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JAPAN’S INDUSTRIES)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적인 품질관리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의 선도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의 목록은 방문이 가능한 공장과 작업장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참가료 또는 입장료는 없지만 각 공장들을 견학할 때에는 몇 가지 규칙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과 공장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관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목록에는 기모노 염색과 도자기와 같은 전통 작업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장들은 일본
의 흥미롭고 또다른 측면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공장과 작업장은 새해 연휴에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12월말에서 1월초)
목록 참조 방법:
회사의 이름 (영문이름)
1. 공장주소
2. 방문방법
3.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시간
4. 지원방법
5. 지원장소
6. 공장 견학에 소요되는 시간
7. 개인 영어통역 가능여부
8. 공장견학 시 주의&제한

자동차 산업
도요타 자동차(Toyota Motor Corporation)

1. 조립&용접: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초 도요타 가이칸(회관) 1 전시홀
Toyota Kaikan Exhibition Hall:1, Toyota-cho, Toyota-shi, Aichi Pref.
2. 아이치 환상철도선(愛知環状鉄道線) 미카와 도요타역에서 도보 20분.
3. 월-금 11:00–13:00. 영어 가이드로 공장투어 가능하며 투어 시작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투어 예정일로부터 2주~3개월 이전에 온라인으로 공장투어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5.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초 도요타 회관 도요타 자동차
Tel. (0565)29-3355 (영어상담가능).
6.

2시간 30분간 (도요타회관 전시홀도 견학하고 싶은 분께서는 상기 소요시간에 60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7. 영어 투어 가능
8.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흡연, 하이힐, 샌들 착용은 금지됩니다.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출입할 수

없으며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URL. http://www.toyota.co.jp/en/about_toyota/facility/toyota_kaikan/plant_tour
닛산 자동차 (Nissan Motor Co., Ltd.)

1. 오파마(Oppama)공장: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나쓰시마초 1
1 Natsushima-cho, Yokosuka-shi, Kanagawa Pref.
Tel. (046)867-5013
2. 게이힌 규코선 오파마역에서 버스로 약10분, 도보 약20분 소요
3. 일본어 가이드 일일 2회 (9:30–12:00, 13:00–15:30).
예약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일본 웹사이트에만 해당)
영어 투어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영어 가이드 투어: 전화 또는 e-mail로 사전 연락 요망
5. 오파마 공장 게스트홀 (시간: 9:00–17:00)
Tel: (046)867-5013
E-mail: nissan-oppama-planttour@mail.nissan.co.jp
6. 2시간 30분
7. 영어 가이드 가능
8. 사진촬영, 흡연, 하이힐 착용은 금지됩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마쓰다 자동차 (Mazda Motor Corporation)

1. 히로시마현 아키군 후추초 신치
3-1, Shinchi, Fuchu-cho, Aki-gun, Hiroshima Pref.
2. JR 무카이나다역에서 도보 5분.
3. 영어 가이드 투어: 월-금 10:00–11:30 (1일 1회)
4. e-mail 또는 전화로 사전에 요청.
5. 마쓰다 박물관
E-mail: mazdamuseum@mail.mazda.co.jp
Tel: (082)252-5050
6. 1시간 30분 소요
7. 영어 가이드 가능.
8. 사진 촬영 및 흡연은 금지됩니다.
URL: http://www.mazda.com/en/about/museum/

전자
도시바 과학 박물관 (Toshiba Science Museum)

1.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호리카와초 72-34
2F Lazona Kawasaki Toshiba Bldg., 72-34, Horikawa-Cho, Saiwai-Ku, Kawasaki 212-8585, Japan
2. JR 가와사키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로 1분
3. 화–금 10:00–18:00, 토 일 국경일 10:00–19:00 (국경일을 제외한 월요일과 당사가 정한 요일은
휴관).

4. 방문하시기 전에 희망하는 날짜를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Tel. (044)549-2200
6. 1시간
7. 영어 가이드 가능.
(중국어 가이드도 가능)
URL. http://toshiba-mirai-kagakukan.jp/

과자(SWEETS)
글리코피아 고베 (Ezaki Glico Co., Ltd.)

