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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관광국(공익재단법인 오사카관광컨벤션협회)

〒542-0081

오사카시 주오구 미나미센바 4-4-21　리소나 센바 빌딩 5층

TEL：06-6282-5908　FAX：06-6282-5915

E-mail：education@ogtb.jp

URL：http://www.osaka-info.kr

오사카의 학교 교류 시스템
오사카관광국에서는 여러분의 교육여행을 보다 의미 있게 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과 

협력하며 오사카 지역의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

여행사 등

오사카관광국 ( 학교 교류 코디네이터 )

오사카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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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하고 청결하며 음식이 맛있는 도시, 오사카!

오사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입니다.  또한, 「구이다

오레(먹다 쓰러지다)」는 표현대로, 오사카에는 싸고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2. 세계유산으로 유명한 교토나 나라로의 편리한 접근성!

오사카에는 청결하고 경제적인 숙소가 많습니다. 오사카를 거점으로 교토

나 나라(전철로 약 30분)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주제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안내!

오사카에는 테마파크 등의 레저 시설부터 역사 및 문화학습, 평화학습, 인

권학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 시설이 있습니다. 

4. 전속 학교 교류 코디네이터를 설치!

오사카관광국에서는 전속 학교 교류 코디네이터가 여러분을 위해 정성을 

다해 학교 교류를 준비하고 교류 내용의 상담, 당일의 동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2012, 2013년 모두 전세계의 약 110개교에서 약 3,500명이 방문)

5. 오사카 사람들의 환대 정신!

오사카로 교육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오사카의 어린이들은 대단히 우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사카 사람

들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왕성하여 어느 나라의 어떤 친구라도 반갑게 맞

이합니다.

오사카가 교육여행
지로 선택되는 이유

Welcome to OSAKA!

12:00　학교 도착

12:10　환영식

오사카 고등학교의 교장 

인사, 한국측 학교 여행단장의 

인사, 기념품 교환

12:30　식당에서 중식 및 교류(일본 학생과 함께)

1:05　  수업체험

(영어, 생물Ⅰ, 화학의 3과목으로 나눠서)

2:20　  수업체험(일본 문화의 이해)

3:40　  클럽활동 견학

(축구부, 검도부, 댄스부, 다도부)

4:30　  기념촬영

5:00　  학교를 출발

고등학교
교류사례

Iam Osaka Bob!

OSAKA에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생생하게 체험

※P 4~5를 보세요!

도쿄

삿포로

후쿠오카

고베

Welcome to 
Asian Gateway OSAKA!
예나 지금이나 활기찬 도시로 번영하는 오사카는 

서일본 최대의 도시입니다 .  

오사카는 역사 , 문화 등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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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

와카야마

나라

교토

간사이국제공항
오사카는 세계유산으로 유명한 교

토와 나라, 효고(고베)와 와카야마

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토

나 나라는 전철로 30-40분, 효고

(고베)는 약 20-30분, 그리고 와카

야마는 약 60-120분 걸립니다.

효고 교토

나라

오사카

오사카

와카야마

 주요 고속도로

어디 가더라도 

오사카를 거점으로 

삼으면 이렇게 

편리합니다 !

JAPAN

KANSAI

나라공원

도다이지(동대사)

 비로자나불상

고베 기타노이진칸

히메지성

긴카쿠지

(금각사)

촬영：아키타 슈스케

기요미즈데라

(청수사)

고야산

Osak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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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학교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보세요 ! 
오사카관광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학교 교류와 교육 시찰을 소개합니다.

수업을 통한 교류, 클럽활동 체험이나 일본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장면을 통해 어린이들은 서로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

교 교류에서는 타국의 문화나 전통을 존중하고 그 나라에 사는 이들을 이해하는 자세를 만들어갑니다. 이 같은 경험은 학교 수업을 통

해서는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오사카관광국에서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Hello!

도착

같이 점심을 먹자 !

환영연주 환영식

교류회

수업에 참가하자 !

Let's 
enjoy 
together

Japanese Tea Time...
Pause!!

Good bye!

클럽활동에 참가하자 !

교내 견학 함께 사진

작별 여기서도 다 함께 사진

Takoyaki is
 delicious!

