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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개요 및 숙지사항 

1   칸사이 선정 개요

□ ’12년 관광지는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일본으로 결정

❍ 항공 시간이 5시간 이상 소요시 왕복으로 사실상 1일이 소모돼 

비효율적이므로 몽골·중국·대만·일본·러시아만 대상지로 검토

❍ 이중 출입국 비용과 경험의 질을 기준으로 타 후보지를 제외 

 대만은 여름기후가 불순하며 항공료가 일본의 2.2배이고, 러시아·몽골은 

비자 비용 등 항공 비용이 일본의 2.5배 수준

 중국은 일행 간 방문 목적지 조율이 곤란하고 유적지 외 관광지가 없음

❍ 일본은 저가 항공사가 취항해 있고, 관광지가 정비되어 있으며 

숙소가 가격·위치별로 다양함 

□ 칸사이는 관광지·안전·축제·스포츠 목적에서 타 지역 방문보다 더 

효과적인 관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Lonely Planet 추천 10개소 중 4개소가 칸사이에서 체험 가능

 교토의 사원과 정원, 온천과 여관(료칸), 후지산, 일본성, 도쿄현대건축,

오키나와, 히로시마 메모리얼 공원, 아라시산 대나무 숲, 오가사와라 군

도, 츠키지 어시장(칸사이는 오사카 어시장)

 특히 7월 중순 교토의 기온마츠리는 12월 홋카이도 삿포로의 눈 축제와 

같이 일본의 양대 축제로 유명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안전한 거리에 위치 

 일본정부 권고 안전지역(반경 30km)·체르노빌 폭발 시 IAEA 권고 안전

(반경 100km)·주의지역(250km)보다 원거리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기준 544km 거리

 관동과 관서(關西, 칸사이)는 15세기 이래로 상품 유통, 전력망 등 사회

간접시설이 분리되어 있어 원전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

❍ 일본 야구의 명소 중 하나인 코시엔(甲子園)이 위치 

 한신 타이거즈 메인 구장이고, 전일본고교야구대회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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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  지  사  항

□ 여행 팀원 간 언어, 환전에 분담 및 준비가 필요 

❍ 팀원 전원이 숙소 혹은 다음 방문 순서인 지역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일본 회화를 숙지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일행이 함께 다닌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흩어졌을 경우 

다음 방문지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길찾기 회화 능력 필요

 일행 통역사의 일본어 회화능력이 지극히 제한되므로 보조가 요구

❍ 환전은 여행 전체 비용의 40%를 기준으로 준비

 일본의 마츠리 야시장, 일본전통음식점, 료칸, 명승지 입장료 등은 국제 

신용카드로 결재가 어려운 경우 다수 

 한편 응급시 택시, 병원을 이용할 비용은 현찰로 지참하는 것이 타당 

 1인당 30만원씩 환전하되 현재 엔화환율이 강세를 띄고 있는 추세이고 

펀더멘탈도 유지될 전망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환전할 필요있음

□ 여행 비용은 최소 1인당 75만원이 예상되므로 준비가 필요

❍ 이동비용은 1인당 330,010원으로 계획 

 항공료, 여권발행 등 출입국에 약 22만원에서 27만원 소요 

*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 이용시 왕복 1인당 7,600원 소요되고 항공요금은 피치항공 

조기발권할인으로 총 208,000원이며 여권발행은 약 55,000원, 비자 비용은 없음 

 일본 국내 이동에 1인당 7,720엔 소요되며 한화로 약 114,420원 

* JR티켓패스의 경우 사용 노선이 제한되고, 개별 구매가와 5%차이로 발권하지 않음 

❍ 숙박과 식비는 1인당 286,767원이 소요 

 숙박비용은 4박 합계 36,600엔이므로 한화로 542,412원이며, 3인 1실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1인당 180,804원

 식비는 1인당 약 7150엔 소요로 계산하였으며, 한화로 105,963원에 해당

❍ 명승지 입장료 및 기타 비용은 65,032원이 예상

 명승지 입장료는 정확히 4,400엔이 소요되며, 한화로 65,032원

 야시장, 마츠리 행진, 유명 카페 방문에 4700엔, 약 7만원 지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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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조견표(안) 

일자 일정 식사

7/14(토)

인천공항에서 난카이공항 이동 후 숙소 -

오사카성 

오사카 시내 관광(도톤보리, 덴덴타운)
Hokkyuokusei 

오므라이스

숙소 : 오사카 글로벌하우스(난바역 지역)

7/15(일)

교토 관광(니시·히가시혼간지, 니죠성, 교토교엔)
요시노야

규동

교토 관광(교토대, 금각사, 료안지, 은각사, 청수사) 교토대 학식

기온마츠리 전야제 및 야시장 관광, 기온거리 관광 야시장

숙소 : 오사카 난바역 숙소 검토 중 

7/16(월)

나라 관광(코우쿠지, 도다이지, 다이부츠덴)
마츠야

규동

나라 관광(호류지) 관서라멘

일본 주점 문화 체험(....) 술안주(,,,.)

