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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선‘바챠마치역’
（馬車道駅）

니혼오도오리

우토쿠 빌딩 욘카이
(4층)

지하

철사

요코하마시 개항
기념회관

바샤미치

라기

우 231-0002 요코하마시 나카구 카이간도오리 3-9

6번 출구 (아카렌가 소코 출구) 도보 5분

도쿄예술대학
요코하마 캠퍼스

요코하마
창조도시 센터

기쵸

역

간나이 홀

지하철 간나이역

요코하마 시청사

JR 간나

이역

요코하마(横浜)는 150년 전 개항 당시부터 일본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 화물이 오가는 교역 도시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요코하마 도시 곳곳에
소중하게 남겨진 역사적 건조물(建造物)을 비롯하여 재즈와 음식, 패션 등 시대를 이끌어 온 각양각색의 문화로 엮어진 층은 도시와 거리에 다양한
표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ankART1929’는 지난 11년간 이러한 요코하마가 가진 도시의 경험을 계승, 역사적인 건조물과 항만도시란 장소성을 살려가며 활동해 왔습니다.
이곳을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장이자 음식으로 대표되는 생활문화와 도시, 축제 등의 키워드를 기본으로 지역과 협력하며 다양한 장르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시민과 전문가, 국내외로부터의 제안을 폭넓게 수용해가는 개방적인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All About BankART는 BankART의 이러한 활동을 고스란히 담은 에센스입니다.

Space
BankART1929는 2004년 3월, 옛 은행(구 후지은행, 구 다이이치은행) 건물 2동을
활용하여 활동을 개시함. 그 후, 구 후지(富士) 은행은 2005년 4월부터 도쿄예술대
학 대학원으로, 구 다이이치(第一) 은행은 2009년 5월부터 요코하마시 창조도시센터
(YCC)로 바뀜. 현재 BankART1929의 주요 활동 거점은 구 일본 우선(郵船) 창고를
리노베이션, 전관 사용이 가능하게 된 BankART Studio NYK(약 3,000㎡). 요코
하마 트리엔날레 2011에서는 신항(新港) 부두의 신코 피어(4,400㎡)를 전면 활용함.

BankART 1929 바샤미치

BankART 1929 Yokohama

그 후, 신코 피어는 2012년 4월~2014년 4월까지 해머 헤드 스튜디오‘신·미나토 구’

도쿄예술대학으로

요코하마 창조도시 센터로

Open 2004.3.6 → Close 2004.12.31

란 명칭으로 크리에이터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됨. 관련 시설로는 BankART 츠마리
(妻有), BankART Sakura 레지던시, BankART 베를린 등이 있음.

Pub ＆ Cafe

BankART 츠마리

BankART Studio NYK

BankART BERLIN

Open 2006.7.21 →

Open 2004.3.6 → Close 2009.3.31

BankART 카모메 장

BankART 사쿠라 장

Open 2008.5.7 →
Close 2012.4

Open 2006.6.30 → Close 2010.3.31

해머해드 스튜디오‘신・미나토 구’
Open 2012.4 → Close 2014.4

그 외 관련 스페이스
BankART 금고실

혼초 실험 갤러리

Open 2015.11 →

2008.5.7 → 2010.9

2006.11.18 → 2010.9

피어시티 B2 갤러리

2008.5.7 → 2008.11.30

Open 2005.1.15 →

Cafe 11:00-17:30 Pub17:30-23:00

연중무휴, 밤 11시까지 영업. 이벤트 개최기간은 물론 스튜디오 아티스트와 스쿨
강의 전·후 토크의 장으로 또는 예술에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입구로
BankART 사업 전체의 교차점 역할함. 덴엔초후(田園調布)의 빠떼 전문점의 빠떼
와 요시다초(吉田町)의 태국 레스토랑에서 매일 아침 구입하는 그린 카레, 지역 양조
장과 협력한 맥주 등 오리지널 상품도 다수. 음료는 한 잔에 350엔부터. 건축 설계팀
인‘미캉구미’의 벽돌 야외 키친,‘Atelier Bow-Wow’의 리무진 포장마차, 아사쿠

예술 맥주 프로젝트

라 세츠( 朝倉摂 )의 이동식 무대 등도 활용하고 있음.

