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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느끼는 일본 미술 여행
오카야마 & 가가와

니가타
2000년 이 후 부 터 " 대 지 의 예 술 제 " 로 세 계 최 대 급 트 리 엔 날 레 가 열 리 는 니 가 타 현
에치고츠마리 지역 . 약 762km2의 광활한 땅을 미술관으로 삼아 , 일본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토야마를 배경으로 현대 아트를 전시하여 아티스트와 지역 주민들과의 협동 , 지방 문화와
예술의 공생 공영을 지향한다 . 일부 작품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전시된다 .

Echigo-Tsumari Art Field 에치고츠마리 대지의 예술제가 열리는 마을

세토나이카이의 나오시마 , 데시마 , 이누지마를 무대로 펼쳐지는 아트 활동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 . 유명한 예술가나 건축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

© Pascale Marthine Tayou « Reverse City » /
Photo: MIYAMOTO Takenori + SENO Hiromi

© Art House Project “Ishibashi” / Photo : Ken'ichi Suzuki

Art House Project

© Inujima Seirensho Art Museum / Photo ： Daici Ano

Inujima Seirensho Art Museum

© KUSAMA Yayoi « Tsumari in Bloom » / Photo: NAKAMURA Osamu

교통편 정보

© Jimmy Liao « Kiss & Goodbye » / Photo: ISHIZUKA Gentaro

도쿄에서 조에쓰 신칸센 에치고유자와 역 호쿠에쓰 급행 호쿠호쿠 선 도카마치 역 ( 약 1시간 50분 ). 내부가 넓으므로 , 미리 신청하여 가이드와 함께
투어하는 것을 추천한다 .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빈집 등지를 수리한 공간에 이 지역과 마을에 담긴 오랜 추억을 근대산업의 유산인 이누지마 제련소를 무대로 순환형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 , 구리
반영하여 작품으로 만들었다 . 이곳을 통해 거주하는 사람과 섬 방문자들이 교류하고 제련의 흔적을 보존하여 재건한 아름답고 웅장한 미술관이다 .

도쿄

있다 .

사람들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 도쿄 . 옛날 전통 작품부터 최첨단 현대
예술까지 매력적인 일본 미술이 바로 이곳에 있다 .

일본 민예관

© Shinro Ohtake Naoshima Bath “I ♥湯” / Photo : Osamu Watanabe

Naoshima Bath “I ♥湯”

© Teshima Art Museum / Photo ： Ken'ichi Suzuki

전국 각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된 공예품을 소장 전시하는
미술관이며 , 1926년에 창설됐다 . 이름 없는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귀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

Teshima Art Museum

현대 미술가 오타케 신로 씨의 세계관이 반영된 공중목욕탕이다 .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방치되어 있던 계단식 논을 현지 주민과 함께 재생한 토지의 한 모퉁이에 예술가 나이토
아트로서 일본의 입욕 습관을 꼭 경험해 보기 바란다 .
레이 씨와 건축가 니시자와 류에 씨가 설립한 미술관이다 . 내부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특이한 구조이다 .

© Park Hotel Tokyo

ART COLOURS Artist in Hotel ( 아트 컬러스 아티스트 인 호텔 )
교통편 정보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는 다카마쓰 항구와 우노 항구에서 가기 편리하다 . 섬에는 페리와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다 .

예술가들이 과감하게 꾸민 객실은 31실 이상이다 . " 아름다운 일본 " 을 만날 수 있는 아트 갤러리 호텔 .

도쿄국립박물관
02

우에노 온시 공원 안에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박물관이다 . 봄이
되면 정원에 왕벚나무 , 오시마 자쿠라를 비롯한 10종류 이상의 벚꽃이 만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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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nashi

온천 애호가들이
강력추천하는 온천 TOP
세계 최대의 여행 후기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 에서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온천지" 라는 주제로 일본의 온천 애호가들이 뽑은 온천지 톱 5를 소개한다.

5

야마나시 가와구치 호수 온천
온천이 호숫가에 있으며, 따뜻한 수증기
너머로 후지산을 조망할 수 있는 매우
호화로운 온천이다. 도쿄에서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서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Oita

3rd
Place

오이타 벳푸 온천
온천 애호가들에게는 성지라고도 불리며
원천의 수와 용출량도 일본 최고이다. 입욕
스타일뿐만 아니라 온천수의 화학적인
성질도 다양하며, 일본인이 온천을 즐기는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

1

st

Akita

Place

아키타 뉴토온천
7개의 온천으로 구성된 뉴토 온천지 투어는
일본인들에게도 인기 명소이다. 자연에
둘러싸인 도호쿠·아키타 대지에서 샘솟는
불투명한 온천수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설이 있다.

4th
Place

Ehime
에히메 도고온천
황족도 이용했다고 전해지며, 전통과 운치가
느껴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지이다.
도고온천의 중심에 있는 온천 공동목욕탕
"도고온천본관"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델이기도 하다.

2nd
Place

Tokushima
도쿠시마 이야 온천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3대
온천 중 하나인 이야 온천은 이야 계곡에
있는 숙소에서 무려 170m나 떨어진 골짜기
밑에 있다. 45도로 경사진 케이블카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노천탕에서 올려다보는
계곡의 단풍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5th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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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카가 플라워 파크/
도치기

봄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원. 심벌은
‘오후지(거대한 등나무
꽃)’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에 걸쳐 서 개최 되는
등나무 꽃축제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스마타쿄 협곡／시즈오카
환상적인 에메랄드 그린 빛깔의 강에 걸쳐 있는
‘유메노쓰리바시(꿈의 현수교)’가 유명한 명승지다. 인근에
있는 스마타쿄 온천도 인기가 많다.

요시노 산／나라
일본에서 벚꽃 명소로
가장 유명한 요시노 산은
3월 하순 경에 산기슭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해
산정상까지 벚꽃으로
물들어 간다.

여름

사계절

가비라완 만・이시가키 섬／오키나와
세계적으로도 투명하기로 유명한 가비라완 만에는 작고 아름다운 섬들이 점점이
떠 있다. 조류가 험해서 수영은 못하지만 관광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일본은 남북으로 가늘고 길어 북쪽의 홋카이도와 남쪽의 오키나와는 같은 계절이라도 겨울에는 기온
이가 거의 40도 가까이 난다. 계절별로 기후 차이가 확연하므로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다. 사계절의 변화는 일본인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어 예부터 독자적인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다. 봄의 ‘하나미(꽃놀이)’와 가을의 ‘모미지가리(단풍놀이)’ 등 각 계절의 운치를 먹거리와 생활을 통해
기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차
있
왔
즐

오치주쿠／후쿠시마
국가 중요전통건축물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오치주쿠. 전통 건축물로 보존되고 있는
가야부키 가옥은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로베 협곡／도야마
길이 86km, 표고차 3000m를 흐르고 있는 구로베가와 강을 따라 V자 계곡을 형성하는
대협곡. 협곡을 달리는 도롯코 열차(예전에 모래나 광석을 운반하던 화물 열차였지만
지금은 관광열차로 사용)도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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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지고쿠다니 온천／나가노
도게쓰쿄 다리／교토
교토시 서부의 사적 명승지 아라시야마에 있는 가쓰라가와
강의 도게쓰쿄 다리.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유다나카시부온센쿄에 위치한 이 온천은 일본
원숭이들이 온천욕을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야생 일본 원숭이들은 지고쿠다니야엔코엔
공원에서도 볼 수 있다.
© Jigokudani Yaen-koen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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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불꽃놀이

기온마쓰리／교토

불꽃놀이는 여름에 일본을 방문하면 볼 수 있는 환상적인 볼거리이다. 정교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불꽃놀이 기술 덕분에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불꽃놀이가 장면이
연출된다. 일본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불꽃놀이는 주로 7월과 8월에 열린다.

