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츠코우·히노데쵸 지구 마을 만들기 경과 

 
◯헤이세이 14년 (2002년) 

- 게이큐 고가 보수공사로 인해 고가 밑의 소규모 점포(약 100개의 점포)가 철거 

- 고가 밑에서 영업하던 소규모 점포군이 주변지역으로 확산·확대  

 

◯헤이세이 15년 (2003년) 

- '하츠코우·히노데쵸 환경정화 추진협의회' 출범 (11월) 

 

◯헤이세이 16년 (2004년) 

- 요코하마 중구에서 국가 행정부처에 요청서 제출 (7월)  

(성매매 방지법의 벌칙강화,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 우루겐 경찰청장 현지 시찰 (11월) 

- 가나가와현 경찰 '환락가 종합대책 추진본부' 설치, '바이바이 작전' 개시 (1월) 

 

◯헤이세이 17년 (2005년) 

- 게이큐 고가 아래에 '환락가 종합대책 현지지휘본부' 설치 (4월) 

- 마쓰자와 가나가와현 지사 현지시찰 (4월) 

- 하츠코우·히노데쵸 환경정화 추진협의회 '마을만들기 추진부회' 발족 (7월) 

- 물뿌리기 대작전 (8월) 

- 환경정화 추진협의회에서 게이힌급행전철 주식회사에 요청서 제출 (11월) 

- 아즈마 초등학교 4학년 거리 걷기 (1월) 

- 코가네쵸 중점 지구 내에서 최초의 민간 개발 (메이와 토지) (2월)  

(협의 결과 주택을 패밀리 타입, 1층에 커뮤니티·공간 설치 등의 협력을 얻는다.) 

- 하츠코우·히노데쵸 '유메아카리(꿈빛) ' 조명을 이용한 마을 만들기 이벤트 진행 (2월) 

- (구)점포를 요코하마 중구가 임차하여 지역 방범 거점 '스텝·원' 개소 (3월15일) 

- '하츠코우·히노데쵸 마을 만들기 선언'을 결정 (지역 마을 조성부회) (3월23일) 

 

◯헤이세이 18년 (2006년) 

- 벚꽃 축제에 Kogane-X로 첫 참가 (4월) 

- 마쓰자와 가나가와현 지사의 두 번째 현지시찰 (4월) 

- BankART의 사쿠라소 오픈 (6월30일) 

- 나카타 요코하마 시장 현지 시찰, 퍼블릭 펜스 아트 (10월) 

- 협의회, '코가네쵸 파출소 건설에 관한 요청서'를 이세사키 경찰서에 제출 (12월) 

- 미사키의 아침시장 (12월) 

- 요코하마시에서 게이힌 급행전철 주식회사로 '하츠코우·히노데쵸 지구 대책(고가 밑 활용)'에 관한 협력 

의뢰 (2월) 

- 요코하마시 안전관리국이 번화가 중심으로 방범카메라 설치 (3월) 

- '가와노에키', '오오카가와 사쿠라잔교', '스에요시' 다리 교체 공사 준공, '오오카가와 산책'로 제1기 완성 

기념식 (3월) 

 



◯헤이세이 19년 (2007년) 

- 오오카강 고이노보리 대회 (4∼5월) 

- '안전·안심 마을 조성' 거점 Kogane-X Lab 오픈 (6월) 

- 지역경찰 본부장 앞으로 '코가네쵸 지역 파출소 건설에 관한 지역 요청서' 제출 (7월) 

- 「하츠코우·히노데쵸 지구 마을 조성 협의 지침」제정 (8월15일) 

- 협의회에서 파출소 용지 기부자에게 감사장 증정식 (8월) 

- 헤이세이 19년 (2007년) 전국 도시재생모델조사 선정 (9월) 

- 게이큐 고가 밑 문화예술 스튜디오 설계 워크숍 (9월∼12월) 

- 코가네쵸 바자르 실행위원회 설립 (11월) 

- 안전·안심 걸리버 지도 작성 (3월) 

- 아즈마꼬 앙앙 지도 만들기 워크샵 (2월) 

- 고가네초 바자르 사무소 개소식 (3월) 

 