숙소 : 오사카 글로벌하우스(난바역 지역)

7/17(화)

축제 관광(기온마츠리 야마보코 행진)
요시노야

교토 관광(치온인, 후미시 이나리 신사)

일본 야구 시찰(고시엔)

숙소 : 오사카 글로벌하우스(난바역 지역)

7/18(수)

교토 시내 관광

교토 카페 경험
카페메뉴

나폴리탄

간사이 공항에서 인천공항 이동

숙소 : 오사카 글로벌하우스(난바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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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 항 목 검 토

1  오 사 카   명 소(지도1)

□ 오사카는 인구 기준 일본 제3의 도시로 산업·인구의 중심지이고 

강한 사투리 칸사이볜 등 특색을 가진 도시로 일본 내에서 유명

❍ 관서 중심인 887만명 인구의 도시로 재일한국인의 24%가 거주 

중이고 오사카성과 메이지유신기 근대적 건축물이 다수 잔존 

❍ “오사카즐거움”은 먹거리로, 다운타운에서 대부분을 경험 가능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에비스 맥주, 쿠시카츠가 오사카 특산음식 

□ 오사카성은 일본의 3대 성의 하나로 화려한 외양으로 유명 

❍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축한 이래 1665년 낙뢰 화재로 불타게 

된 이후 방치되다가 1931년 재건

 재건 당시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해 내부는 풍미가 없다는 평이 많으나 

전경이 화려하다는 장점이 있고 히메지성은 2015년까지 공사, 구마모토

성은 큐슈 외곽에 위치하여 유일하게 방문가능  

□ 오사카 시내 도톤보리와 덴덴타운은 항목 에서 설명 

❍ 도톤보리는 오사카 도톤보리가와 하천을 중심으로 먹고마시는 

거리로서의 오사카 중심지구로서 야간 유흥가이며 식당 밀집지

 가부키극장, 쿠리코런너, 오사카 특산물 매장, 달로와요 제과 등이 위치

❍ 덴덴타운은 일본 오타쿠의 중심지인 도쿄 아키하바라 상가에 

비견되는 오사카의 전자상가지역

□ 일정 재조정시 유니버설 스튜디오, 카이유칸이 방문 후보지

❍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할리우드 영화를 테마로 한 일본 최대의 

테마파크로 세계 단 4개소만 존재

❍ 카이유칸은 일본 최대의 수족관으로 5m길이의 고래상어 등 약 

39,000여 마리의 바다생물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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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 토   명 소(지도2, 4)

□ 교토는 일본의 고도(古都)로 일본인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일본의 

문화·사회적으로 역사상 큰 영향을 끼친 도시

❍ 일본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8월 평균 28.3도로 대구보다 2도 

높고, 여름철은 대체로 화창하며, 대지진이 없어 안전성이 높음

❍ 대정봉환으로 일왕이 이주하기 전 1055년간 일왕의 도시이며 

현재도 궁내부 규정상 수도이며 다수의 성과 사찰이 존재 

 2차대전 중 태평양전쟁기 미 공군도 세계역사유산 보호를 위하여 교토 

폭격을 자제*했을 정도로 일본의 유적이 밀집한 지역 

* 단, 원자폭탄 3차 투하 예정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었음

□ 니죠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통일 이후 건축한 성곽으로서 

쇼군이 거처하는 궁전으로 사용되던 세계문화유산

❍ 천황부를 견제하기 위해 지은 쇼군의 행궁(行宮)으로 화려함과 

전투 목적 모두에 충실한 성채로 단정한 정원이 유명

 내부의 니노마루 정원은 일본식 정원의 대표로 분재, 수목 배치 등이 

특징적이고 외곽의 교토고엔은 대정봉환 직후 조성된 일왕실소유 공원 

□ 일본의 국교 신토(神道)의 사원인 신사는 일본 전통 문화의 중요 

부분으로, 이번 여행에서는 후시이 이나리 신사를 관광

❍ 일본 이나리 신앙의 총본산으로 ’11년 기준 참배객이 4번째인 

신사이고 신사 문화 체험*의 메카로도 알려져 있음 

* 신사 예법, 새전, 오미쿠지(연말연시 운수점복), 가람배치 등 

❍ 붉은 도리이*식 문 수천기가 나열된 센본 도리이가 유명

 게이샤의 추억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저녁 무렵의 노을빛에 

물든 수천개의 도리이 길 풍경은 유명한 사진 촬영지 
* 도리이란 일본 신사 정문의 문으로서 사찰의 문짝없는 문을 기둥과 처마 등으로 

형상화한 두 개의 기둥과 가로대로 구성된 형태의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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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 사찰은 778년 건축된 청수사 등 1천년 정도 유지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며 이번 여행 중 

