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사카
교육여행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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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나라, 고베, 와카야마의 한가운데!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약2시간 30분

・히로시마에서 신칸센으로 약1시간 30분

・나고야에서 신칸센으로 약1시간

・규슈에서

  하카타에서 신칸센으로 약2시간30분

  오이타에서 페리로 

  저녁18 ～ 19시대에 출발

  다음날 아침 6시～ 7시대에 도착

도쿄

삿포로

후쿠오카

고베

아시아의 관문 , 오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옛날이나 지금이나 활기 넘치는 도시로서 번영해 온 

오사카는 서일본 최대의 도시입니다 .

 오사카는 역사 , 문화 등을 소중히 지켜 오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발전해 왔습니다 . 

N

W E

S

고베

와카야마

나라

교토

간사이 국제 공항 

효고 교토

나라

오사카

와카야마
 주요 고속도로

어디로 가시든지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편리 !

일본

간사이

나라 공원

도타이지(동대사)의 노자나 불상

고베 키타노이진칸

히메지성

킨카쿠지(금각사)

기요미즈테라(청수사)

고야산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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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가 교육여행지로 선택되는 이유

오사카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감동적이고 살아있는 체험을 !

10:00	
10:10
10:20	
10:30	
10:40	
11 :00

11:45	

12:00	

도착,	환영식
양교의	교장선생님(교사	대표)의	인사
기념품	교환
양교의	학생대표의	인사
양교의	합창	발표회
레크리에이션
(게임이나	일본의	전통놀이	등)
기념촬영
양교의	교장선생님(교사	대표)의	인사
배웅

11:40	
11:50	
12:00	
12:15	
13:00	
13:55	
14:50	
15:35	
	
16:30

도착,	환영식
양교의	교장선생님,	학생대표의	인사
기념품	교환
점심시간	교류회
교내	견학
수업	체험①
수업	체험②
기념촬영
동아리	활동	견학
배웅

초등학교에서의 교류 실례고등학교에서의 교류 실례

※ P.4～ 5를 참조하세요!※ P.4～ 5를 참조하세요!

▶ 안심・안전
오사카는 일본 제 2도시이며 안심하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여행자를 위한 24시간 콜센터 등도 마련되어 안심하시고 교육여행을 오실 수 있습니다.

▶ 풍부한 학교 교류 실적과 신뢰할 수 있는 수용태세
오사카의 학교 교류는 교장 선생님 출신의 코디네이터가 전속으로 대응합니다. 학교 시스템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교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세계 15개국 

약200교의 6000명 이상의 방문을 성사시켰습니다 . 대도시인 오사카에는 수많은 학교들이 있으며 

그 안에는 일본 문교부의 지정을 받아 특정 분야에서 보다 더 높은 질의 교육을 진행하는「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및「 슈퍼 글로벌 하이스쿨(SGH)」 고등학교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  다양한 매력과 교육여행 시설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오사카에서는 일본 문화는 물론 최첨단의 

기술까지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과학,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테마의 교육여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교통의 편리함・풍부한 숙박시설
오사카에서 교토, 나라, 효고, 와카야마까지 차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는 숙박시설도 많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오사카를 거점으로 활동한다면, 

인근 도시에서의 역사, 문화, 민가 체험 등 교육여행의 매력이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알차고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의 조별 활동도 인기입니다.

▶ 오사카의 정(情))과 먹거리의 매력
일본 내에서도 정이 많은 걸로 알려진 오사카사람들은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먹다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문화가 

발달된 도시이기도 하여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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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 살아있는 교육 

체험을 즐겨 보세요!

학 교  교 류
오사카 관광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의 학교 교류 및 교육시찰용 

방문시설을 소개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배운다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으로의 교류, 동아리 활동체험 및 일본문화 체험 등
의 다양한 장면을 통하여 아이들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배울 수 있
습니다.

타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운다
동세대의 학생들이 함께 지냄으로써 그 나라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을 이
해하려고 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및 전통을 존중하
는 마음을 길러 줍니다.

국제적인 인재육성
어렸을 때부터의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래지
향의 국제관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즐겨 

보세요 !

도착

환영식

학교 교류의 교육적 효과
소중한 추억과 함께

다코야키
만들기

게임

신사 관광

선물교환

학생들의 인사 \ 
어
서
 오

세요
! /

우리는 

다코야키를 

좋아해요 !



오후부터는 동세대의 학교에서의 
교류로 국제 교류를!

05

유학을 위한 대학교 , 전문학교 방문
학생 여러분들의 글로벌한 장래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하여 스터디투어의 일

정 속에 대학교, 전문학교에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 만나요 !