매년 7월 한 달 동안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다양한 행사를 한다. 메인 이벤트는 7월 16일의 요이야마(전야제)와 7월
17일과 24일 2번에 나눠서 개최되는 야마보고준코 퍼레이드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축제와
행사
© Aomori Tourism and Convention Association

© Akita City Kanto Festival Committee

마쓰리(축제)라는 단어는 마쓰루(신에게 제사를 지내다)라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오래 전부터 쌀농사
를 지어온 일본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봄에 풍년을 기원하고 여름에는 돌림병과 태풍 피해를 입
지 않도록 기원했으며 쌀을 수확하는 가을에는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열었다. 또한 죽은
자와 조상이 잠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8월 중순의 본(제등 축제) 기간에는 그 영혼을 기리는 축
제로 본오도리(본 축제 윤무)와 오쿠리비(저승으로 돌아가는 선조의 혼백을 보내기 위해 피우는 불)
와 같은 불교 의식을 지낸다.

Courtesy of Sendai Tanabata Festival Support Association

© Toyama Tourism Organization

© Takayama city

삿포로 눈축제／홋카이도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아오모리

아키타 간토우 축제 / 아키타

센다이 칠석 축제／미야기

에츄 오와라 카제노본／도야마

다카야마 마츠리／기후

2월 초순에 삿포로 도심에 있는 오도리 공원을
비롯해 삿포로 시내의 행사장 3곳에 거대한 눈
조각, 스케이트 링크, 얼음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다.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8월 2일~7일에 개최된다. 대형 하리보테
인형(종이를 겹 붙여 만든 인형)을 태운
다시(축제용 장식 수레)를 끌고 춤을 추며 아오모리
시내를 퍼레이드한다.

매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한여름에 열리는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며 악한 기운을 쫓아낸다.
국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축제 참가자들은
쌀가마니 모양의 제등을 손바닥, 이마, 어깨 및 엉덩이에
올리고 균형을 맞추면서 춤으로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중국의 별 축제에서 유래했다는 ‘칠월칠석(다나바타)’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연중행사. 거대한 대나무 장식이 아케이드 천정을
가득 채운다.

도야마시 남부에 위치한 야쓰오에서 9월 1~3일 동안
열리는 연례 행사이다. 화려한 의상과 큰 모자를 쓴
남자와 여자들이 모자로 얼굴을 일부 가리고 황혼
무렵부터 민요에 맞춰 춤을 춘다. 제등의 빛으로
가득한 거리와 춤추는 사람들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다카야마 마츠리는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4월 14일과 15일에 개최되는 봄의 ‘산노마쓰리’와
10월 9일, 10일에 개최되는 가을의 ‘하치만마쓰리’의
총칭으로 화려한 ‘마쓰리 야타이(축제용 수레)’와
행렬이 하이라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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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satsu Onsen Tourism Association

뉴토온센쿄／아키타

구사쓰온천／군마

기노사키온천／효고

도와다 하치만타이국립공원 내의 뉴토산 기슭에
있는 7개의 온천을 말한다. 뉴토온센쿄의 각
온천은 모두 독자적인 원천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천 성분 또한 다양하다.

일본을 대표하는 명품 온천으로 구사쓰의 온천은
고온이므로 나무판으로 온천수를 잘 섞어서 온도를
낮추고 온천수의 감촉을 부드럽게 해 주는 ‘유모미’
쇼가 열린다.

효고현 북부 도요오카시에 있는 온천 마을로
강가의 버드나무가 참으로 운치 있다.
일본식 여관인 료칸에 숙박할 수도 있지만
방문자들은 '소토유'라는 대중 온천탕 일곱
곳을 순례하며 온천을 즐길 수도 있다.

온천
화산이 많은 일본에는 화산성 온천이 많다. 원천 성분에 따라 상
처나 병을 치유하거나 동물의 상처를 치유하는 등 효과가 다르
다. 또한 온천 지역에는 신화나 전설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
이를 통해 예부터 그 효능이 유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숙
박시설이 있는 온천이 많으며 온천지역에 장기 체류하면서 온천
요양을 하는 ‘탕치’ 외에도 단순히 온천을 즐기기 위해 당일치기
나 며칠 머무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온천은 내외국인을 막론하
고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스폿이다.

하카타 기온 야마 카사／후쿠오카
매년 7월 1일~15일에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약 7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며 가키 야마 카사 수레를 짊어지고 경쟁하는 ‘오이야마’가 하이라이트다.

축제와
행사

칼럼

일본인의 목욕 풍습

일본에는 온천 시설이 많으며
도심에는 대중온천탕도 많다.
일본인에게 목욕이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목적도 있다.

© Kishiwada city

기시와다 단지리마쓰리／오사카

아와오도리／도쿠시마

가라쓰쿤치／사가

벳푸온천／오이타

남자들이 과감하게 다시(축제용 장식
수레)를 끌고 거리를 퍼레이드 하는 용감하고
씩씩한 모습이 특징이다. 오사카부 남부의
기시와다시에서 매년 9월에 개최된다.

약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쿠시마시의
아와오도리는 매년 8월 중순의 오본 시기에 맞춰서
개최된다. 참가하는 춤꾼만 약 10만 명에 달하는
일본 3대 본오도리 중 하나다.

사가현 가라쓰시의 가라쓰신사에서 11월 2일~4일에
개최되는 추계예대제(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해진
날에 신사에서 치르는 대제). 건칠로 제작된 거대한
수레를 하야시(박자를 맞추며 흥을 돋우기 위해
반주하는 음악)에 맞춰서 끌며 거리를 퍼레이드한다.

‘벳푸핫토’라고 불리는 8개의 온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온천이
분포되어 있는 일본 최고의 원천수와 용출량을 자랑하는 온천지다.
온천이 뿜어 나오는 모습이나 다양한 색상의 온천을 지옥에 비유한
관광지도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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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숙박시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라카와고 마을에는 '갓쇼즈쿠리'라는
일본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독특한 숙박 시설이 있다.
방문자들은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며 옛 생활상을 느끼면서 향토
요리도 즐길 수 있다.
© Shirakawa village office

템플 스테이
본래 승려와 참배자를 위해 불교 사원에
설치된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인도 숙박할 수
있다. 쇼진요리(일본의 사찰요리)를 맛보거나
좌선을 체험할 수 있는 사원도 있다.

숙박
일본 고유의 대표적인 숙박 시설이라고 하면 역시 료칸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전통식으로 지은 건물에 객
실 바닥은 다다미를 깐 일본식 방이 있으며 어떤 료칸에는 방에 노천온천이 딸려 있기도 하다. 통상적으
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료칸 내에서는 유카타를 입고 지내며 다다미에 이불을 깔고
자는 등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 가족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을 민슈쿠(민박)라고 한다. 그 외에
호텔이나 캡슐 호텔 등 예산이나 취향에 따라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고급 료칸
다양한 숙박시설 중에서도 우아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유서 깊은
고급 료칸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창업한 지 수백 년이 되는 료칸이나
온천, 풍경, 요리를 즐기는 료칸 등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일본 각지에는 그 지방의 장점을 살린 료칸이 있다. 각각 일본식
서비스인 ‘오모테나시(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하고 있다.

캡슐 호텔
딱 1명만 잘 수 있는 공간이 캡슐 상태로
되어 있는 비교적 값싼 숙박 시설이다.
거의 대부분이 남성용 시설이었지만
요즘은 여성 전용도 늘고 있다.

© 9h nine hours / photo by Nacasa & Partners

© HOSHINOYA Kyoto - Hoshino Resort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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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

먹거리

원 래 중 국 에 서 전 해 진
라멘(라면)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지역에
따라 수프와 면에 특색이 있어
다양한 라멘을 맛볼 수 있다.

고급 일본 요리는 오랜 시간 요리 실력을 갈고닦은 요리인이 만드는 예술 작품이다. 신선한 제철 식
재료를 요리인이 숙련된 기술로 조리한다. 일식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
랑도 많다. 한편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비교적 저렴한 요리 중에도 맛있는 먹거리가 많다. 특히
라멘(라면)은 상당히 인기가 많으며 일부러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이자카야의 대표 메뉴
1.에다마메 어린 대두를 삶은 것. 2.가라아게 간을 한 닭고기 튀김. 3.야키토리 꼬치에 끼워서 구운 닭고기.
4.다마고야키 맛국물 등으로 간을 한 계란말이 요리. 5.아게다시도후 튀긴 두부에 맛국물을 소스로 뿌린 요리.

