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 퍼포먼스 페스티발

세타가야 아트타운 2020

산차 de 다이도게
10 월 17 일(토), 18 일(일)

ⒸSHELLEY

요약
거리와 극장과 집이 하나로 이어진다! 올해의 산차 de 다이도게’는 예년과 다르다. 정보를 빠짐없이 체크해서
장소별로 즐기자!! 산겐자야 거리가 아트 타운’으로 변모하는 이틀.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조금 다르다고?!
매년 20 만 명이 찾아주시는 산차 de 다이도게’. 올해는 안전을 고려하여 페스티벌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공연장과 시간, 티켓 예약 방법 등 정보를 빠짐없이 체크해서 장소별로 즐기자!!

■다이도게 on 스테이지
12:00/17:30 (개장 : 공연 시작 45 분 전)
공연장 : 세타가야퍼블릭씨어터 입장 무료/예약제 *당일권 배포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다이도게 퍼포머들이 거리가 아닌 세타가야퍼블릭씨어터에 집결! 극장 공연과 인터넷 공개 영상을
.
통해 3 밀(密)을 피하여 안전하게 퍼포먼스를 보여 드립니다.
[출연 퍼포머]
팀A

팀B

애스트로넛

가노 마미

오지로스

SUKE3＆SYU

Kanauknot

STILTANGO

게닌 마코토

제로코

블랙 엘리펀츠

중국잡기예술단

[일정]
10/17(토)

10/18(일)

12:00

A

B

17:30

B

A

볼드 야마다

●10 월 18 일(일)에 인터넷으로 영상 공개!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에서나 보실 수 있습니다.
요금 : 500 엔(소비세 포함)
접수 기간 : 2020/10/11(일) 10:00~2020/10/25(일) 21:00
자세한 내용 보기:https://t.pia.jp/pia/event/event.do?eventBundleCd=b2066285

COVID-19 감염 예방 대책
본 페스티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위생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참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 확보와 마스크 착용, 알코올 손 소독 등 각
회장의 대응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최］세타가야 아트타운 2019 실행위원회,
공익재단법인 세타가야문화재단,
세타가야 문화생활정보센터

［문의］
세타가야 아트타운 사무국
03-5432-1547 http://arttown.jp/en/

■아트 라쿠이치
11:30～19:00 회장: 시어터트램
입장 무료/예약제(정원 있음)

*당일권 배포하지 않습니다

수제 아트 상품 매장이 늘어서는 아트 라쿠이치’.
올해는 회장을 시어터트램으로 옮겨서 개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40 개 점포가 출전할
예정.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러 꼭 오시기 바랍니다.

[쇼핑을 즐기려면?]
시간대별로 입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에 일시가 지정된 정리권을 예약, 발권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입장 시간(양일 공통)
①11:30 to 12:00 ②12:30 to 13:00 ③13:30 to 14:00 ④14:30 to 15:00
⑤15:30 to 16:00 ⑥16:30 to 17:00 ⑦17:30 to 18:00
*예약하신 입장 시간이 지나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입장 후 90 분 이내에 퇴장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길거리

사진관

종일 회장 : 산겐자야 주변, 이웃 상점가
산겐자야 곳곳에 지금까지 개최한 산차 de 다이도게’의 사진이 160 장 정도 등장합니다! 어디에 무슨
사진이 있을지 기대 만발. 거리를 산책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 년이 넘은 페스티벌의 역사와 풍경의
변화도 기대해 주세요.

■상점가

PR 부스

11:00～18:00 회장: 시어트 트램 앞
산겐자야 상점가의 볼거리와 매력을 소개! 그리고, 길거리 사진관’의 개최 구역도 안내해 드립니다. 거리를
산책하기 전에 꼭 안내소에 들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인기인 플래그 리사이클 프로젝트의 오리지널 상품도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를 개설했습니다！
산겐자야 거리의 매력을 다이도게(거리 퍼포먼스)의 퍼포머가 소개!
산차 de 다이도게 채널 구독해 주세요!

■컴퍼니 옥토브르 Midnight Sun/한밤 중의 태양’ 영상 상영회
15:00～16:15 상영장: 워크숍 룸(캐롯타워 4 층)
입장 무료/예약제(정원 있음)

*당일권 배포하지 않습니다

세타가야퍼블릭씨어터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던 프랑스의 현대 서커스 기업, 옥토브르의 Midnight Sun/한밤
중의 태양’는 안타깝게도 취소되었으나, 그 대신 영상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스크린으로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https://setagaya-pt.jp/workshop_lecture/202010octobrelectur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