니시·히가시혼간지, 금각사·은각사, 료안지, 청수사를 방문 예정

❍ 혼간지는 본래 일본 전국시대까지 같은 사찰로서 유지되었으나 

전국시대 이후 주지의 두 아들*이 불화하여 니시와 히가시의 

두 사찰로 분사한 이래로 오늘까지 이어짐 

* 당시 일본 정토종은 승려의 결혼을 인정하였고, 보직승려는 제후와 같은 입지였음 

 니시혼간지는 정토종의 시조로 알려진 신란을 모신 사찰로 16세기 당시 

세워진 일본 최대의 노오(가부끼와 유사한 가면무도) 공연장이 위치

 히가시혼간지는 화재 이후 19세기 말 재건되면서 세운 고에이도가 현 

일본 최대의 목조건물로 유명

❍ 일본 수학여행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금·은각사는 이름 그대로 

사찰 건물 자체가 금박이 덮여져 있음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의 별장으로 건립(1368년)된 금각사는 1950년대 

한 미친 승려 방화 이후 재건되었고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

배경이 되는 장소로도 유명

 무로마치 막부 당시 건립된 은각사는 은박이 덮이진 않았으나 원래의 

건립 계획에서는 은칠 계획*이 있었으며 일본 정원문화의 진수로 평가 

* 무로마치 막부를 종결한 오닌의 난으로 인해 은칠을 하지 못함 

❍ 교토에서도 고찰로 유명한 료안지와 청수사는 일본 드라마 등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며 일본식 정서를 담아낸 장소로 유명 

 료안지는 사찰보다 카레산스이 정원이 유명하며, 이 정원은 인간 존재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한번에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교훈을 

담은 15개(동시에 최대 14개만 보이는 구조)의 돌로 구성 

 청수사 혹은 기요미즈데라는 일본 최고의 고찰로서 798년 건축되었고 

난간에서 산기슭이 아래 보이는 광경이 유명해 관련한 속담*도 다수 
* 기요미즈데라 무대에서 뛰어내리다는 건 목숨을 건다는 의미이며, 이 난간 위에서 

뛰어내려 살아남으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함(고문서에 따르면 80% 확률)

□ 기온 마츠리 전야제 및 야시장은 항목 (p. 8)에서 설명

❍ 일본 2대 축제의 하나로 일본의 전형적인 축제 모습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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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 라   명 소(지도4)

□ 나라는 나라현*의 중심도시로 794년 교토 헤이안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250년간 일본의 수도이던 도시 

*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이며, 나라현이 아닌 나라시만을 보면 일본의 

수도로 기능한 기간은 84년

❍ 명문고가 많은 지역이며, 경주시와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있음 

□ 나라코엔은 나라시 서부 지구이며 도다이지·고후쿠지·다이부츠덴 

등 관광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

❍ 나라코엔의 상징은 공원을 자유롭게 다니는 사슴 떼로, 개 떼

처럼 바글바글한 사슴 떼에게 사슴 센베를 주거나 혹은 만지는 

등 적극성있는 사슴 떼에게 희롱당할 함께하는 체험이 가능

 150엔에 판매되는 사슴 센베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사슴 떼가 몰려오는 

경우나 지도·책을 씹어먹고 가방을 찢는 등의 경우가 많은 등 이곳에서 

사슴은 사실상 파고다 공원 비둘기 떼처럼 맹수에 가깝다는 평

❍ 도다이지는 세계 최대 목조건축물이 있는 사찰로 해당 건물인 

다이부츠덴*은 기와만 2천톤에 달하며, 쇼소인(정창원)은 한국 

삼국시대 유물**이 다수 발견되는 일본 왕실 유물 창고

* 건물 내부에 구멍 뚫린 기둥이 있어 이를 지나면 1년 액땜을 한다는 전설이 있음

** 특히 신라 민정문서를 신라가 책 포장지로 이용하여 수출한 화엄경론에서 발견된 

사례가 대표적 

□ 호류사는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사찰이며 세계 최고(最古)의 

목재건축물로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

❍ 607년 쇼토쿠태자의 명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서원(西院) 건물이 당시부터 유지된 건물이고 호류사 목재 반

가사유상은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물

* 정확한 건축 시기는 미상이나 최소한 670년 사찰 재건축 당시 세운 것은 확인 

* 처마를 받치고 있는 서까래 밑에 비스듬하게 아래를 보고 튀어나와 있는 나무를 

일컫는 하앙이 당시 한국과 무관한 독자적 대중국 교류존재설의 증거였으나 화엄

사 극락전에서 하앙 구조가 발견되고 극락전은 국보 승격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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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 토  기 온  마 츠 리

