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 재즈”는 가와사키시를 커다란 무대로 삼아 거리와 토지에 살아
숨쉬는 기억을 바탕으로 재즈를 통해 다양한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창조하는
“가와사키다움”에 집중한 재즈 페스티벌로서 작년 2015 년에 탄생했습니다.

2016 개최 콘셉트: 재즈, 다리를 놓다
2011년에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재팬 인 가와사키>로 시작한 재즈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가와사키
재즈>로 무대를 업그레이드해 열흘간의 장기간에 걸쳐 시내 각지에서 널리 열리는 도시형 페스티벌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5회 NISSAN PRESENTS JAZZ JAPAN AWARD
2015”의 <베스트 라이브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는 등 첫해부터 눈부신 영예를 안았습니다.
가와사키라는 도시에 스며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기억에 “다리를 놓다”.
다양한 장르를 원류로 하는 새롭고도 그리운 “재즈”는 <음악의 도시 가와사키>에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재즈를 계기로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음악 페스티벌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늦가을에 정취를 더하는 이 열흘간, 거리에는 음악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와사키 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와사키 재즈” 3가지 미션: MUSIC×PEOPLE×FUTURE
“가와사키 재즈”에서는 아래의 3가지 미션을 내걸고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전개해
나갑니다.



MUSIC BRIDGE→음악 공연―가와사키만의 음악 감상 기회 제공―
가와사키시 내의 6개 회장에서 국내외 최정상 연주자의 음악 라이브를 개최합니다. 또한 가와사키
거리의 기억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Site-specific) 무대, 거리의 다양성을 살린 컬래버레이션,
다른 이와의 만남과 즉흥성(Improvisation)을 소중히 한 음악 공연을 제공합니다.



PEOPLE BRIDGE→지역 연계―지역의 매력을 발굴, 연결·발신―

페스티벌 개최 전 기간부터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다채로운 연주자의 프리라이브를 시내 각지에서
실시합니다.
7개 구의 지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음악을 접하고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와사키시 전역의 페스티벌로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나아가 현지 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및 시내에서 개최되는 재즈 라이브, 콘서트와도 연계해 지역의 활력을 만들어
나갑니다.



FUTURE BRIDGE→인재 육성―가와사키에서 음악을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

이 페스티벌에서는 음악을 통해 앞으로의 가와사키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워크숍 및
학생의 무대, 어린이 대상 기획 등 가와사키에서 음악을 발신하는 사람, 가와사키에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티켓 구매 방법

전화로 예약하기

1

티켓 신청

뮤자 가와사키 심포니 홀
044-520-0200 (10:00~18:00/ 토·일·공휴일도 영업)↓
2

결제

현금 또는 신용카드
3

티켓 수령

뮤자로 예약하신 후 점포에서 수령하시는 경우, 티켓 요금 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티켓 수령 시간과 전달 방법
① 뮤자 창구에서 수령
수령 시간: 10:00~19:00
전달 방법:
수령번호 9자리와 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필요

② 피아·편의점에서 수령
수령 시간:
피아: 각 점포의 영업시간 내
서클K 산쿠스: 5:30~심야 2:00
세븐일레븐: 24시간 (수령 최종일은 23:30까지)
전달 방법:
수령번호 9자리와 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필요

※세븐일레븐은 13자리의 수령번호만 필요

③ 우편으로 수령
등기우편으로 티켓 발송

우편요금 ¥410




주의사항



＊미취학 아동의 입장은 삼가 주십시오. 뮤자 가와사키 심포니 홀 공연에는 탁아 서비스가 없습니다. (유료/ 공연
1주일 전까지 예약 필수: 이벤트 탁아® 마더스 0120-788-222 접수 월~금 10:00~17:00)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중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하신 티켓은 변경·환불되지 않습니다.

11/11(금) 19:00 Shinyuri 21 hall

재즈바

AOR Night

친숙한 악곡부터 매니악한 노선까지 일류 뮤지션의 AOR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호화로운 하룻밤.

Tatsuhiko Yamamoto (vo), Masahiro Kobayashi (tp), Yoshinari Takegami (sax), Masahiro
Inaba (gt),Shinichi Kusama (key), Yuichi Yamamoto (ds), Ren Yamamoto(bass)
Minako"mooki"Obata(vo)
Table ¥4,000（with 1drink） Other ¥3,500

11/12(토) 14:00 TEATRO GIGLIO SHOWA

빅 밴드 스페셜 세션

가와사키 재즈 빅 밴드 스페셜 세션

도쿄 JAZZ 에도 출연한 JFC All Star Big Band 등이 한자리에 모인 빅 밴드 재즈의 제전.

