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키의 여름 축제」
장마가 끝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름이라고 하면 역시 여름
축제이지요. 미야자키 각지에서도 음력 6 월, 7 월부터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여름 축제란, 농촌 사회에서는 여름농사로 인해 쌓인 노동의 피곤함을 풀면서
농작을 기원하고, 도시 사회에서는 에도시대 이전은 여름의 액운을 막고, 고인을
애도하는 행사를 기원으로 하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축제에 본래 의미에 더해,
각 자치체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축제에 걸맞는 3 곳을 소개드리오니, 기회가 된다면 놀러가보시길 바랍니다.
미야코노조시: 【미야코노조 롯갓도 오카게 축제】
롯갓도’는 무병 재해・농작물을 기원하는 여름축제로, 미야코노조 분지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 시로 되어 있습니다. 7 월 8 일은 9 개의 호각과 북을 싣고, 야사카
신사로부터 간바시라궁까지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행진합니다. 7 월 9 일(월) 본
축제에서는, 직경 2.5 미터의 북 연주가 끝난 후, 사자춤과 함께 4 개의 가마를 메고
신사궁까지 걸어 돌아다닙니다.
・일 시：7 월 8 일（월）19：45～21：20
7 월 9 일（화）18：45～22：00
・장 소：니시미야코노조역 앞, 미야코노조역, 야사카 신사, 간바시라궁
・문의처：오카게 축제 진흥회 0986－21－4835
미야자키시: 【축제 에레콧차 미야자키】
미야자키 시내의 쿠스나미키 거리부터 타치바나 거리 3 초메를 무대로, 다양한 단체가
모여 함께 춤추는 모습은 압권입니다. 또, 특설 스테이지에서는, 사전에 맹연습을
거듭한 댄스팀의 ‘에레콧챠댄스’퍼포먼스와 밴드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일 시：7 월 13 일（토） 12：00～21：00 7 월 14 일（일）

11：00～21：00

・장 소：미야자키현 기업국 남향 주차장, 타치바나 거리, 쿠스나미키 거리
・문의처：축제에레콧챠 미야자키 진흥회 사무국 0985－83－2216（평일 10 시～17 시）
노베오카시: 【축제 노베오카】
이번에 43 회를 맞이한 ‘축제 노베오카’는, 첫째 날은 젊은이들이 여러 개의 가마를
메고

마을의 거리를 행진하는 ‘만남 미코시’, 화려하고 모두가 즐겁게 신나게

춤추는 ‘반바오도리’, 노베오카를 시작으로 7 개의 북악기 단체의
‘북악기 경연회’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둘째 날에는, 총

만여

발을 쏘아 올리는 ‘불꽃축제’가 있어, 빛과 색이 만들어 내는
황금색의 불꽃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7 월 27 일（토）,17：30～20：20 중앙거리、시청 앞 등

・7 월 28 일（일）,20：00～20：45 노베오카시 오오누키초 오세가와 하천 상류 부지
・문의처：축제 노베오카 실행위원회 사무국 0982－32－6141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은：（재）미야자키현
TEL 0985-32-8457

국제교류협회

FAX 0985-32-8512 E-mail miyainfo@mif.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