□ 기온 마츠리란 일본의 양대 축제의 하나로 일본 전국의 지역 축제 

원형으로 불리우는 대규모 축제 행사이고, 도쿄·오사카 마츠리와 

함께 3대 마츠리의 하나

❍ 869년 고대 일본 수도인 교토에서 악귀퇴치를 위한 어령회라는 

행사에서 시작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 

❍ 마츠리는 총 한 달 동안 리허설부터 수레 만들기, 행진, 제사 

등 단계를 거쳐 신의 제전으로 마무리되며 7월 16-17일이 핵심

 1일부터 제사 리허설을 시작하고, 10일에는 수레 야마보코*를 만들며,

16일 요이야마 행사**를 하고, 17일에는 축제의 절정으로 야마보코 행진 

실시되어 교토 전통 음악에 맞춰 29대의 수레가 교토 시내를 행진 
* 야마보코는 6m의 창을 위에 꽂고 앞 뒤로 삼베로 된 끈을 달아 끄는 거대한 가마

** 요이야마 행사란 야마보코 행진의 전야제로 집집마다 길에 양탄자를 깔고 병풍을 

장식하여 거리를 메우는 이른바 ‘병풍축제’로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행사

□ 기온은 교토의 거리로 무로마치 막부(1336~1573) 시절부터 유명한 

유흥지였으며 오늘날에도 게이샤와 마이코*가 일하는 상점과 전통 

교토요리 등의 고급요리, 전근대의 교토 거리의 풍모가 유지 중 

* 게이샤가 되기위해 준비 중인 단계의 여성으로 동기(童妓)에 해당

❍ 기온 거리는 오늘날 근대 이전의 교토 문화 및 건축물이 가장 

잘 남아있는 장소로 꼽히며 특히 봄철 벚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밤거리의 모습이 교토를 상징하는 장면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 마츠리 행사는 지역색이 강한 일본에서 각 지역의 중심 문화로서 

기능하고 있는 지역 축제를 의미하며, 일본인·일본문화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경험해야하는 행사로 평가

❍ 도시화 이전 시기까지 마츠리는 그 지역 남성들의 성인식으로 

“수레를 끌 수 있다”의 의미가 중요하게 여겨졌음  

❍ 야시장은 다수의 야타이(노점상)들로 구성돼 유카타 차림으로 

관람하는 주민은 물론, 야키소바·뜰채로 금붕어 낚기·불꽃놀이·

일본식 연등 등으로 채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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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  시  엔   야  구  장

□ 코시엔 야구장은 일본 야구 역사의 핵심을 함께한 곳으로서 일본 

최대의 인기 종목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본선이 치러지는 곳

❍ 1924년 건축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구장이기도 한 곳으로서 

갑자년에 지어져서 갑자원으로 이름붙여진 이래 현대식 개수가 

여러차례 이뤄져 일본 내에서도 굴지의 현대적 구장으로 역할 

❍ 매년 8월의 하계 대회가 가장 인기있고 일본 4200여개 고교 중 

단 49팀만 매년 경기를 치러 일본 고교생의 꿈의 대회

 패전 선수들은 패전 시합 종료시 갑자원 흙을 퍼가고 갑자원 출전자는 

평생 자랑거리로 삼는 등 일본인에게 의미가 깊은 대회이자 장소임 

❍ 관련 창작물로는 일본인이 만든 일체의 야구 문학·영상·만화가 

해당된다고 하여도 타당한 수준

 특히 아다치 미츠루의 「Touch」, 「H2」, 「Cross Game」이나 영화 

「지옥갑자원」과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하며 그 중 「H2」가 한국에 

잘 알려진 작품

□ 이번 방문에서는 일정, 동선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신 타이거즈 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시합을 관람하는 것이 효과적(예매 완료)

❍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일본 내 최고의 인기팀으로 한때 일본의 

야구팬의 대부분이 자이언츠 팬이라고 일컬을 정도로서 일본의 

양키스에 해당하는 팀

❍ 한신 타이거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제외하고 가장 인기있는 

팀으로 관서 지역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 

 한국으로 치면 롯데 자이언츠에 해당할 정도로 열렬한 팬들이 많아서,

팬 자격시험 문제집이 존재하고 자격시험이 유료로 시행될 정도

❍ 코시엔 한신 타이거즈 매장과 코시엔 기념관은 관서 지역 한신 

타이거즈 팬덤의 메카로 코시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 

 관람에 1시간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

 한국의 야구 문화 발달 양상을 예상하는 테스트 베드의 역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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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칸 사 이 시내관광 개 요

□ 칸사이 지방의 도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대체로 병존하는 형태

□ 오사카 시가지는 주로 도톤보리와 덴덴타운이 시내 관광의 핵심 

지역이며 도톤보리 강변공원이 오사카 야경을 관람하는 경로

❍ 도톤보리는 신사이바시·니혼바시 등 오사카 번화가를 거쳐서 

오사카성 옆을 지나는 도톤보리강가 거리를 말하며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가 교차하는 지점*이 특히 번화

* 에비스바시라는 다리가 있으며 오사카 야경감상 포인트로 유명하며 특별한 사건 

(한신 타이거스 우승이라거나.....)이 있을 때 오사카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드는(......)