1. 효고현 고베시 니시구 다카쓰카다이 글리코피아 고베 7-1
Glicopia Kobe 7-1, Takatsukadai, Nishi-ku, Kobe-shi, Hyogo Pref.
2. 고베시영 지하철 세이신주오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12번, 23번 버스 승차 후
“다카쓰카다이 잇초메”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
3.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금요일, 8월 중순&신정 연휴 휴무)
4. 전화로 신청 요망.
5 Tel.(078)991-3693 (영어 가능)
6. 1시간 20분.
7. 영어 가이드 불가.
8. 공장 내 사진 촬영 금지.

주조 산업(BREWERIES)
기린 맥주 (KIRIN Brewery Corporated)

1. 요코하마 공장: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나마무기 1-17-1
1-17-1, Namamugi, Tsurumi-ku, Yokohama-shi, Kanagawa Pref.
고베 공장: 효고현 고베시 기타구 아카마쓰다이 2-1-1
2-1-1, Akamatsudai, Kita-ku, Kobe-shi, Hyogo Pref.
2. 요코하마 공장: 게이힌 규코(급행) 나마무기역에서 도보 10분
고베 공장: JR 산다역에서 택시 또는 셔틀버스로 15분 소요
3. 요코하마 공장: 10:00–16:30(월요일, 신정연휴에는 휴무, 5월9일 –7월 중순 또는 9월1일 –9월
중순은 개조공사로 휴관)
고베 공장: 9:30 – 16:30(월요일 휴무)
4. 요코하마 공장: (045)503-8250
고베 공장: (078)986-8001
6. 1시간 10분. (맥주 시음 포함)
7. 요코하마, 고베공장 모두 영어 가이드 불가

8. 요코하마 공장: 사진촬영 및 흡연 금지.
고베 공장: 흡연 금지.
지토세, 센다이, 도치기, 도리데, 나고야, 이시카와, 시가, 오카야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공장 모두
방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국경일에는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산토리 (Suntory Ltd.)

1. 무사시노 주조장: 도쿄도 후추시 야자키초 3-1
3-1, Yazaki-cho, Fuchu-shi, Tokyo
교토 주조장: 교토 나가오카쿄시 조시 3-1-1
3-1-1, Choshi, Nagaokakyo-shi, Kyoto
2. 무사시노 주조장: JR 남부선 또는 게이오선 부바이가와라역에서 셔틀버스로 5분.
가쓰라 주조장:JR 나가오카쿄역 서쪽출구 버스로터리에서 셔틀버스로 약8분 또는 한큐 나가오카
덴진역에서 도보로 약10분
3. 무사시노 주조장: 평일 10:00-16:00, 주말&국경일 10:00-11:30 (신정 연휴 휴무)
교토 주조장: 10:00-15:00 (2016년 2월23일-25일, 3월 28일-4월3일은 시설관리로 인한 휴무)
4. 방문 예정일 전에 전화로 신청 요망.
5. 무사시노 주조장: 산토리 무사시노 주조장 홍보팀(PR Dept)
Tel. (042)360-9591 (9:30–17:30)
교토 주조장: 산토리 가쓰라 주조장 홍보팀(PR Dept)
Tel. (075)952-2020 (9:30–17:00)
6. 무사시노 1시간, 가쓰라 1시간(2016년 3월부터 70분).
7. 영어 가이드 불가능. 통역사와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 음식, 음료수 반입 및 흡연 금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에비스 맥주 박물관 (Beer Museum Yebisu)

1. 도쿄 시부야구 에비스 4-20-1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4-20-1, Ebisu, Shibuya-ku, Tokyo. In Ebisu Garden Place
2. JR선 또는 지하철 히비야선 에비스역에서 도보 8분.
3. 11:00–19:00 (18:30까지 입장 가능), 월요일 휴무(국경일 다음 월요일에는 개관하고 다음날 휴무)
&신정 휴일: 입장료 무료(시음과 일본인 가이드 투어는 유료)
4. 사전예약 불필요
5. Tel. (03)5423-7255
6. 약20분.
7. 불가능(영어 팜플렛 제공 가능)
8. 사진 촬영 금지.