그린 카레
(태국 요리 레스토랑 Pee)

빠떼 (빠떼 전문점)

Atelier Bow-Wow‘ 리무진 포장마차’

아사쿠라 세츠 ‘이동식 무대’

마나이타(도마) Pub (BankART Studio NYK)
Open 2005.1.15 → Close 2008.3.31

초기 BankART Pub (BankART 1929 바샤미치)
Open 2004.3.6 → Close 2004.12.31

Pub ＆ Cafe Ticket
1,000엔 티켓

Shop ＆ Contents
미술·건축·퍼포먼스 등 예술 분야의 서적·DVD 등을 취급함. 스쿨 강사진, 기획전 작
가 등의 서적을 중심으로 3,500개의 아이템을 갖추고 있음. 일본 전국의 갤러리와
미술관, 젊은 작가들의 소량 인쇄물도 취급함. 콘텐츠 사업도 활발하게 실시하여 지
금까지 BankART 출판 레벨로 약 120종류를 발행함. BankART 관내 전시회와 이

BankART Life Ⅳ
A4변형판 2015年発行予定
開発好明

벤트 관련 출판에 그치지 않고 BankART 이외에서 실시한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ISBN978-4-416-11503-9

開発好明

출판사업도 적극적으로 실시함.

横浜

の

東 ア ジ ア

の東 ア ジ ア

横 浜

C1645 ¥0000E

定価 本体0000円 ＋税

応援先生
韓国先生
タコ釣り先生
パーカッション先生
フィールドデッサン先生
身体先生
予備校先生
空気よめない先生
心中先生
竹先生
利き腕先生
上海先生
脚先生
ラー油先生
マイブック先生
精進料理先生
おいしくなーれ先生
古代火起し先生
焙煎先生
ベリーダンス先生
ガチャガチャ先生
観音先生
雨乞い先生
武器先生
現代詩先生
ギャラリーホップ先生
美術とエロ先生
フォルム先生
回転木馬先生
猫先生

카이하츠 요시아키
《100인의 선생님》
A5판 ￥1,000

BankART school

バスバー先生
法律鉄道先生
口琴先生
チヂミ先生
ノイズ先生
地下鉄先生
自然育毛先生
ダム先生
焼き芋先生
広東語先生
くんくん先生
ダンス先生
エージング先生
ダウジング先生
震災避難者支援先生
鏡文字先生
レースクイーン先生
羽釜先生
段ボール先生
仮面先生
コレクター先生
ライトボトル先生
ムビラ先生
新聞バック先生
新聞バケツ先生
アイヌ先生
ギャル文字先生
バランスストーン先生
コロペタ版画先生
犬介護先生

BankART1929
B5변형판2015年発行予定

BankART Life
A4판 256p ￥1,600

BankART Life II
A4판 288p ￥2,000

BankART Life III
A4변형판 256p ￥2,400

신 미나토 구
B5판 224p ￥1,800

신・미나토 마을 (항촌)
B5판 272p ￥2,400

오카자키 켄지로
A4변형판 240p ￥2,000

나카하라 코다이
A4변형판 192p ￥2,000

다나카 신타로
A4변형판 192p ￥2,000

가와마타 타다시
《Expand BankART》
A4변형판 3권 세트 352p ￥2,400

하라구치 노리유키 《사회와 물질》
A4변형판 256p ￥2,000

나카하라 유스케 미술비평 선집 (전12권 간행 예정)
아사쿠라 세츠《아방가르드 소녀》 간행물 : 제1,3,4,5,6,9권 (2015년8월 현재)
B5변형판 236p~ ￥2,400~
A4변형판 224p ￥2,000

カジノ先生
ふんどし先生
日韓国際結婚先生
羊バー先生
エレキ先生
指英語先生
石先生
モンシロ嬢先生
ストリートアート先生
アロマ先生
セルフビルド先生
はみがき先生
韓国舞踊先生
子供反抗期用おもちゃ先生
就職しない先生
不法占拠先生
ミッション先生
短歌先生
美術館建築先生
フランスこどもアート先生
寿先生
ψプサイ先生
石巻こども新聞先生
FRP先生
100キン先生
入れ墨先生
アボリジニ先生
夢先生
鳥取先生
いじめ探偵先生
客船飛鳥Ⅱ先生
ネイル先生
東アジアの夢とバンカート先生
横浜映画研究先生
藤田嗣治先生
アスト長町あれこれ先生
だまし先生
フィジカルシアター先生
おっぱい先生
烏龍茶先生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과거
그리고 미래 Part2
A5판 264p ￥1,200

요코하마,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어반 디자이너 기타가와 타케루
A5판 216p ￥1,200
A5판 160p ￥1,200

미래사회의 설계
A5판 192p ￥1,200

오늘날의 한계예술
46판 352p
￥2,000

미술을 보는법
A5판 ￥2,500

* (みかた에는 ‘서포터’의 의미도 있음)

