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를 위한 국제 교류

일본 교육여행 가이드

일본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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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를 위한 국제 교류

일본 교육여행 가이드
천년 간 끊임없이 이어온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룩해 온 전통문화와 예술.
미래를 견인하는 테크놀로지.
오래 전 풍습이 살아있는 현대적 생활과 환경을 배려하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일본을 찾는 세 가지 이유

아름다운 공예품과 공업제품을 창조하는 힘.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알게 되는 수많은 발견들은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가깝고 안전한 나라 일본에서
배우고, 교류하고, 성장한다.

그 시야를 크게 넓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훌륭함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일본에 꼭 방문해 주세요!

일본 방문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사회 학습」입니다.
기술선진국인 일본에서 환경문제와 자연재해에 관한
선진적인 기술·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교류」입니다.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일본에서는
마음이 통하는 국제교류가 실현됩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같은 세대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농촌에서 머무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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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의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은 감수성이 예민한

주소

청소년의 시야와 견해를 크게 넓혀 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안심」입니다.
치안이 안전하기로 유명한 일본은
비행기로 고작 수 시간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시차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한 줄이고 관광과 학습, 교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소요시간

요금

휴관

홈페이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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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육여행참가자의 소감을 소개합니다!
학교명 한성고등학교

교육여행 전문여행사가 본

선생님의
한마디

일본 교육 여행의 매력

직위

일어담당교사 겸 일본수학여행 기획

성명

박윤원

한국 학교가 생각하는 일본 학교와의 교류의 의의
가까운 나라 일본, 이웃 나라 일본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에서 배운 일본어를 학생들이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준다. 3월부터 일본어를 학습해서 교류
가 있는 10월까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열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

하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학여행 목적지입니다.

각한다. 그리고 일본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학교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교류의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등의 지역에 비해

목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학생들의 부활동과 연계된 학교생활의 활기찬 모습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일본의 안전성은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에 해당한다.

둘

한국 학생들에게 너무나 교육적인 목적지입니다.

일본으로의 교육 여행의 좋은 점, 장점

백제 유민의 도일, 조선통신사의 발자취, 한자의 유입, 조선도공의 마을 등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

한 때 독일어,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운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우고 있어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용해 볼 기

계를 맺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손색없는 수학여행지라 할 수 있습니다.

회를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리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리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교류 및 여행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접해야 할 것은 선진문화라고 생각한다. 일본이야 말로 깨끗한

셋

거리, 질서정연한 모습 등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느낄 것들이 많은 곳이다.

한국에서 가장 근접하고 접근성이 편리하며 경제적인 지역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근접해 있으며 양국의 주요 도시와 연결된 항공과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선박
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넷

감상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일본과의 교류를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학생들의 반응은 매년 좋다.

입맛에 맞는 식사, 선진 문화, 체계적인 사회시스템, 편리한 교통체계, 시차 없는 생활,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지금은 20대 후반이 된 졸업생이 일본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등은 학생들이 직접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족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한국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본문화를 체

전해 듣고 있다. 그리고 교류를 했던 일본학생과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으며 그 학생은 한국과 한국어가 매우 좋아

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서 지금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교류란 바로 이런 것이다. 아주 작은 감동으로 인해 학생 개인의 인
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본교에서 매년 한 두 명의 일본 유학생을 배출할 수
있는 이유도 2학년의 작은 일본과의 교류, 일본 여행 당시 받은 느낌이 좋았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섯 국제교류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이웃 나라입니다.

일본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해외수학여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일 청소년이 교류와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교명 상명대학교 일어교육학과 (한성고교 졸업생)

학생의
한마디

성명

손현진

감상
매년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일본 수학여행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자리, 식사, 견학지 등의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
을 듣는 일본이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가고 싶은 수학여행지로 꼽혔습니다.
이 교류를 계기로 일본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3이 되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서도 일본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해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와 같은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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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교육여행의 현황과 목적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교통편
항공

한국 4개 공항 ~ 일본 25개 공항 정기편 취항

（2014년 1월 29일 현재）

※항공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항공사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본

소요시간

운항일

한국-일본

소요시간

운항일

한국-일본

소요시간

운항일

한국-일본

소요시간

운항일

김포-하네다

2시간 5분

매일

인천-니가타

1시간 55분

매일

인천-다카마츠

1시간 35분

화목일

부산-삿포로

2시간 20분

화토

김포-오사카

1시간 40분

매일

인천-시즈오카

1시간 55분

월수목토일

인천-후쿠오카

1시간 20분

매일

부산-오사카

1시간 20분

매일

일본이 다른 나라의 수학여행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그 숫자는 급증

김포-나고야

1시간 50분

매일

인천-오사카

1시간 40분

매일

인천-오이타

1시간 30분

금일

부산-나고야

1시간 25분

매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 전국의 초중고교 1,502교에서 33개국 및 지역의 해외 학생들 26,654명과 국

인천-하네다

2시간

매일

인천-나고야

1시간 50분

매일

인천-사가

1시간 20분

수금일

부산-후쿠오카

50분

매일

제교류를 맺었습니다. 수학여행 학생들의 숫자는 중국, 한국, 미국, 호주 순으로 많으며 교류를 맺은 곳은 대부

인천-나리타

2시간 15분

매일

인천-도야마

1시간 50분

화금일

인천-나가사키

1시간 20분

수금일

부산-오키나와

1시간 55분

수금일

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입니다.

인천-삿포로

2시간 40분

매일

인천-고마츠

1시간 45분

월수금일

인천-쿠마모토

1시간 30분

월목토

부산-나리타

2시간 20분

매일

한 번 교류를 맺은 대부분의 학교는 한 해에 수 차례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인천-아오모리

2시간 20분

수금일

인천-오카야마

1시간 30분

매일

인천-미야자키

1시간 40분

수금일

제주-오사카

1시간 25분

화수목토일

대다수가 매년 교류활동을 이어오는 것으로 보아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아키타

2시간 5분

월목토

인천-히로시마

1시간 30분

매일

인천-가고시마

1시간 35분

수금일

제주-나고야

1시간 45분

수금일

특히 최근 들어 한일 양국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방일교육여행을 실시하는 한국 학교가

인천-센다이

2시간 10분

월수금일

인천-요나고

1시간 30분

화금일

인천-오키나와

2시간 15분

매일

1시간

화금일

인천-마츠야마

1시간 30분

화금일

2시간 20분

매일

방일수학여행의 현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5,508명의 한국인 학생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제주-후쿠오카
제주-나리타

일본은 방일교육여행촉진 전국협의회를 설립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외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협의회 등의
조직을 결성하여 보다 나은 방일여행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한국 2개 도시 ~ 일본 6개 도시 정기선 취항

※선박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여객선 운행회사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본

방일수학여행의 의의

소요시간

한국-일본

소요시간

부산-오사카

19시간 （훼리）

부산-하카타

11시간 （훼리）

동해항-사카이미나토

15시간 （훼리） ※블라디보스토크 발착

부산-하카타

2시간 55분~3시간 15분 （고속여객선）

부산-시모노세키

13시간 （훼리）

부산-히타카츠

1시간 10분 （고속여객선）

부산-이즈하라

1시간 55분 （고속여객선）

삿포로

수학여행지로서 일본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긴 역사 속에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각각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서로 각기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일수학여행은 청소년들에게
신아오모리

있어 국제적 인재로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포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한 첫 걸음

산업ㆍ환경ㆍ사회복지에 있어 최첨단 설비를 체험

청소년간의 교류는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

일본은 세계굴지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다양한

한 첫 걸음이며 이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일입니다. 또한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국의 대표로서 교류를 맺으면서 이국에서 본 내

학교교류

첨단
과학기술

아오모리

동해항

인천

아키타

아키타
신조

부산

체험 및 견학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

니가타

부산항

로도 유명한 자동차 공장의 생산현장은 물론, 환

센다이

경보호도시형 쓰레기처리장 및 첨단복지시설, 배

자신 그리고 내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리어프리(barrier free) 공공시설 등 한국사회가 직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한 과제에 대한 대처방법도 견학해 볼 수 있습

나가노↔가나자와 구간은 2015년 봄 개통예정

제주
도야마

니다.

가나자와

도야마
사카이미나토

편리한 교통과 같은 시간대

치안, 위생, 우수한 치료환경

국내를 이동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낄

하나이며 안심하고 교류 및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주요 도

이 해외 수학여행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점

시로 향하는 직항편도 다수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리ㆍ시간

안전제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

처럼 지내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 국

가 일본은 세계에서도 우수한 치료시설을 갖추고

내에서는 비행기는 물론 고속도로, 전차 등의 교

있어 학교, 선생님, 가족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통수단이 잘 갖춰져 있어 이동도 편리합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기후 또한 비슷하여 현지 적응

이즈하라항

시모노세키항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가

교토
신오사카

하카타

후쿠오카

도쿄

오카모토

하카타항

에 있어서 일본치안은 우수하여 한국에 있는 것과

또한, 같은 시간대로 시차가 발생하지 않아 평소

나가노

고마츠

요나고
히타카츠항

여행에 있어서 “안전성”은 빼놓을 수 없는 항목 중

정도로 서로 인접해 있어 비행기로 약 1~2시간이

니가타

나고야

하네다

오사카
오사카항

오이타
마츠야마

나고야

나리타

시즈오카

다카마츠

쿠마모토
가고시마중앙

미야자키
가고시마

에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공항
항구

나하(오키나와)
6

신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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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요
일본의 국토면적은 377,873㎢입니다. 일본열도는 남북으로 길며 대부분의 지역이 온대기후이고, 남부는

국토ㆍ인구

아열대기후로 남북으로 3,300km, 크고 작은 2,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

교통

일본은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한 나라이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한 섬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의 4 열도입니다.
인구는 약 1억 2,726만 명(2013년 9월 통계)이며 일본국민 대부분이 도심부에 밀집해 있습니다.

철도

수도인 도쿄에는 약 1,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국내의 주요 도시간은 신칸센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방에서도 신
칸센 지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ㆍ오사카ㆍ나고야 등의 큰 도
시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철도는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기관
으로 안전하고 신속하며 시간도 정확하여 경제적입니다.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에 따라 기후가 크게 다릅니다. 또한, 남

기후

도로

북으로 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북쪽은 여름에 서늘

일본 전국의 주요도시 각지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

하고 겨울 추위가 강하며 남서쪽의 섬들은 1년 내내 기온이 높아 눈이

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자동차도가 각지로 연결되어 도시간의 운송

내리지 않는 등 크게 6가지 기후로 구분됩니다.

봄
3~5월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풀리는 시기이며 나무에서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
유명한 「벚꽃」이 만개합니다. 이 시기에는 얇은 겉옷이나 스웨터로 생활합니다.

산업
여름
6~8월

여름은 6월부터 시작하며 그 중 3,4주간은 장마입니다. 7월에 들어서면 더위가 심해지고

일본의 경제규모는 국내생산비(GDP)로 비교했을 때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2012년 통계)의 경제대국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대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영토는 좁고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발
전의 기본 요소는 무역업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광산자원을 수입하여 원재료를 이용한 생산가공 산업

여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반팔이나 얇은 옷으로 생활합니다.

품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공무역이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수출화물로 큰 선박이
필요했던 덕분에 일본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해운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산업별 취업비례를 보면 1차 산업

가을
9~11월

이 계절에는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공원에는 국화꽃이 만발합니다. 이 시기에는 얇은 겉옷

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공업, 제조업, 건축업과 비교해 무역업이나 운송서

이면 충분합니다.