가이세키 요리
국 하나, 반찬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코스
형식의 일본 요리.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그릇과
담는 방법에서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1

2

3

4

5

초밥
일본인들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고급 레스토랑만이 아니라
값싼 회전 초밥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 일본 각지에 그
지역만의 특색이 느껴지는 초밥이 있다.

이자카야
술과 함께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이자카야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시
회포를 푸는 회사원 등으로 활기가 넘친다. 메뉴도 상당히 다양하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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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 와가시
일본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와가시(화과자).
계절을 표현한 모양도 많으며 보기에도
예쁘다.

Photo credit: Kanazawa City

먹거리
시장이나 슈퍼마켓,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 24시간 영
업하는 편의점 등에서도 평상시에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
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일식, 양식, 중식 요리 등
종류도 다양하며 이미 조리를 한 반찬이나 도시락도 인
기가 있다. 레스토랑보다도 가격이 싸며 맛있는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나 새 등 동물을 만날 수 있
는 카페도 인기가 있다.

시장
주요 도시에는 시민들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있다. 채소나 과일, 고기,
어패류 등 신선한 식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인기 비결이다.
© Osaka Convention & Tourism Bureau

백화점 지하매장
대부분의 일본 백화점에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다. 반찬이나 도시락, 디저트
등을 팔고 있으며 유명한 가게도 입점해 있다.

과일 수확 체험
딸기를 비롯해 포도, 배 등 제철 과일을 그 자리에서 수확해서
맛보는 과일 수확 체험 농원이 있다.
© nekonoirukyukeijo nikukyu

고양이 카페
고양이나 부엉이 등 동물에 둘러싸여 식사나 차를 즐기는 카페가 있다.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많다.
16

© Mitsukoshi Nihombashi Main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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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쿠

스모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서민들에게
친숙해진 가부키 온교쿠(노래와 춤과 음악), 신에게
봉납하는 춤이 14세기에 크게 발전하여 세련된
가면 가무극으로 변신해 현재에 이르렀다.

모래판 위에서 두 명의 리키시가 겨루는 무예이자
무도로 일본의 국기다. 일본스모협회가 운영하는
프로 스모는 일 년에 6번, 홀수 달에 개최된다.

© Grand master of Kanze School

전통 예능
일본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술과 기능이 있다. 연극, 음악, 무용 등 역사는
다르지만 다양한 장르의 예능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일본 고유의 예능 외에
도 원래 중국 등에서 건너온 문화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경우도 적지 않
다. 가부키, 노가쿠, 분라쿠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 Anori’s Puppet Theater

분라쿠

부도(검도)

15세기에 발생해 18세기에 크게 발전했다. 다유(손으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 샤미센(음악), 인형이 하나가 된 전통적인 인형극.

부도란 전통 일본 무술에서 발전한 것으로 연습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검도는 검술로 심신을 단련하는 무술이다.

가부키
원래 16세기에 ‘이즈모노 오쿠니’라는
여성이 창작한 ‘가부키 오도리’가 발상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남자만 가능하다.
© SHOCHIKU Co., Ltd. / © KABUKI-Z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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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VB

가도

사도

‘이케바나’라고도 불리며 계절마다 꽃과 나무를 잘라서 화병에 꽂아 그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생명의 존엄함을 표현하고 감상하는 예술이다.
다양한 유파가 있다.

계절 감각을 소중하게 여기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전통 관습에
따라 차를 따르고 대접한다. 차실에 장식하는 미술품이나 다도구까지
포함되는 종합 예술.
19

© GTIA

© Shimane Prefecture

도예／마시코야키 (도치기)

도예／아리타야키 (사가)

와시／세키슈와시 (시마네)

인형／다루마 (군마)

철기／난부텟키 (이와테)

철기／오사카 스즈키 (오사카)

직물／니시진오리 (교토)

직물／아리마쓰 나루미 시보리 홀치기 염색 (아이치)

목공예／가바자이쿠 (아키타)

칠기／아이즈누리 (후쿠시마)

기타／우키요에 (도쿄)

기타／사쓰마키리코 (가고시마)

전통공예
일본 각지에는 지역 특산 원료와 예부터 전해지는 기술과 기법을 이용
해서 제작하는 전통 공예품이 있다. 대부분 일상생활에 사용되며 오랫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완성도가 향상되어왔다. 옛날의 멋과
손맛을 유지하면서 현대 생활에 사용하기 쉽도록 계속 개량되고 있다.

인형／
하카타인형 (후쿠오카)
20

목공예／
하코네요세 목공예 (가나가와)

와시／
혼미노와시 (기후)
혼미노시 보존회

칠기／
와지마누리 (이시카와)

21

신사

절
메이지진구 신사／도쿄
하라주쿠역 바로 옆에 있다. 메이지 천왕(18521912)과 쇼켄 황후(1850-1914)의 영혼이 여기
모셔져 있다.

가구라덴(신도 음악과 춤을 위한 건물)

이즈모타이샤 신사／시마네
이즈모는 신의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음력 10월에는 일본의 모든 신이 이곳에
모인다고 한다. 이즈모오야시로 신사는 인연을 맺어 주는 신사로 유명하다.

절과 신사
일본 각지에는 절과 신사가 많다. 절과 신사는 모두 일본식 건축으로 비슷
해 보이지만 제각각 다른 특성이 있다. 신사는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의
시설이며 신의 수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야오요로즈'(“셀 수 없는”이라는
의미)라 불리는 자연과 현상, 신화를 기원으로 하는 등 다양한 신들이 각각
모셔져 있다. 절은 불교를 위한 종교 시설로 6세기에 이 지역에 전해졌다
고 한다.

© Byodoin

뵤도인 절 봉황당 / 교토
봉황당은 1053년에 완공되었다. 약 1,000년 전에 제작된 국보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또한 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야마데라／야마가타
야마데라는 860년에
천태종의 지카쿠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산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만들었으며
800단이 넘는 돌계단이
있다.

쓰루가오카하치만구 신사／가나가와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 가마쿠라에 있다. 매년 몇
차례에 걸쳐 '야부사메'(승마 양궁 의식) 등 제사
의식이 열리며 봄에 참배를 가면 벚꽃도 즐길 수
있다.

젠코지 절／나가노
국보로 지정된 젠코지 절의
대법당에는 일광삼존아미타여래가
모셔져 있다. 절대비불(絶對秘佛)로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니 세는 나이로 7년에 한 번
'고카이초'라는 행사에서 본존의
분신불인 “전립본존(前立本尊)”을
볼 수 있다. 약 1,400년에 걸쳐 널리
알려졌으며 일본 전역에서 찾아오는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산젠인 절 / 교토
© Fujiyoshida City

모토노스미 신사／야마구치

우사진구 신사／오이타

아라쿠라 후지 센겐 신사 및 츄레이토 탑 / 야마나시

참배길에 123개의 도리이가 서 있다. 미국의
CNN에 선정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31선’에도 뽑혔다.

일본 전국에 4만 곳 이상 있는 무사 가문과
조정에서 신앙으로 삼고 있는 하치만다이진 신을
모시는 신사의 총본산.

후 지 요 시 다 시 에 있 으 며 70 5 년 에 창 건 했 다 .
봄에는 550그루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여기에서 보는 후지산이 일본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한다.

22

교토시 북부 오오하라에 있는 산젠인（三千院）절은 8세기에창
건되었다. 경내의 왕생극락원（오죠고쿠라쿠인）에는 아미타삼
존좌상이 모셔져 있다. 12세기에 제작된 이 좌상들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 Zenkoji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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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신미술관／도쿄
2007년 롯폰기에 오픈한 일본
최대 규모의 국립신미술관.
일본이 자랑하는 건축가인
구로카와 기쇼 씨가 설계를
담당했다.