JFC All Star Big Band (Makoto Ozone, conductor)
Ohnishi Junior & Senior High School
Yokohama Onsen Club

General ¥1,000 Under 25 years ¥500

11/13(일) 18:00 Shinyuri 21 hall

재즈바 New Age Acoustic Jazz Night +
Jazz 를 비롯해 Classic 부터 Pops 까지 틀을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어쿠스틱 재즈 사운드

Dai Sakakibara

(p), Kohei Morita(bass), Takashi Saito(ds) , Keizo

Nakanishi (vo)
Table ¥4,000（with 1drink） Other ¥3,500

11/14(월)19:00 Big Mouth at Senzoku Gakuen College of Music

뮤직 인 라보 히로세 마리코와 Purple Haze
작곡가인 히로세 마리코가 이끄는 대편성 변칙 빅 밴드. 총 22 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록? 재즈? 클래식?
장르의 벽을 초월한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사운드 <모스라 재즈>는 놓칠 수 없는 공연.

Mariko Hirose(composition and arrangement)
Purple Haze

General ¥2,000 Under 25 years ¥1,000

11/15(화) 19:00 Big Mouth at Senzoku Gakuen College of Music

뮤직 인 라보 모논쿠루＋strings / feat. 구와바라 아이
어쿠스틱 팝 뮤직을 견인하는 인기 유닛 “모논쿠루”와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개성파 피아니스트
구와바라 아이에 의한 스트링스 편성의 스페셜 컬래버레이션.

Sara Yoshida (vo), RyutaTsunoda (b), Ai Kuwabara(p), Hiro
Kimura(ds), Kano Tajima(vn)
Masabumi Sekiguchi(cello)

General ¥2,000 Under 25 years ¥1,000
11/15(화) 19:00 CLUB CITTA’

라이브 하우스 드러밍 하이!
전설의 밴드 JUDY AND MARY 의 이가라시 고타와 카리스마 퍼실리테이터 사카이 마로, 그리고 귀여운
스틸팬 연주자 오카피의 3 명이 선사하는 전혀 새로운 관객 참가형 타악기 라이브 어트랙션. 뮤지션과 관객이
하나가 돼 무아지경으로 타악기 연주를 즐기는 <음악 디톡스>를 선사한다!

Kohta Igarashi (ds), Maro Sakai (ds), Okapi (ds)
ADV ¥4,000 Door ¥4,500

11/16(수) 19:00 LAZONA KAWASAKI Plazasol

컬래버레이션 세션 사토 고이치
“Melancholy of a Journey” 스페셜 앙상블
“하시즈메 료스케 그룹” 및 포스트 재즈 집단 “rabbitoo”로 주목받고 있는 카리스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겸 편곡가인 사토 고이치에 의한 새 프로젝트. 재즈를 토대로
하면서도 실내악, 포크, 북유럽 음악, 다양한 요소가 융합한 독특한 세계관으로 듣는 이를
여행의 우수로 유혹한다. 이번에는 금관과 현 섹션을 더해 하룻밤의 호화로운 특별 편성
앙상블을 선사한다.

Koichi Sato(p), Tokuhiro Doi (cl,bcl), Motohiko Ichino (gt), Hiroki Chiba (bass), Ryo Noritake (ds)
＜Special Guests＞
Hikari Ichihara(tp), Mitsuhiro Wada (tb), Anzu Suhara (vn), Seigen Tokuzawa (cello)
ADV ¥3,500 Door ¥4,000

11/17(목)

18:30 CLUB CITTA’

라이브 하우스
Jazz La Cittadella night♪ 10th Anniversary Party
라치타델라에서 10 년간 열려 온 프리라이브 이벤트의 집대성! 총 400 팀의 과거 출연자 중에서 엄선한 젊은
재즈 밴드 및 가와사키에서 활동하는 밴드가 기념일을 축하한다.

fox capture plan, CICADA, Calmera, Sources, BLU-SWING
ADV ¥2,500

Door ¥3,000 (+drink ¥500)

11/17(목) 19:00 LAZONA KAWASAKI Plazasol

컬래버레이션 세션 데라쿠보 에레나 meets 이노우에 메이
고등학생일 때 나란히 프로로 데뷔해 지금도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슈퍼 20 대의 데라쿠보 에레나와
이노우에 메이. 현재, 보스턴의 버클리음악대학 출신인 인재 두 명이

일본을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와 함께

가와사키에서 주목의 공연을 선사한다.

Erena Terakubo(as), Mei Inoue(gt), Jun Miyakawa(p), Takashi Sugawa(bass), Sohnosuke Imaizumi (ds)
ADV ¥3,500 Door ¥4,000

11/18(금) 19:00 LAZONA KAWASAKI Plazasol

컬래버레이션 세션 가와사키시·부천시 우호도시제휴 20 주년 기념 라이브
사야마 마사히로＆센바 기요히코×코리안 올스타즈
“가와사키 재즈 2015”에서 크게 호평받은 <센바 기요히코&아시안 올스타즈>가 올해는 “한국과의 가교”를
테마로 스페셜 기획을 결행. 가와사키에서 장르, 세대, 국가, 문화, 모든 경계선을 초월한 새로운 그루브를
불러 일으킨다!

