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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제작·기획：쇼치쿠 주식회사 

제작 협력：아소비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이키드, 주식회사 센바, 

미에쿠루 주식회사, 주식회사 helo 외

특별 협찬：산토리 홀딩스 주식회사

협찬：주식회사 이플러스, 포노스 주식회사, 일본담배산업 주식회사

후원：교토부, 교토시, 교토상공회의소, 교토시 관광협회,

교토시 교통국, 교토전기철도 주식회사 

홍보 협력：The Breakthrough Company GO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극장. 가부키 발상지로 유명한 교토 시조가와라에서 

400년 이상 가부키 등 다채로운 장르의 엔터테인먼트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등록 유형 

문화재’에 등록, 교토시 ‘역사적 의장 건조물’로도 지정된 미나미좌는 2년 9개월여에 걸친 내진 

보강 공사를 거쳐 작년 11월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적인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장 설비를 

전면 교체. 1년 내내 폭넓은 문화를 일본 내외에 알리는 극장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라이 마츠리 푸드 페스티벌, 산토리 드링크 부스 및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 맥주 거품 아트에서 

음식물을 구입하실 때는 전용 음식권이 필요합니다. 장내의 음식권 판매소에서 음식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 음식권은 ‘도쿄 미라이 마츠리 2019 낮 축제/밤 축제’ 개최 기간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하신 음식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음식권이 확연히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도난 및 분실 등에 관해서는 당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음식물 판매

하이퍼 엔니치 
by NAKED

B

KABUKI 노 히카리 
-가부키의 빛-

E

What’s

미나미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극장 안에서는 안전을 위해 뛰지 마십시오. / 아이들에게서는 항상 눈을 떼지 마십시오. /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은 반드시 중학생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 극장 안은 금연입니다(흡연실 

제외).  /  유모차를 두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귀중품이나 개인 소지품(기념품 포함)을 가지고 

이동하십시오. / 안내견(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카메라, 비디오 촬영 등 다른 관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촬영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객 간의 티켓류 양도 교환 및 이에 따르는 금전 거래 / 물품 등의 판매 및 진열 / 전단지 등의 배포 / 

집회 및 연설, 상업 목적의 촬영 등 다른 관객에게 피해를 주는 촬영 및 공중 송신 /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다른 관객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판단되는 복장 및 다른 관객에게 범죄상의 오인을 줄 수 있는 복장, 또는 

문신 등 당관 운영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 / 장내 직원을 사칭하는 언동 및 다른 관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폭력단 및 폭력단 관계자의 입장

※전시물 및 포장마차

각 전시물 및 포장마차는 예고 없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티켓 환불은 불가합니다. / 각 

전시물 및 포장마차의 줄에서 기다리실 때, 위험 행위 및 새치기 등 다른 관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및 

줄에 서 있는 일행과 합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각 전시물 및 포장마차에는 각각의 부탁 

말씀이나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에 이용하여 주십시오.

※기타 주의사항

관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당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른 관객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장내 직원의 부탁에 협력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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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축제 ／ 밤 축제

교토 미라이 마츠리 2019

디지털 &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행사

Supported by

(낮 축제 한정)

요시노의 꽃길 

한 발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벚꽃잎들. 요시노산에 펼쳐진 벚꽃을 이미지하여 

화려한 꽃길을 표현하였다.

E-1

빛의 연주 

가부키에 사용되는 “소리” 를 그래픽 홀로그램을 

활용한 CG  연출을 통해 새로운 체험으로 

승화시켰다. 〈미치유키 하츠네노타비〉 의 

명장면이기도 한 벚꽃이 만개한 요시노길을 걷는 

시즈카 고젠의 모습. 홀로그램으로 띄운 악기에 

손을 대면 그녀 앞에 신비로운 현상이 펼쳐진다.

E-2

손으로 권총 모양을 만들어 조준한 다음, 입으로 

‘빵!’ 소리를 내면서 상품을 저격! 명중하면 

점수가 플러스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총쏘기 게임. 

‘냥코대전쟁’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지도?!

HYPER 총쏘기B-1

형형색색의 일본 전통 무늬가 계속 바뀌는 

신기한 요요를 낚시하자! 낚으려고 하면 ‘Yo! Yo!’ 

하는 랩이 흥을 돋우는 Yo! Check it out!

YO-YO 낚시B-2

공동개발：리츠메이칸대학 영상학부 모치즈키 시게노리 세미나

(이토 히로타카, 타마야마 유이, 와타나베 나츠미, 니시무라 카이호)

자기 얼굴이 노점에서 파는 솜사탕으로 변하거나 

금붕어에게 콕콕 쪼이는 등 SNS 감성 폭발하는 

유머러스한 가면 포토 부스. 놀다 보면 ‘Oh Man!!’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Oh! 멘 가면놀이B-3

가부키×AR 이시카와 고에몬H
(낮 축제 한정)

미나미좌, 그리고 가부키 소개를 AR로 체험!? 

