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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토실행위원회 



 2016년8월 28일에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교토시, 

중국・창사시, 한국・대구광역시가 2017년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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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도시2017 

동아시아문화도시2017교토 

시기 내용 

                2014년 
10월 

 문화청의 2017년「동아시아문화도시」개최후보도시모집에 응모하고, 심사결과 
국내 개최후보 도시로 선정 

2016년 
8월28일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11월3일 프레 이벤트의 개최 
・프레 심포지엄(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역사 등을 생각하는 심포지엄） 
・오케스트라 KYOTO!(음악가・오오토모 요시히데씨 프로듀스에 의한 즉흥연주회) 
・아시아의 음식 회랑(한중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포장마차가 출점) 
・PikaPika워크샵(아티스트 ｢토치카｣에 의한 빛의 워크샵） 

(추진 경과) 



창사시 중화인민공화국 

・호남성의 성회이며, 인구 약 704만명 
・면적은 11,819K㎡ 
【문화예술】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많은 부장품이 출토한「마왕퇴한묘」를 비롯하여, 귀중한    
   문화재가 다수   
【교육・학술】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학부「악록서원」이 있으며, 
    지금도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는 학술연구도시 
【산업】 
・호남성의 경제 중심지이며, 전통산업은 불꽃 생산  
・요즘은 하이텍 산업이 진흥되어 있어 일본 기업도 많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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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의 개최도시 

시기 행사명 내용 

4월18일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창사 
개막식 

각 도시 문화교류 사절단에 의한 공연, 무형 문화재의 전시회, 
관광PR 등을 실시 

음악, 연극, 청소년 교류 등의 교류사업을 조정중 

창사시에서의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그램(안)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한국 제3의 도시이며, 인구는 약 248만명, 면적은 883.65k㎡ 
【문화예술】 
・1세기쯤부터의 역사가 있으며, 많은 사찰과 문화재가 풍부 
・음악과 연극을 위한 홀, 근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많이 있으며,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진흥 
【스포츠】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의 개최실적이 있고, 축구와 야구의  
   프로 팀이 본거지로 삼는 등, 스포츠 사업 추진이 활발 
【산업】 
・제조업 외, 패션, 디자인 산업이 활발하고 근년은 관광이나 컨벤션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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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의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그램(안) 
시기 행사명 내용 

5월8일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대구 개막식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도시 문화사절단에 의한 공연 등 
 대구시를 대표하는 국제페스티벌에서의 가두 행진이나      
   파퍼먼스, 아트 마켓, 포장마차 등을 개최 

6월 한중일 연극제  대한민국 연극제의 입상자와 일본・중국으로부터  
   연극단을 초빙해서 공연을 개최 

9월 누들 로드  한중일 공통의 음식 문화인 면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상기를 포함해서 합계 18건의 교류사업을 조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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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고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  마 

개 최 기 간 2017년2월~11월(코아 기간은 9월~11월) 

「동아시아가 고동치다」(The Beat of East Asia) 

로고 마크 

장      소 ROHM 시어터 교토, 교토예술 센터, 니조성 등 교토시내 곳곳 

동아시아문화도시2017교토 개최 개요 

(취지)동아시아문화도시2017은，교토시，창사시，대구광역시의 ３도시가 각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살린 다채로운 문화이벤트와 교류를 추진, 한중일의 문화가 공명한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가 낳는 고동을 동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으로 이어간다. 

이 사업에서 처음으로 3도시 공통 테마로 개최 실현! 

주      최 동아시아문화도시2017교토 실행위원회, 교토시, 문화청 

홈 페이지 https://culturecity-ky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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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가 모이는 플랫폼 형성을 통한 국내 및 동아시아와의 문화교류 촉진 및 평화적 

발전의 공헌 

일본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생활에 뿌리내린 문화의 계승과 매력 발신 

차세대 문화예술을 떠맡을 인재,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 조성의 추진 

사업 전체 테마(5가지 지표) 

 ROHM 시어터 교토와 교토 예술 센터를 거점으로 동아시아의 도시와 아티스트의 상호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아티스트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을 형성하고 교류를 전국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문화로 일본을 활

기차게 하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에 공헌한다. 