비스 등을 포함한 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경제는 2차 산업의 노동력이 감소하여 산

겨울
12~2월

업의 중점은 유형한 것에서 무형한 것으로 변화해 가

태평양연안의 평원지대에 해당하므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눈이 내

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차 산업의 생산량이 국내

리는 경우도 적습니다. 다만 일본의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에서는 눈이 많이 내려 눈 놀이를

생산치의 74.5%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남부지방은 생활하기 적당한 온난한 기후입니다. 일반적으

외에도 기후의 지역특성을 살린 1차 산업(농업, 수산

로는 코트나 스웨터가 필요합니다.

업 등)은 인구 구성비는 적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요도시기온

삿포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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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최고기온

-0.6

0.1

4

11.5

17.3

21.5

24.9

26.4

22.4

16.2

8.5

2.1

평균최저기온

-7

-6.6

-2.9

3.2

8.3

12.9

17.3

19.1

14.2

7.5

1.3

-4.1

평균최고기온

9.9

10.4

13.3

18.8

22.8

25.5

29.4

31.3

27.2

21.8

16.9

12.4

평균최저기온

2.5

2.9

5.6

10.7

15.4

19.1

23

24.5

21.1

15.4

9.9

5.1

10엔, 50엔, 100엔, 500엔의 6종류가 있습니다. 지폐는 1,000

평균최고기온

9.5

10.2

13.7

19.9

24.5

27.8

31.6

33.4

29.3

23.3

17.6

12.3

엔, 2,000엔, 5,000엔, 10,000엔의 4종류가 있습니다. (2014년

평균최저기온

2.8

2.9

5.6

10.7

15.6

20

24.3

25.4

21.7

15.5

9.9

5.1

평균최고기온

9.9

11.1

14.4

19.5

23.7

26.9

30.9

32.1

28.3

23.4

17.8

12.6

평균최저기온

3.5

4.1

6.7

11.2

15.6

19.9

24.3

25

21.3

15.4

10.2

5.6

화폐

일본국내의 가게, 식당에서는 외화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폐 단위는 엔입니다. 동전은 1엔, 5엔,

3월 현재). 공항이나 우체국,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매일
환율이 달라지므로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는 엔화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으므로 지참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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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제도
일본의 교육제도

일본의 교육제도는 6ㆍ3ㆍ3ㆍ4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만 6세에 초등학교(2013년 시점에서 21,131교) 에 입학하
여 6년간 다닙니다. 그 후에는 중학교(2013년 시점에서 10,628교)에서 3년간, 합계 9년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외국어학습 상황

만 15세에 의무교육을 마치고 그 후에는 97%의 학생이 고등학교(2013년 시점에서 4,981교)에서 학업을 계속합

중학교에서 영어는 필수과목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인 영어 외에도 학교에 따라 한국어나 중국어, 프
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 중국
어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니다. 일본 전국의 고등학교 중, 사립학교는 30%(2013년 시점에서 1,320교)입니다. 공립학교는 한 반에 약 40명,
한 학년에 6~8반이 있으며 남녀공학이 대부분이지만 “남고”, “여고”도 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외에도 농업, 공업, 상업고등학교와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종

학교급식

합학과)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6년제 교육제도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2013년 기

학교급식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초중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
등학교만 실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담당 영양사의 관리하에 균형 잡힌 식
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대로 배식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교성과 협력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준으로, 일본 전국에서 318교가 6년제 교육제도를 교육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목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반 이상의 학생이 대학이나 단기대학(2013년 시점에서 359교), 전문학교로 진학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자립과 사회참가를 위해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지원교육”이라는 교육 시
스템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약도

박사(3년)

교육위원회와
학교의 관계

교육위원회는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문화 및 체육분야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본 각지의 도도부현
(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도부현의 지사 및 시장, 구촌장의 행정위원회로부
터 독립된 조직으로 학교의 설치 및 관리, 교사의 인사이동과 연수, 학생들의 입학과 학교의 조직편성, 학교 건물
등의 시설 및 설비 개선, 교과서와 그 외 교재 사용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사(2년)
22세

20세

고등교육

대학(4년)

18세

단기대학
(2년)

전문대학
(1년이상)

학교의 내부조직
고등전문학교
(5년)
전문학교
(1년 또는 2년)

고등학교(3년)

교육과정의 개요

학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교는 교사에게 몇 가지 교무를 맡기며 명확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주임 외
에도 교육활동 등 교무업무를 맡는 교무주임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생활지도주임, 졸업 후의 취업을 지도
하는 취업지도주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국제교류추진위원회 등의 각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참여합

15세

6세

자로 모든 교무책임(통상적인 수업과 부수적인 업무 전반)을 맡습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학교교무의 사실
상 관리업무를 하고 학생의 교육활동 책임을 맡습니다. 교장과 교감의 지도하에 교내 업무는 분담됩니다.

중등교육

12세

각 학교는 교장, 교감(부교장), 교사, 간호교사 및 일반적인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장은 학교의 최고책임

중학교(3년)
초등교육

니다.

초등학교(6년)

공립학교는 주 5일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한 학년은 원칙적으로 4월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3월에 끝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3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4월에서 8월까지가 1학기, 9월에서
12월까지가 2학기, 1월에서 3월까지가 3학기입니다. 또한 여름방학(7월 말부터 8월 말), 겨울방학(12월 말부터 1월
초순), 봄방학(3월 말부터 4월 초순)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50분, 매
일 6교시까지 있으며 방과후에는 운동부나 문화부 같은 서클 활동을 합니다.

시간표 예
시간

요일

8:15

8:30

9:30

10:30

11:30

12:20

13:15

14:15

15:15

조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시간

5교시

6교시

방과후

월
화
수
목
금

구체적인 수업내용
국어ㆍ지리역사(지리ㆍ일본사ㆍ세계사)ㆍ공민(현대사회ㆍ윤리ㆍ정치경제)ㆍ수학ㆍ이과(물리ㆍ화학ㆍ지질학)ㆍ보건교육ㆍ기
술ㆍ가정ㆍ예술(음악ㆍ미술ㆍ공예ㆍ서예)ㆍ외국어 등의 과목과 도덕 등의 특별활동 과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학교, 학생, 학생의 실제상황, 발전성을 고려하여 종합학습과 취미에 맞춘 자주학습 등이 마련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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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각각의 교육목표에 따라 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각종 교육활동을 실시합니다. 1년은 2
학기 또는 3학기로 나뉘어져 일반적으로 7월 말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12월 말부터 1월 초순까지 겨울방학, 3월

일본의 중학교ㆍ
고등학교의
연간활동 일정

서클 활동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외에 취미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학생들이 모여 서클 활동을 합니다. 서클 활동은
예술, 과학 등의 문화부, 스포츠에 매진하는 운동부가 있습니다.

말부터 4월 초순까지 봄방학입니다. 단,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등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서클 활동은 자발적ㆍ자주적으로 행해지며 활동시에는 학교의 관련시설, 설비, 지도교원

일반적으로 상기의 방학과 토ㆍ일요일 이외에는 수업 또는 학교 활동 등의 교육활동이 행해집니다. 활동내용에 관

등의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 전년도 후반에 일정을 편성하여 연도가 끝날 무렵에 교육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문화부에서는 합창부나 관현악부 등의 음악부, 거문고나 샤미센, 일본대북 등의 일본음악부, 연극부, 미술부, 생
물부, 화학부, 물리부 등 여러 가지 서클이 있습니다. 학교 축제나 전국대회에서 서클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솜씨

학교가 행하는 주요 활동

를 뽐내기도 합니다.

•입학식, 개학식, 졸업식, 종업식 등

운동부는 지구대회, 전국대회에서 그 동안의 연습 성과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야구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운동회, 축제, 소풍, 수학여행, 교외학습, 단체합숙 등

대회가 있고 수영, 체조, 배구, 축구 등 33종류의 경기는 전국 고등학교 종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1년간 활동 스케줄

12

2학기제

3학기제

4월

입학식
개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건강검진

입학식
개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건강검진

5월

소풍

소풍
1학기 중간고사

6월

운동회
1학기 중간고사

운동회

7월

–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종업식

8월

여름방학
과외활동
캠프

여름방학
과외활동
캠프

9월

1학기 기말고사
축제
1학기 종업식

2학기 개학식
축제

10월

가을방학
2학기 개학식
수학여행

2학기 중간고사
수학여행

11월

–

–

12월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2학기 종업식

1월

대학수능시험
방송대학 입학시험

3학기 개학식
대학수능시험
방송대학 입학시험

2월

사립대학 입학시험

사립대학 입학시험

6

3월

졸업식
2학기 기말고사
종업식

3학기 기말고사
수학여행
3학기 종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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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참고하세요

1
2

학교를 선택할 시, 어떤 학교를 방문하여 교류를 하고 싶은지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보통과 학교라면 진학
학교가 좋을지, 전문학과라면 상업과가 좋을지 등과 같은 것이다.
방문시기에 대해서는 일본학교의 연간 스케줄을 잘 이해하고 계획한다. 특히 방학기간 및 학사일정을 체크
하고 가는 것이 좋다.

3

교류를 하는 목표, 기대하는 교류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

4

교류를 할 때 학생들이 어떤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지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5

교류프로그램에는 수업참가 및 견학, 예술·스포츠 등 클럽활동참가, 학생회와의 토론 및 교류회 등이 있다.
방문예정학교에 학생수와 학생이름을 사전에 전달하면, 실험을 비롯한 그룹 수업시 양국 학생의 수를 맞출
수가 있어 진행이 수월하다.
학생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함께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체험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니, 적당한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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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류의 사례
나가노현 야시로고등학교

오사카 하고로모학원 중학교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수업을 진행하고 특징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Super

저희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틀어 사

Science High School (SSH) 사업을 전개합니다. 국제성의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으

회에서 통용되는 ICT력 (정보활용능력)의 육

표제

며 외국인 강사가 영어로 과학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를 테마로 외부강

성을 목표로 삼아 정보기술, 영어능력, 커뮤

서로의 희망사항과 의견을 파악하여

사를 초빙하여 과학 특별수업이나, 과제연구의 포스터 발표 등 한국학생과의 교류학습

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보다 뜻 깊은 교류의 기회를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국제교류의 실례
일시

7월 19일(금) 5,6 교시

방문단체

한국에서 학생, 관계자직원

방문인원수

40명

학교국제교류의 실례
14:20~14:35

14:45~15:40
15:45~16:00

16:05~16:25

수업 참관 ※3그룹으로 나뉘어 수업 견학
・화학 (3학년 이과반)
・생물 (1학년 보통과반)
・지리 (3학년 문과반)
한일합동실험 (2학년 이과반)
(외부강사 강의와 그룹별 실험 “신비로운 양자의 세계”를 실시)

일시

1월 21일(화)

방문단체

한국 나주교육청 일본문화 체험단

방문인원수

14명

개회식
환영식 (교장 선생님 인사말씀, 방문단 대표인사, 기념품 교환,
학생인사, 학교소개 프레젠테이션)
자기소개 ※이후 4그룹으로 나뉘어 실시
학교 견학, 서클 활동 견학
(정보교실, 서예교실,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테니스코트 등)

환영식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한국어・영어)
・한국측 대표 인사말 (일본어 통역으로 감사의 인사말)
포스터 교류 (3학년 이수과반)
(한국・일본의 연구 포스터를 보드에 게시)

일본 학교 측의 소감

13:30

14:20

전체 사진 촬영

14:45

레크레이션 (종이 접기, 겐다마 등)

15:30

종료

일본 학교 측의 소감

시미즈 히사키 교사

학생

나카노 야스시 교감

학생

이전부터 국제상호 이해의 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일청소년 사이언스 사업은 이번에는 한

•한국 학생들과 즐거운 실험을 했습니다. 영어

2013년 7월과 2014년 1월에 교류회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동원중학교의 학생 약 80명과 나주교육청(교육

처음에는 모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

국 관계자측의 요청을 계기로 저희 학교에서 교류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언스”를 테마로

로 소통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

위원회) 에서 선발된 영어 능력이 높은 14명의 학생이 한국에서 각각 방문했습니다. 첫 회였던 7월에는 여

을지 걱정스러웠으나 생각했던 것 이상

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Super Science High School (SSH)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저희 학교가 적

니다.