이벤트로 사용되는(....) 정신나간 장소

 도톤보리가 명물로는 가니도라꾸(붉은 게), 츠보라야(복어), 구이다오레 

인형(북을 진 피에로)이 유명하긴한데 굳이 볼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음

❍ 덴덴타운은 과거 아키하바라와 비견되는 관서의 상점가였으나 

오늘날에는 단지 아키하바라 문물을 도입하는 지구로 기능

 그럼에도 집사/메이드 까페 등 일반인에게는 범접이 어렵다는 평 덕후

냄새 난다능 더럽다능 가까이 가지 말라능

□ 교토의 낮과 밤은 서로 상반된 풍경으로 유명  

❍ 교토 최대 번화가인 카와라마치와 인근 니시키 시장은 일본의 

전통적인 번화가 풍경

 시장에서는 두유를 빚어 튀긴 도너츠, 야채절임 같은 재화를 팔고, 그 

바깥 카와라마치에서는 프라다 등 백화점과 매장이 있는 기묘한 조화

❍ 기온은 게이샤·마이코 양성 및 공연장이 밀집해 있고 벚나무와 

돌담, 석조다리 등 고풍적인 거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음

 기온 주변에는 데마치야나기의 카페 사루야가 자정 무렵까지 영업하며 

주변 떡집(.....)에서 판매하는 마메모찌가 한국 입맛에 맞다는 평



- 11 -

7  후 보  방 문 지  검 토

□ 일정 대부분이 실외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천·태풍 등 

악천후나 일행의 발병 등 피치못할 경우를 대비해 박물관·건축물 

등 실내 방문지 검토 필요 

❍ 단, 오사카·나라·교토 지역의 지난 30년간 7월의 평균 강수량은 

7.3mm/day로 10mm 미만의 기상 악화의 경우 기존 일정 유지

❍ 야구·마츠리는 경기나 행사 취소 이하의 우천시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동  

□ 추천되는 실내 관람지는 박물관과 전망대가 있음 

❍ 오사카 생활박물관, 오사카 역사박물관이 통상 관광지로 추천

❍ 전망대로서 오사카 우메다(梅田)역 인근 한큐 그랜드 빌딩의 

무료 전망대가 오사카 시내 전망이 좋은 편 

□ 맥주, 컵라면 등의 공장에서는 일본식 식이에 대한 체험이 가능 

❍ 아사히 맥주 공장 등 술공장 투어는 통상 무료고 무료 생맥주 

시음도 가능하나 다만 사전 예약이 필수 

❍ 인스턴트 라면박물관(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発明記念館)은 직접 

취향에 맞는 컵라면을 제작할 수 있음 

□ 오사카 만국박람회(’70)는 일본 40대 세대에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준 장소로서 오늘날에도 그 부지가 공원으로 사용 

❍ 「20세기 소년」, 「짱구는 못말려」, 「울트라맨」, 「초속 

5cm」 등 일본의 서브컬쳐에 자주 등장하며 특히 태양의 탑은 

오사카 만박의 상징으로 이색적인 외양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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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의 관 광 

1  쇼                  핑

□ 쇼핑의 기본이라 할 화장품, 의류, 명품, 고가의 기호품 등은 일본 

현지가 한국에서 구하는 것보다 통상 비싸므로 추천하기 곤란 

❍ 굳이 간다면 오사카 숙소 난바역 근처의 간사이 최대의 종합 

몰인 난바 파크나 백화점 타가시마야, 19세기부터 영업 중인 

신사이바시(心齋橋)역 다이마루 백화점이 추천 

□ 일본의 전통제품스러운 상품 혹은 기념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은 

교토 니시키, 오사카 쿠로몬 전통시장을 추천하며 5시까지 영업 

❍ 오사카 쿠로몬 시장은 난바역 숙소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동선 

효율적이고, 일본사람들이 진짜로 가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평 

❍ 교토 니시키 시장은 쿠로몬보다 나중에 현대화된 시장으로서 

이른바 교토의 부엌이라는 별명답게 다수의 간이식과 식재료를 

취급하는 것으로 유명  

 두부 도너츠, 석화, 베이컨오뎅, 꼬치꼴뚜기가 상징 음식으로 유명 

 니시키 시장 한 쪽 끝의 니시키 텐만구라는 신사는 상업과 학문을 상징

하는 신사로 사랑점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이대호같은 취미가 살아있는 제품을 구한다면 덴덴타운, 교세라돔,

코시엔이 가장 좋은 장소

❍ 덴덴타운은 전자제품, DSLR,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제품류를 

취급하는 칸사이 최대의 장소

❍ 이대호 굿즈는 오릭스 소속으로서 일본 내에서 교세라돔 이외 

프로야구 제품점에서는 오릭스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교세라돔을 가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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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사