OSAKA에서 살아 있는 학습 체헙

Q1. 교육여행의 목적지를 어째서 오사카로 정하셨습니까?

오사카는 과거와 미래, 문화와 새로운 문물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 한정된 땅에서 무한한 문화의 발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에 체재하는 며칠간, 우리는 오사카 사람들의 뛰어난 견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2. 오사카부립 센보쿠 고등학교, 미시마 고등학교와의 교류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먼저 센보쿠 고등학교의 다채로운 교육과정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센보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많

은 예술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학생의 재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사들이 초빙되어 계십니다. 

또한 1년에 2회 정도 수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교

육에 대한 편견 없는 넓은 사고방식은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한편 미시마 고등학교에서는 친절하고 의욕적으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수업 때 대단히 

정중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에도 항상 집중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학교에서 

사람들의 성실함과 일본의 예절의 진수를 경험했습니다.

Q3. 귀교의 학생은 이 교육여행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저희 학교의 학생은 외부로부터의 문화 충격을 받음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

은 다양한 사람들의 친절을 느낄 수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강한 창조성에 감탄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인

형극이나 취주악단의 연주를 함께함으로써 타이완과 오사카의 양교 학생이 전통적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

하고 새로운 세계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겠지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에게 있어 오사카로의 여행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MESSAGE

타이완 신베이시 신베이 고급중학

학무주임 Chen Diaosi 선생님

오사카 교육여행을 경험한 교사로부터

오사카는 과거와 미래, 문화와 새로운 문물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 한정된 땅에서 무한한 문화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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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알고 느끼고 배운다 ! 본다 ! 즐긴다 !

OSAKA 의 매력적인 명소를 소개

오사카에서의 체재 예(4박 5일)

5th
day

오전：오사카성 또는 신사이바시나 도톤보리에서 쇼핑
　　　→기시와다 단지리 회관

오후：간사이국제공항 출발

1st
day

오전：간사이국제공항 도착

오후：나라에(도다이지, 나라공원 등) 오사카 숙박

2nd
day

오전：교토에(긴카쿠지, 기요미즈데라 등)

오후：교토 체재 오사카 숙박

3th
day

오전：참가형 체험학습(KNOWLEDGE CAPITAL, 오사카 기업가 박물관,

         아베노 방재 센터, 인스턴트 라면 발명 기념관 등)

오후：학교 교류
오사카 숙박

4th
day

종일：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혹은 오전：일본 문화체험(와다이코 체험, 다코야키 만들기 체험, 오사카쿠라시노콘자쿠관 등)

오후：가이유칸 → 공중정원 또는 아베노 하루카스
오사카 숙박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06-6465-4005
ＨＰwww.usj.co.jp/e/（영어）  www.usj.co.kr（한국어）  www.usj.tw（대만）  www.usj.hk（홍콩）
・오픈 시간과 입장료의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 관한 정보는 2014년 3월 현재의 것입니다.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 & ® Universal  Studios.  All rights reserved.  CR14-0885/SA14-222

오사카성 천수각
일본 제일의 석벽을 자랑하는 오사카성. 천수각 안에서는 웅장한 무사 문화나 

파란만장한 오사카성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오사카시 주오구 오사카조 1-1 ☎06-6941-3044 9:00~17:00(입관마감 

16시30분) 휴 12/28~1/1 ￥ 600엔 (중학생 이하는 무료) ※단체 할인 있음
ＨＰhttp://www.osakacastle.net/ 

하루카스 300(전망대)
일본에서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높이 300m의 초고층빌딩 「아베노 하루카

스」의 최상층에 위치한 전망대. 