시고카이본 (4,5층 책)
A5판 216p ￥1,200

B세미나
B5변형판 256p
￥2,286

U35시리즈 전26종
A4판16p〜20p、B5판 20p

요코하마 숨바꼭질/
쭈욱 노게야마 근처
DVD ￥600

Cafe Live DVD시리즈 전8종
￥500~

오노 가즈오 시리즈
A5판 40p~ ￥500~

ARICA
DVD ￥2,380

출장 조리사
DVD ￥500

배, 산을 오르다
DVD ￥2,400

TRILOGY For Art
DVD ￥2,380
가격은 세금 별도

2개월 8회 강의를 기본 단위로 함. 최대 20인의 소수 인원제로 운영. 월요일에서 토
요일까지 매일 개강. 현대판 서당을 목표로 하며 평생교육 강좌와 대학원 수업의 중
간 레벨 정도임. 지금까지 263 강좌, 833명의 강사진(게스트 포함), 4,000명이 넘
는 학생들이 수강함. 학생 간, 강사와 학생 간의 교류가 활발함. 수강이 끝난 후에
도 수강생 동문이 운영하는 다수의 독자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하마 아트
(HAMArt!)’등 강좌를 통해 생겨난 프리페이퍼도 있음.

Artist in Residence
언제나 연간 입주 작가가 수 팀 활동하고 있음. 그 외 대만, 한국, EU 등 해외와의 교
환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음. 최근에는 1년에 2개월 정도 NYK
전관을 스튜디오로 개방하여 30~40팀의 작가들이 같은 시기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설정함. 또한 지역에 아티스트를 초청,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역민들을 초
대해 환영 파티를 개최하거나, 오픈 스튜디오도 수시로 운영함.

주최 사업
요코하마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현대적으로 릴레이 하는 것. 역사적 건조물과 마을 만
들기(마치즈쿠리) ·의(衣) ·식(食) ·사진·무용(부토) 등 기존에 요코하마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 낼 것인가를 테마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음식과 현대미술,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같이 지역 안에서 전개하는 전시회, 오노 가
즈오(大野一雄) 페스티벌로 대표되는 공연예술 이벤트, Cafe Live, Under35로 대
표되는 신인 작가·무용가 지원, 대규모의 개인전(하라구치 노리유키(原口典之)/ 아
사쿠라 세츠( 朝倉摂 )/ 가와마타 타다시(川俣正 )/ 다나카 신타로(田中信太郎 )/ 오카
자키 켄지로(岡﨑乾二郎 )/ 나카하라 코다이(中原浩大) 그 외, 국제전, BankART

BankART Life

음식과 현대미술 part6

오노 가즈오 페스티벌 2009

지진 EXPO

La Chaîne 일불현대미술교류전

BankART LifeII

BankART Life Ⅲ 신 미나토 마을

하라구치 노리유키《 사회와 물질》

아사쿠라 세츠《아방가르드 소녀》

가와마타 타다시《Expand BankART》

형태의 발어展 다나카 신타로 , 오카자키 켄지로 , 나카하라 코다이

Life와 같은 종합적인 이벤트가 증가하는 추세임.

코디네이터 사업
가능한 외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음. 단순한 임대(렌탈) 사업이 아니라 BankART
가 협력함으로 이벤트 그 자체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유념을 기울이고 있
음. 한 블록 약 350㎡에 6만엔/1일. 장기 사용에 관해서는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
어 7일째부터 50%까지 할인함. 사업 내용에 따른 감면도 있음. 기획 협력, 예산 제

Ku Na'uka theatre company

GLOBAL PLAYERS

Harley-Davidson Japan

TPAM in Yokohama

공의 경우도 다수.

후지모토 타카유키 Time Lapse Plant

요코하마 국제영상제

Essential Ongoing 정적과 광기

하치노헤 리뷰

NISSAN ART AWARD

빛의 도시 , 광주

히로마쓰 목공

Networks
요코하마시가 추진하여 탄생한 프로젝트와 시설, BankART 관련으로 생겨난 집합
아틀리에, 자주적으로 시작한 공간 등등 2004년 BankART가 출범한 후 수많은 시
설과 아틀리에가 BankART 주변 간나이가이(関内外) 지역에 탄생하여, 창조 핵심

큐나사카 ( 급경사 ) 스튜디오

코가네초 지역 매니지먼트 센터

창조공간 반코쿠바시 SOKO

도쿄예술대학 요코하마 캠퍼스

조노하나 테라스

형성(創造界隈の形成)이라는 단어도 꽤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옴.
현재는 기존 문화시설과의 협력과 요코하마시 외곽지역과의 관계 형성, 나아가 국내
외 타 도시와의 프로그램, 타이페이와 속·조선통신사 프로젝트 등, 다양한 레벨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출장 BankART School
우토쿠 빌딩 욘카이 (4 층 )

기타나카 BRICK& 기타나카 WHITE 2005.6 → 2006.10

혼초빌딩 45 2006.11 → 2010.9

개항 5 도시 모보・모가
( 모던 보이 , 모던 걸 ) 를 찾아라 !

모여라 아트 이니셔티브

속 조선통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