사케 주조장 (SAKE BREWERY)
고야마 주조 (Koyama Shuzo Co., Ltd.)

1. 도쿄도 기타구 이와부치 마치 26-10.
26-10, Iwabuchi-machi, Kita-ku, Tokyo
2. 지하철 남보쿠선 아카바네 이와부치역에서 도보 5분.
3. 고야마 주조는 도쿄 23구에서 유일한 사케 양조장입니다. 견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 5명
이상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일본어 가이드만 제공할 수 있으니 통역사와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소 1주일 전에 전화로 사전 연락 요망. 1인당 500엔, 11명이상 1인당 300엔.
5. Tel. (03) 3902-3451 (일본어만 대응 가능 9:00–17:00)
6. 40분
7. 영어가이드 제공 불가능.

증류소 (DISTILLERY)

산토리 주조 하쿠슈 증류소 (Suntory Ltd. Hakushu Distillery)

1.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하쿠슈초 도리하라 2913-1
2913-1 Hakushūchō Torihara, Hokuto-shi, Yamanashi-ken Pref.
2. JR고부치자와역에서 택시로 10분.
3. 09:30-16:00 매시 30분에 투어 시작. 매년 신정연휴와 공장휴업에는 휴무.
4. 전화로 사전 신청 요망.
5. 산토리 주조 하쿠슈 증류소(Suntory Ltd. Hakushu Distillery) 홍보부(PR Dept)
Tel. (0551)35-2211
6. 1시간 (위스키 시음 포함)
7. 영어가이드 제공 불가능 (영어 팜플렛과 오디오 가이드 제공 가능)
8. 사진 촬영, 음식물 반입, 흡연 금지.

와이너리 (WINERY)
산토리 도미노오카 와이너리 (Suntory Tominooka Winery)

1. 야마나시현 가이시 오누타 2786.
2786, Onuta, Kai-shi, Yamanashi Pref.
2. JR 고후역 또는 JR 니라사키역에서 택시로 30분.
3. 9:30 – 17: 40 (최종 입장 16:30), 매주 화요일, 수요일 ※8월–11월은 수요일만 휴무
※2016년 3월 하순까지 장내 전시설의 운영과 견학을 일시 중지합니다.
운영개시는 2016년 3월 26일(토)로 예정되어있습니다.
4. 전화 신청 요망(일본어만 대응 가능, 11명 이상은 투어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5. (0551)28-7311 (일본어만 대응 가능)
6. 30분.
7. 영어가이드 제공 불가.
8. 사진 촬영, 음식물 반입, 흡연 금지.

신문사 (NEWSPAPER PUBLISHING)
아사히 신문 (The Asahi Shimbun)

1. 도쿄도 주오구 쓰키지 5-3-2
5-3-2, Tsukiji, Chuo-ku, Tokyo
2. 지하철 도에이 오에도선 쓰키지시조(시장)역에서 도보 1분.
3. 월요일–금요일 (1일 2회) 10:45, 12:45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신정 연휴를 제외)
4. 최소한 5일 전에 전화로 신청 요망(2인 이상)
5. Tel. (03)5540-7724 (영어 대응 가능)
6. 1시간 45분.
7. 영어가이드 가능.
8. 편집실과 생산 부서에서의 사진 촬영 금지.

증권거래소 (STOCK EXCHANGE)
도쿄 증권거래소 (Tokyo Stock Exchange)

1.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가부토초 2-1
2-1, Kabuto-cho, Nihombashi, Chuo-ku, Tokyo
2. 가야바초역 (지하철 히비야선 또는 도자이선 11번 출구, 지하철 아사쿠사선 니혼바시역 D2
출구)에서 도보 5분.
3. 월-금 9:00–10:00, 10:00–11:00, 13:00–14:00, 14:00–15:00 (국경일 휴무).
4. 최소한 2주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 요망.
5. Tel. (050)3377-7254 (9:00–11:30, 12:30–16:30)
6. 약 50분.
7. 영어가이드는 13:00-14:00, 14:00-15:00 에만 제공. (영어 팜플렛 제공 가능)
8. 흡연 금지.