© Fukui Prefectural Dinosaur Museum

공룡박물관／후쿠이
가쓰야마시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으로 공룡을 테마로 하고 있다. 40개 이상의 공룡 전신
골격이 전시되어 있으며 세계 3대 공룡박물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미술관과 박물관
일본에는 특색이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상설 전시 외에 기획전도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전시물은 물론이며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도 볼거리 중 하나다. 일
본의 역사와 문화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에게는 국립박물관을 추천한다.

Leandro ERLICH, "The Swimming Pool", 2004
Photo: WATANABE Osamu
Courtesy: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시카와
가나자와시 중심부에 있는 이 미술관은 도시의
열린 공원 같은 미술관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
일본 건축가 유닛인 세지마 가즈요 + 니시자와
류에 / S A N A A가 설계를 담당했다.

도와다시 현대미술관／아오모리
미술관을 세운 ‘관청가 거리 전체를 미술관으로’를 콘셉트로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아트광장, 스트리트 퍼니처도 설치되어 있다.

하코네 조각의 숲 미술관／가나가와
1969년에 개관한 일본 최초의 야외 미술관. 하코네의
웅대한 자연 속에서 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24

규슈국립박물관

일본과학미래관／도쿄

국립박물관

최신 과학 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로봇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모든 연령대에게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국립박물관은 도쿄, 나라, 교토, 규슈(후쿠오카현 다자이후)로 일본
전국적으로 4곳에 있다. 일본의 미술품과 역사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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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별세계에 온 것 같은 테마파크는 일상을 잊게 하며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인기 관광 명소다. 일
본 전국 각지에는 특색 있는 유원지와 동물원, 수족관 등이 많이 있다. 단순한 관광과는 차별화된, 또
다른 일본을 즐기고 싶은 분을 위해 특별 선정한 시설을 소개한다.

Okinawa Commemorative National Government Park (Ocean Expo Park) / Okinawa Churaumi Aquarium

오키나와 츄라우미 수족관／오키나와
오키나와 본도의 북서쪽 모토부초에 있는 해양박물공원 내의
수족관. 거대 수조에서는 세계 최대 어류인 고래상어, 쥐가오리
등을 볼 수 있다.

TM & © Universal Studios. All rights reserved.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오사카
쇼와 어트랙션으로 할리우드 영화 세계와 인기 캐릭터들의 쇼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 EDO WONDERLAND

에도원더랜드／도치기
에도시대를 재현한 역사 테마파크. 닌자와 무사 가문의 아가씨 등 일본 고유의
의상을 입고 사무라이의 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다.

© KAIYUKAN

오사카 가이유칸 수족관／오사카
14개의 대형 수조가 있는 세계 최대급 수족관 중 하나이다. 동물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방문자들은 동물들이
야생에서와 같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Huis ten bosch / J-19532

하우스텐보스／나가사키
네덜란드의 거리를 재현한 테마파크로 사계절 내내 꽃과 일루미네이션으로 아름답다.
방문자들은 게임 등의 어트랙션도 즐길 수 있다.

26

후지큐 하이랜드／야마나시

아사히야마 동물원／홋카이도

후지산의 기슭의 후지요시다시에 있는 유원지.
제트코스터 등 독자적인 어트랙션이 많으며 이것을
타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아사히카와시에 있으며 동물들의 행동과 생활을
보여주는 행동 전시로 주목을 받는 동물원이다.
겨울철에는 펭귄들이 운동 하기 위해 동물원을 산책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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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컬처

만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및 캐릭터 상품은 일본이 자신 있게 전 세계로 수출한 독특한 대중문화의
한 예이다. 일본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는 대중문화 및 테마파크로 널리 알려진 여러 지역이 있다.
최신 유행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이런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
하라주쿠 패션／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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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일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면세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 여행
자들은 일본 소비세가 면제되며, 개인 소비로 지출한 금액의 8 또는 10%(2019년 10월 기준)가 이에 해당
한다. 면세 대상은 일반 물품(가전제품, 장식품, 시계,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등)과 소모품(식품, 음료, 의약
품, 화장품 등)이다.
일본 면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URL https://tax-freeshop.jnto.go.jp/kor/index.php

하라주쿠의 다케시타도리 거리
주변에는 예부터 옷 가게가
많아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패션의 중심지이자 유행의
발상지다.

백화점

산리오 퓨로랜드 / 도쿄

© TCVB

헬로 키티는 물론 다른 친숙한
산리오 캐릭터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테마파크이다. 이 동화
같은 캐릭터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산리오
퓨로랜드는 실내 테마파크이므로
날씨에 관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1976, 1990, 2020 SANRIO CO., LTD.

교토 국제 만화 뮤지엄／교토

© Kyoto International Manga Museum

아키하바라／도쿄
원래 전자제품으로 유명했지만 만화와 애니메이션
전문점이 많이 생기면서 세계 각국에서 팬들이 모이고
있다. 메이드 깃사(젊은 여성들이 메이드 복장을 하고
독특한 말투로 접객한다)도 많이 있다.

일본 국내외의 만화 관련 귀중한
자료를 모아 놓은 일본 최초의 종합
만화 뮤지엄이다. 일본 에도 시대
중기(18세기)의 만화 등 귀중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다양한 점포(백화점, 가전제품 전문점, 드럭 스토어 등)
옷, 액세서리 잡화,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백화점,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전자제품 전문점,
약이나 화장품을 구입하려면 드럭 스토어 등 자신의 쇼핑 목적에 맞춰서 숍을 선택한다. 모든 제품이 100엔 균일인 100엔
숍도 여행 선물을 구입하기에 좋다.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티켓 구매
나카노 브로드웨이／도쿄
나카노에 있는 쇼핑센터. 오래된 만화책, 애니메이션, 장난감
등의 전문점이 많아 ‘서브 컬처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다.

28

편의점에서 스모 관전이나 콘서트, 스포츠
경기 관람과 같은 다양한 행사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서비스(일본 엔)도 받을 수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ATM)가 설치된 편의점도 있다.

29

u
Yo

ui
rG

de

to J A
P

AN

하이킹

액티브

일본 국토에서 산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이며 사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 호수, 늪지대
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국토가 남북으로 가늘고 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기후도 다양하다. 여름
철인 7~8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12~3월경에 스키나 스노보
드를 탈 수 있다. 지리와 자연환경을 살려서 일본 각지에서 일 년 내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본격적인 등산부터 쉬엄쉬엄 갈 수 있는
하이킹 루트까지 일본 전국의 산에는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사이클링

다이센 산／돗토리
시마나미카이도 도로／
히로시마・에히메

일본의 명산 100선에 선택된 다이센 산은
돗토리현에서 가장 높은 표고 1729m의
산이다.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등산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히로시마현과 에히메현을 잇는 전체
길이 70km의 시마나미카이도 도로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해협을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스키

서핑

하쿠바／나가노
강설량이 많고 나가노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적도 있는 나가노현 하쿠바무라. 이곳에는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장이 있으며 숙박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자오／
야마가타・미야기
야마가타현과 미야기현의
경계에 있는 자오렌포 산.
수목이 완전히 눈으로 뒤덮여
있는 수빙을 볼 수 있는
스키장이 있으며 관광 투어도
있다.

미야자키
일본 각지에 있는 해안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규슈의 미야자키현은 온난한 기후로 동부 해안은 서핑
포인트로 가장 좋다.

스노클링
게라마쇼토 제도／오키나와
일본 서쪽 끝에 있는 오키나와현. 게라마쇼토 제도는
세계적으로 투명도가 높기로 유명한 바다로 스노클링과 스킨
스쿠버를 즐길 수 있다.