수업 체험

동아리 체험

기념사진

스포츠 교류

작별인사

문화 체험

음악 교류

프로그램 실례
10:00 
10:15 
10:30 
11:30 

12:00

학교 도착, 인사
학교 개요 설명
교내, 캠퍼스 견학
유학생 및 일본인 학생에 
의한 학교생활 소개
기념사진, 출발

예뻐요 !

사진 
찍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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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느끼고, 배운다! 본다! 논다!  OSAKA의 매력적인 장소를 소개

오사카 기업가 박물관
오사카를 무대로 활약한 기업가 105명의 뜻과 도
전의식, 창의력 등의 기업가 정신을 소개. 어린이
부터 청년까지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
다. [초등학생이하 입장무료]
☎06-4964-7601　ＨＰhttp://www.kigyoka.jp/h/

아베노 하루카스
일본 최고 높이의 초고층 빌딩. 전망대에서는 오사카만 및 아와지시마, 교토, 나
라 방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06-6621-0300　ＨＰhttps://www.abenoharukas-300.jp/kr/observatory/

오사카 시립 주택 박물관
약 200년전의 오사카를 실물크기로 재현한 전시장. 자유롭게 
거리를 산책하거나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다. [중학생이
하 입장무료]
☎06-6242-1170　ＨＰhttp://konjyakukan.com/

공중정원 전망대
40층짜리의 빌딩 2개동이 이어진 연결부에 위치한 전망대. 
「미래의 개선문」이라고 평가되는 인기명소.
☎06-6440-3855　ＨＰhttps://www.kuchu-teien.com/ko/

사카이 리쇼노모리
일본의 가장 위대한 다도가・센리큐가 태어난 사카이에서 다도
체험을. 다타미방에서  열리는 본격적인 체험이나 의자좌석에
서의 다도를 체험할 수 있다. 
☎072-260-4386　ＨＰhttp://www.sakai-rishonomori.com/en/

가이유칸
가이유칸은 가이아 전설을 기초로 환태평양의 자연환경을 재
현한 세계 최대급의 수족관. 고래상어 등 약620종 3만점의 생
물을 전시.
☎06-6576-5501
ＨＰhttps://www.kaiyukan.com/language/korean/

오사카성 천수각
일본 유수의 역사적 무대인 오사카성. 내부는   용감한 무사집안의 문화와 파란만장한 역사를 소개
하는 박물관입니다. [중학생이하 입장무료]
☎06-6941-3044　ＨＰ  https://www.osakacastle.net/h

다코야키 만들기 체험
다코마사(도톤보리점)
다코야키는 오사카인들이 사랑하는 문어가 들어
간 동그란 모양의 팬케이크입니다. 따끈따끈한 
다코야키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06-6212-3363
ＨＰ  http://takomasa.co.jp/about/experience/

컵 누들 박물관 
오사카 이케다
인스턴트 라면의 역사를 통하여 발명, 발견의 중
요함을 전합니다. 스프와 건더기를 선택하여 오
리지널 컵라면을 만드는 체험이 대인기 (한개에 
300엔, 예약은 불필요)[입장무료]
☎072-752-3484 
ＨＰ  https://www.cupnoodles-museum.jp/en/

osaka_ikeda/

오사카 시립 
아베노 방재센터
대지진 등의 재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
인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시설. [입장무료]
☎06-6643-1031
ＨＰ  http://www.abeno-bosai-c.city.osaka.jp/

bousai/bsw/a/a/bswaa010.aspx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영업시간과 입장 요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 관한 정보는 2018년 12월 현재의 것입니다. 예고없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 & ® Universal Studios.　All rights reserved.
☎06-6465-4005　ＨＰhttps://www.usj.co.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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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느끼고, 배운다! 본다! 논다!  OSAKA의 매력적인 장소를 소개

쓰나미・해일 스테이션
거대 지진과 해일 등의 방재 지식을 습득하고 소
리와 영상으로 재해 발생시의 정확한 대응 방법과 
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입장무료]
☎06-6541-7799
ＨＰ  http://tsunami-osaka.jp/index_ko.php

오사카 유스호스텔 협회
2층 침대방이 중심인 저렴한 교육 여행을 위한 숙
박시설입니다. 식사도 시설에서 직접 조리합니다. 
귀가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ＨＰ  http://osaka-yha.or.jp/
신오사카 유스호스텔　   ☎06-6370-5427
오사카 국제 유스호스텔  ☎072-265-8539