◯헤이세이 20년 (2008년) 

- 간판 철거 캠페인 (6월) 

- 코가네쵸 바자르 오픈 (9월11일∼11월30일) 

- 히노데쵸 역 전 A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결정 (11월) 

- NPO법인 코가네쵸 에리어 매니지먼트센터 설립 총회 (11월) 

- 코가네쵸 바자르 연말 대감사제 개최 (12월13일∼25일) 

 

◯헤이세이 21년 (2009년) 

- NPO법인 코가네쵸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 발족 (4월1일) 

- 코가네쵸 파출소 개소식 

- 오픈 스튜디오 개최 (매월 둘째 일요일) 

- 코가네쵸 바자르 2009 (9월1일∼27일) 

- 마을 만들기 워크숍 개최 (제1회~제4회, 번외편 2회 개최) 

- 히노데, 코가네쵸 스튜디오가 제54회 가나가와 건축 콩쿠르 「어필상(환경부문)」수상  

(10월 23일) 

- 토지활용 모델대상 '도시미래추진기구 이사장상' 수상 

- ‘가을의 코가네쵸도 스위치 온’ 오픈 (10월31일∼11월29일) 

- 스튜디오 입주 작가 모집 (12월5일∼1월10일) 

-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서포터 사무국이 코구시 스튜디오에 개설 

 

◯헤이세이 22년 (2010년) 

- '제1회 지역 재생 대상' 우수상 수상 (2월) 

- '하츠네 Fine! 치리멘야' 오픈 (4월23일) 

- 요코하마 시장과 '따뜻한 토크' 스튜디오A에서 개최 (4월27일) 

- '요코하마wo발굴suru vol.1' 코가네쵸 작가 전시  

(6월24일~7월4일, 요코하마 시민 갤러리 아자미노) 

- 건축 심포지엄 2개의 건축 프로젝트로 마을 만들기 개최 

- 마을 만들기 이도바타 회의 개최(제1회~제7회 번외편) 

- 지역 방범 거점 '스텝·원'이 '1의 1' 스튜디오로 이전 (8월8일) 



- 코가네쵸 바자르 2010 (9월10일∼10월11일) 

- 기타나카 스쿨 연속 강좌 '아트와 커뮤니티' (9월12일) 

- 료우구우 미술여관 프로젝트 오프닝 (9월23일) 

- 요코하마 시민 마을개발사업 응모 제안 「계단광장」 2차 콘테스트 통과 조성결정 (2월5일) 

- 지역 방범 거점 '스텝·원'에 홍보 코너 개설 

 

 

◯헤이세이 23년 (2011년) 

- 요코하마시 중구청장 현장시찰 (6월) 

- 코가네쵸 바자르 2011 개최 (8월6일∼11월6일) 

- 고가 아래 스튜디오 Site-A 갤러리 및 Site-D 강의, 세미나실 (8월6일),  

계단 광장 (8월14일) 오픈 

- '제5회 요코하마·사람·마을·디자인상 <상점,주거지 경관 부문>' 수상 

- 건축 심포지엄 '고가 아래 있는 마을' 개최 (10월) 

- 「코가네쵸 풍경전」 개최 (11월) 

- 스튜디오 장기 입주 아티스트 모집 (1월) 

- 코가네쵸 바자르 특별 국제 레지던스 사업 '거실~프라이빗과 퍼블릭이 만나는 장소' 개최 

(2월) 

- 요코하마·이시노마키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 (3월, 히요리 아트센터) 

- 료우구우미술여관·A스튜디오 HINODE 프로젝트 종료 (3월) 

 

◯헤이세이 24년 (2012년) 

- 코가네쵸 예술학교 개교 (4월) 

- 지역 상점 유지를 위한 「하츠코히 상점회」 발족 (5월) 

- 일본·필리핀 교류 프로그램 'Flyover 158-98B' 개최 (8월) 

- 이세사키 경찰서로부터 감사장 수여 (9월) 

- 코가네쵸 바자르 2012 프리 이벤트 개최 (9월7일∼10월8일) 

- 고가 하부 스튜디오 Site-B 카페 및 Site-C 공방 오픈 (10월19일) 