 일본의 미의식과 가치관, 삶의 철학, 생활 미학, 정신적 풍요로움 등, 일본의 마음 고향인 교토의 생활 문화의 매력을 시

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발견하고 차세대로 전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 행사와 교류사업 등을 통해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

계로 전달해나감으로써 평화, 환경, 공생사회 추진으로 이어간다.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비롯하여 현대미술, 음악, 무대예술, 만화·애니메이션 등, 폭 넓은 교토의 문화력이 장르를 넘어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아티스트의 협연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공명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한중 개최도시로 청소년과 젊은 예술가 등을 파견하거나 이 사업의 기획 운영 등에 대학생과 젊은 큐레이터 등을 적극 

기용함으로써 국제감각이 뛰어난 차세대의 문황예술을 떠맡을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시민들의 사업 운영 참가와 여러 단

체와의 제휴로 문화예술을 지탱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업을 도시전체로 북돋우어 나간다. 

 세대를 불문한 시민과 국내외의 교토 방문자가 문화예술에 접하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니조성(二
条城)을 비롯한 문화재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자원의 발굴, 소셜 이노베이션의 
창출 등, 문화예술을 핵심으로 관광, 산업,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간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에 의한 새로운 문화 창조 

１ 

２ 

３ 

４ 

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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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업 스케쥴 
년 201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１ 오프닝 사업 

       

  

                

２ 코아 기간 사업 

                        

３ 
한중일 문화 

교류사업 

                      

４ 

교토의  
문화력 사업 

(전통예능 등) 

                        

(시민과의  제휴) 
                        

５ 클로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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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 
개막기념 행사 

●3月5日  
한중일 음식문화 심포지엄 
 

●3월19일 
전통예능공연 

한중일문화 위크 in 교토 

청소년의 상호파견 

아티스트 등의  상호 파견 

●4월18일 
창사시 오프닝 사업 

●5月8日 
대구광역시 오프닝 사업 

창사市 
대구광역시 
폐막행사 

현대미술,음악， 
무대예술,만화·애니메이션 

꽃꽂이 전시회 

일본 전통음악의 연주회 

●10월13일,15일 
전통예능공연(니조성) 

 ●11월19일 

 폐막 행사 

코아 기간 

파트너십, 프렌드십 사업 등 



동아시아문화도시2017 교토 개막 기념행사 

 일년 동안의 교류의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창사시로부터 문화사절단을 초대한 문화교류 공연과  

교토와 인연이 깊은 아티스트에 의한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프닝 연주(현악 앙상불) 

 【출연】교토시 교향악단 

◆ 한중일문화교류 공연 

 ［교토］「noh play- TAMURA-」 

  교토의 젊은 노가쿠시(能楽師)와 현대미술가에  

      의한 작품 

 ［창사・대구］ 

  양도시에서 파견되는 문화사절단에 의한 공연 

◆개회선언 
  창사시, 대구광역시의 대표와 함께 이 사업을  

    통한 교류 촉진을 확인합니다. 
 

◆ 「쿠루리」에 의한 개막기념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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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2017년2월18일(토)13:00   

(장   소)ROHM 시어터 교토 메인 홀(사쿄쿠오카자키사이쇼지쵸13) 

(정   원) 1,700명(신청 접수 종료) 

(참가비) 무료   

교토출신으로「교토 음악박람회」를 

주최하는  등 , 교토의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쿠루리」에 의한 

개막 기념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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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문화교류 공연(개막기념행사) 

｢noh play-TAMURA-｣ 

(옛날 노(能)가 공연되었던 장소와 풍경을 재현한 현대미술가에 의한 작품과 현실의 
노가쿠시(能楽師)의 춤이 협연하는 작품) 