나가토로／사이타마

래프팅
30

따뜻해지는 5월부터 9월경까지 강에서의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사이타마현 나가토로마치를 흐르는 아라카와의 계류는
자연도 아름다워 인기가 많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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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최신 패션이나 첨단 기술의 발신 기지다. 동시에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의 전통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화제를
모으는 핫스폿이 잇달아 오픈하며 새로운 유행을 계속 창조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과 국제 장애인 올림픽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다양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도쿄를 주목하고 있다.

신주쿠
일본의 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번화가, 서쪽으로는 고층 오피스 거리가
있다. 예부터 소규모 선술집이 많은 ‘오모이데요코초(‘추억의
골목’이라는 뜻)’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TCVB

긴자
세계 최고급 명품 숍과 백화점이 있는 쇼핑 스트리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류 레스토랑도 많다.

아사쿠사 / 우에노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 가미나리몬의 거대한 제등은
랜드마크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고쿄
도쿄의 중심에 있으며 일본 황실의 실제 거주
공간이다. 해자와 성벽에 둘러싸여 있으며 일부가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다. 히가시교엔은 일주일에
5일간 일반 공개되며 벚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봄과 가을에는 이누이도리 거리(고쿄의 문 중
하나로 고쿄의 북서쪽에 있는 이누이몬 문에서
궁내청까지 이어지는 길)도 일반에 공개된다.

시부야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를 만끽하고 싶다면 바로 이곳 시부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 앞의 스크램블 교차로도
직접 걸어 보자. 일본에서 탄생한 kawaii(귀엽고 예쁜) 아이템을 취급하는 숍도 많다.

© TCVB

Licensed by TOKYO TOWER

32

도쿄역

© EAST JAPAN RAILWAY COMPANY

다카오산

© TCVB

롯폰기 일루미네이션

© TCVB

도쿄 스카이트리 ®

오다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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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토 오사카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 도시 중 하나인 교토에서는 역사 깊은
절, 신사, 불당으로 대표되는 전통 건축과 다양한 정원은 물론 전통 일본
요리도 즐길 수 있다. 서일본의 경제 중심지인 오사카의 번화가에는 도쿄
처럼 최첨단 건물이 늘어서 있다. 그러나 오사카는 서민들이 자신만의 독
특한 식문화를 발전시킨 곳이기도 하다. 오사카에서는 간사이 지역만의 독
특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기요미즈데라 절
8세기에 창건된 후
소실되었다가 17세기에
재건축된 교토의 대표적인
건축물 . 4층 건물 높이의
큰 무대가 특징으로 멋진
교토거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후시미이나리
본전에서 이나리야마 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에 약 1 만 개에 달하는
붉은 색 도리이 ( 신사 입구에 세워진 기둥 문 ) 가 늘어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킨다 .

오사카성
기온
가모가와 강에서 동쪽 방면에 있는 야사카 신사까지 이어지는 시조도리 거리의 남북으로 전통적인
마치야(민가의 일종으로 주거와 점포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도시형 주택)가 늘어서 있는 번화가다.
근처에는 야사카 신사, 겐닌지 절, 마루야마 공원 등 볼거리가 많다.

1585 년 ,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6 년～ 1598 년 . 일본의 무장이자 정치가로 일본
통일을 이룩함 ) 가 일본 통일의 상징으로 건축하였으나 소실되었다 . 재건축된 덴슈카쿠 ( 성의 중심이 되는
건조물 . 중세에는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전투의 지휘를 하기 위하여 조망성이 중시되었는데 근세에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위엄성이 중시됨 ) 를 중심으로 하는 오사카조 공원은 봄에는 매화와 벚꽃을 즐길 수 있다 .

도톤보리

© NIFREL

34

사가노・아라시야마

료안지 절

아마노하시다테

우메다의 원경(오사카)

NIFREL in EXPOCITY produced by
OSAKA AQUARIUM KAIYUKAN

오사카의 번화가. 오사카만의
독 특 하 고 번 잡 한 분 위 기 와
다코야키 ( 밀가루 반죽 안에 잘게 자른
문어와 파 등을 넣고 전용 틀에서 한입
크기의 공 모양으로 구워 다코야키
전용 소스와 마요네즈를 바르고 ,
가쓰오부시 , 김가루 등을 뿌려 먹는
음식 ) 를 비롯해 오사카에서 탄생한
패스트푸드를 즐길 수 있다 . 오사카
시민의 부엌이라 불리는 구로몬
시장도 가깝다 .
35

홋카이도

일본의 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는 여름에는 서늘하고 쾌적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게는 제격이다. 또 겨울 스키장의 질 좋은 파우더 스노우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스키 애호가들이 모여들고 있다. 삿포로, 하코다테 등의 각
도시에는 레스토랑도 많아 홋카이도만의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
용한 요리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 Farm Tomita

후라노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색상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후라노의 풍경은 홋카이도 여름의 상징이며 ,
홋카이도 여름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

삿포로
매년 2 월에 눈축제가 개최되는 삿포로는 대형 호텔과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홋카이도 관광의 중심지다 .
번화가인 스스키노에는 이자카야 ( 주점 ) 와 징기스칸 ( 채소 등을 곁들인 양고기 구이 ), 라면집 등 음식점도
많다 .

니세코
삿포로에서 버스로 약 3 시간 . 파우더 스노우로 유명하고 드넓은
니세코의 스키장은 전 세계의 스키 애호가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

오타루
낡은 창고가 죽 늘어서 있는 운하의 도시 , 오타루는 삿포로의 북서쪽에 위치 . 유리
공예로 유명한 이곳은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초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

하코다테
2016 년 3 월 에 홋 카 이 도 신 칸 센 이
개통한 하코다테는 하코다테야마 산의
산정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하다 . 아름다운 항구만의 독특한
풍경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 요리 등을
즐길 수 있다 .
Image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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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로센 아치 다리

구시로시 두루미 자연공원

오호츠크 해의 유빙

UPOPOY (민족공생상징공간)

아오이이케(푸른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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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쿠

혼슈의 북부에 있는 6개의 현(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 야마가타, 미야
기, 후쿠시마)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아오모리와 아키타에 펼쳐진 시라카
미 산지는 세계자연유산에, 이와테의 히라이즈미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되어 있다. 웅대한 자연과 함께 명승지, 사적 등이 많이 있다. 도호쿠에는
온천이 많으며 장소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 색과 냄새, 효능 등이 바뀐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향토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마쓰시마
미야기현에 있는 크고 작은 260 개의 섬으로 구성된 그림처럼 아름다운 만 . 일본의 3 대 명승지 중 하나다 .

히로사키
벚꽃 명소로 유명한 히로사키조 성 주변 . 2500 그루가 넘는 벚나무가 터널을
만들고 해자에 가득한 벚꽃의 꽃잎 경치가 유명하다 .

가쿠노다테
아키타의 성곽 도시인
가쿠노다테는 오래된
무사 저택이 많이 남아
있으며 거리 풍경이
교토와 닮았다 하여
작은 교토라고 불리기도
한 다. 벚 꽃 이 피 는
계절에는 옛 무사 저택이
늘어선 거리의 아름다운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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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다코 호수

쓰루가조
1384 년에 창건된 쓰루가조 성은 1868 년에 일어난 내란 당시 한 달이
걸려도 함락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하다 . 1965 년에
재건축되어 붉은 기와와 멋진 은색 범고래가 특징이다 . 주변에는 다실과
일본정원 등이 있다 .

센다이

긴잔온천

모리오카 완코소바

주손지 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 . 한때
이곳을 지배했던 후지와라우지 3 대를 모시고 있는 전면 금박의 곤지키도가
유명하다 .

데와산잔(데와 지역의 3 개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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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요코하마

도쿄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지바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이
바라키현, 도치기현을 간토 지역이라고 한다. 도쿄에서 가는 교통편도
편리하고 역사 깊은 절, 신사, 불상을 보거나 이국적인 정취가 넘쳐나는
항구 도시를 산책하거나 해변을 거닐 수 있고,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도 있다.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 계곡, 온천도 많아 즐기는 방
법 또한 다양하다.