름방학 과외 수업 수강생을 중심으로 20명 정도, 1월에는 1학년생 46명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당일에

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나 한국학생들과의 교류 등

는 학생 대표가 영어로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후, 소수로 반을 나눠 교내 시설과 서클활동을

한국 학생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해

및 직원 약 40명이 한국에서 방문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

견학했습니다. 또한 종이 접기나 겐다마(일본전통놀이)와 같은 일본의 놀이거리를 통해 서로 깊은 교류를

서 놀랐습니다. 다음에 또 만난다면 영

교류에 앞서 사전학습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으나 당일 강의는 학생들도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니다.

했습니다.

어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보다 많은

교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한국학생들의 높은 영어 능력과 성숙한 분위기에 놀라워하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학생들도 교류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친해지며 대화를 시작하였고 마지막에는 2~3시간의 교류시간이 부

첫 교류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을 수

족할 정도로 대화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에 적응이 빠르고 언어의 벽이 느껴지지 않을 만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얘기도 많이

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감상을 들어보니 ‘다음에도 또 참가하고 싶다!’, ‘영어

들었으며 놀라운 점도 많았습니다. 앞

를 더 공부해서 한국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등 적극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의 감상의

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일부는 교내신문에 게재하여 참가하지 못 했던 학생들이나 학부형에게 교류의 진행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

같은 아시아권의 자신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모습은 저희 학생들에게도 큰

니다.

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 강사의 특별수업을 구성하였고 학생들

다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
다. 그렇지만 합동실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서로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협력하여 결과를 도
출한 그룹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논문집을 배포하고 연구성과를 서로 발표하는 포스터 교류에
서는 일본어로 연구내용을 정리 해 온 한국인 학생도 있어 매우 감동 받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희 학교 학생들의 해외의식에도 변화가 생긴 듯 하며 ‘해외연수를 가보고 싶
다’, ‘조금 더 영어를 잘 하고 싶다’ 등의 의견도 있어 짧은 교류였지만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이언스”라는 하나의 축이 되는 테마가 있었기에 일반적인 문
화교류를 넘어선 심도 깊은 교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도한 교류였으나 이

•실제로 한국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값을
계산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한 국학생들의 당당한 발표력을 본받고 싶습
니다.
•간단한 영어가 공통의 언어가 되어 소통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 매우 기뻤습니다.

자극이 되었으며 이번 교류의 경험은 향후의 영어학습에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

러한 교류는 양국에 의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이언스를 통해서 국제교류가 날

생 연령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로 발전하고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아이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기회

이런 이벤트에 참가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흥미나 영어학습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진

가 된다면 이런 교류를 지속하고 싶습니다.

학이나 직업선택까지 연결되는 강한 글로벌 의식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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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를 위한
국 제
교 류

일

본

교 육 여 행

가 이 드

일본의 생활문화
일본인의 생활양식
현대 일본에서는 화양절충(和洋折衷 : 일본
식과 서양식의 절충)의 생활이 정착되어 있어
많은 주택이 일본식과 서양식의 방으로 혼재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의 방은 짚으로 만들어
진 「다다미」라는 전통적인 바닥재가 깔려 있
어 사람들은 다다미 위에 앉아 생활을 합니
다. 일본의 각 가정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학
교에서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실내화
나 슬리퍼로 갈아 신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다미방에서 서양요리를 먹기도 하고, 일본어 안에 많은 외래
어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한국을 경유하여 전해진 중국문화는 고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쳐왔으나 근래에는 서양문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
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계절과 연중행사
예부터 일본인은 자연 속에 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자
연의 힘을 존중하고 기도하며 신과 교류하는 것이 상업발전, 가정의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신에게 바치
는 춤이나 무예 등도 일본 문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Japan Attraction

계절의 변화에 맞춰 일본 전국에서는 연간 수 많은 행사가 개최됩니
다. 특히 여름에는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특색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런 활동의 대부분이 신도, 불교, 농업에서 기원합니다. 여름에는 「봉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盆)」이라 불리는 기간이 있어 선조에게 공양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

일본의 매력

에서 불꽃놀이도 합니다. 가을에는 신에게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

긴 역사 속에 쌓아 온 전통을 지키고 이어오며
항상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세계로 전달해 온 나라 일본.
그 폭 넓고 심오한 매력을 소개합니다.

기도 하는데, 이 춤을 봉오도리(盆踊り)라 부릅니다. 또한 전국 각지
며, 겨울에는 눈 축제나 민간 축제들이 개최됩니다.

일본인의 마음
일본인은 주위의 사람들은 물론 동식물, 생명이 없는 물건에게까지 경
의와 자비의 마음을 갖고 대합니다. 이런 정신은 일본을 방문해 보시
면 느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환대를 표현하는 단어로 「OMOTENASHI」라는 말이 있습
니다. 손님이나 여행객을 따듯하게 맞이하고 마음을 담아 상대를 대
접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MOTTAINAI」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가 충
분히 발휘되지 못 하고 허비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형
용하고 있습니다.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버리려고 할 때 사용되는 말
입니다. 그 일면에는 물건이나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와 생명
이 소임을 다하게 하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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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매력

일본의 매력

전통

사회

일본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사회를 지탱하는 선진기술

일본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오는 독특한 감성과 감정이 있으며 그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일본은 자동차산업을

중에서도 「와비(侘び )·사비(寂び )」는 한적하고 청정한 세계를 표현한

비롯하여 산업개발기술에 뛰어나며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와 생활을

독자적인 정신문화입니다. 특히 차도(茶道 )나 단가(俳句 하이쿠) 등

서포트하는 로봇 등의 기획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 전통예술 부문에서는 미의식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1964년에 개통된 이래 일본전체의 교통망으로 발달되어 온 신칸

일본 차도의 원류는 당나라 시대의 사신에 의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센은 더욱 고속도화가 진행되어 신형차량의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

이 사상은 일본의 문화와 융합하여 정신수양의 「도(道 )」로 여겨지게

니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도 주목 받는 일본의 종합예술로도 알려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사회 인프라인 인터넷 환경의 창조를 목표로 정

져 있습니다.

보의 크라우드화와 유비쿼터스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

차도와 마찬가지로 인간적 측면이나 사상 등에도 깊이 관여하는 꽃꽂

습니다.

이(華道 )는 나무나 풀, 꽃이 인간과 마찬가지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된 전통예술입니다. 불교의 도래와 함께 「공화」

환경에 대한 노력

로 전해진 것이 관상용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차도와 더

일본에서는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대량생산·대

불어 학교교육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량소비」 사회를 탈피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는 순환형사회의 형성에

또한 차도나 꽃꽂이의 마음가짐은 검도·유도·궁도 등의 무도의 세계

맞춘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이라는 3R의 개념이 일반적이 되었습니

에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을 추구함으로써 자기 정신을

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생가능 에너지가 주목 받으며 최첨단기

수련하는 것입니다.

술을 이용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전기자동차의 이용도 추진되고

이렇듯 고대 중국대륙과 한반도에서 전해져 일본 특유의 형태로 바

있습니다.

꿔 온 전통문화와 더불어 최근에 해외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것이
「Cool Japan」이라 불리는 현대문화입니다. 그 관심은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전기제품, 패션, 현대아트, 건축 등
의 분야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음식문화
예부터 「자연의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일본인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인 「화식(和食)」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껴 소재 자체를 중요하게

배리어프리의 보급
일본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안전하게 안심하
며 생활할 수 있는 친화적인 거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닥이 낮은 버스와 휠체어도 이용가능
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배리어프리입니다. 철도와 버스를 비롯한 대중
교통은 물론 철도역이나 주변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에는 이러한 배리
어프리가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이나 백화점과 같은 민간
시설에도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일본인의 기질이 바탕이 된 음식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는 바다, 산, 시골 각지의 특성을 살린 소재를 사용하며 그 조
리법도 다양합니다. 담아 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제철의 꽃·잎
등으로 장식 함으로써 계절감을 표현하여 식사 시에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일즙삼채(一汁三菜 : 국 한가지, 반찬 세가지)
를 기본으로 하는 이상적인 영양 밸런스 또한 일본 음식의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대륙·한반도에서 전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중국대륙과 한반도에서 예로부터 일
본에 많은 기술과 문화가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한자는 고대중국이 발
상지로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베트남 등의 주위 국가에 전해졌습니
다. 또한 불교와 함께 건축기술이 전파되어 일본의 사찰건축에도 중
국·한국에서 유래된 건축양식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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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일
본

도쿄 근교

東京

각
지
의

東京近郊
후지산

관
광
지

요코하마

약

요코하마_항구가 보이는 언덕공원

도

400년 전부터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온 도시. 근대적인 고층빌딩거리

쿄의 근교에는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치바시, 사이타마시 등 큰 도시가 많으며

부터 무사 중심의 에도시대(1603년~1867년)의 분위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리 풍경까

각각의 독자적인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외에도 교통망의 발달로 도쿄까지의 통

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위치한 문화도시이며 만화

근권에 속해 있습니다. 닛코, 요코하마, 가마쿠라를 비롯한 역사 깊은 관광지와 하코네,

나 애니메이션, 팝컬쳐로 대표되는 「Cool Japan」의 발신지이기도 합니다.

후지산 등 경관이 아름다운 장소가 많으며 도쿄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

도쿄국립박물관 東京国立博物館
11만점 이상의 일본과 동양의 미술품·공예품을 전시하고 있

시즈오카현·야마나시현

테마 파크

는 일본 최대의 박물관. 전시품의 대부분이 국보나 중요문화

도쿄디즈니리조트Ⓡ 東京ディズニーリゾートⓇ

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테마파크로 놀이기구와 캐릭터

에도도쿄박물관 江戸東京博物館
풍부한 자료와 복원모형을 통해 17세기 이후의 에도·도쿄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들의 퍼레이드를 통해 디즈니의 세계관을 만
끽할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몇
번을 방문해도 즐거운 곳입니다.