［교토시］교토의 젊은 노가쿠시×현대미술가에 의한 작품 

［창사시］고전 무용, 민족악기 연주, 전통 예능 공연  

［대구광역시］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  

「noh play- ＴＡＭＵＲＡ-」 

・뮤지컬・오페라 갈라 

・사물놀이＆비보잉 
 (한국전통 예능과 현대적인 댄스와의 협연) 

・민족무용「다가두예(多嘎多耶)」 
 (호남성 소수 민족 동족의 전통무용) 

・고전무용「채도용(彩陶俑)」 
 (당나라 시대의 피리와 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도자기 인형을 재현한 무용) 

・민족악기연주「류양하(瀏陽河)」와「사쿠라 사쿠라(벚꽃)」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명곡을 중국의 전통억기로 연주) 

・지방 연극「회고희(花鼓戯)」 
 (호남성의 전통예능)  

사물놀이＆비보잉 

회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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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경칭 생략 
야마가미 유키히로(현대미술), 우라타 야수히로(간제류 노가쿠시 주연),  

우라타 야수치카(간제류 노가쿠시 주연) 가타야마 싱고 (간제류 노가쿠시 주연), 

하야시 소우이치로(간제류 노가쿠시 주연 )외 



오프닝 사업 

◆ 한중일전통예능 공연 

 한중일의 공통된 음식 문화인「쌀·벼

농사」를 테마로 한 강연과 한중일 가

정요리의 데먼스트레이션·시식 등을 

실시합니다. 

(일시)2017년3월5일(일)11:00 

(장소)교토조리사 전문학교(나카교쿠시죠도리센본)  

◆교겐(狂言)×중국변면「카라쿠리 인형」  
 

(일시)2017년3월19일(일)15:00 

(장소)교토예술센터(나카교쿠무로마치도리 타코야쿠시사가루야마부시야마쵸) 

◆일본 전통음악×한국무용×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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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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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일지(한국무용)                 박 수현(작곡) 기네야 히로키(샤미셍) 

【출연자】※경칭생략  

시게야마 셍고로(오오쿠라류 교겐시) 

시게야마 시게루(오오쿠라류 교겐시) 

강봉(중국 변면왕)  

나카무라 쥬케이(일본 전통음악 반주자) 

이구치 타츠야(오오쿠라류 교겐시) 

사토 요이치로 

(기조강연) 

나 순자 

（한국 요리사） 

미야모토 시즈오 

（중국 요리사） 

다카하시 타쿠지 

（일본 요리사） 

가도카미 타케시 

（코디네이터） 

◆ 한중일 음식문화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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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26일 
신청 접수 

1월25일~접수 신청 
※선착순 

[등단자] 

※경칭 생략 



(일정) 2017년8월19일(토)－10월15일(일) 

(장소)옛 이궁 니조성, 교토 예술 센터 

■ 예술감독 다테하타 아키라(미술평론가・시인 )  

1947년 교토생. 와세다대학 문학부 불문과 졸업.           
2005년~ 11년 국립국제미술관관장, 2011년 ~ 15년 교
토시립예술대학 학장, 2011년 ~ 사이타마현립 근대미술
관관장, 2016년 ~ 교토예술센터관장, 다마(多摩)미술대
학학장  전문은 근현대미술.시인.「요코하마 트리엔날
레」제1회전 아티스틱·디렉터,「아이치(愛知)트리엔날레
2010」예술감독 등을 역임.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아티스트, 연주가, 작가 등을 
중심으로 현대미술, 무대예술, 
음악,만화·애니메이션의 4개 
부문으로 전개하는 예술제. 

 건축, 장벽화, 정원 등, 일본 미(美)의 보고이며, 일본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대정봉환(大政奉還)」으로부터 150년을 맞이하는 
세계유산 옛 이궁 니조성. 