파나소닉 뮤지엄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씨의 경영관, 인생관
을 접할 수 있는「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사관」과 
100년간의 역대 제품 약550점을 전시하는「모노
즈쿠리이즘관」과 벚꽃이 만발하는 공원「사쿠라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장무료]
☎06-6906-0106
ＨＰ  https://panasonic.com/jp/corporate/history/

museum/

마이시마 소각 공장
쓰레기의 소각시설과 폐기물의 파쇄시설을 병설
하여 처리 과정 등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
호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씨가 디자인한 외관도 
볼거리. [입장무료]
☎06-6463-4153
ＨＰ  http://www.osaka-env-paa.jp/kojo/maishima/

오사카 주유패스
오사카의 관광명소 
35곳 이상이 무료가 
되는 혜택많은 패스
입니다. 오사카 주유
패스로 전철,버스를 하루종일 무제한 승차가능.
☎06-6282-5907
ＨＰ  https://www.osp.osaka-info.jp/kr/

오사카 시립 
자연사 박물관
친근한 자연부터 지구의 역사까지「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테마로 한 박물관. 공룡의 뼈표본과 긴수
염고래의 골격을 인기리에 전시. [중학생이하 입
장무료]
☎06-6697-6221
ＨＰ  http://www.mus-nh.city.osaka.jp/language/ko/

날리지 캐피탈 액티브 랩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최첨단 기술 및 활동을 접
하고 배워 볼 수 있습니다. [입장무료]
☎06-6372-6530
ＨＰ  https://kc-i.jp/kr/facilities/the-lab/active-lab/

관광객이 오사카에서의 체재를 보다 더 즐겁고  쾌적
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광과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무
료 콜센터.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전화의 URL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ＨＰhttp://ofw-oer.com/call/ko/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감바오사카
일본의 프로축구팀 「감바오사카」 의  홈 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등을 즐길수 있습니다.
☎06-6875-3377
ＨＰ  http://www.gamba-osaka.net/en/index/

야마토 그룹
간사이 게이트웨이
일본의 물류기업 야마토 그룹의 택배를 비롯한 물
류의 유통과정 및 야마토 운수가 지향하는 물류의 
미래를 소개. [입장무료]
☎072-655-0199
ＨＰ  http://www.yamato-hd.co.jp/english/

gateway/visitortour.html

다이쇼구・미나토구의 
장인정신
공장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의 신뢰를 지탱하는 장
인정신을 직접 체험. 기술자들의 고집과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이쇼 구청 총무과 정책 프로모션그룹
ＨＰ  http://www.city.osaka.lg.jp/taisho/catego

ry/3195-16-0-0-0-0-0-0-0-0.html

©GAMBA OSAKA

1
일째

2
일째

3
일째

4
일째

5
일째

오전：간사이 국제 공항 도착
오후：교토시내 일본문화 체험

오전：교토 관광(금각사・청수사)
오후：학교 교류①

오전：오사카의 대학캠퍼스 견학
오후：학교 교류②

오전：나라현 역사학습(나라 공원)
오후：오사카 체험학습(컵 누들 박물관 오사카 이케다・아베노 방재센터 등)

오전：오사카시내 관광(오사카성,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오후：간사이 국제 공항을 출발하여 귀국

오사카 모델 코스 (4박5일)

교토 숙박

오사카 숙박

오사카 숙박

나라 숙박나라현 민가 체재

http://www.city.osaka.lg.jp/taisho/category/3195-16-0-0-0-0-0-0-0-0.html


학교 교류의 신청 과정 ・ 방법

해외의 학교

학교 교류의 의뢰

결과 통지

수용 여부
결정

학교 교류의
수용 요청

여행사

교육 위원회

오사카 관광국

오사카의 학교

학교 교류 내용 협의
학년・시간・희망사항 등을 검
토하여 교류 내용을 어드바이
스

03

매칭작업
학교의 종류・교육내용・희망 
등을 검토하여 수용학교를 선
정

교류 당일
코디네이터가 서포트

오사카 관광국이 진행하는 코디네이트・서포트는 무료입니다.

02

05

해외에서의 의뢰 접수
신청용지・의뢰서의 제출
(2~3개월전 이상)

교류 내용 결정
원안 작성・쌍방 학교의 협
의・승낙

01

04

공익재단법인 오사카관광국
우편번호542-0081

오사카시 주오구 미나미센바 4-4-21　리소나센바빌딩 5층

TEL：+81-6-6282-5908　FAX：+81-6-6282-5915

E-mail：education@octb.jp

URL：https://osaka-info.jp/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