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흙의예술제란
물과흙의예술제는, “우리는 어디로부터와서 어디로 가는가～니가타의물과흙으로부터 과거와 현재 (지금)를
보면서,미래를 생각～”하는것을 기본 이념으로 2009 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3 회를 맞이한 2015 년은 물과흙의 상징인「개펄」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의 작품 전시, 공연, 워크샵,
심포지엄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부터 참가하는 많은 유명 예술가를포함해,
시민과지역사회가 주역이되어 함께 참여함으로,니가타시 전역이 예술에 물들어지어집니다.

“물과흙의 마을” 니가타시
니가타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2 대하천인, 시나노강과아가노강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잦은강의범람으로 생긴 광대한 저습지대였지만, 선조들의 노력으로 논경지로 만드는것에 성공하며,지금은
일본 제 1 의곡창지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물과 흙」이맞나,서로합쳐일궈낸 장소라고 할수있습니다.

개최취지
물과흙의예술제는, 물과흙에의해 만들어진 독자적인 풍토및문화에 빛을 비추어서,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나가는데 도움이되는 것을 찾는 예술제입니다.
또한,예술을 매개체로 선조들이 쌓아온 물과흙의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면서, 다음세상을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전해가고 있습니다.

개최개요
명칭
물과흙의예술제 2015

기본이념
우리는 어디로부터와서 어디로 가는가

기간
2015 년 7 월 18 일（토）～10 월 12 일（월・경축일）：87 일간

주최
물과흙의예술제 2015 실행위원회

장소
4 곳의가타（개펄）및 시내전역
메인 필드 : 토야노가타, 후쿠시마가타,사카타, 우와세키가타
베이스 캠프 : （구）후타바중학교
주변회장 : 천수원、이쿠토피아 쇼쿠하나

니가타시에 찾아오시는길
■신칸센으로 오시는분

・도쿄 방면에서
【조에츠신칸센으로 니가타역에서 하차】 약 2시간
・오사카방면에서
【토카이도 · 조에츠신칸센으로 니가타역 하차】 약 5시간

■비행기로 오시는 분
・오사카방면에서
【이타미 공항 - 니가타 공항】 약 1시간
・큐슈방면에서
【후쿠오카 - 니가타 공항】 약 1시간 40분

■자동차 (고속도로)로 오시는 분
・도쿄방면에서
【간에츠 · 호쿠리쿠자동차도 / 네리마IC- 나가오카JCT- 니가타 니시IC】 약 3시간 20분
・오사카방면에서
【메신고속도로 · 호쿠리쿠자동차도 / 스이타 IC- 마이하라JCT- 니가타 니시IC】 약 6 시간 20 분

비행기로 오시는 분
[이타미 공항 ⇔ 니가타 공항]
(소요시간： 약 1시간5 분)

니가타

조에츠신칸센
[도쿄역⇔니가타역]
(소요시간：약 2시간)

도쿄

나고야
오사카
토가이도신칸센

자세한 내용은 니가타시 공식관광정보사이트의 한국어 페이지를 봐주세요.

각회장에 오시는길
2
5
6

1

3

4

1. 토야노가타

자동차로 오실 경우
주차장:
1.니가타현립 토야노가타 공원 수목지구 (니가타시 츄오쿠 수목 451) /승용차232대
2.이쿠토피아쇼쿠하나제 1, 2 (니가타시 츄오쿠 세고로 401) /[제 1] 300대, [제2] 120대
3.천수원 (니가타시 츄오쿠 세고로 633-8) / 100 대
대중 교통으로 오실 경우
【니가타역 남쪽출구 버스승강장 1번】 [S7] 스포츠공원노선승차 (약 20 분),
「천수원앞」하차 바로

2.후쿠시마가타

자동차로 오실 경우
주차장 ： 뷰 후쿠시마가타 (니가타현 니가타시 키타쿠 마에신덴 493) / 120 대
대중 교통으로 오실 경우
【니가타역에서 JR하쿠신선 (약 20 분) 「토요사카역」하차,택시 - 또는 차로 약 5 분 (도보 35 분)

3.사카타

자동차로 오실 경우
주차장 : 사카타 물새・습지센터 (니가타현 니가타시 니시쿠 아카츠카 5404-1) /
140 대
대중 교통으로 오실 경우
1. 【니가타역에서 JR에치고 선 (약 25 분) 「우치노역」하차,
택시 또는 차로 약 15 분
2. 【니가타역에서 JR에치고 선 (약 30 분) 「에치고아카츠카역」하차,
택시 - 또는 차로 약 10 분 (도보 40 분)
3. 【니가타역에서 JR에치고선 (약 30 분) 「에치고아카츠카역」하차,
커뮤니티 사카타 버스 (평일만 운행) 「아카츠카 연락소앞」하차