방송 (BROADCASTING)
NHK스튜디오 파크 (NHK Studio Park)

1. 도쿄도 시부야구 진난 2-2-1.
2-2-1, Jinnan, Shibuya-ku, Tokyo
2. 하라주쿠역 또는 시부야역에서 도보 10분.
3. 10:00–18:00 (17:30까지 입장 가능), 셋째주 월요일 휴무(국경일 다음 셋째주 월요일은 정상 영업,
다음날 휴무),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휴무.
4. 사전예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사전예약 필수. 입장료 1인당
200엔.

5. Tel. (03)3485-8034
6. 1시간.
7. 영어가이드 불가 (영어 팜플렛 제공 가능)
8. 흡연 금지.
NHK 오사카 방송스테이션 “BK프라자” (NHK Osaka Broadcasting Station "BK Plaza")

1. 오사카 주오구 오테마에 4-1-20.
4-1-20, Otemae, Chuo-ku, Osaka.
2. 지하철 주오&다니마치선 다니마치 욘초메역 2번 또는 9번 출구에서 도보 1분
3. 10:00–18:00 (17:30까지 입장 가능), 매주 화요일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휴무.
4. 20인 이상의 단체의 경우에는 예약 필수. 또한 단체 그룹은 주중에만 이용 가능.
5. Tel. (06)6937-6020 (일본어만 대응가능)
6. 20-30분.
7. 영어가이드 불가능.

도자기 (CERAMICS)
노리타케 가든 (Noritake Garden)

1. 아이치현 나고야 니시구 노리타케 신마치 3-1-36.
3-1-36, Noritake-Shinmachi, Nishi-ku, Nagoya, Aichi Pref.
2. 지하철 히가시야마선 가메지마역에서 도보 5분, JR 나고야역에서 도보 15분.
3. 기술센터(Craft center)및 박물관: 10:00–17:00 (16:00까지 입장 가능).
상점은 18:00까지 오픈. 월요일 휴무(국경일 다음 월요일은 개점하고 다음날 휴무), 신정연휴 휴무
4. 사전 예약 불필요. 입장료 : ¥500
5. 노리타케 기술센터(Noritake Craft Center)
Tel. (052)561-7114 (영어대응가능)
6. 영어가이드 제공 불가. (영어팜플렛 제공 가능)
7. 공장 내에서 흡연 및 사진 촬영 금지.

은행 (BANKING)
일본은행 (Bank of Japan)

1.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혼고쿠초 2-1-1
2-1-1, Nihombashi-Hongokucho, Chuo-ku, Tokyo
2. 지하철 한조몬 또는 긴자선 미쓰코시마에역에서 도보 2분, JR 간다역에서 도보 7분.
3. 가이드 투어
영어: 화요일 15:00–16:00
일본어: 월–금 (1) 9:45–10:45, (2) 11:00–12:00, (3) 13:30–14:30, (4)15:00–16:00

12월 29일부터 1월 4일, 국경일, 은행 휴무일에는 가이드투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방문 전 최소한 1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 요망.
5. 예약 및 문의: 일본은행 정보서비스국
Tel: (03)3277-2815
6. 1시간.
7. 영어가이드 제공 가능.
8.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진 촬영, 음식물 및 음료 반입, 흡연 금지.
화폐박물관 근처(개관: 9:30–16:30; 16:00까지 입장 가능, 월요일과 국경일에는 휴무, 예약 불필요,
무료 관람) Tel:(03)3277-3037

도매시장 (WHOLESALE MARKET)
도쿄 중앙 도매시장(쓰키지 시장)