도쿄에 이어 간토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외에도 패션
부티크가 많은 모토마치, 빨간
벽돌 창고 거리 등 볼거리도 많다.
대형 여객선이 들르는 항구의
풍경이 아름답다.

닛코 도쇼구 궁
1617년 에도막부 초대
쇼 군 인
도 쿠 가 와
이에야스(1542년~1616년)에게
바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일류 장인들이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든 신사다. 요메이몬
등의 건축물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오제
고원에 있는 습지대로는 일본 최대 규모다.
빙하기에 탄생한 이 습지대는 희귀하고 귀중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봄부터 여름까지가 하이킹에 최적이다.

가마쿠라
12세기에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하였다. 사적과 함께 대불상,
하세데라 절, 메이게쓰인 절 등 볼거리가
많다. 바다를 따라 달리는 멋스러운
에노시마전철도 인기가 많다.

© Kamakura City Tourist Association

가와고에
에도 시대부터 오래된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 가와고에는 “작은
에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구라'(전통
창고)와 흡사한 건물, 추억의 과자 가게가
늘어서 있는 거리 등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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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해변공원

가이라쿠엔

나리타산

후지 하코네

토미오카 제사장
(고치 따위에서 실을 뽑아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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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간토 및 간사이의 중간에 있는 넓은 지역
이다. 후지산이 있는 야마나시와 시즈오카, 고원과 산악지대가 많은 나
가노와 기후, 바다가 보이는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대도시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 긴 해안선을 자랑하는 미에현 등 볼거리도 참 다
양하다.

후지산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에서 가장
높은 3776m의 산. 시즈오카
현과 야마나시현에서 갈 수
있으며 7월부터 8월 사이에
산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 Yasufumi Nishi

마쓰모토성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 위치한 성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덴슈카쿠(성의 중심이 되는 건조물.
중세에는 적의 공격을 탐지하고 전투의 지휘를 하기 위하여 조망성이 중시되었는데 근세에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위엄성이 중시됨)가 있다. 북알프스의 산들을 배경으로 해자에 비치는 덴슈카쿠의 자태가
아름답다.

가쓰누마 와이너리

가와즈자쿠라 벚꽃

일본에서는 와인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특히 야마나시현
가쓰누마시에서는 시음도 가능한 와이너리가 많이 모여 있다.

시즈오카현 가와즈에서는 일본 내 어느 곳보다 빨리 벚꽃이 핀다. 2월
초순부터 벚꽃을 즐길 수 있으며 벚꽃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The prince villa Karuizawa

미호노마쓰바라 소나무숲

가루이자와

에치고유자와

사도 다나다 (계단식 밭)

도나미의 튤립

다테야마 구로베
겨울철을 제외하고 케이블카와 고원버스로
표고 2500m 지역까지 갈 수 있다.
고산식물과 뇌조 등의 희귀한 동물과
여름에도 눈 덮인 계곡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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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세진구

아고완 만

미에현의 중동부에 있으며 일본에서도 가장 신성시되고 있는
신궁이다. 내궁('고타이 진구')과 외궁('도요우케 다이진구')을
포함하여 125개의 작은 신사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방문하고 있다.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만. 리아스식 해안으로 유명하며 진주
양식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시라카와고・고카야마 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산에서는 이 지방의 전통적인 건축물인
갓쇼즈쿠리(삼각형 모양을 한 합장구조로 겨울의 폭설을 견디기 위해 설계된 건축 양식)의 건축물을 볼 수
있다.

히다 다카야마
기후현에 있는 산악 지대 도시. 목공예로
유명한 이곳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새벽시장과 히다규
소고기 등의 향토요리도 매력적이다.

겐로쿠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겐로쿠엔은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다. 이시카와현은 구타니야키 등의 도자기, 금박, 가가유젠
염색 등 전통 공예가 유명하다.

나고야

© Toyota Commemorative Museum of Industry and Technology

나고야에 있는 토요타산업기술기념관에서는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토요타그룹이 관련된 섬유기계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산업기술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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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헤이지 절

히가시차야가이

도진보 절벽

세토야키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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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이

오사카부와 교토부를 중심으로 시가현, 와카야마현, 나라현, 효고현이
간사이 지역으로 분류된다. 교토와 나라를 필두로 역사 깊은 절과 신사
가 많으며 국보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옛 일본의 수도로 경제와 문화
의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문화양식과 식문화가 존재하며 패션
이나 유행도 개성적이다.
히에이산 엔랴쿠지 절
히에이산에 있는 절로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이기도 하다.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교토나 오쓰에서 버스 및 케이블카로
약 1시간 거리이다. 이 신비롭고
영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불교
수행을 체험할 수 있다.

다케다조 성
다케다조 성은 산성 유적으로서는
일본에서도 드물게 완벽하게 남아
있는 유적이다. 기상 조건만 맞으면
성이 구름바다 위에 떠 있는 듯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야산
약 1200년 전 고보대사(시호는
홍법대사(구카이). 헤이안 시대의 승려)가
창건한 일본 진언밀교의 성지다. 승려들이
수행하는 장소로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며 누구나 절에 숙박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중이다.

© Wakayama Tourism Federation

고베

히메지조 성
일본의 첫 세계문화유산이며 국보이기도 한 히메지조 성은 새하얀 벽이 특징이며 백로가
날개를 펴고 있는 듯이 보여서 ‘시라사기조(백로성)’라고도 불린다.
요시노 산의 천 그루 벚꽃

나라 공원
나라는 8세기에 70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으며 당시에는 헤이조쿄라고 불렸다. 나라
공원 주변에는 도다이지 절, 고후쿠지 절, 가스가타이샤 신사 등 볼거리로 가득하다.
가스가타이샤 신사에서 신의 사자라고 불리는 사슴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서
접하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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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이지 절

히코네조 성

구마노코도 순례길

호류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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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쿠

원폭 돔

주고쿠 지방은 혼슈의 서쪽에 있으며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의 5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난한 기후의 세토
나이카이 바다 쪽과 눈이 내리는 다이센 산 등 스키장도 있는 니혼카이
바다 쪽은 기후가 많이 다르다. 세계문화유산인 히로시마의 미야지마・이
쓰쿠시마 신사, 시마네현의 이즈모오야시로 신사 등 일본 전국에서 관광
객이 방문하는 중요한 신사도 많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시. 평화의
상징으로 원폭의 상흔이 남아 있는
이 건축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마쓰에조 성
시마네현 마쓰에시에 있으며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조 성은 물떼새(일본어로
지도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지도리조(물떼새
성)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 해자를
주유하는 유람선도 있으며 주변은 벚꽃
명소로 유명하다.

미야지마
이쓰쿠시마 신사는 주고쿠 지방 최고의 관광명소이다.
해안가 얕은 바다에 거대한 '오토리이'가 세워져 있는 이
신사는 미야기의 마쓰시마, 교토의 아마노하시다테와 함께
일본의 3대 절경으로 알려져 있다. 썰물 때는 '도리이'(신사
입구에 세워진 기둥 문) 의 아래를 지나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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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토리 사구

하기・쓰와노

돗토리현에 있는 일본 최대의 사구(모래언덕). 바람이
만들어 내는 물결무늬가 아름답다. 돗토리에는 주고쿠
지방에서 가장 높은 표고 1792m의 다이센 산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성곽 도시였던 하기 ・쓰와노는 물의 도시로
수로와 해자가 많은 곳이다. 쓰와노의 무사
저택 앞 수로에는 형형색색의 비단잉어가
노닐고 있다.

오카야마 고라쿠엔

구라시키

긴타이쿄 다리

이즈모타이샤 신사

아다치미술관

© Adachi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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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

세토나이카이
바다의 섬들

일본의 남서부에 있으며 가가와현,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의 4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요로운 천혜의 자연 환경, 온난한 기후로 연중
해산물과 산나물 등을 맛볼 수 있다. 도쿠시마의 아와오도리, 고치의 요
사코이마쓰리 등 춤이 주체인 큰 축제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혼슈, 시코쿠, 규슈로 둘러싸인
세토나이카이 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으며
섬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쇼도시마 섬,
나오시마 섬, 오미시마 섬 등이
있으며 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지방에서 배나 버스로 방문할
수 있다.