4.우에세키가타

자동차로 오실 경우
주차장 : 우에세키가타공원 제 1, 제 2 (니가타현 니가타시 니시칸쿠 마츠노오1 번지)
/[제 1] 108대, [제2] 100대 정도
대중 교통으로 오실 경우
【니가타역에서 JR에치고선 (약 30 분) 「마키역」하차,택시 - 또는 자동차로 약 15 분 (도보 50 분)

5.베이스 캠프 (구 후타바중학교)

주소 : 니가타시 츄오쿠 후타바쵸 2-5932
개관 시간 : 10～ 18시
휴관일 : 매주 수요일 (8/12, 9/23 제외)
자동차로 오실 경우
베이스 캠프 (구 후타바 중학교) 안에 일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보행 곤란자 등의 주차만
가능)니시보리 지하주차장등 NEXT21주변의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시고,베이스 캠프행 셔틀 버스를
이용해주세요.주말 공휴일은 니가타시미술관 주변 임시주차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니시보리 지하주차장을 이용시,베이스 캠프에서 2시간 무료주차권을 드리니, 주차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교통으로 오실 경우
【니가타역 반다이버스터미널 0,1,5,6호선】 (약 8분) 「후루마치」에서 하차, NEXT21의니시보리측
버스정류장에서 베이스캠프행 셔틀 버스에 승차
※ 승차하시려면 가이드북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과흙의예술제 2015 임시 주차장 이용가능 시간:
니가타시 교육상담센터 : 베이스 캠프 개관일 10～18시
니가타 지방법무국 : 주말공휴일 10～17시

6주변회장 (천수원 +이쿠토피아쇼쿠하나)

자동차로 오실 경우
주차장:
1.천수원 (니가타시 츄오쿠 세고로 633-8) / 100대
2.이쿠토피아쇼쿠하나 제1,제2 (니가타시 츄오쿠 세로고 401) /[제 1] 300대,제2] 120대
대중 교통으로 오실 경우
【니가타역 남쪽출구 버스승강장 1번】 [S7] 스포츠공원노선승차 (약 20 분), 「천수원앞」하차 바로

※ 노선및기타정보는 참고 정보로서 이용해주세요. 이정보들은 도로혼잡상황이나
공사, 날씨등의 영향으로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동시에는 실제
표지판이나 안내판등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 각회장에는 대중 교통외에도 후루마치 (NEXT21)에서 투어버스,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메인 필드로가는 투어 버스,베이스 캠프로가는 셔틀버스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정보 센터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은 먼저 정보센터에!

예술제를 즐기고 싶지만 ...하지만 어디로 가야좋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은 우선 정보 센터에!
니가타시 중심에 위치한 「NEXT21」에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술제의 가이드북을 구입하고 정보를 GET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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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캠프
(구 후타바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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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캠프행 셔틀버스
니가타시 미술관경유 10 ～20분
간격으로 운행

후루마치

미츠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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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마치 종합정보
넥스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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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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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타는곳

A
반다이구치

니가타역

후루마치행 노선버스

B

메인 필드행 투어 버스
주말 공휴일만운행 1일
1회운행
행선지는 매일바뀜

AA 후루마치행 노선버스
약 8분

니가타역 반다이 버스터미널 0 · 1 · 5 · 6호선

후루마치 버스정류장

NEXT21 · 1층 아트리움내 정보센터로

노선
니가타역 반다이구치 버스터미널 0 · 1 · 5 · 6호선 버스승차 → 「후루마치」버스정류장 하차 (승차 시간 약 8분) →
니가타 미츠코시앞 횡단보도를 건너 NEXT21 · 1층 아트리움내 정보에

메인 필드행 투어버스, 베이스 캠프행 셔틀버스 안내

후루마치 「NEXT21」니시보리쪽 버스정류장에서, 메인필드행 관광버스와베이스 캠프행 셔틀 버스 (점보 택시)를
운행합니다.
※ 승차하시려면 가이드 북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B 메인 필드행 투어버스

(기간중 주말,공휴일은,①②중 한쪽만운행)
약45분

①

후루마치
(13시30분 출발)

②

후루마치
(13시30분 출발)

약45분

후쿠시마가타

약45분

약30분

토야노가타

약10분

우에세키가타

약30분

약30분

사카타

후루마치
(17시30분 도착) 예정

토야노가타

후루마치
(17시30분 도착) 예정

예약 접수창구
히노데 교통 (주) 전세 버스부 니가타 중앙 관광버스 025-274-4100 (9: 00-19: 00 평일 만)
※ 최종 접수는 운행 일 직전의 금요일입니다.

CC 베이스 캠프행 셔틀버스

(기간중 평일 10～17시, 주말・공휴일 10～18시 / 10～ 20분 간격으로 운행)
약5분

후루마치
(NEXT21 니시보리쪽 버스정류장)

약5분

니가타시 미술관

베이스 캠프
(구 후타바중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