1. 도쿄도 주오구 쓰키지 5-2-1,
5-2-1, Tsukiji, Chuo-ku, Tokyo
http://www.tsukiji.or.jp/index.html
2. 지하철 도에이 오에도선 쓰키지시조(시장)역에서 도보 1분, 지하철 히비야선 쓰키지역에서 도보
7분
3. 개장: 5:00–15:00
경매시간: 수산물 5:00– / 야채 6:50– / 과일 7:00–
*참치 경매: 5:00–6:15. 대부분의 점포가 13:00에 문을 닫음. 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휴무. 1달에
3번이상 수요일 휴무. 이는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약 불필요.
5. (03)3547-7074
7. 영어가이드 제공불가능.
8. 도매업자, 중개인과 공인 구매자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된 물품은 만지지
마십시오. 차량과 좁은 통로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래시 촬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통산업 (TRADITIONAL INDUSTRIES)
현대 산업의 근간이 된 것은 전통산업입니다. 특히 교토를 비롯한 많은 일본의 도시들에서는 장인의
기술이 가족 등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장인의 작업 공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교토의
공방들입니다.
니시진 섬유 센터 (Nishijin Textile Center)
호리카와 이마데가와 버스역에서 도보 1분 또는 지하철 가라스마 이마데가와역에서 도보 7분

니시진의 섬유제품 컬렉션을 갖추고 있으며 실크 직물 시범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9:00–17:00 개점. 8월 중순(“오봉” 명절)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휴무
Tel (075)451-9231
http://www.nishijin.or.jp/eng/eng.htm
교토 수공예센터 (Kyoto Handicraft Center)
구마노 진자마에 버스역에서 도보 3분
교토의 주요 공예품 상점의 소매 협동조합입니다.
공예 장인이 목판으로 물결무늬를 만들거나 조각, 색칠하는 과정과 인형을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점 10:00–19:00. 연중무휴
Tel. (075)761-8001.
주소
교토 사쿄구 쇼고인 엔토미초 17

21, Shogoin, Entonbi-cho, Sakyo-ku, Kyoto.
URL: http://www.kyotohandicraftcenter.com/
교센도(Kyosendo)
교토역에서 도보 10분
교센도는 일본 전통 부채를 만드는 가게입니다. 직접 장인들이 부채를 접어서 만드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점: 매일 9:00–17:00 (일요일과 국경일 10:00–18:00)
Tel. (075)371-4151.
주소: 교토 시모교구 히가시노토인도리 쇼멘아가루 쓰쓰가네초 46

46, Tsutsuganecho, Shimogyo-ku Kyoto-shi, Kyoto
오리나스칸 (Orinasukan)
이마데가와 조후쿠지 버스역에서 도보 3분,
수제 니시진오리(西陣織) 직물과 노(能) 의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함께 공예 장인이 직조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개점: 10:00–16:00 월요일, 연말연시, 국경일 휴무.
입장료: ¥500.
10명 이상의 단체는 전화 예약 필수.
Tel. (075)431-0020.
주소: 교토 가미교쿠 조후쿠지도리 가미다치우리 다이코쿠초 693

693, Daikoku-cho, Jofukuji-dori,Kamigyo-ku, Kyoto.

고다이 유젠엔 (Kodai Yuzen-en)
호리카와 마쓰바라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3분.
기모노 컬렉션과 함께 유젠 상품과 실크 염색 과정을 직접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유젠 스텐실로 염색하여 자신만의 기념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점 9:00–17:00. 신정 연휴 휴무

유젠 수공예 체험 상품 ¥1,250 이상, 30분–40분 소요.
10명 이상의 단체는 전화 예약 필수.
Tel. (075)823-0500.
주소: 교토 시모교쿠 다카쓰지도오리 이노쿠마니시이루 주몬지초 688

668 Takatsuji, Inokuma, Shimogyo-ku,Kyoto

산업전시회 및 박람회 (Industrial Exhibitions and Fairs)
일본은 매년 많은 종류의 산업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는 무역을 위해
개최되지만 대부분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산업용 최신 개발품과 소비자용 제품의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전시, 박람회 정보에 관해서는 JNTO의 해외사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