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5.19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2.5.19 담당부서 주일한국문화원

담당자  전시팀장 하성환, 홍보팀장 조은경(+81-3-3357-5970) postmaster@koreanculture.jp

2002한일월드컵의 감동과 환희, 

그 모습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5.26～7.5 주일한국문화원서 2002월드컵 개최 20주년 특별전 개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5월 26일(목)부터 7월 5일(화)

까지 약 1개월에 걸쳐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최 20주년 기념 

특별전 ~그 날의 감동을 다시 한 번’전을 문화원 1층 갤러리MI에서 개최한다.

2002 FIFA월드컵 한국/일본™은 1996년 5월 3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최가 결정되어 사상 처음으로 2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회로

한일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던 행사이다. 2002년 5월 31일

개막 이후 세계의 각 지역 대표 32개국이 출전하여 연일 열전을 펼쳤다.

주최국이었던 한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 본선에 진출하며 국민들의 인기와 

관심도는 당시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전시회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서로를 응원했던 양국의 모습이 COVID-19 극복 이후 교류와 우호 증진

으로 이어지고 올해 가을에 있을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한다는 취지로 준비하였다.

주된 전시 내용으로는 1996년 5월 3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의 한일 공동 

개최를 선언하는 모습, 2001년의 조 추첨 이벤트 모습, 그리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 한국과 일본의 모든 경기 모습 등의 양국 선수와 응원단들이

연일 펼친 열전의 모습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일본 왕실인사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故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친

왕과 히사코 비의 활동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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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월 26일 오후에 있을 개막식에는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및 우에지 조타

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참여(전 미즈노주식회사 부사장) 등 외빈,

그리고 2002년에 태어난 20세의 한일월드컵 키즈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현재 일본내 COVID-19가 아직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장

인원 제한, 상시 소독, 소독약 및 적외선 열 카메라 배치, 상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최되며,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koreanculture.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전시회 개요 및 주요 전시 사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일한국문화원 

전시팀장 하성환, 홍보팀장 조은경(+81-3-3357-59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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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ㅇ전시회명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최20주년 기념 

특별전 - 그 날의 감동을 다시 한 번

 ㅇ일  시 : 2022년 5월 26일(목) ~ 7월 5일(화) 10:00~17:00
*개막식 : 2022년 5월 26일(목) 14:00-15:00

 ㅇ장  소 :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MI(1층)

 ㅇ주  최 : 주일한국문화원

 ㅇ협  력 : 대한축구협회(KFA), 일본축구협회(JFA)
 ㅇ내  용 : 코로나 극복 이후 한일 우호 증진과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1996년 한국과 일본의 FIFA월드컵 공동
개최 선언부터 양국의 경기 모습, 응원단의 활동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 시청각 자료 약 50여점 전시

□ 홍보 포스터 및 주요 사진

붙 임  전시회 개요 및 주요 전시 사진

ⓒKFA
전시회 포스터 이미지 대회 포스터 이미지



- 4 -

ⓒKFA ⓒKFA
ⓒKFA

1996.5.31. 스위스 취리히
공동개최를 선언하는 양국

축구협회 회장

2001.12.1. 부산
월드컵 조 추첨회

2002.5.31.(금) 서울WC경기장
2002 월드컵 대회 개막식

ⓒKFA

ⓒJFA ⓒJFA

2002.6.4.(화) 한국 VS 폴란드
유상철 선수의 골 세리머니

2002.6.4.(화) 일본 VS 벨기에
스즈키 다카유키 선수의

골 세리머니

2002.6.9.(일) 일본 VS 러시아
이나모토 준이치 선수의

골 세리머니

ⓒKFA ⓒJFA ⓒKFA

2002.6.10.(월) 한국 VS 미국
한국을 응원하는 붉은 악마

2002.6.14.(금) 일본 VS 튀니지
경기에 임하는 일본 대표선수들

2002.6.14.(금) 한국 VS 포르투갈
박지성 선수의 골 세리머니

ⓒKFA
ⓒKFA ⓒKFA

2002.6.18.(화) 한국 VS 이탈리아
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

2002.6.22.(금) 한국 VS 스페인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은

홍명보 선수

2002.6.30.(일) 요코하마
폐막식에서 ‘최고의 인기팀’을

수상한 한국 대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