□ 식사는 효과성 관점에서 최대한 저가 식당을 이용하여 절약하되,

1일 1식 이상은 일본 문화가 배어있는 요리나 메뉴, 식당을 선택  

❍ 국내에서 식사할 경우 끼니당 식대 1만원으로 구성한 경우에 

비해 한 끼 3만원을 투입하고 다른 끼를 삼각(...)으로 넘기는 

경우가 더 한국 정통 요리에 가까운 식사를 경험할 수 있음 

 매끼 3만원 쓸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저가 식당 내지는 간식 수준의 

식사로 넘기고 하루 한끼는 대신 완전 제대로 먹자는 취지 

❍ 일본 각 지역마다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이 있고 유명한 가게가 

있다는 라멘, 기차역마다 서로 다른 도시락을 판다는 예키볜은 

가급적 가는 곳마다 반드시 경험할 필요가 있음 

□ 일본요리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재료와 고급스러운 

접시·장식라는 이미지로서, 세계적으로 특이한 요리 체계를 가짐 

❍ 일본요리는 재료의 맛을 보존한다는 철학에 따라 요리되므로 

극단적으로 재료값이 높고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요리

 1960년대 프랑스 요리사들의 누벨 뀌진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쳐 오늘날 

프랑스 요리에 기여했으며 특히 칸사이 지역이 위 경향이 심하며, 요리 

외적인 장식이나 접시 선택 등에 이유를 모를 만큼 노력하는 편 

❍ 현대에 들어서는 고급 요리와 서민 요리*의 차이가 심해지면서 

종류나 양, 사용하는 재료 모든 부분에서 다른 요리로 변화 중

* 돈부리와 같은 요리들이 대표적으로 먹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을 조리해 제공하며 

오늘날에는 오오모리(곱배기)·도쿠모리(특곱배기)·메가모리(특특) 등 엄청난 양을 

제공하는 식당도 많고 대학가는 교토지역조차 처음부터 양이 많은 음식점이 다수 

❍ 일본 요리는 야타이나 이자까야는 물론 라면집이나 규동전문점 

등에서도 경험할 수 있으나 고급요리의 경우 대체로 기온같은 

유흥가 고급주점이나 료칸에서 경험하는 것이 편리

* 기온에서 가이세키 한번 먹으면 자칫하면 기둥 뿌리 그냥 흔들리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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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지역에서 먹어볼 음식은 굽는 계통의 음식이라고 보임

❍ 일본·칸사이 음식으로 스시·라멘·우동·오코노미야키·타코야키·

쿠시카츠·돈카스·돈부리·스위트(디저트)가 유명하고, 그밖에는 

에키벤, 모스버거, 규동 등이 한국에도 마니아가 있는 음식 

 오코노미야키는 젓가락에 말아서 굽는 톤톤야키가 발전한 형태로 명칭 

자체가 “좋아하는 것 구이”라는 의미로 재료가 임의적이고 직접 굽는 

방식이며 오사카에는 야키소바와 합쳐 모던야키라는 바리에이션도 존재

 일본 현지에서는 여름 음식으로 장어를 선호하는데 실제 장어의 제철은 

겨울이며, 장어(우나기)를 우시(축(丑))날에 먹자는 광고가 에도막부기 

크게 성공하여 내려오는 것이므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일식 정통 라멘은 900엔 수준에서 비로소 볼 수 있고 중국집·체인점의 

5~600엔 수준에서는 교토 신부쿠사이칸 라멘이 그중 호평이나 한계가 

있으며 간사이 라멘은 전반적으로 짜고 향이 센 편  

❍ 길거리 음식으로는 관광지 근처마다 길거리에 놓인 야타이에서 

온갖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나 전반적으로 비싼 편 

* 스시를 파는 경우까지 알려진 바 있음 

□ 교토에서는 주로 정갈하고 맛이 복잡하지 않은 고급 요리가 교토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 

❍ 가난한 30대 여행객 지갑 수준에 맞는 가이세키요리(연회요리)

로는 교토후 요리가 추천 

 두부요리를 말하며 10~40여가지 서로 전혀 다른 질감과 맛의 두부들을 

각각 이용하여 만든 다양한 요리들이 제공

 이세탄, 철학의 길 등 모든 곳에 식당이 위치 

❍ 조금 고가의 가이세키 요리는 주로 기온 지역 주변에 배치

 다고토 혼텐, 기온 이시다에서 약 3500~5000엔 수준의 가이세키 요리를 

체험할 수 있으나 여행지 등에 익히 소개된 집인 점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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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까  페  와     주  류