후지산 富士山 세계유산
표고 3,776m로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하코네 箱根

며 균형 잡힌 아름다운 자태가 매력. 예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증기가 올라오는 오오와쿠다니

부터 신봉의 대상으로 추앙되는 산으로

와 후지산과의 조화가 아름다운 아시노코 호수를 비

2013년에는 세계유산(문화유산)으로 등재

롯한 관광지가 많이 있으며 호반에는 에도시대의 여

다채로운 온천이 각지에서 솟아 나오는 일본유수의

되었습니다. 후지산 오합목까지는 버스로 쉽게 등반할 수 있습니다. 후
지산 주변에는 가와구치코 호수, 야마나카코 호수를 비롯한 5개의 호수

센소지 浅草寺

가 있으며 그 외에도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7세기에 세워진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문에 걸린 「가
미나리몬(雷門 )」 이라고 글자가 쓰여진 거대한 등롱이 아사

행역사를 간직한 하코네관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 横浜
1859년에 개항되어 발전해 온 일본 유수의 국
제무역항구. 외국문화를 보다 빨리 받아들여

도치기현

쿠사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이국적인 정서가 넘치는 고전적인 거리풍경과

닛코 日光

시부야 渋谷·하라주쿠 原宿
젊은이들의 유행과 패션의 발신지. 옷 가게, 잡화점, 식당 등

가나가와현

세계유산

에도시대를 연 도쿠가와 막부의 창시자 도
ⒸDisney

쿠가와 이에야스의 혼령을 모시는 신사인

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하루 종일 열기가 가득한 인기

닛코도쇼구(日光東照宮 ). 아름다운 요메

명소 입니다.

근대적인 건축물이 융합되어 볼거리가 풍부한
도쿄를 잇는 일본 제2의 도시입니다.

가마쿠라 鎌倉
가마쿠라는 일본에서 최초로 무사에 의한 정권이

이몬(陽明門 )이 유명하며 닛코린노사(日

시작된 곳으로 예전에는 일본 정치의 중심지였

光山輪王寺 ), 닛코후타아라야마신사(日

습니다. 가마쿠라다이부츠(鎌倉大仏)가 있는 고

光二荒山神社)가 함께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쿠인(高徳院 )과 츠루오카하치만구(鶴岡八幡

아키하바라 秋葉原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 제품 거리. 일본 과학기술의 발전을

宮 ), 하세데라(長谷寺)를 비롯하여 제철마다 피

사이타마현

상징하며 컴퓨터와 가전제품 등의 전기제품 가게가 즐비합니
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재팬 컬처를 견인하는

시내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벽과 중후한 문, 견고

지역으로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한 기와가 남아 있어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건조

도쿄스카이트리® 東京スカイツリー ®

물이 늘어선 오래된 상인의 거리. 그 중에서도

자립식전파탑으로는 세계 제일의 높이(634m)를 자랑하는 곳

눈에 띄는 것이 「도키노카네(時の鐘 )」로 지금

으로 전망대에서는 도쿄의 전역은 물론 후지산을 포함한 파
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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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이 많습니다.

가와고에 川越

ⒸDisney

도 하루에 4번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시계탑입
니다.

산업관광
도쿄 교외에는 식품, 음료, 생활용품, 에너지 등 환경관련 공장이 많
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견학이 가능한 시설도 있습니다. 대부
분 사전신청이 필요하며 인원수의 제한이 있는 곳도 있어 방문 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USJ
21

교토

오사카

京都

大阪
나카노시마 장미원

기요미즈데라

도톤보리

교

토는 옛 일본의 수도로 천년 이상에 걸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당시의 번영 정도를 느
끼게 해 주는 사원과 신사가 많으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기 위해 매년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

츠텐카쿠

오

사카는 서일본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입니다. 에도시대(1603년~1867년)에는 「천하의
부엌」이라 불리며 일본의 경제·물류의 중심지로 번영해왔습니다. 지금은 「먹거리의 고장」 으

이 찾고 있습니다. 이 곳은 문화유산순례나 정취 깊은 거리 산책, 전통적인 교토요리, 선물용 일본 잡화 찾아보기 등 일본을 다각도로

로 유명하며 시내에는 저렴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

즐길 수 있습니다.

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며 우호적인 지역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리는 활기가 넘치며 많은 것을
경탄하게 하고 발견하게 해 줍니다.
만박기념공원
태양의 탑

기요미즈데라 清水寺

세계유산

니조성 二条城

오사카성 공원 大坂城公園

세계유산

가이유칸 海遊館

778년에 창건된 교토를 대표하는 절의

니조성은 에도막부의 창설자인 도쿠

약 100년 가까이 계속된 전국시대를 거쳐,

세계 최대급의 수족관. 620종 3만점 이상의 바다

하나. 본당에는 낭떠러지로 튀어나와있

가와 이에야스의 교토 주거지로 축성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국 통일을 이뤄낸 도

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심해와 광대한

는 「시미즈(清水 )의 무대」라 불리는 곳

되었습니다. 3,000장 이상의 장대한

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성. 오사카 중심

태평양 등 최대한 지구환경을 비슷하게 재현한 관

이 있어 교토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습

벽화 외에도 문에 새겨진 현란한 조

에 위치하며, 오사카성 천수각 외에도 오사

내를 돌아보며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니다. 근처에는 바둑판 모양의 돌길이 이어진 언덕 「니넨자카(二年坂 )」

각, 시대양식이 다른 세 개의 정원 등

카역사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모여있습니다.

깊이 9m, 최대 폭 34m의 수조를 천천히 유영하는 「고래상어」 입니다.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구 오사카성의 천수문 등 중요문화재로 지

도톤보리 道頓堀·신사이바시 心斎橋

아라시야마공원 嵐山公園

정된 귀중한 건축물도 다수 있습니다.

와 「산네이자카(産寧坂 )」 가 있으며 옛 도시의 정서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의 심볼이라 불리우는 번화가. 오코노미

벚꽃, 신록, 단풍, 설경 등 계절마다 다른

만박기념공원 万博記念公園

야키나 타코야끼 같은 오사카 명물 패스트푸드

무로마치 시대(1397년)의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별장으로 지어졌

표정을 즐길 수 있는 경치가 매우 아름

1970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일본만국박람회」의 출전시설로 만

를 맛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활기 넘치는

으며 그 후에 선사(禅寺)로 이용되었습니다. 화려한 금색의 누각과 극락

다운 공원.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나

들어졌으며 일본에 천년 이상 내려 온 정원문화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거리가 매력입니다.

킨카쿠지

金閣寺 세계유산

정토를 이 세상에 표현했다고 알려지며 쿄코치(鏡湖池)에 비치는 모습

무로 만들어진 도게츠쿄(渡月橋 )와 세

일본정원과 오카모토 타로씨가 만든 박람회의 심볼인 「태양의 탑」이 세

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계유산인 덴류지( 天龍寺 )의 아름다운

워져 있는 자연문화원 등이 있습니다.

우지시 宇治市

대나무 숲길 등 주변 관광지도 많습니다.

시텐노지 四天王寺

우지차( 宇治茶 )부흥과 다도보급을

헤이안진구 平安神宮

츠텐카쿠 通天閣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로 오사카의 관광명소 중 하나. 오사카의 거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100년 전의 지역 모습을 전시한 전시장이 인

1400년 이상 전에 건립된 일본 불교

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해 우지시에서는 다도실을 운영하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 1100년을 기념하여 1895년에 창

최초의 신사에 속한 절입니다. 중문, 오

는데 세계유산인 뵤도인(平等院 )봉

건되었습니다. 높이 24m가 넘는 큰 오도리이(大鳥居),

층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연결된

황당(鳳凰堂)을 대적할 만큼 훌륭하

선명한 붉은 칠의 오텐몬(応天門 )과 장대한 다이고쿠

「사천왕사식 가람배치(四天王寺式伽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ジャパンⓇ

다고 하여 ‘다이호안(対鳳庵 )’이라고

덴(大極殿) 이 우아한 왕조의 모습을 그대로 엿 볼 수

藍配置 )」 라는 형식은 일본에서 가장

각기 다른 표정을 지닌 에어리

불려집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화과자

있게 해줍니다. 절 뒤편에 있는 정원도 볼거리입니다.

오래된 건축양식의 하나로 그 원류는

어들은 감동이 가득한 별세계.

테마 파크

할리우드 초대작 영화를 테마

와 함께 본고장의 우지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니시진오리회관 西陣織会館

6~7세기의 중국과 조선반도에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노하시다테 天橋立

교토의 전통산업인 니시진오리의 기모노와

국립분라쿠극장 国立文楽劇場

약 8천 그루의 소나무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일본 3대 절경 중 하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모노 쇼와

일본의 전통예능 「분라쿠(文楽 )」 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 스토리를 전

쳐지는 이벤트가 총출동한 이

나로 특히 ‘마타노조키(股のぞき)’로 유명한 가사마츠공원의 ‘쇼류칸(昇

직조하는 모습을 견학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는 「배우」의 대사와 장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샤미센(三味線 )」 연주

곳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龍観 )’은 빼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현관 격인 몬주지역의 여름은 해수

이고 손으로 직접 짜보거나 마이코(무희) 의

그리고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독특한 「인형」 의 연기 이 세가지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엔터테인먼트 테마 파크입니다.

욕과 캠프도 가능합니다.

상 입어보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빚어내는 심오한 세계와 조우할 수 있습니다.

Ⓒ & Ⓡ Universal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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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진 흥미진진한 라이
드와 쇼 어트랙션, 계절마다 펼

All rights reserved.

CR14-1309-B/SA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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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큐슈

北海道

九州
마슈코

삿포로

홋

삿포로 눈축제

아소산

벳부온천

하우스텐보스

J-15051

후

카이도는 일본 열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총 면적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의 7현으로 구성된 큐슈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습기가 적은 쾌적한 기후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리조트지로도

바다를 사이에 두고 조선반도와 중국대륙과 나란히 있어 예부터 교류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인기가 많으며 변화 무쌍한 산과 아름다운 호수, 해안 그리고 넓은 습지 등이 계절마다 다른 자연

바다와 산이 웅대한 자연으로 둘러 쌓인 곳에 입지해 있어 계절마다 자연을 느끼며 전해져 내

경관이 멋진 지역입니다.

려오는 역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삿포로시 札幌市

후라노 富良野

일본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며 홋카이도의 정

초여름에 피는 라벤더를 감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기가 높으며 부근

치·경제의 중심. 시내에는 빌딩이 즐비한 반면

에는 라벤더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드라마의 촬

바둑판 모양의 거리와 운치 있는 고전적인 건물

영지로도 유명하며 관광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개척시대의 향수로 남아있어 독특한 매력이

쿠시로습원 釧路湿原

넘칩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설상과 얼음상이
전시되는 2월 초순의 「삿포로 눈축제」 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시레토코 知床

후쿠오카현

일본 최초의 람사르 조약 등록 습지로 일본

오이타현
후쿠오카시 福岡市

벳부온천 別府温泉

큐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달

온천의 분천량이 일본 최고라 불리는 벳부온

한 도시. 아시아의 현관으로 알려지며 중국,

천. 땅 속에서 분출되는 온천수의 모습이 지옥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국제

과 비슷하다고 하여 자연용출의 원천은 “벳부

편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코발트블루

WET DESIGN(c)

최대의 습원이며 두루미의 서식이 확인되었습

의 색이 매력인 “바다지옥’은 필수 코스입니다.

니다. 구불구불한 흐름이 특징인 쿠시로강과

나가사키현

홋카이도 동부 오호츠크해로 뻗은 반도로 일본의 마지막 비경이라고도

태고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습원의 경관

불립니다. 원생림을 호수면에 비추며 고요하게 자리잡은 시레토코의 다

은 열차 내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키리시탄 사적공원 キリシタン史跡公園

섯 호수를 비롯하여 해안과 삼림, 산, 야생동물 등이 다양한 원시적인

오타루 小樽

세계유산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乱) 350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공원. 키리시탄묘비를
모아놓은 원내에는 현지정의 사적을 비롯하여 귀중한 묘비가 즐비합니다.