미나미좌의 가라하후에 가부키 배우 가타오카 

아이노스케가 연기하는 대도적 이시카와 

고에몬이 AR (증강 현실) 로 등장! 본고장의 인기 

작품 《산몬고산노키리》 의 〈난젠지 산몬의 장〉 을 

모티프로 새로 각색한 신감각 가부키×AR 체험.

~미나미좌 가라하후의 장~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과 ‘혁신’을 융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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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UMATSURI   YORUMATSURI

미나미좌에서 최고의 힐링을…

ミライ祭り MAP DESIGN

낮 축제　밤 축제
밤 축제란？
전통과 격식이 느껴지는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이 밤 분위기로 확 바뀌며 최고의 나이트 

라이프를 선사한다. 낮 축제에 비해 조명은 더 

어두워지고 BGM도 DJ 음악으로 탈바꿈. 

평소의 미나미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간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즐겨보자!

기념품

이즈츠 야츠하시 혼포

EV

2층 객석

F
G

회장 안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2층 객석에서는 

장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2F

EV

H

플룸테크 부스
3F

흡연실

밤 축제의 흡연실 주변에는 

담배 연기 냄새가 나지 않는 

저온 가열식 담배 ‘Ploom TECH’ , 

‘Ploom TECH+’ 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흡연자 한정

납량 폭포＆
폭포 프로젝션 맵핑

A

가부키의 기법 중 하나인 ‘혼미즈’ 를 이용한 ‘납량 폭포’ 에 전통적인 

불꽃의 아름다움과 만화경을 모티프로 한 빛을 융합시킨 디지털 

불꽃 ‘FIREWORKS BY NAKED’ 를 일정 시간마다 투사하는 ‘폭포 

프로젝션 맵핑’ 을 통한 환상적인 체험. (연출：NAKED Inc.)

하이퍼 엔니치 
by NAKED

B

‘최첨단 기술×추억의 놀이’ 를 즐길 수 있는 

미래 축제에 걸맞는 디지털 포장마차.

(기획·연출：NAKED Inc.)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HYPER 총쏘기B-1

YO-YO 낚시B-2

Oh! 멘 가면놀이B-3

※詳細は裏面

미라이 마츠리 푸드 페스티벌C

프로젝션 맵핑으로 구현한 납량 폭포를 감상하며 맛있는 술과 

노포/인기 맛집의 포장마차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맥주 거품 아트F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의 맥주 거품 아트를 교토 

미라이 마츠리 한정 ‘구마도리(가부키 화장) 버전’

으로 즐길 수 있다.

(낮 축제 한정)

KABUKI 노 히카리
-가부키의 빛-

E

올봄 도쿄 시부야에 돌연 등장하며 화제를 모은 가부키×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체험형 미디어 아트 ‘가부키노히카리전’ . 가부키 3대 

명작 《요시츠네 센본자쿠라》 를 테마로 만든 새로운 인터랙티브 

아트를 즐길 수 있다. 납량 폭포 뒤편으로 펼쳐지는 아름답고도 

심오한 신비로운 빛의 공간으로 떠나보자. (제작：주식회사 helo)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요시노의 꽃길E-1 빛의 연주E-2

(낮 축제 한정)

가부키×AR 이시카와 고에몬
~미나미좌 가라하후의 장~

H

“꽃의 가부키 400년, 화려한 전성기를 보낸 미나미좌에 피어난 

아름다운 벚꽃은 AR.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구나―”  

가부키를 소재로 한 새로운 AR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제작：미에쿠루 주식회사)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가부키 보디 페인팅G

가부키의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인 구마도리를 

손, 팔, 볼 등에 원포인트 보디 페인팅!

 (화장품 협력：주식회사 미츠요시　　　　　)

(토·일요일 낮 축제 한정)

입구

B

C
C

기념품

토라야 찻집
이즈츠 야츠하시 혼포

토라야

배지 증정 캠페인 실시 중!

음식권 
판매소

엘리베이터

D

E

물품보관함

냥코 대전쟁 포토존

1F

이런 전시도 있습니다

가부키 배우에게 보내는 단골 

관객의 구호 “오무코” 를 NTT의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해 게임 

감각으로 체험! 오무코 달인에 

도전하자!

A

음식권 
판매소

가부키 샤우팅

A3　二つ折り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  

산토리 드링크 부스D

산토리 교토 브루어리에서 제조한 더 프리미엄 몰츠 〈생맥주〉

외에도 하이볼, GIN 소다, 소프트드링크를 제공한다.

※음료 1잔 교환권은 모든 제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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