 클리어 파일, 볼펜 등 기념품을 배포하고 사업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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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와 관련사업 내용
1.

2017년도 실시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

2017년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교토시에서 개최(예정). 문화장관 회의에서 2018년의
「동아시아 문화도시」개최도시가 결정된다.

2.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의 뛰어난 전통문화와 현대의 예술적 발전의 성과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 맞춰 개최한다.

3.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2017년에 교토시에서 개최될 한중일의 문화장관회의에 맞춰 아시아문화도시의 수장(2017
년 시점에서 12명) 및 ASEAN 문화도시의 수장(2017년 시점에서 4명)이 참석해서「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한 앞으로의 동아시아의 도시간 문화교류에 대해 의논
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을 개최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도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본

요코하마시

니이가타시

나라시

교토시

가나자와시
（후보도시）

중국

취안저우시

칭다오시

닝파시

창사시

미정

한국

광주광역시

청주시

제주특별
자치도

대구광역시

미정

●ASEAN 문화도시
후에(베트남),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 싱가포르(싱가포르)
일로코스 등 복수도시(필리핀)

4.

한중일 문화예술 교육 포럼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행정관, 연구자, 실천자 등)에 의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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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1. 2016년도
（１） 수입
부담별

금액(천엔)

교토시 부담금

비고

110,000

그 중에서 69,000 천엔은
정부 위탁금, 보조금(예정)

（２） 지출
사업별

금액(천엔)

비고

8,000

사전행사 사업비

19,600

오프닝 사업비

오프닝 기념 행사, 전통예능
공연, 음식 심포지엄

15,000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비

6,700

행사집중기간 사업비
교토의 문화력 사업

10,000

관리운영비 등

50,700

●東アジア文化都市開催都市

110,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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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