마쓰야마조 성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 있는 표고 132m의 가쓰야마 산 정상에 혼마루(본당)가 있는 마쓰야마조
성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다. 다이텐슈(전국시대 이후의 성에서 상징적인 건축물)를
포함해 21개 동의 현존 건축물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만토가와 강
시도지 절 / 가가와

시코쿠 순례 (오헨로)

고치현의 서쪽을 흐르는 시코쿠에서 가장 긴 강이다. 본류에 대규모 댐 등이
건설되어 있지 않고 수질도 깨끗해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은 맑은 강’이라고도
불린다.

1200년 전, 고보대사가 사람들이 재난을 면할 수 있도록 시코쿠
전 지역에 88곳의 절을 창건했다. 시코쿠 순례는 그 88개의 절을
순례하는 것으로 번뇌가 사라지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알려져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도고온천

리쓰린공원

오즈

고토히라구 신사('곤피라산')

이야계곡
도쿠시마현에 있는 V자
계곡이 약 10km 이어진
험준한 계곡이다. 산기슭에
들러붙듯 가옥들이 모여
있다. 취락을 넘듯 덩굴풀
다리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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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시오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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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오키나와

혼슈의 남서부에 있으며 일본에서 3번째로 큰 섬인 규슈는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의 7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난한 기후와 함께 기복이 심한 지형이 특징이
다. 바다와 산 등 풍요로운 천혜의 자연 환경이 특징이며 유명한 온천지
도 많다.
일본의 가장 서쪽에 있는 오키나와현은 한때 류큐왕국(1429년~1879년
까지 450년간 오키나와 섬에 있었던 왕국)으로서 번영했으며 역사적으
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인 문화가 형
성되었다.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세계 유수의 리조트 지역으로도 유명하
다.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는 높은 투명도를 자랑한다.

유후인
분고(현재 오이타현의 옛 지명)의 후지산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유후다케 산의 산자락에 자리하여 전국 2위의 온천수량을
자랑하는 인기 온천지다. 가을부터 겨울에 볼 수 있는 아침
안개는 매우 환상적이다.

나가사키시

Photograph provided by Fukuoka City

후쿠오카시 (하카타)

규슈 최대의 도시이며 아시아의 관문으로 알려진 후쿠오카시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돼지 뼈로 국물을 낸
라면 등의 먹거리를 연중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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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코 항

나가사키는 일본이 쇄국정책을
펼치던 시대에도 데지마라는
인공섬에서 포르투갈, 네덜란
드와 교역을 했다. 여기에는
일본 조선업의 기초를 닦은
토머스 글러버(Thomas B.
Glover)가 건축한 가장 오래된
서양식 목조 건축물이 남아
있다.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

시마바라조 성

아소산
세계 최대급 칼데라가 있는 아소 일대는 광활한 초원과 화산군
등 독특한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약수와 온천도 매력적이다.

우스키 석불

© NPTA

야마나미 하이웨이

쓰준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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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오키나와

슈리조 성
오키나와가 류큐 왕국으로서
문화를 발전시킨 시기인
15~19세기에 벽돌을 사용한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다. 본성 부지와 공원의
일부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카치호
아소 용암이 침식되어
생 긴 협 곡 이 다 .
8 0 m ~ 1 0 0 m 의
낭떠러지가 7km나
이어져 있다. 협곡에는
폭포가 여러 개 있으며
신록이 우거질 때와
단풍이 물들 때는 특히
아름답다.
슈레이몬 (守禮門)

© K. P. V. B

이부스키

이시가키지마 섬・이리오모테지마 섬

가고시마현의 사쓰마 반도에
위치한 온천 지대이다.
이부스키에서는 온천으로
뜨거워진 모래에 전신을 묻어
찜질하는 '스나무시'라는
독특한 입욕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열대성 기후인 오키나와의 이시가키지마 섬과 이리오모테지마 섬의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으며 이리오모테지마 섬의
맹그로브 숲을 배나 카약을 타고 즐기는 투어 등이 있다.

만자모

야쿠시마섬
수령이 4,000년 이상이라는
고대 일본 삼나무 '조몬스기'를
보기 위해 등산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끼가 낀
고대의 숲은 애니메이션의
무대로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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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a Prefectural Tourism Federation

기리시마 섬

사가 인터내셔널 벌룬 페스타

이마리

아오시마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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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기관
공항에서의 이동 방법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JR 도쿄역

JR 나리타 익스프레스 60분 ¥3,070
JR 급행 전철ㅤ85분 ¥1,340
리무진버스 75～110분 ¥3,100
공항 버스 “TYO-NRT” 60분 ¥1,000

도쿄

하네다공항
도쿄 모노레일/ JR 야마노테선
19분 ¥660

JR 도쿄역
게이큐/ JR 야마노테선 30분 ¥470
도쿄 내 주요 호텔

리무진버스 60~155분 ¥2,800-¥3,100

리무진버스 25~45분 ¥950
JR 신주쿠역

JR 나리타 익스프레스 80분 ¥3,250
리무진버스 85~145분 ¥3,100

도쿄 모노레일/ JR 야마노테선
36분 ¥700
JR 신주쿠역
게이큐/ JR 야마노테선 45분 ¥500

JAPAN RAIL PASS

IC 카드

J A PA N R A I L PA S S ( 일 반 적 으 로
JR 패스라고 한다)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JR을 포함한 교통 기관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만 제공된다. 패스에는
SAMPLE
1등급 차량(그린 객차)용과 일반
객차용의 2가지 종류가 있다. 패스
기간은 7일, 14일, 그리고 21일로
3가지 종류가 있다. 도카이도, 산요,
규슈 신칸센 노선의 노조미 및 미즈호
열차는 이용할 수 없는 등 일부
© JTB Communication Design, Inc.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별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할인 패스들도 있다.

충전식 IC 카드는 대부분의 일본
주요 도시 대중 교통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차역에 있는 매표기와
매표소에서 IC 카드를 구입할
© EAST JAPAN RAILWAY COMPANY
수 있다. 개찰구에 접촉하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잔액이 전자식으로 표시되므로
매우 편리하다. 편의점, (음료)
자동판매기, 레스토랑 및 기타
여러 종류의 상점에서 결제할
PASMO®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IC 카드
(예) 도쿄 등 수도권에서
구매 시 보증금으로 500엔을
판매되는 IC 카드
지불해야 한다. Welcome Suica
및 Pasmo Passport와 같은 특별 관광 버전의 IC 카드에는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다.

https://japanrailpass.net/

https://www.japan.travel/ko/plan/ic-card/

장거리 버스

항공권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장거리
버스 이용을 추천한다.
비행기나 신칸센에 비해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심야 버스를
이 용 하 면 아 침 에
목적지에 도착하므로 여행자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 본 의
주 요
항공회사에서는
일본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 국내
항공권을 할인해
주는 상품도 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게이세이 우에노
게이세이 스카이라이너 41분 ¥2,520
게이세이 특급 75분 ¥1,050

간사이 국제 공항
JR 특급 하루카 50분 ¥2,910
(덴노지역 경유 30분 ¥2,270)
JR 쾌속 80분 ¥1,390
(덴노지역 경유 50분 ¥1,080)

JR 쾌속 65분 ¥1,210
에어포트 버스 60분 ¥1,600

리무진버스 35~75분 ¥1,250

오사카
JR 신오사카역
(덴노지역 경유）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메이테츠 “뮤스카이” 28분 ¥1,250

JR 나고야역
메이테츠
나고야역

기후

JR 오사카역
중심 지역의
주요 호텔

교토

나고야

기후
메이테츠 “뮤스카이” 56분 ¥1,730

JR 교토역
JR 특급 하루카 75분 ¥3,430
JR 쾌속 95분 ¥1,910
에어포트 버스 85분 ¥2,600

고베
JR 산노미야역

JR 쾌속 80분 ¥1,740
에어포트 버스 70분 ¥2,000

전철 승차권
승차권은 역에 설치된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동전
외에 지폐도 사용 가능하다. 발매기는 화면을 선택하면 영어
안내도 지원된다(발매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폐 종류가
다릅니다).