Masahiro Sayama(p), Kiyohiko Semba(perc), Kaori
Takahashi(vn), Jaechol Choi(perc), Vicky Lee(vo),
Soul Train [from Korea]
ADV ¥3,500 Door ¥4,000

11/18(금) 19:00 MUZA Kawasaki Symphony Hall

슈퍼 세션 오조네 마코토 featuring No Name Horses
인기 절정, 일본을 대표하는 빅 밴드가 뮤자 가와사키에 처음 등장!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브라스, 건반 위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는
오조네의 피아노에 주목.

Makoto Ozone(p)
Eric Miyashiro(tp、flugel), Mitsukuni Kohata(tp、flugel), Sho Okumura(tp、flugel)
Yoshiro Okazaki(tp、flugel)
Eijiro Nakagawa(tb), Nobuhide Handa(tb), Junko Yamashiro(tb)
Kazuhiko Kondo (sax、fl), Atsushi Ikeda(sax、fl), Toshio Miki(sax)
Masanori Okazaki(sax、cl), Yoshihiro Iwamochi (sax、cl)
Kengo Nakamura(bass)
Shinnosuke Takahashi (ds)
S ¥8,000 A ¥ 7,000 B ¥6,000 円

11/18(금)19：30, 11/20(일)17：00 CLUB CITTA’

라이브 하우스 NEW ENGLAND Japan tour 2016
“GREATEST HITS LIVE
오리지널 멤버로 대망의 첫 일본 방문.
주옥같은 작품으로 가득 채운 감동의 라이브!

John Fannon (vo、gt), Hirsh Gardner (ds、vo), Jimmy Waldo (key、vo), Gary Shea (bass)
ADV ¥9,800(+drink ¥500)

11/19(토) 17:00 MUZA Kawasaki Symphony Hall

슈퍼 세션 플래티나 재즈 오케스트라
presented by 라스무스 페이버

스웨덴 출신 “아름다운 선율의 프로듀서” 라스무스 페이버가 이끄는 재즈 프로젝트 [플래티나 재즈
오케스트라 presented by 라스무스 페이버]. 재즈와 팝송 팬부터 애니메이션 팬까지 포로로 만들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팬이 늘어나는 그들이 이번에는 하이 퀄리티 사운드 처리로 정평이 난 뮤자 가와사키 심포니
홀에서 공연. 재즈와 애니메이션 음악의 고품격 만남…행복의 끝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룻밤.

S ¥7,000 A ¥6,000 B ¥5,000

11/20(일) 17:00 MUZA Kawasaki Symphony Hall

슈퍼 세션 그랜드 피날레 재즈 travels 월드
남미 탱고를 출발점으로 “터키 행진곡”, “Take the ‘A’ Train”까지 동서고금의 재즈로 세계를 여행하는 3시간.
장대한 그랜드 피날레!

【Part I】Tango meets Jazz

Kazuma Miura(bandoneon)
Yasunao Ishida(vn), Iwahisa Kuroki(cb), Junpei Ohtsubo(gt), BABBO(p)

【Part II】Classic meets Jazz

Fazıl Say (p)

【Part III】Jazz meets Japan

Yosuke Yamashita (p), Yasuko Ohtani(vn), Shonosuke Okura(otsuzumi)
S ¥7,000 A ¥6,000 B ¥5,000

OVERVIEW
Title

Kawasaki Jazz 2016

Dates

10 days from Friday 11th November to Sunday 20th November
(pre events from 15th September to 10th November)

Venue

MUZA Kawasaki Symphony Hall, LAZONA Kawasaki Plaza, CLUB CITTA’
Shinyuri 21 hall、Teatro Giglio Showa,
Senzoku Gakuen College of Music Big Mouth

Number of live

Approximately 40 performances

performances
Hosts

Kawasaki Jazz 2016 executive committee、Kawasaki City

Co-hosts

Senzoku Gakuen College of Music, Showa University of Music、
CITTA’ENTERTAINMENT, Kawasaki City Cultural Foundation
MUZA Kawasaki Symphony

Supporters

The Kawasak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awasaki City Tourist Association, Kawasaki International Association
City of Music Kawasaki Promotion Council
NPO Shinyuri City of Arts、South Korean Consulate General in Yokohama

Cooperation

Billboard JAPAN, Kawasaki Serbian Night

Sponsors

Shimamura Music,TOKYO JAPAN Tax accountant corporation,
Keikyu Corporation,
JFE Steel Corporation, JFE Engineering Corporation,
JFE Galvanizing & Coating Co., Ltd.
Kawasaki Azalea, Asahi Breweries, Ltd., Kawasaki Medical association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Kawasaki-Shi,
Kawasaki Credit Union, Kawasaki Keirin management council,
JA Ceresa Kawasaki, FUJITSU LIMITED, CONVENTION LINKAGE, INC.
NEC Corporation, Kawasaki City Tourist Association,
The Kawasak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awasaki Institute of Industry Promotion,
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and Consumers Insurance Cooperatives,
Chuo Labour B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