360도 유리로 된 실내 회랑, 천정이 없는 야외광장 등 놀라움과 힐링 공간이 펼

쳐져 있습니다.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베노스지 1-1-43    ☎06-6621-0300 

10:00~22:00(3/7~5/6는 다름) 휴 연중무휴 ￥ 학교단체요금(15명 이상)：어

른 (18세 이상) 1,200엔, 중고등학생(12세~17세) 고등학생 960엔, 중학생 840

엔, 초등학생(6세~11세) 560엔, 유아(4세 이상) 400엔, 개인요금：어른 1,500

엔, 중고등학생 1,200엔, 초등학생 700엔, 유아 500엔
ＨＰhttp://www.abenoharukas-300.jp/observatory/observatory.html

단체 티켓 구입 사이트 https://ems12.webecs.biz/harukas300/

개인 티켓 구입 사이트 http://harukas300.pia.jp/

역사를 

배운다

GRAND FRONT OSAKA
KNOWLEDGE CAPITAL
오사카역 북쪽에 개관한 GRAND FRONT 

OSAKA의 핵심시설 「KNOWLEAGE 

CAPITAL」. 여기에서밖에 체험할 수 없는 최

첨단 기술이 가득! 놀고, 배우고, 즐기자!

오사카시 기타구 오후카초 3-1 GRAND 

FRONT OSAKA KNOWLEAGE CAPITAL 7F 

☎06-6372-6530 10:00~21:00(시설에 

따라 다름) 휴 1/1 및 GRAND FRONT OSAKA

에 준함 ￥무료 ＨＰhttp://kc-i.jp/

다이코마사
오사카의 전통 공예품이기도 하는 와다이코

(일본식 북). 저희 회사는 다이코의 제조기

술을 이어 받아 옛날과 다름없는 수작업으로 

와다이코의 제작－장인의 소리를 추구하면

서－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 나니와구 시오쿠사 3-10-17 

☎06-6561-0021 10:00~18:00 휴 월

요일 ￥ 공방견학(와다이코에 가죽을 대는 

과정을 견학, 미니 다이코 제작체험)3,000

엔, 와다이코 삼매 (공방견학＋와다이코 연

주감상)5,000엔 ※이 요금은 교육여행으로 

오는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요금입니다.
ＨＰhttp://www.taikomasa.co.jp 

와신 미나미 점
(아지빌딩 미나미 2F)

따끈따끈한 다코야키를 직접 만들어보지 않

겠어요?

오사카시 주오구 센니치마에 1-7-9 아

지빌딩 미나미 2F ☎06-6948-8256(예약

전용) 11:30~22:00 휴 문의해 주십시오. 

최대 접수인원：120명 ￥ 와신 다코야키세

트A 1,260엔, 와신 다코야키세트B 1,575

엔, 와신 다코야키세트C 1,890엔(요리를 교

체할 수 있습니다)

기시와다 단지리 회관
300년의 전통을 뽐내는 「기시와다 단지리 

축제」의 역사를 배우고 멀티스크린을 통해 

축제의 열기와 박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혼마치 11-23 ☎

072-436-0914 10:00~17:00(입관

은 16시까지) 휴 월요일(국경일은 개관), 

12/29~1/3 ￥ 어른 600엔, 초등학생 및 중

학생 300엔 ※단체할인 있음 
ＨＰ http://www.city.kishiwada.osaka.jp/

soshiki/36/danjiri-kaikan.html 

오사카시립 아베노 
방재센터
대지진 등의 방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종

합적인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시설입

니다.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베노스지 3-13-23 

☎06-6643-1031 10:00~20:00 휴 수요

일, 매월 마지막 목요일(국경일의 경우는 다

음날), 12/28~1/4 ￥ 무료
ＨＰhttp://www.abeno-bosai-c.city.osaka.jp/

신오사카 유스호스텔
정원126명(23실). 신오사카역에서 도보 5

분. 오사카시립 청소년센터의 9ᆞ10층이 YH

입니다. 오사카뿐 아니라 게이한신(교토, 오

사카, 고베) 각지로의 거점으로 대단히 편리

한 입지. 도심부에 위치해 있으나 주변은 주

택가로 치안도 좋고 조용합니다.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히가시나카

지마 1-13-13 ☎06-6370-5427 ￥ 일반

실(정원 6명) 3,400엔, 트윈(욕실, 화장실 

있음 정원2명) 4,600엔, 화실(욕실, 화장실 

있음 정원 6명) 4,600엔, 조식 500엔, 중식 

650엔, 석식 1,080엔 휴  6월과 11월에 점검

을 위해 연 2회 휴관 하는 날이 있음.
ＨＰhttp://www.osaka-yha.or.jp/shin-osaka/

오사카시립 주택 박물관

오사카쿠라시노콘자쿠관
약 200년전의 오사카를 실물 크기로 복원한 

거리를 기모노(유료 200엔)를 갈아입고 산책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가이드도 있습니다.