https://www.japan.travel/ko/plan/airport-access/

JR 승차권 판매소
(미도리노마도구치 (みどりの窓口) )
지정석 승차권은 역의 자동발매기
외에 JR 미도리노마도구치의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JR
승차권 판매소(미도리노마도구치)/
JR Ticket Offices (Midori-nomadoguchi) 마크를 찾으면 된다.

https://www.japan.travel/ko/plan/getting-around/buses/

https://www.japan.travel/ko/plan/getting-around/
domestic-air-travel/

렌터카

국제운전면허증
렌터카 서비스는
공항 또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용 가능하다.
단 서 비 스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취득해야 하며 운전 중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가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하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일본과 협약을 맺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일본 여행 전에 자국의 자동차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자.
https://www.japan.travel/ko/plan/getting-around/cars/

© EAST JAPAN RAILWAY COMPANY

56

57

기본정보
여권과 비자

화폐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일시적인 체류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단 비자 필요 유무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또는 자국의 주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SAMPLE

SAMPLE

SAMPLE

SAMPLE

https://www.mofa.go.jp/j_info/visit/visa/

기온 ℃ （F）

일본의 화폐 단위는 'Yen'이여
한국어로는 '엔'이라고 쓴다. '¥'또는
'円'으로 표시된다. 일본의 소비세가
8 또는 10%(2019년 10월 현재)임을
숙지해야 한다. 일본의 제품 가격에는
보통 소비세가 포함되지만 세금 없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계산 전에
총액을 알고 싶은 경우 가격에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점원에게 물어서 확인해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재 및 서비스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류 및
레스토랑 식사를 제외한 모든 식품
및 음료에는 8%의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출처: 일본 은행

봄 ( ４월）

여름 ( ７월）

가을 (10 월）

겨울 ( １월）

7.1 (44.8)

20.5 (68.9)

11.8 (53.2)

-3.6 (25.5)

Tokyo

14.6 (58.3)

25.8 (78.4)

18.5 (65.3)

6.1 (42.9)

Osaka

15.1 (59.2)

27.4 (81.5)

19.0 (66.2)

6.0 (42.8)

Naha

21.4 (70.5)

28.9 (84.0)

25.2 (77.4)

17.0 (62.6)

Sapporo

팁

전압

특별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등에는 10~15% 정도의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팁을 따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

일본 전국의 가정용 전기는 100V로 통일되어 있지만 도쿄나
대도시의 고급 호텔에서는 110V와 220V의 소켓이 각각
준비되어 있다. 또한 프런트에서 변환 플러그를 대여해 주는
경우도 많다.

Cash Dispenser （ATM）

인터넷 서비스

긴급 서비스

거리에는 환전이 가능한 곳이 많이 없지만 일본
전 국 적 으 로 우 체 국 의 AT M ( C a s h D i s p e n s e r ) 에 서 는
자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세븐일레븐(편의점)이나 이온(대형마트)의
모든 점포에 설치된 ATM에는 ‘국제 ATM
서비스(国際ATMサービス)’표시가 되어 있으며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로고로 안내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24시간
현금 인출이 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하다.

Wi-Fi는 일본 전역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항,
대형 기차역 및 호텔에서 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Wi-Fi는 레스토랑과 상업 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Wi-Fi 지점이 있는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긴급 전화 번호
경찰: 110
화재/구급차: 119
해양 사고: 118

1981년 ~ 2010년의 평균기온

https://www.japan.travel/ko/plan/wifi-and-connectivity/

위 긴급 전화 번호 외에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을 안심하고 여행하실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및 한국어로 의료 지원)
https://www.jnto.go.jp/emergency/kor/mi_guide.html

안전한 일본 여행
https://www.japan.travel/ko/plan/emergencies/

https://www.japan.travel/ko/plan/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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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정보
여권과 비자
Greetings
처음 뵙겠습니다.

Hajime-mashite.

はじめまして

잘 지내시죠 ?

O-genki-desu-ka?

お元気ですか？

안녕하세요.(아침 인사)

Ohayo gozai-masu.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낮 인사)

Kon-nichi-wa.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저녁 인사)

Komban-wa.

こんばんは

안녕히 주무세요.

Oyasumi-nasai.

おやすみなさい

안녕히 계세요.

Sayo-nara.

さようなら

감사합니다.

Arigato.

ありがとう

천만에요.

Do-itashi-mashite.

どういたしまして

죄송합니다.

Sumi-masen.

すみません

미안합니다.

Gomen-nasai.

ごめんなさい

여기 있습니다.

Do-zo.（무언가를 줄 때）

どうぞ

(~해) 주세요.

Kudasai.（무언가를 요구할 때）

ください

아세요 ?

Wakari-masu-ka?

わかりますか？

네. 알겠습니다.

Hai, wakari-masu.

はい、わかります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Ii-e, wakari-masen.

いいえ、わかりません

잠시만 기다리세요.

Chotto matte kudasai.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이것이 무엇입니까 ?

Kore-wa nan-desu-ka?

これは何ですか？

얼마입니까 ?

Ikura-desu-ka?

いくらですか？

이거 주세요.

Kore-o kudasai.

これをください

비싸요.

Takai.

高い

싸요.

Yasui.

安い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

Toire-wa doko-desu-ka?

トイレはどこですか？

도와 주세요 !

Tasukete!

助けて

위험해 !

Abu-nai!

危ない

비지터 서포트

JNTO 공인 관광 안내소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공인된 전국 정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관광 안내소는 주요
공항, 기차역 및 관광지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각 관광
안내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JNTO TIC (Tokyo)

https://www.japan.travel/ko/plan/tic/

굿 윌 가이드 프로그램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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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O(일본정부관광국)는 굿 윌
가이드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가능 자원 봉사자들이 전 세계
방문객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지구와 흰색 비둘기
마크가 그려진 배지를 달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90개 이상의
SGG(Systematized Goodwill Guide)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학생 및 은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자원 봉사자로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은행

9am~3pm

휴무

휴무

*우체국

9am~5pm

휴무

휴무

*백화점

10am~8pm

10am~8pm

10am~8pm

일반 상업시설

10am~8pm

10am~8pm

10am~8pm

*박물관

10am~5pm

10am~5pm

10am~5pm

사무실

9am~5pm

휴무

휴무

*일부 중앙 우체국은 매일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백화점은 1달에 2~3회(평일) 휴무입니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합니다.

https://www.japan.travel/ko/plan/list-of-volunteerguides/

JNTO Website
JNTO(일본정부관광국) 홈페이지에서는 교통, 숙박시설, 쇼핑, 이벤트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여행 정보를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본으로 출발 전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도 자주 하고 있다.

https://www.japan.travel/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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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to.go.jp
JNTO 해외 사무소

일본정부관광국 여행 안내소（JNTO TIC)

아시아 태평양

-

대한민국: 서울
중국: 베이징
중국: 광저우
중국: 상하이
중국: 홍콩
인도: 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싱가포르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100-0005 도쿄도 치요다쿠 마루노우치 3-3-1 신도쿄빌딩1층

베트남: 하노이

전화 +81 (0)3-3201-3331
영업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1월 1일은 휴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호주: 시드니
북미 및 남미
미국: 뉴욕

Japan Visitor Hotline

미국: 로스엔젤레스

(영어, 중국어 및 한국어 제공)

캐나다: 토론토

24시간 365일

+81 (0)50-3816-2787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이탈리아: 로마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Visit
Tourist
Information
Centers in Japan

러시아: 모스크바

JAPAN
Japan Oﬃcial Travel App
OFFICIAL
TRAVEL APP

International
Services by NHK,
Japan's Pubcaster
nhk.jp/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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