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O-CHA(Tea)Festival 2019,Shizuoka,Japan

11월 8일(금)

●세계 녹차 회의 2019
세계의 녹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각국의 차 전문가와 연구자가 

최신 정보를 보고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

회의 홀 ‘가제’11층

11월 9일(토), 10일(일)

●시즈오카 건강·장수 학술 포럼
‘건강·장수와 차’를 주제로 한 학술 세션, 포스터 세션, 

현민 포럼 등을 개최

회의실 회의 홀 ‘가제’11층10층11월 7일(목), 8일(금)

●장수 철학 국제회의
고령기의 새로운 생활 방식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 구조, 차 

문화의 역할을 생각하는 학술 세션 등을 개최

회의실10층

●산업·문화·학술 세미나

차와 차 산업에 새로운 매력을 제안하거나, 

차의 역사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

회의실9층

심포지엄·연구 성과 전시: 11월 7일(목)

전시 갤러리6층

10층

11월 7일(목)

11월 9일(토), 10일(일)　AM 10:30～PM 12:30, PM 2:00～PM 4:00

다실 외   700엔

●‘미래 차 산업’ 연구 개발 플랫폼 심포지엄

차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차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

회의 홀 ‘가제’11층

●차 농가와 함께 가는 차 매력 투어

현 내 각지

동시 개최 프로그램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다도회 체험

후지노쿠니 차의 수도 뮤지엄 개최 프로그램

다도의 기초 지식과 다석 예절을 다실에서 다도회 체험을 통하여 학습

11월 9일(토), 10일(일)　AM 9:00～PM 4:00

박물관 3층 상설 전시실 내   무료

●세계 차문화 체험

박물관 내에서 터키의 차이, 중국의 우롱차 등의 실연, 시음 체험

일부 유료

일부 유료

‘세계를 이어주는 시즈오카 차’를 주제로 차와 관련된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화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심포지엄. 연구 성과와 차 문화 

전시도 실시

●시즈오카 차의 세계를 생각하는 간담회 심포지엄 외

‘녹차의 본고장 시즈오카’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차와 관련된 산업·문화·학술의 종합 이벤트

월드 O-CHA 메세

세계 노상 찻집 체험

시음 페스티벌

세계 대다도회

10：00～16：00 ※7일은 11:00～ 개장

친환경 My 다완으로

맛있는 차를 마시자!

1층 엔트런스에서 판매 중!

세계 차 축제
오리지널 다완

500엔(사은품 포함)

회의실

차 문화 전시: 11월 7일(목)～10일(일)

(체험은 관람권 300엔이 필요합니다)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가나야후지미초 3053-2)   https://tea-museum.jp/index_ko.html

로비

회의 홀 가제

회의실

회의실 회의실

층

층

층

가을의 제전

시즈오카현 
컨벤션 아트센터 ‘그란십(Granship)’
차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제안 및 차의 기능에 관한 학술 

연구 성과의 공유, 세계의 다양한 종류의 차를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나가자 O-CHA

목 일



1F

중형 홀 남쪽 로비
(1층 중형 홀 엔트런스 홀에서 입장)

옥외 남측 통로

중형 홀 남쪽 로비2층

●세계 대다도회
국내외의 차 애호가 등이 세계 각국의 찻집 

스타일과 차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

대형 홀 북쪽 로비
로비

3층

●기샤도빈과 차나무 인형 전시
기샤도빈(기차 안에서 마시기 위해 판매되었던 

다기)과 차나무 인형(찻잎 따는 여성의 모습을 

차나무로 조각한 인형) 전시 

교류 홀6층

●일본 전통극 교겐의 세계관에서 보여지는 차의 전통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차를 

700년의 역사를 가진 교겐으로 소개

중형 홀 ‘다이치’1층

●인스타그램
포토 콘테스트 작품 전시

‘차의 매력을 즐기고 있는 사진’을 주제로 개최한 

포토 콘테스트의 응모 작품 전시

엔트런스 홀1층
전시 갤러리
로비

6층

●세계 노상 찻집 체험
해외 7개국의 노상 찻집을 재현하여 실제로 

다기를 다루면서 차를 즐기는 방법과 

차 문화를 배우는 체험

●마루노미 시즈오카

대형 홀 남쪽 로비3층

●새로운 일본차 마시는 방법 소개

대회에서 선정되었거나, 가 보고 싶거나, 일본 차를 마셔 보고 싶은 

찻집 스타일 및 공간을 가설 점포로 재현하여 찻집을 영업

시즈오카현의 특산물인 

차와 거베라를 조합시킨 

카페. 젊은이가 좋아할 

만한 앙증맞은 카페로 

일본 차와 시즈오카현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점포.

젊은 여성을 주대상으로 

다함과 다통을 모티프로 

한 외관으로 구성. 

여러가지 추출법으로 

일본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 

주면서 일본 차의 매력을 

알린다.

교류 홀

‘시즈오카 차×꽃 카페’ ‘자렌자 -cafe’

6층

11월 10일(일)

11월 9일(토), 10일(일)

●세계 녹차 경연대회 2019
세계의 ‘명차’와 ‘신상품’을 집결하여 차의 미래가 느껴지는 

참신한 상품을 평가 및 제안하는 경연대회 입상 차를 전시

중형 홀１층 엔트런스 홀

●시음 페스티벌

농업 경영자가 엄선한 명차를 시음 판매, 

마음에 드는 차에 투표

●♡차로 우리 모두 하나되자♡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당일권(2,000엔) 판매 중!
7～9일: 1층 종합 접수 카운터
10일: 중형 홀 ‘다이치’에서 판매

●월드 O-CHA 메세
차 및 차 관련 상품 등의 전시 판매, 

상담에 대응하는 종합 상품 전시회

대형 홀 ‘우미’１층

옥외 인터로킹 블록

옥외 잔디 광장

옥외 인터로킹 블록

3층 로비

유료

유료

일부 유료

●키레이사비 포럼

중형 홀 ‘다이치’1층11월 7일(목) 유료

유료

3부 구성으로 엔슈류 다도의 키레이사비

(아름다우면서 수수함)의 세계관을 소개

시즈오카현의 산간에서 재배된 개성 넘치는 차를 시음 및 판매

전시 갤러리 1

교류 홀

남쪽 로비

북쪽 로비

로비

로비

로비

로비

남쪽 로비

메인 엔트런스

무대

↑3층

↑6층

↓1층

↓3층

대형 홀: 우미잔디 광장
중형 홀 
엔트런스 홀

전시 갤러리 3

개회식

세계 대다도회

중형 홀: 다이치

시즈오카 차의 세계를 생각하는 간담회
차 문화 전시

‘차가 있는 공간의 장식’
동아시아 문화와 차의 르네상스

월드 O-CHA 메세

층

층

층

층

차를 사용한 음식·잡화품 등의 

전시 및 판매, 무대 이벤트 개최

○c SARYO HANAAYU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