□ 일본의 다도 문화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 주로 교토 인근에서 

고급 다원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고 다도 체험이 가능

❍ 일본은 임진왜란기 전후 센노 리큐에 의해 발달한 다도 예법과 

말차*를 즐기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달콤한 다과와 함께 음용

* matcha라고 발음하며 덩어리 진 차를 갈아 물에 타서 차솔로 거품을 내며, 맛의 

농도에 따라 박차(薄茶)와 농차(濃茶)로 나뉘는데 초심자에게는 통상 박차가 추천

❍ 400여년 이상 영업한 다원은 주로 우지·기온 지역에 분포하며,

교토 게이한선 우지역 앞의 찻집 골목이 유명 

 나카무라토키치혼텐(1859년 개업), 쓰우엔차야(998년 개업(.....))이 가장 

유명하며 선물용 차도 우지역 찻집골목에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 

□ 까페 문화 역시 한국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발달해 깊이가 있고 

커피나 홍차, 디저트의 질적 수준도 높다는 평가

❍ 유명 디저트인 자허토르테의 경우 아시아에는 일본에서만 체험 

가능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커피, 홍차 등 문물이 다수 존재 

 오사카 난바역 인근에 마루후쿠 커피는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1934년부터 영업한 마루후쿠 본점이며 80세 이상의 바리스타도 업무 

 오사카 미츠코시 이세탄 지하에 포트넘&메이슨 홍차 전용 매장도 존재 

□ 일본의 맥주는 에비스·산토리·기린·아사히·삿포로가 시판 중이며 

그밖에 지역 술도가에서 자체 제작한 맥주가 유통 

❍ 독일식 제법에 따라 맥주를 만드는 기업은 산토리가 유명하고 

선토리 프리미엄 몰트가 대표적이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맥주로 기린*의 맥주가 현지에서는 인기

* 이치방은 수입 중이며 일본 맥주 시장의 60%를 기린사가 차지 

 일본 마트에서 맥주를 구매해 시음할 경우 국내에 수입된 맥주는 제외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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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통술은 사케와 소주로 구분되며 주로 사케텐에서 구매

❍ 일본 전통주는 사케로 통칭하나 이는 쌀의 발효주*만을 뜻하며 

대체로 순미주 이상이 가치있다고 보고 순미 대음양주의 경우 

현지에서도 10만원 안팎에 판매

* 발효주임에도 막걸리·맥주와 달리 맑은 이유는 탁주에 거름장치를 넣어서 걸렀기 

때문이며 이같은 제법의 주류를 청주라고 일컬음

명칭 의미

준마이슈(純米酒)
순수하게 쌀로만 발효시켜 만든 술이라는 의미이다. 각 술도가의 

특성이 잘 드러나며, 그래서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술. 

다이긴조슈(大吟釀酒)

대음양주로 도정율 50% 미만의 쌀만 사용한 술을 말한다. 즉, 쌀

의 겉 테두리를 잘라낸 중심만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고급이지만 

다이긴조슈라고 반드시 준마이슈인 것은 아니다. 규정상 누룩을 만

든 직후에 알콜 첨가가 가능하기 때문.

도쿠베츠(特別) 특별이라는 의미로 이 전치사가 붙는 경우 급이 1치수 높게 본다.

 혼조조슈(本釀造酒) 도정율 70% 이하의 쌀을 사용하여 알콜을 추가하여 첨가한 술.

후즈슈(普通酒)

보통술로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케. 조미료, 산미료, 

알콜 등이 모두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들어가 있어 저렴하되 급

이 낮은 술이다. 

표 1 일본 주류의 명칭과 의미

❍ 일본의 증류주*인 소주는 갑류소주라고 현지에서 일컫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구마 등을 통해 발효시킨 고구마 소주가 근래 

일본에서 유명 술도가의 대표 소주로 자리잡고 있음

* 발효주를 증류기에 넣고 끓여 분별정제한 술로서 한국에서 흔히 유통되는 소주는 

증류주가 아니라 순수한 에틸알코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은 희석식 주류이고, 국산 

증류주로는 이강주, 일품진로, 일품, 화요, 문배주, 금복주가 시판 중

❍ 일본 현지인들은 주로 사케텐(酒店)이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로 

가서 사케, 소주 등을 구매하며 면세점·편의점·이토요가도 등 

주류 전문점 이외의 경우보다 종류가 다양

 통상 여행객이나 혹은 현지 유학생이 간단하게 현지 주류를 즐길 경우 

주류전문마트 YAMAYA나 사케텐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대형 마트*에서 

영업시간 외의 안주를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교토의 경우 자스코(Jusco)가 가장 거대하고, 프레스코가 24시간 영업

 선물용 및 기념품으로는 통상 다이긴조슈, 혹은 준마이 긴조슈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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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 전체 경로

❍ 일본 간사이 지역 위의 마커가 이번 여행의 주요 목적지이며,

세부사항은 다음의 각 지도를 참조

□ 주요 목적지

❍ 지도의 마커는 최

상단부터 시계방향

교토, 나라, 호류지,

오사카, 간사이 

공항, 고시엔 구장

❍ 4박 5일간 숙소는 

오사카 마커로 표기

❍ 전체 여행 일정은 

오사카, 교토, 나라,

교토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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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토) 일정지도 (청색선)