- 코가네쵸 바자르 2012 개최 (10월 19일∼12월 16일) 

- 일본·인도네시아 교류 프로그램 '표류기' 개최 (11월) 

 

◯헤이세이 25년 (2013년) 

- 코가네쵸 바자르 2013 – '예술로 걷는 거리의 발자취 개최' (9월14일∼11월24일) 

- 아시아 예술교류 심포지엄 'Alternative Route: 우회로' 개최 (9월15일∼16일) 

- 관두미술관 (Kuandu Museum of Fine Arts, 타이베이, 대만)과 아티스트인레지던스 교류  

프로그램 실시 

- 뱀부커튼스튜디오 (The Bamboo Curtain Studio, 타이베이, 대만)와 아티스트인레지던스 교류프로그램 실시 

 

◯헤이세이 26년 (2014년) 

- 노키사키 아트 페어·하츠코히 시장 개시 (매월 둘째 일요일 개최) 

- 가상 커뮤니티 아시아 – 코가네쵸 바자르 2014 (8월1일∼11월3일) 

-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취안저우시-중국, 광주광역시-한국, 요코하마시-일본) 



- 고가 밑 스튜디오 ‘Site-A 갤러리’ 기획전 개최 

· '코가네쵸 통로: 재방문' (2015년 1월10일∼25일) 

· '코가네쵸 통로: 기록' (2015년 2월7일∼22일) 

· '코가네쵸 통로: 성과' (2015년 3월7일∼22일) 

 

◯헤이세이 27년 (2015년) 

- 코가네쵸 바자르 2015 ‘마을과 함께하는 아트’ (10월1일∼11월3일) 

- '마을세미나 in 코가네쵸 바자르 2015' 개최 (10월1일∼11월3일) 

- 지자체학회 '다무라 아키라 마을만들기 상' 수상 

- 계단 광장 일반사단법인 국토정책연구회 '마을광장 특별상' 수상 

- The Bamboo Curtain Studio (타이베이, 대만)와 아티스트인레지던스 교류 프로그램 실시 

- A4 Contemporary Arts Center (청두시, 중국)와 문화예술 교류활동 사업 진행 

-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광주광역시, 한국) 

- 고가 하부 스튜디오 Site-A 갤러리 기획전 개최 

· 이카와 유우다이 '하이라이트 씬' (2015년 4월3일∼26일) 

· 요시모토 이오리 '눈물을 머뭄고 미소를 지어라 ' (2015년 5월4일∼24일) 

· 하라다켄코오×야마다유우스케 ‘있었던 것. 없어진 것. 기억나지 않는 것.’ (6월6일∼28일) 

· 사사슌 '어떤 발굴과 리포트, 그 준비' (2015년 7월3일∼26일) 

· 반일주 '존재를 지배하는 자' (2015년 12월5일∼20일) 

· '돌아온 퍼피 거리' (2016년 1월16일∼31일) 

· '8일간의 아트페어' (2016년 2월6일∼14일) 

· '코가네쵸 리뷰' (2016년 3월11일∼21일) 

 

◯헤이세이 28년 (2016년) 

- 코가네쵸 바자르 2016 - '아시아적 생활' 개최 (10월1일∼11월6일) 

- 'made in Koganecho' 사업 시작 (2017년 1월) 

 

◯헤이세이 29년 (2017년) 

- 코가네쵸 바자르 2017 – 'Double Façade 다른 사람을 만나는 복수의 방법' 개최  

(1부: 8월4일∼9월13일, 2부: 9월15일∼11월5일) 

- 'Creative Waterway - 강과 바다를 잇는 창조의 거점' 프로젝트 참여,  

'코가네쵸 예술 수로(水路)' 개최 (8월4일∼11월5일) 
- 2017년도 국제교류기금 '지구시민상' 수상 

 

◯헤이세이 30년 (2018년) 

- 코가네쵸 바자르 2018 – '플라잉 슈퍼마켓' 개최 (9월21일∼10월28일) 

- 사무공간을 고가 밑 스튜디오 Site-B로 이전 (9월) 

- 라이브러리 스페이스 Koganecho Library 개설 (2019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