예전 홋카이도 경제의 중심적 항만도시로

하코다테시 函館市

많은 은행과 상사가 즐비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일찍 개항된 항구의 하나로 홋카이

당시의 역사적인 석조 건물들이 많이 남아

도를 대표하는 국제무역항입니다. 서양 문화

있습니다. 예전의 운하를 재정비하여 지금은

를 빠르게 받아들여 이국정서 넘치는 거리가

관광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아 있으며 하코다테산에서 내려다보는 「100
만 불짜리 야경」 도 매력적입니다.

소운쿄 層雲峡
물살이 흐르는 「유성의 폭포(流星の滝)」와 얇은 실과 같이 흘러 내리는
「은하의 폭포(銀河の滝)」 그리고 거대한 암반과 같이 서있는 절벽이 계속
되는 「오오바코(大函 )·고바코(小函 )」 등 다이나믹한 경관이 인기입니다.

아칸코 阿寒湖·마슈코 摩周湖·이오잔 硫黄山
둥글게 성장한 마리모는 아칸코호수에만 서식한다고 알려진 신비함을 지
닌 희귀한 생물. 안개로 덥힌 날이 많아 신비로운 마슈코호수와 지금도 유
황이 분연하는 이오잔 등 아칸국립공원은 화산과 숲과 호수의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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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는 혼슈에 위치합니다.

사쿠라지마 桜島
가고시마의 상징이라 불리는 사쿠라지마.
지금도 연기를 피우고 있는 세계적인 화산

운젠다케재해기념관 雲仙岳災害記念館
운젠후겐다케(雲仙普賢岳)의 분화로 인하여 자연의 위엄과 재해의 교훈
을 후세에 남기자는 뜻으로 건립된 화산체험 뮤지엄. 최신 기술이 도입된

으로 사쿠라지마 비지터센터에서는 과거의
분화 모습과 지형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설로 리얼한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테마 파크

쿠마모토현

나가노 長野

대설산의 산기슭을 타고 흐르는 이시카리강을 끼고 있는 계곡. 크고 센

가고시마현

후쿠오카현_ 스페이스월드 スペースワールド

아소산 阿蘇山

우주테마파크 스페이스 월드는 다양한 어트랙션과 쇼, 이벤트가 다양하게

아사마 산기슭에 위

세계최대급의 칼데라

치하고 있으며 여름

가 있는 활화산. 주변

에도 지내기 좋은 리

의 각지에는 온천이

조트지입니다. 많은

솟으며 아름다운 경

저명인과 재계인들의

관의 계곡과 광대한

별장이 점재해 있고 구 가루이자와긴자

초원이 펼쳐진 쿠사센

는 유명인사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널리

리가하마 ( 草 千里ヶ

알려져 있습니다. 가루이자와역 앞에는

浜)와 더불어 웅대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산리오 캐릭터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 헬로우 키티 등의 캐릭터를 모티브

가 가득합니다.

로 한 놀이기구와 퍼레이드·라이브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형 쇼핑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 친구들 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현_ 하우스텐보스 ハウステンボス
자연과 공생하는 네덜란드의 건국신념을 본받아 건물은 물론 숲과 운하
그리고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들까지 모두 완벽하게 재현해낸 공간으로

©SPACEWORLD,INC.

환경 학습장으로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이타현_ 하모니랜드 ハーモニーラン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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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수학여행 모델코스

その他の地域
무사의 집

도쿄 3박 4일

히라이즈미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학생들
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 여행 코스.

일째

인천
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일째

메가웹

미야기현
센다이 仙台

원폭 돔 原爆ドーム

자연으로 둘러 쌓여 「숲의 도시(杜の都 )」 라 불리는 도호쿠지방의 중심

제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

도시. 센다이 부근에 있는 마츠시마는 일본3경 중 하나입니다.

되었을 당시 피폭된 건물의 폐허. 그 비참함

✽일본3경：마츠시마(松島)/미야기현, 아마노하시다테(天橋立 )/교토부,

을 후세에 전하고자 보존하고 있으며 세계유

신주쿠(新宿 )

도쿄

▶

도청전망대
(都庁展望室 )

히라이즈미 平泉

이즈모타이샤 出雲大社

정원이 아름다운 모츠지, 화려한 장식의 곤지키도가 유명한 주손지를 비

일본 전국에서 많은 참배객이 찾는 일본 유수

롯하여 많은 건축과 문화재, 정원이 모여있는 장소. 12세기에 번성했던

의 오래된 신사로 인연을 맺어주는 신이 있다

오슈 후지와라씨의 번영과 사상을 후세에 전하고 있어 독특한 문화를

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구라덴(神楽殿 )에는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길이 13m의 일본최대급의 금줄이 있습니다.

4
일째

나리타
국제공항

아사쿠사(浅草 )

인천
국제공항

1
일째

부산항국제
여객터미널

일째

도쿠시마현
나루미해협의 소용돌이 鳴門海峡の渦潮

일본의 옛 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향수를 불

파도의 간만의 차로 인해 생기는 소용돌이는 최

러 일으키는 한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갓쇼

대 직경 20m에 달해 세차게 소용돌이를 만들

즈쿠리(合掌造り)”는 경사가 급한 지붕이 특징

어 흐르며 다이나믹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세계

인 건축양식으로 적설량이 많은 이 지역의 기

3대조류로도 꼽히며 전망산책로와 관조선을 통

후에 맞춘 기법. 내부 견학이 가능한 건물도 있

해 근접한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3

오사카 시내 견학

일째

오사카
남항(南港 )

나라

조선통신사 길의 핵심 도시 오사카와
한국의 경주라 불리는 교토, 그리고
야경이 아름다운 고베를 둘러 보는
교육 여행 코스.

오사카행 훼리 승선
(관문대교, 세토대교, 아카시 대교등 선내 관람)

▶

신사이바시
(心斎橋 )

도톤보리
(道頓堀 )
교토

▶

도다이지
(東大寺)

나라공원
(奈良公園 )

일본경제
물가 체험

오사카성
(大阪城 )

▶

기요미즈데라(清水寺)

헤이안 신궁
(平安神宮 )
오사카

습니다.

오키나와현
이시카와현

슈리죠 首里城

가나자와 金沢

류큐의 섬을 통치하며 중국과 일본, 조선,

가나자와성의 성시가이며 무사저택의 옛터와 사원들을 비롯하여 시내에

동남아시아의 각국과 무역을 전개했던 류

는 역사를 느끼게 해 주는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겐로쿠엔은 일본3대

큐 왕조의 왕과 그 가족이 살았던 궁전으

명원의 하나로 꼽히는 정원으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로 정전은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융합되어

✽일 본3대명원：겐로쿠엔( 兼 六 園)/이시카와현, 가이라쿠엔(偕楽 園)/

지어졌습니다. 각 장소마다 뛰어난 류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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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나리타공항

하코네

2

이바라키현, 고라쿠엔(後楽園）/오카야마현

도쿄 디즈니 리조트

간사이 4박 5일

시마네현

시라카와고 白川郷·고카야마 五箇山

일째

오다이바
(お台場)

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와테현

기후현·도야마현

도쿄

도쿄

히로시마현

미야지마(宮島)/히로시마현

3

일본과학미래관
(日本科学未来館 )

▶

하코네
(箱根 )

북으로 긴 일본은 각각의 지역에 따라 독특한 자연과 기후, 풍토가 있어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고쿄
(皇居 )

가나가와

2

슈리죠 시라카와고

남

도쿄

1

문화와 미술, 건축양식을 품고 있습니다.

4
일째

고베

고베

고다이지(高台寺)
*다도체험

오사카

오사카 남항

교토
나라

▶

고베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지진 체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메모리얼 파크

난킨마치
(南京街 )

고베항
(神戸港 )

5
일째

오사카 남항

메리켄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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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3박 4일

사가 2박3일
교토

1

교토에서는 일본전통 문화를 감상하고,
오사카에서는 현대문화를 즐기고,
마지막으로 고베에서는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매력 가득한 교육코스.

일째

인천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고베

2
일째

교토

차이나타운

고베

일째

오사카

4

간사이국제공항

우리 조상의 도공이 빚은
도자기의 미를 감상할 수 있는
교육 여행 코스.

일째

도톤보리
(道頓堀 )

고베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지진 체험

오사카

후쿠오카공항

신사이바시
(心斎橋)

오사카시
생활 뮤지엄

오사카성(大阪城)

사가

간사이
국제공항

후쿠오카

일째

후쿠오카

나가노

2

지고쿠다니 야생원숭이 공원
(地獄谷野猿公苑 )
나고야

일째

일째

마츠시로조잔지카고
(松代象山地下壕 )

후쿠오카
공항
유후인

가마도지옥

이즈미야마 자석장 석장신사 나카자토 타카기 / 타로에몬 가마
(泉山磁石場) (石場神社) (中里太亀・太郎右衛門陶房)

▶

후쿠오카
시내 쇼핑

▶

▶

오이타
큐슈국립
박물관

다자이후 텐만구
(太宰府天満宮 )

큐슈유후인민예촌

쿠마모토(熊本)

국보 젠코지
(国宝善光寺)

후쿠오카 공항

인천
국제공항

킨린코호수
(金鱗湖 )

▶

벳부

쿠마모토

자연이 살아 쉼 쉬는 곳 아소,
그리고 아름다운 온천이 있는 유
후인을 중심으로 큐슈 북부를 돌아
보는 교육 여행 코스.

유노하나
유황재배지

▶

아소국립공원(阿蘇国立公園 )

도야마공항

나고야시립과학관
(名古屋市立科学館 )
중부국제공항

나가노
야마나시

4

나고야

일째

4
학교교류

나고야성(名古屋城 )

중부국제공항

쿠사센리-고메츠카
(草千里-米塚 )

3
일째

▶

도요타산업기술기념관
(トヨタ産業技術記念館 )

일째

사가현립 나고야미술관
(佐賀県名護屋美術館 )

▶

일째

3

인천
국제공항

2

대자연속에서 즐기는 나가노,
그리고 인기 넘버원
나고야시립과학관

다테야마쿠로베 알펜루트
(立山黒部アルペンルート)

구 다카토리 저택
(旧高取邸 )

큐슈 3박 4일

나가노 3박4일
1

가라츠
시내 명소

인천
국제공항

일째

도야마공항

후쿠오카

3

1

인천국제공항

후쿠오카 공항

이마리아리타 도자기마을 도산신사
(伊万里有田陶磁器) (陶山神社)

▶

일째

일째

인천
국제공항

▶

2

메모리얼 파크
◀

오사카
교토

사가현

1

일째

3
USJ 관광

니시진오리 회관
(西陣織会館 )

기요미즈데라
(清水寺)

▶

시청전망대

▶

후쿠오카

쿠마모토성(熊本城 )
천수각/혼마루

아소활화산

시모도오리(下通 )

후쿠오카

후쿠오카공항
후쿠오카

▶

오이타
쿠마모토

시사이드모모치해변공원 하카타 타워
(シーサイドももち海浜公園)

캐널시티 하카타

후쿠오카 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남북큐슈 3박 4일

일본의 역사를 보며 일본 불교 유적
지에서 옛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교육 코스.