 국보 니노마루 어전의 마당과 부엌(중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성 내 각 
처에서 한중일의 현대미술 작가에 의한 대규모 현대 미술의 전시회를 
개최. 

 한중일 출신의 아티스트 3명에 의한 유닛 사이쿄진(西京人)[《일》오
자와 츠요시《한》김홍석《중》장샤오숑(陳劭雄)]을 비롯하여, 양후동
(楊福東)《중국》,김수자《한국》등 한국 중국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와 
교토와 인연이 깊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야나기미와, 히사카도 츠요시, 
타니자와 사와코 들이 출전한다. 

（제2탄 아티스트의 발표는 2017년 4월을 예정) 

코아 기간 사업 

「아시아 회랑」 

현대미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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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쿄진《제3장：어서 오세요 사이쿄로 -
사이쿄 올림픽》2008년 믹스트 미디어・인스타
レーション 



(일정)2017년10월14일(토)－11월5일(일) 
(장소)ROHM 시어터 교토, 교토예술센터 외 
(개요) 
 교토로부터 무대예술의 창조와 발신을 추진하고 있는「교토 국제무대 예술제 
(KYOTO EXPERIMENT)가 처음으로 중국·한국의 아티스트를 초빙해서 작품을 발표한다. 
또한 교토를 거점으로 하는 아티스트가 동아시아를 테마로 신작을 제작·발표하는 것 외, 한중일의 
아티스트들의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일정)2017년9월~11월(예정)  

(장소)교토국제 만화뮤지엄 외 

(개요) 

① 창사시, 대구광역시의 가정요리 등을 일본의 유명한 미식 만화가가 그리는  

 만화로 소개하는 기획전과 실제로 요리를 하면서 토크 쇼를 개최.  

② 한국 중국의 만화 관련단체 등과 제휴한 만화 경연대회를 실시. 대상수상자는 많은 일본의 만화 

출판사가 모이는 교토 국제 만화·애니메 페어 (교마후)의「만화 출장편집부」로 초대. 

③ 한중일의 크리에이터에 의한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개최. 

교토国際マンガミュージアム 

무대예술부문 

만화·애니메이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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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川拓也『エヴェレットゴーストラインズ』（KYOTO 
EXPERIMENT 2014） Photo by Takashi Horikawa  

(일   정)2017년11월5일 (일) 
(장   소)교토 콘서트 홀 메인홀 
(개   요) 
 문화도시 교토의 음악을 담당하는 교토시 교향악단과 상임지휘자 히로카미 중이치 

(広上淳一)에 의한 일본・중국・한국의 오케스트라 작품 소개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아시아 성악 솔리스트와 일본 성악 솔리스트의 협연에 의한 연주회 형식의 오페라 공연 「가극:카르멘」공연. 

음악부문 

京都市交響楽団 



한중일 문화교류사업 

 교토시, 창사시, 대구광역시의 문화교류 사절단에 의한 각 도시에서의 무대공연 개최와 문화예

술, 전통산업, 관광을 소개하는 부스 출전 등의 교류 이벤트를 실시한다. 

 교토시에서는 문화 발신거점인 오카자키(岡崎)구역을 무대로 한중일의 예능 등의 실외 파퍼먼

스와 동아시아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음식 페스티벌, 개최도시를 소개할 패널 전시 등을 실시

한다. 

(일시)2017년4월~12월 (장소)교토시내 및 창사시, 대구광역시  

 교토시, 창사시, 대구광역시의  청소년(중고대학생)이 각 도시를 상호 방문하고 동아시아 문화

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문화와의 코뮤니케이션의 소중함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토시에서는 문화예술을 배우는 고등학생이 각 도시에서 방문하는 고등학생과 함께 공동으로 

작품제작과 워크샵 등을 하는 교류프로그램을 실시, 문화예술을 활용한 인재육성을 실시한다. 