오사카시 기타구 덴진바시 6-4-20  스

마이 정보센터빌딩 8F ☎06-6242-1170 

10:00~17:00(입관은 16시 30분까지) 휴 화

요일(국경일의 경우는 다음날), 국경일의 다음

날(일요일, 월요일의 경우를 제외), 셋째 월요일

(국경일, 대체휴일의 경우는 그 주의 수요일), 

12/29~1/2 ￥ 일반 600엔, 일반 단체 500엔(20명 

이상),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엔, 고등학생 및 대

학생 단체200엔(20명 이상), 중학생 이하 무료
ＨＰhttp://konjyakukan.com/

오사카 국제 유스호스텔
정원 218명(41실). 오사카시내에서 난카이

전철로 1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30분이라

는 편리한 입지. 녹지가 풍부한 공원 내에 있

어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숙소입니다. 커다란 

욕탕과 맛있는 식사도 인기입니다.

오사카부 다카이시시 하고로모코엔초(하

마데라공원 남단) ☎072-265-8539 ￥

일반실 양실(정원 6명) 회원 3,400엔 비회

원 4,000엔, 트윈(정원 2명) 회원 4,600

엔 비회원 5,200엔, 화실(정원 4명, 8명) 

회원 3,900엔 비회원 4,500엔, 조식/중

식：650엔, 석식 1,080엔 휴 문의해 주십

시오 ＨＰ http://www.osaka-yha.or.jp/

osakakokusai/
가이유칸
가이유칸은 가이아 가설에 바탕하여 환태평양의 자연

환경을 재현한 세계 최대급의 수족관입니다. 고래상어 

등 약 620종 3만 마리의 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 미나토구 가이간도리 1-1-10 

☎06-6576-5501 10:00~20:00(입관은 19시

까지) 휴 문의해 주십시오. ￥ 고등학생 및 16세 이

상 2,300엔, 초등학생 및 중학생1,200엔, 4세 이

상 600엔　※외국인 단체는 15명 이상일 경우 단

체할인 적용
ＨＰhttp://www.kaiyukan.com/language/

인스턴트 라면
발명기념관
원하는 스프와 건더기를 골라 오리지널 컵라면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체험이 대인기(1회 300엔).

오사카부 이케다시 마스미초 8-25 ☎072-

752-3484 9:30~16:00(입관은 15시30분까

지) 휴 화요일(국경일의 경우는 다음날), 연말연

시 ￥ 입관은 무료(체험은 유료) ※학교 교육으로 

이용할 경우는 사전에 예약 필요(☎072-751-

0825)
ＨＰhttp://www.instantramen-museum.jp/

공중정원 전망대
40층 빌딩 2채를 잇는 연결부에 위치한 전망대. 

360도로 펼쳐진 오사카의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

습니다.

오사카시 기타구 오요도나카 1-1 ☎06-

6440-3855 10:00~22:30(시기에 따라 변경, 

입관마감 30분 전까지) 휴 문의해 주십시오 ￥ 어

른 700엔, 중고등학생 500엔, 초등학생 300엔

※단체할인 있음
ＨＰhttp://www.kuchu-teien.com/

오사카 기업가 박물관
오사카를 무대로 활약한 기업가 105명의 뜻과 도

전정신을 소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젊

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오사카시 주오구 혼마치 1-4-5　오사카 산업

창조관 B1 ☎06-4964-7601 화, 목, 금, 토요

일 10:00~17:00(입관은 16시 30분까지), 수요

일 10:00~20:00(입관은 19시 30분까지) 휴 일요

일, 월요일, 국경일, 연말연시, 오본(양력 8월 15

일 전후 기간) ￥ 어른 300엔, 중고등학생과 대학

생 100엔, 초등학생 이하 무료 
ＨＰhttp://www.kigyoka.jp/

대접하는
마음을
배운다

전통을 
배운다

맛을 
배운다

생명을 
배운다

배려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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