1

2

일째

일째

3
일째

4
일째

부산항국제
여객터미널
오이타

교토

하카다항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나라
오이타 간사이국제공항

쿠마모토
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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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째

하카다항
(博多港 )

쿠마모토

▶

다자이후 텐만구
(太宰府天満宮 )

우사신궁(宇佐神宮 )

▶

가고시마

▶

후나야마고분
(船山古墳 )

아카마신궁(赤間神宮 )

하우스텐보스와 아름다운 경지를
자랑하는 미야자키현을 중심으로
남 큐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교육 여행코스.

니조성(二条城 )
나라

오사카
오사카

아스카데라
(飛鳥寺)

오사카 시내 관광

호류지
(法隆寺)

일째

쿠마모토
미야자키

시마바라
(島原 )

미야자키

기리시마(霧島)

기리시마

호리키리(堀切 )
고개

검은모래 찜질

이케다호수
(池田湖)

쿠마모토(熊本)
(훼리로 이동)
쿠마모토성(熊本城 )

가고시마

▶

▶

▶

우도신궁
(鵜戸神宮 )

사쿠라지마

가고시마

도다이지
(東大寺)

4

▶

나가사키평화공원

3

나가사키(長崎 )
쿠마모토

▶

기리시마신궁(霧島神宮 )

나가사키

이시부타이고분
(石舞臺古墳 )

일째

▶

하우스텐보스

후쿠오카 공항
(福岡空港 )

나가사키

2

훼리 승선

▶

인천국제공항

원폭자료관

후쿠오카공항

고류지(広隆寺)

일째

아소산
(阿蘇山)

▶

5
일째

후쿠오카

▶

우스키 석불군

나가사키

1

큐슈•간사이 5박 6일

가고시마

이브스키
(指宿 )

가고시마
(훼리로 이동)
후쿠오카

▶

아리무라용암전망대
(有村溶岩展望所)

▶

일째

오사카성
(大阪城)

시텐노지
(四天王寺)

간사이
국제공항

김해/인천
국제공항

시로야마 전망대
(城山展望台)

사이고 다카모리 동굴
(西郷隆盛洞窟 )

다자이후 텐만구
(太宰府天満宮 )

후쿠오카
공항

인천
국제공항
29

일본 열도에서 우리 선조의 발자취를 찾아서

조선통신사 탐방지역

조선 통신사

1

1404년(태종 4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사절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이 조선통신사의 시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이란 두 나라가 서로 신의(信義)를 통하여 교류한다는 의미로 통신사란 명칭이
처음 쓰인 것은 1413년(태종 13년)에 파견한 사절단이었습니다.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607년(선조 40년) 이후 에도막부의 요청으
로 재개되어 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조선은 300명에서 500명으로 구성되는 사절단을 편성하였고 조선의 수도인 한성(지금의 서울)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에도(지금의 동
경)까지 장장 2,000km에 이르는 여정으로 6~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통신사 일행에는 외교 사절을 포함하여 도공, 화가 그리고 학
식이 높은 학자까지 동행하였고 이로 인해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 양국이 더욱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4

고치소이치반칸 御馳走一番館
조선통신사의 접대 장소로 조선 통신사 일행을 위해 전국에서 모은 산해진미로
만들 음식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통신사 행렬을 축소한 모형
과 조선통신사선의 축소모형, 통신사와 관련된 회화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大阪

6

7

히코네

부산

오가키
8

교토 6 7
오오츠

하코네

아라이

오사카

우시마도
도모노우라
시모카마가리

쓰시마 1

9

2

8

아이노시마

혼렌지 本連寺
조선통신사의 접대 장소로 사용되었던 절로 항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
니다. 우시마도에서는 소년들이 매년 10월 4째주 일요일마다 조선통신사의
풍속을 흉내내는 「가라코 오도리(唐子踊り)」를 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교토 京都

나고야 名古屋

쇼코인 性高院
1610년 건립된 절로서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시즈오카 静岡

소가쿠지 崇覚寺
조선통신사 일행이 머물렀던 곳으로 조선통신사 병풍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삿타 고개 薩た峠
험난하기로 유명한 3km의 고개로 에도막부는 조선통신사를 영
접하기 위해 1655년 산중턱을 끊어 길을 냈으며 1682년부터 본
격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3

시모노세키

조선통신사의 길
에도 막부의 쇼군(将軍 ) 이외에는 오직 조선통신사 일행만이 이
길을 통행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조선통신사의 길』이라고 불려
지게 되었다.

9

✽당자춤 시연 관람

쇼코쿠지 相国寺
1392년에 완성한 임제종 사찰로서 통신사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오츠 大津

시즈오카

5

4

나고야

우시마도 牛窓

고려미술관 高麗美術館
고 정조문 씨가(재일동포) 세운 미술관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미술공예품, 불
교미술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1

10 도쿄

조후박물관 長府博物館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시모카마가리 下蒲刈

지쿠린지 竹林寺
1764년 방일한 통신사의 일행이었던 김한중의 묘가 있습니다.

닛코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朝鮮通信使上陸記念碑
조선통신사가 최초로 기항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중세에서부터 근세에 걸친 고문서와 고기록 등의 귀중한 역사적 문화유산
의 다수를 보관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3

시모노세키 下関

아카마신궁 赤間神宮
시모노세키에서 통신사 숙박지 중의 한 곳.

이즈하라항 축제 쓰시마 아리랑 축제
매년 8월 첫 번째 토·일요일에 쓰시마 이즈하라마치에서 펼쳐지는 쓰시
마 최대 축제입니다. 1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 일행을 직접
에도까지 안내했던 쓰시마 번(藩)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메인으로 한·일 전통무용을 포함한 무대행사와 어린이 가마
행렬, 노 젓기 대회,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5

서울

쓰시마 対馬

10 도쿄 東京

세이켄지 清見寺
조선통신사의 숙박지와 휴게소로 이용되었던 절입니다. 경관이 빼
어나며 통신사가 남긴 각종 편액, 회화 등으로 1944년 일본국가지
정사적이 되어 조선통신사 역사의 보물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가시혼간지 東本願寺
도쿄(에도)에 도착한 통신사 일행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11 닛코 日光

도쇼구 東照宮·도쿠가와박물관 德川博物館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는 신사로 1912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도
쿠가와 박물관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진고야 唐人小屋
통신사 일행의 숙박 장소로 원내에 조선통신사 비와 도진고야 유적 안내판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모델코스
쓰시마

1박 2일

한국과 가장 가까운 땅 대마도(쓰시마).
한국의 숨결을 찾는 교육 여행코스.

3박
4일

1
일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쓰시마(対馬)

2
일째

히타카츠항
(比田勝港 )

조선통신사를 초청했던 도쿠가와 이에야
스와 인연이 깊은 시즈오카가 일본 근대
산업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경영 교육 코스.

▶

한국전망대
(韓国展望台)

◀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対馬歴史民族資料館 )

나고야성
(名古屋城 )

아이치현(愛知 )

공장 견학 도요타 회관
(豊田会館 )

시즈오카(静岡 )

1
일째

인천
국제공항

후지산
시즈오카공항

세이켄지
(清見寺)

3

2

일째

일째

학교 교류

스즈끼역사관
(スズキ歴史館 )

▶

미호노마츠바라
(三保の松原 )

시즈오카현 지진 방재 센터
(静岡県地震防災センター)

4
부산항국제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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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카츠항
(比田勝港 )

고려문
(高麗門 )

조선통신사비
(朝鮮通信史碑 )

에보시다케전망대
(烏帽子岳展望台)

일째

도요타 테크노뮤지엄
(トヨタテクノミュージアム)

아츠타 신궁
(熱田神宮 )

도코나메 도자기 거리
(常滑やきもの散歩道 )

중부
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

31

체험학습시설 소개
일본각지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학습 시설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통역을 동반한다면 활동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테마에 따른 체험학습계획을 알고 체험해 봅시다.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세 인상으로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촌체험

산업체험

농촌에서 시골 생활을 체험. 농촌가정이나 농촌민박집에서 지내면서 농촌생활의 있는 그대로

푸르른 땅에서 농업을 배웁니다. 농장에서 얻은 저온살균우유를 사용해 버터 만들기에 도전

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채, 나물 등의 수확을 비롯해 다양한 농촌 일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하거나 그 고장의 전문가 지시에 따라 예로부터 사랑 받아온 일본식 소바를 만들 수도 있습

농촌 사람들과의 꾸밈없는 교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니다. 식물성분이나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스스로 만든 버터나 소바에서 각별한 맛
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시설 ●
신슈세이 무라 信州せいしゅん村
농촌활성화 활동의 모델 발신지로서 국내외 농촌체험 희망자를 수용하는 마을입니다.
나가노현 우에다시 시모타케시 1026-2
요금은 문의 바랍니다.
http://www.murada.com/
란노사토 春蘭の里
하루에 한 팀만 민박하며 예로부터 전해지는 소일거리
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호스군 노토초 미야치 16-9
요금은 문의 바랍니다.
http://shunran.info/

● 체험시설 ●
고이와이 농장 小岩井農場
환경과의 공생을 테마로 농장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와테현 이와테군 시즈쿠이시초 마루야치 36-1
500엔/１인
http://www.koiwai.co.jp/

버터 만들기 교실

약 30분

도가쿠소바박물관 동쿠루린 戸隠そば博物館とんくるりん
이 고장의 소바 만들기 명인이 기본부터 지도해 줍니다. 만든 소바는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나가노현 나가노시 도가쿠 3018
소바 만들기 체험
1시간 이상
3,240엔〜/한 사발(약 4인분）
http://www.togakushi-tq.jp/

전통문화체험

수확체험

일본의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조메, 유젠소메와 같은 일본의 전통기법으로 손수건이

과수원에서 사과, 포도, 딸기, 배 등 과일과 야채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보자기에 염색해 보는 염색체험 외에도 찻잔에 그림을 그리거나 대나무 공예품, 일본 전통

수확시기에는 신선한 과일과 이것들을 사용한 가공품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종이 등 일본 전통소재 및 기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든 작품은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치쿠마시 관광협회 千曲市観光協会
나가노현의 특산품, 사과 수확체험이 가능한 농원이 많이 있습니다.