 교토에서 제작활동을 하는 학생과 젊은 아티스트 등 (무대, 미술 등)과 중국·한국의  아티스트

가 각 도시에 체재하고, 공동 제작과 워크샵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활동으로 이어주는 프로그램

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교토에서 발표하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 아티스트 네트워크 

형성으로 발전시킨다. 

◆한중일 문화 위크 

  

◆청소년의 상호파견 교류 

  

◆아티스트 등의 상호파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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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 문화력 사업  

  

 세계유산 옛 이궁 니조성 니노마루 어전 

부엌(중요문화재)을 무대로 한 일본의 

전통예능을 대표하는 교마이(京舞)와 

노가쿠(能楽)의 특별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시민과 국내외에서의 관광객이 

동아시아의 교류로 인해 많이 찾아오고, 

일본의 정신문화 속에서 연마된 전통예능의 

역사와 매력을 재발견함과 동시에 국내외로 

전해갑니다. 

◆세계유산 니조성에서의 전통예능 공연 

◆꽃꽂이 전시회와 일본 전통음악의 연주회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가까이 교토의 

전통문화와 전통예능에 접하고, 그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도록 꽃꽂이 전시회와 일본 

전통음악의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2017년６월~１１월  

(장소)교토예술센터 

(일시)2017년10월 [노가쿠(能楽)]13일(금)  [교마이(京舞)]15일(일)  

(장소)니조성 니노마루 고텡  부엌 

  

가타야마 쿠로우에몬 

(간제류 노가쿠시) 

시게야마 셍사쿠 

(오쿠라류 교겐시) 

이노우에 야치요 

(교마이 이노우에류  

5세 당주) 

시게야마 셍고로 

(오쿠라류 교겐시) 

이노우에 야수코 

(교마이 이노우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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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경칭생략 



교토 문화력 사업  

  

 문화의 주역인 시민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등과 제휴하고, 도시  

전체로 사업을 북돋우어 문화의 힘에 의한 「도시조성」을 보다 더  

가속화시킵니다. 

■ 사업의 실시 이미지 

 ・조선 통신사를 테마로 한 이벤트의 개최 

 ・「교토국제사진제(KYOTOGRAPHIE)」와「교토국제영화제」 

   등의 국제적인 예술제와의 제휴 

 ・「교토학생 제전」과 제휴한 시내 대학생과 유학생에 의한 문화교류 행사 

 ・「한자 뮤지엄」에서 한중일 공통의 한자문화를 테마로 한 전시회와 이벤트 

 ・ 장애자에 의한 예술표현의 시도와 제휴한 작품전 

 ・시내 박물관 시설과 제휴한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테마로 한 특별전시 

※ 교류사업에서 창사시, 대구광역시로 시민을 파견하거나 시민 봉사자에 의한 기획 운영 등, 

모든 사업에 있어 시민과 함께 동아시아의 상호이해와 연대감의 형성을 진행해 나갑니다. 

(일시)2017년4월~11월(장소) 시내 전역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의 제휴 

공동기획 사업 파트너십 사업 프렌드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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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
고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 교
토의 개최를 계기로 한 새로운 
사업을 실행위원회와 시민 등
이 공동으로 기획·실시합니다. 

교토를 거점으로 개최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동아시아」를 테마로 
넣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교토의 개
최기간 동안에 시내에서 개최될 
여러 문화 이벤트에서 홍보 등으
로 제휴 협력을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2017년에 한중일의 문화장관회의가 교토시에서 개최되며, 동아시아문화도시 및 

ASEAN문화도시의 합계 19도시의 수장이 참석해서「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한 앞으로의  동아시아의 도시간 문화교류에 대해 의논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을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ASEAN 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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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막기념 행사  (일시) 2017년11월19일 (일) 장소: ROHM 시어터 교토 

 동아시아문화도시 2017교토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중일 3도시에 의한 교류를 미래로 

이어가는 폐막기념 행사 등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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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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