❍ 오사카 남바역에서 시작

❍ 난바역 인근 숙소에 짐을 정리하고, 전철로 오사카성으로 이동 

후 복귀하여 오사카의 지역 문화를 체험

❍ 지역 문화 체험은 도톤보리와 덴덴타운을 중심으로 하며, 자정 

이전까지 야간 시가지 관광을 진행 

❍ 석식은 도톤보리에서 오사카 현지 음식점으로서 여행서적 등에 

추천되지 않은 일반 음식점으로 선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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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일) (적색선)

❍ 24시간 식당(요시노야, 마츠야) 조식으로 시작, 교토까지 기차*

를 이용해 이동할 예정 

* 일본의 철도는 일본 교통시스템의 핵심으로서 타국에 비해 철도 의존도가 높고 

철도에 따른 특유의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교토 내는 시내버스로 이동

❍ 니시혼간지와 히가시혼간지를 관람한 후, 위치에 따라 니죠성·

교토고엔·교토대학·금각사·료안지·은각사·청수사 순서로 방문

❍ 석식 이후 저녁에는 기온과 야사카 신사 주변의 축제 전야제 

및 야시장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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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월) (황색선)

❍ 오전 일정은 전일과 같이 진행 

❍ 북동부 마커가 나라 지역 관광지이며, 반대편인 남서쪽 마커가 

16일 일정의 핵심인 호류지 

❍ 호류지역과 호류지 간의 거리는 도보로 약 20분이며, 도보를 

원칙으로 하되 당일 날씨 등 여건에 따라 버스로 이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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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화) (녹색선이며 적색선은 7/15 일정)

❍ 전철로 오사카에서 

산죠역으로 이동해,

아마보코행진 관람 

❍ 직후 치온인과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관람하며 

정상까지 20분 소요

❍ 야마보코 행진 관람

시간은 3시간 소요

❍ 고시엔으로 이동해 

야구 관람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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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일본 역사는 통상 아래와 같이 구분

신석기 ~3C 4~5C 6~7C 8C 9~12C 12~14C 14~15C 16C

나라지방에 수도 교토지방에 수도

죠몬 야요이 야마토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막부 무로마치막부
전국시대

(센고쿠)

16~19C 20C 1945~

도쿄지방에 막부 수도, 교토에 덴노 수도 도쿄지방에 수도

에도막부
메이지유신/

덴노 친정기
현대

□ 현대 일본에서의 사찰을 한국과 같은 진지한 의미에서의 종교로 

접근하기보다는 단순한 유적지로 보는 것이 타당

❍ 일본인의 인생을 가리켜 “출생은 병원에서, 행사는 신사에서,

결혼은 교회에서, 장례는 불교식으로”라고 할 정도로 일본인의 

종교 관념이 약함 

❍ 일본에 불교가 전래될 당시나 기독교 전파 당시에도 일종의 새 

유형의 신사로 인식하는 등 일본인의 종교성은 낮은 편

 시마바라의 난, 오움진리교 사건 등 종교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일본의 물가는 매우 높은 편임에 유의 

❍ 환율은 6월 13일 현재 1엔당 14.6원이며 전반적으로 엔화 강세

❍ 1엔당 10원 기준일 경우 일본 물가는 한국보다 1.5배 높다고 

간주되므로, 현재 일본 물가는 2.3배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패션재, 화장품, 수집품 등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재화는 대부분 

출국시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저렴

□ 해외여행시에는 그 나라의 중국요리를 먹어보는 것을 권고 

❍ 중국요리는 중국의 각 성, 한국,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마다 

서로 사실상 다른 요리로 변화해 있으며 그 나라 식이를 가장 

잘 담아내는 장으로서 음식 문화의 통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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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  이  벌     회  화

□ 생존 목적의 회화

❍ 저 사람이 제 지갑을 갖고 있습니다.

 その人が私の財布を持っています。

❍ 변호사 불러!

 弁護士呼んで！

❍ 제 돈 다 드릴께요. 제발요.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私は全体のお金を与える。てください。私を傷つけ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 이것도 외운 거에요.

 私は日本語をできません。これも覚えたんです。

❍ 의사 좀 불러주세요. 앰뷸런스가 필요해요.

 医者に見てもらいたいです。救急車を呼んで下さい。

□ 귀환 목적의 회화

❍ 한국 대사관이 어디죠?

 韓国大使館がどこですか？

❍ 길을 잃었어요. 제 숙소 주소는 ㅇㅇㅇ입니다. 가주세요.

 道を迷っています。

❍ 경찰 불러!

 警察呼んで！

□ 협박 목적의 회화 

❍ 한번 도쿄만에 묻히고 싶어?

 東京でつけてたいですか？

❍ 내 옆 사람을 한번 걷어차주세요.

 私の隣の人を一度殴ってください。

❍ 카드 되나요.

 クレジットカードは使えます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