● 체험시설 ●
체험공방 순푸타쿠미슈쿠 体験工房駿府匠宿
대나무세공, 염색, 칠기 등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공예품의 제작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스루가구 마리코 3240-1
손수건 염색
약45분
1,130엔 /１인
컵 그림
약45분
1,440엔 /１인
죽공예품（꽃병）
약45분
2,160엔 /１인
http://www.sunpurakuichi.co.jp/takumi/
카가전통공예촌 유노쿠니노모리 加賀伝統工芸村 ゆのくにの森
시설 내에는 17개의 관이 있고 그중 11개의 관에서 50종류 이상의 전통공예체험이 가능합니다.
*입장료 별도
이시카와현 고마츠시 이와즈온천 나 3-3
금박 공예
40분 이상
일본전통지 만들기 체험
30분 이상
유젠 염색체험
20분 이상
http://www.yunokuni.jp/mori/index.html

● 체험시설 ●

1,080엔〜/１인
1,080엔〜/１인
1,080엔〜/１인

026–275–1326 ＊나가노현 외 전국에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자연체험
다양한 표정을 가진 일본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은빛 세계를 만끽하는 눈
사람 만들기, 썰매타기, 스노우슈 하이킹. 그린시즌에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진 푸른 숲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공부합니다.
● 체험시설 ●
시가고원 志賀高原
일본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스키 리조트. 풍부한 적설량과 다채로운 스키장이 자랑거리입니다.
나가노현 시모타카이군 야마노우치마치
스노우슈 하이킹
약 3시간
3,000엔〜/1인
http://www.shigakogen.gr.jp （시가고원 관광협회）
아이치 해상의 숲 센터 あいち海上の森センター
아이치 만국박람회의 상징이기도 한 숲을 보전하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장소로서 활용
됩니다.
아이치현 세토시 요시노초 304-1
무료
http://www.pref.aichi.jp/kaisho/ *연구실과 공작실은 무료. 사전예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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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견학시설

일본과학미래관

과학기술•산업

한신·아와지 대지진 기념, 사람과 방재미래센터

오키나와 추라우미수족관

환경보전•자연재해•복지
일본과학미래관 日本科学未来館

한신·아와지 대지진 기념, 사람과 방재미래센터 阪神・淡路大震災記念 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

우주비행사 모리 마모루 씨가 관장을 맡고 있는 과학관. 전시를 통해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교훈을 미래에 활용하자는 목적을 가진 시설. 방재·감재를 위한 학습, 지진관련자

지구환경과 최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

료의 전시는 물론 디오라마 및 영상을 통해 지진의 간접체험이 가능.

니다.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와키노하마카이간도오리 1-5-2
9:30~17:30 (입장은 16:30까지), 단 7~9월은 9:30~18:00 (입장은 17:00까지),
금·토요일은 9:30~19:00 (입장은 18:00까지)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골든위크 기간 중 무휴, 12월 31일, 1월 1일
http://www.dri.ne.jp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 2-3-6
10:00〜17:00 （입장은 16:30까지）
화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개관),
12월 28일~1월 1일
http://www.miraikan.jst.go.jp

오키나와 추라우미수족관 沖縄美ら海水族館

컵누들 뮤지엄 (안도 모모후쿠 발명 기념관)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모토부초 이시카와424 (카이요하쿠공원 내)
10~2월 8:30~18:30 (입장은 17:30까지) / 3~9월 8:30~20:00 （입장은 19:00까지）
12월 첫번째 수요일과 목요일
http://oki-churaumi.jp/ko

カップヌードルミュージアム（安藤百福発明記念館）
인스턴트 라면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과 영상, 오리지널 컵누
들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발명과 발견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

아사히카와시 아사히야마동물원 旭川市旭山動物園

는 체험형 뮤지엄입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히가시아사히카와초 구라누마
하기 9:30~17:15 (10월 16일 이후는 9:30~16:30 / 입장은 16:00까지) / 동기 10:30~15:30 （입장은 15:00까지）
문의 바랍니다.
*매년 영업시간이 변동되오니 문의 바랍니다.
http://www5.city.asahikawa.hokkaido.jp/asahiyamazoo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신코2-3-4
10:00〜18:00 (입장 17:00까지)
화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
http://www.cupnoodles-museum.jp/korean/index.html

오사카 ATC그린에코플라자 おおさかＡＴＣグリーンエコプラザ

＊마이컵라면팩토리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국립과학박물관

国立科学博物館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공원 7-20
9:00〜17:00 （입장은 16:30까지） ＊금요일만 9:00〜20:00
(입장은 19:30까지)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 살충구제기간
http://www.kahaku.go.jp/index.php

배 과학관
파나소닉센터 도쿄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 야시오 3-1
10:00〜17:00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 (12/28~1/3)
http://www.funenokagakukan.or.jp
トヨタ産業技術記念館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시구 노리타케신마치4-1-35
9:30〜17：00 （입장은 16:30까지）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
http://www.tcmit.org

도요타회관

다가라즈카시립 데즈카 오사무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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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ヨタ会館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초1
9:30〜17:00
일요일, 연말연시, 골든위크, 공장하기휴가기간
http://www.toyota.co.jp/toyotakaikan/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2-1-10
10:00~17:00
월요일, 연말연시
http://www.ecoplaza.gr.jp/index.html

マツダミュージアム

히로시마현 아키군 후츄초 신치3-1
일본어안내 13:30~15:00, 영어안내 10:00~11:30
토·일 공휴일, 마츠다 휴업일
http://www.mazda.com/about/museum/ (사전예약제)

파나소닉센터 도쿄

船の科学館

도요타산업기술기념관

마츠다뮤지엄

パナソニックセンター東京

도쿄도 고토구 아리아케 3-5-1
10:00~18:00 (리스피어 입장은 17:00까지)
월요일, 연말연시
http://panasonic.co.jp/center/tokyo/

MEGA WEB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1-3-12
11:00~21:00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http://www.megaweb.gr.jp

비정기

다가라즈카시립 데즈카 오사무 기념관
宝塚市立手塚治虫記念館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무코가와초7-65
9:30~17:00 （입장은 16:30까지)
수요일 (공휴일, 봄·여름 방학기간은 개관),
연말연시 (12월 29일~31일), 2월 21일~2월말 (점검휴관)
http://www.city.takarazuka.hyogo.jp/tezuka/index.html

중앙방파제 외측매립처분장

中央防波堤外側埋立処分場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3초메 치사키
9:00〜12:00, 13:00〜16: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http://www.kankyo.metro.tokyo.jp/resource/landfill/index.html

고이와이 농장

小岩井農場

이와테현 이와테군 시즈쿠이시초 마루야치36-1
9:00~17:30 (입장은 16:30까지) *계절에 따라 변경
겨울철 비정기
http://www.koiwai.co.jp

가이유칸

海遊館

오사카부 오사카시 미나토구 가이간도오리1-1-10
10:00〜20：00 (시기에 따라 변경 / 입장은 영업시간의 1시간 전까지）
비정기
http://www.kaiyukan.com

운젠다케 재해기념관

雲仙岳災害記念館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 헤세마치1-1
9:00~18:00 (입장은 17:00까지)
연중무휴 ＊임시 휴관일 있음
http://www.udmh.or.jp

JT생명지연구관

JT生命誌研究館

오사카부 다카츠키시 무라사키초1-1
10:00~16:30
일요일, 월요일,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4일）
http://www.brh.co.jp

도쿄소방청 본소방재관

東京消防庁本所防災館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카와4-6-6
9:00~17:00
수요일·셋째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2월 28일~1월 4일
http://www.tfd.metro.tokyo.jp/hp-hjbskanl/index.html
＊방재체험코너는 투어방식입니다. 사전에 예약
바랍니다.

기타큐슈시립 이노치노타비 박물관
北九州市立 いのちのたび博物館

후 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야하타히가시구
히가시다2-4-1
9:00〜17：00 （입장은 16:30까지)
연말연시, 매년 6월 하순경
http://www.kmnh.jp
35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인기 숙박시설
나가사키원폭자료관

호텔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수학여행 때 많이 이용되는 숙박시설이 「호텔」 입니다. 대도시의 번화가에서 지방

역사•문화

도시까지 일본 각지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대
도시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호텔도 있으며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원폭자료관 長崎原爆資料館

시설 포인트

피폭의 참상 및 원폭투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핵병기 개발의 역사에 관해 귀중한 기록을 통해 소개. 원폭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

•큰 룸과 큰 연회장을 갖춘 호텔이 많으며 식사도 코스요리 외에 뷔페 스타일로 제공
하는 곳도 많습니다.
•침대 방은 물론 다다미 방을 갖춘 호텔도 있어 예약 시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호텔은 체크인 시간이 오후 3~4시, 체크아웃 시간이 다음날 10~11시가 대
부분이니 사전에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호텔은 독창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에 맞춰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주는 시설입니다.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히라노마치7-8
4월·9월~다음3월 8:30〜17:30 （입장은 17:00까지）, 5월~8월 8:30~18:30 （입장은 18:00까지）, 8월 7일〜9일 8:30〜20:00 （입장은 19:30까지）
12월 29일~31일
http://www.city.nagasaki.lg.jp/peace/index_k.html

도쿄국립박물관

東京国立博物館

나라국립박물관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공원13-9
9:30〜17:00 （입관은 16:30까지） ＊시기에 따라 변동 있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
http://www.tnm.jp

도쿄도 에도도쿄박물관

東京都江戸東京博物館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1-4-1
평일 9:30〜17:30 (입장은 17:00까지)
＊토요일 9:30〜19:30 (입장은 19:00까지)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 ＊시기에 따라 변동 있음
http://www.edo-tokyo-museum.or.jp

국립역사민속박물관

国立歴史民俗博物館

치바현 사쿠라시 죠나이초 117
9 :30〜17:00 (3월~9월), 9:30〜16:30 (10월~12월)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연말연시 (12월 27일~1월 4일)
http://www.rekihaku.ac.jp

교토국립박물관

京都国立博物館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차야쵸527
9:30〜17:00 (입관은 16:30까지)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
http://www.kyohaku.go.jp/jp/index_top.html

니시진오리회관

奈良国立博物館

나라시 노보리오오지초 50번지
9:30~17:00 (4월 마지막 주~10월 마지막 주까지의 금요일은 19:00까지)
＊입관은 폐관 30분전까지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월 1일
http://www.narahaku.go.jp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나카지마초 1-2
8:30~18:00 (3월~7월), 8:30~19:30 (8월, 8월5일, 6일은 20:00폐관),
8:30~18:00 (9월~11월), 8:30~19:00 (12월~2월)
*입장은 폐관 30분 전까지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1일)
http://www.pcf.city.hiroshima.jp

큐슈국립박물관

九州国立博物館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이시자카4-7-2
9:30~17:00 (입관은 16:30까지)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2월 24일~31일
http://www.kyuhaku.jp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

西陣織会館

교토부 교토시 가미교구 호리카와노오리이마데가와미나미이루
9:00〜17:00
12월 29일~1월 3일
http://www.nishijin.or.jp/kaikan

広島平和記念資料館

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614-1
9:00~17:00 (상설전시장 입장은 16:30까지)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임시휴관 있음
http://www.peace-museum.pref.okinawa.jp

학습 프로그램의 예

숙박시설
매력적인 숙박시설의 소개
수학여행에서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숙박”입

➊ 테이블 매너 자격증을 보유한 호텔 직원이 강사가 되어 세심하게 테이블 매너를 가르쳐 줍니다.
➋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일본의 식료자급과 세계의 음식 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수 시설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최대 500명 이상의 숙박이 가능한 시
설도 있습니다. 교육 여행에서는 주로 2인 1실을 사용합니다.
일본 호텔협회
전일본 시티호텔연맹

http://www.j-hotel.or.jp/
http://www.jcha.or.jp/

니다. 일본의 숙박시설은 규모나 가격, 시설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목적에 맞는 곳을 선

「화( 和)」의 생활양식을 만끽

택하면 됩니다.

일본식 료칸

숙박 시에는 일본의 식문화 및 생활관습을 실제로

“일본식 료칸”은 일본특유의 숙박시설입니다. 현

체험할 수 있으며 자국 문화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재 그 숫자가 줄고 있는 일본양식의 건물에서 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오모테나시”라고 불리

본의 생활양식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는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손님을 대하는 마음

한 “오카미(女将)”라고 불리는 여성관리자의 지시

을 느낄 수 있으며 시설 어느 곳도 안전하고 청결하
여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화(和 ): “일본”을 표현하는 말

에 따라 방마다 “나카이”라고 불리는 기모노를 입
은 접객 담당자가 있어서 방을 안내해주거나 이불을 개고 펴는 일, 식사 제공 등
일본식의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교육여행의 귀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시설 포인트
•일본의 전통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료칸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것은
학생들끼리 교류를 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① 대욕장: 대형 공중탕을 뜻하며 실내대용장은 기본으로 제공되며 노천탕이 구비되
어 있는 료칸도 있습니다. 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닦고 들어갑니다. 또
남탕과 여탕이 시간대에 따라 바뀌는 곳도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② 다다미방 숙박: 일본전통 다다미 방에 이불자리는 펴고 취침합니다.
	③ 유카타: 실내용 혹은 취침용 유카타, 그 외 나막신이나 일본식 우산도 을 제공하
는 료칸도 있습니다.
•식사는 향토요리나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한 요리를 나카이가 한 사람씩 “젠”이
라는 쟁반 위에 올려서 옮겨줍니다. “오모테나시”의 마음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료칸에 숙박하는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수용인원수 시설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300명 이상이 숙박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 사용 가능한 방도 있으나 8인 ~ 15인이 들어가는 큰 방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쿄도 에도도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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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국립박물관

http://www.ryokan.or.jp/top/ (일본료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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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일본의 일반 가정 체험

민박

홈스테이

Information

민박은 주로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적

일반 가정에서 숙박하며

인 숙박시설입니다. 가족경영에 의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

일본식 건축의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

고 일본인들과 교류를 하

이며 일본의 일반적인 생활을 체험 해

는데 제일 좋은 방법입니

볼 수 있습니다. 농가나 어촌 등에서

다. 참가인원의 제한이 있

겸업으로 운영하는 민박집이 많으며

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경

일본 수학여행 수용체계

시설 포인트
침구의 준비와 정돈은 스스로 하는 곳이 많으며 자활능력을 양성할 수 있
습니다. 세면도구를 지참해야 할 시설이 대부분이며 각자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에는 체험할 곳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숙박하지 않고 단시간 체재를 통해서도 충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직원과 지방

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체재 시에는 그 가정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

공무원단체가 그 지역과 하나가 되어 학교교류를 지

이 중요합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광창구를 중심으로 수학

수용인원수 최대 50명 전후 입니다.
일본민박협회

수용인원수 기본적으로 1가정에 1,2명입니다.

1년~3개월 전

교육여행의 실시를 결정

3개월 전

학습 테마와 목적지를 결정
여행사를 결정

연락, 조정

1개월 전

모집
테마와 방문지에
관한 예습

비자 신청
여정 계획

교육여행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용 학교 제안

•일본의 교류학교와

학생과 학생의 가족 대상 설명회
(방일교육여행의 의의, 일본의 매력, 루트 등)

2주 전

•루트와 학교교류

실시시기, 교류대상
학교 등에 대해서는
일정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http://minshuku.or.jp

국민숙사(国民宿舎)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농가 민박

「국민숙사」 는 자연공원이나 국민보
양온천지와 같은 자연환경이 빼어

농가가 경영하는 민박집입니다. 풍부한 자연의 농가에 숙박하며 수확

난 토지에 지어져 있습니다. 국적에

체험을 하거나 농가에서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향토요리를 맛 보고, 종

방일교육여행 일본 지자체 창구 일람

레크레이션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다. 성대한 접대가 아닌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본의 문화를 느
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 숙박시설로 향토요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

숙박 모델플랜(나가노현 이나시)

영시설과 국립공원협회가 지정한 민영시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일째 오후 이나시관광협회가 준비한 환영회. 종료 후에는 농가로 이동

수용인원수 최대 50명 정도의 숙박이 가능합니다.

저녁 목욕, 저녁 식사 (식사 준비, 설거지 돕기. 일본의 매너 체험)
밤 교류 (종이 접기, 그림을 곁들인 편지 쓰기, 밤하늘 감상, 불꽃놀이, 반딧불 감상 등)
취침 21시반
2일째 기상 6시반
아침 조식 (아침 식사 만들기 체험)
짐 정리
출발전 사진 촬영

국민숙사협회

큐카무라(休暇村)

큐카무라는 국립이나 국정공원 내의 환경이 좋은 장소에 지어졌으며
일본에 37곳(2014년 현재)이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경관 속에서

「후쿠로노이에(ふくろうの家)」측의

코멘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기일회(一期一会)」 라는 말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만남일지도 모르니 이곳에서 보내는 동안 즐겁게 보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맞이하고 언어는
달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번 활기찬 분위기라 맞이
하는 저희도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기를 기
원합니다.

도야마현(富山県) 관광·지역진흥국 관광과

니가타현(新潟県) 관광진흥과

교토부(京都府 ) 상공노동관광부 관광과

http://enjoyniigata.com/korean/
ngt150020@pref.niigata.lg.jp (한국어·영어)

스키와 해수욕 등의 스포츠와 자연 속 산책 등의 레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480교(2010년 실적)의 단체 이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수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도 많으며 인원수에 따라서는
통째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큐카무라 협회

사이타마현(埼玉県) 관광과
www.sainokuni-kanko.jp/kr/
a3950-03@pref.saitama.lg.jp (영어·일본어)
시즈오카시(静岡市 ) 관광·시티프로모션과
www.shizuoka-shimizu.info/
kankou@city.shizuoka.lg.jp (영어·일본어)

http://kokumin-shukusha.or.jp

일본이 자랑하는 절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

http://www.qkamura.or.jp

방일 수학여행 투어에 관한 사항은 한국 국내의 여행사에 문의 바랍니다.

신슈(信州 )·나가노현(長野県) 관광협회
http://www.nagano-tabi.net/
yosiike@nagano-tabi.net (일본어)

상관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접기를 하거나 밤하늘을 바라보는 등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

www.info-toyama.com/kyouiku/
tadashi.ishikuro@pref.toyama.lg.jp (한국어)
www.pref.kyoto.jp/visitkyoto/kr/guide-pdf/guide-pdf.html
kanko@pref.kyoto.lg.jp (일본어)
오사카(大阪 ) 관광국 인바운드 유치팀
www.osaka-info.jp/
otsuka-t@ogtb.jp (한국어·영어·일본어)
도쿠시마현(徳島県) 상공노동부 관광국제국 국제전략과
 ww.gakkouseisaku.tokushima-ec.ed.jp/homepage/English/
w
index.E/home.html
kokusaisenryakuka@pref.tokushima.lg.jp (영어·일본어)

사전준비
여행지 공부 방문지의 역사, 환경, 문화, 생활습관에 대해 미리 공부해 둔다.
현지 언어 공부 간단한 일상용어 및 회화를 공부해둔다.
●
비상시 대책 여권의 기록사항 등을 별도로 메모해서 가지고 다니고 길을 잃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 방법을 기록해둔다.
●
환전 여행하기 전에 미리 한국 화폐를 일본의 화폐로 바꾸어 둔다. 일본화폐는 엔(￥)화라고 하며 1, 5,
10, 50, 100, 500엔의 동전과 1,000엔, 2,000엔, 5,000엔, 10,000엔의 지폐가 있다. 10엔 동전으로 1분
간 시내통화가 가능하다.
●
복장 여행지의 기후에 맞는 복장을 준비하여 다소의 기후변화에도 대용할 수 있는 외투도 한 벌 정도 준비한다.
●
지참물 세면도구, 잠옷, 내의, 양말, 필기도구, 약(소화제, 멀미약, 두통약, 지사제, 연고, 물파스, 밴드 등
집에서 사용하던 상비약류), 필기 도구 등을 되도록 간단하게 준비한다.
●
출발 출발하는 공항 및 항구로의 교통편과 소요시간, 정확한 집합장소 등을 숙지하고 출발 당일 사용할
한국 돈도 준비하도록 한다. 그 밖에 잊은 물건이 없도록 확인한다.
●
●

현지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자립심을 키우는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은 한 방에 4~8명이 숙박을 하며 이층 침대에서 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다미 방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일본식 숙소도 있습니
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이 공용이거나 식사나 방 정리를 스스로 하는 곳
으로 호텔이나 료칸과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비용은 1박에 3,000엔 전
후로 매우 저렴합니다.

수용인원수 최대 2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유스호스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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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회사 측

2개월 전

여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일양국이 만족할 만한

풍부한 자연 속에서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숙박 농가

학교 측

정부의 교육부문에 제출
방일 수학여행 신청

일본에서 방일수학여행의 수용은 각 지역 지자체를

방금 채취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시기

http://www.jyh.or.jp

교통 일본은 차량 좌측통행이므로 승하차 시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특히 주의한다.
●
숙소 숙소에서 혼자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숙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나와있는 정보는 꼭 휴대
하고 다니도록 한다. 체크 아웃 시에는 실내를 정리하고 옷장 등 실내를 살펴 잊은 물건이 없도록 하며 냉
장고 안의 사용한 물품이나 개인이 사용한 국제 전화 등의 요금은 체크아웃 시에 프론트에서 정산한 후 객
실 열쇠를 반납한다.
●
여행시 단체 여행일 경우에는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자유견학 등 일시해산 시에는 집합 장소
와 시간 등을 확인하고 엄수한다. 2-3인 조를 짜서 행동한다.
●
국제전화 일본은 공중전화 중에서도 국제전화가 되는 전화기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주화로도 전화
를 걸 수 있으나 불편하므로 선불 국제전화카드를 준비해 가거나 수신자요금부담 전화(콜렉트콜)를 사용
하는 것이 편리하다.
●
여행기록 현지에서 견학한 내용, 설명 등을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남긴다. 여행 중에 입수하는 각 시설이
나 견학지의 지도, 안내서, 호텔의 브로셔, 비행기 탑승권 등 자료를 모아 여행기를 작성할 때 보조자료로
이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생생한 여행기록을 만들어 본다.
●

오이타현(大分県)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www.pref.oita.jp/soshiki/10140/schoolexcursions-application.html
a10140@pref.oita.lg.jp (한국어·영어)
나가사키현(長崎県) 서울사무소
www.nagasaki-tabinet.com/houjin/excursion/
nagasaki@clair.or.kr （일본어·한국어）
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鹿児島) 관광연맹
http://www.kagoshima-kankou.com/houjin/
t.wang@kagoshima-kankou.com (한국어·일본어)
홋카이도(北海道 ) 서울사무소
http://hokkaido-syuryo.com/index.html
jang@beautifuljapan.or.kr (한국어·일본어)

일본수학여행

10계명

1
2
3
4

인솔자(선생님 및 가이드)의 지시를 잘 따른다.
약속 시간을 꼭 지킨다.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한다.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킨다. 특히 호텔에서 매너
를 지킨다.

5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오른쪽부터 보기)
① 특히 주행방향이 달라 승하차 위치가 다르다.
(핸들의 위치가 반대)
② 교 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위
치가 다르다.

6 개인소지품을 잘 보관하여 분실하지 않는다.
7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문화체험의 귀
중한 기회이니 다양한 음식을 접해 보도록 한다.

8 정해진 시간에 수면을 취한다.
9 개인위생에 주의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10 여비 수준 외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한다.

JNTO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16 백남빌딩 (프레지던트호텔) 202호
TEL : 02-777-8601 FAX : 02-777-8612
www.welcometojapan.or.kr | www.jrout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