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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이곳은 나가사키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와의 무역이 활발했던 나가사키는 과거 일본이 쇄국정책을 펼쳤던 시대에도 데지마를 통해 유럽 등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문화창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등의 영향을 받아 건축과 문화 등에 

대해서도 그 흔적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이국적인 문화로 가득한 관광 스팟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시마·이키·고토열도 등 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가사키현은 풍요로운 바다와 산에 둘러싸여 신선한 

해산물과 농작물 등으로도 유명합니다. 풍부한 식재료에 다양한 나라의 식문화가 더해져 ‘나가사키 짬뽕’과 ‘카스텔

라’처럼 나가사키 특유의 식문화가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는 오래 전부터 기독교가 포교되어 ‘26성인 순교지’ 등 일본 내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기독교 역사의 

산실로, 아픈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많은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나가사키시는 원폭이 투하되어 시의 중심부가 파괴되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부

흥을 이뤄내었고, ‘평화의 도시’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세

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과 역사가 함께하는 나가사키.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짊어갈 청소년들이 보다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인천공항

나가사키공항

후쿠오카공항

하카타항

도쿄

오사카

서울

부산항

대한민국

일본

교통 * 2015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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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나가사키
후쿠오카

 90분

 80분  120분

인천공항  나가사키공항

Jin Air 251 인천공항 8:00  나가사키공항 9:25 

Jin Air 252 나가사키공항 10:25  인천공항 11:50
 http://www.jinair.com/

 비행기

후쿠오카 나가사키부산
 55분  120분

후쿠오카 나가사키부산
 120분

 선박

•고속선 : 175분

•페리 : 5시간 30분~12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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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라천주당 大浦天主堂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26명의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 1864년 프랑스인 선교사가 

지은 이곳은 일본 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고딕양식의 성당입니다. 건물 내부를 

장식하는 스테인드글라스 중에는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 그 역사의 깊

이를 느끼게 합니다.

 http://www1.bbiq.jp/oourahp/   나가사키시 /長崎市南山手町5-3  

 8:00~18:00   연중무휴  

 어른 300엔, 중고등 250엔, 초등 200엔 (30명이상 단체할인요금 적용)  

 095-823-2628

 나가사키원폭자료관&평화공원 長崎原爆資料館&平和公園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함께 원폭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던 나가사키. 비참

했던 피폭후의 시대부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부흥의 역사를 나가사키원폭자

료관을 통해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은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평

화공원의 독특한 평화기념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오른손은 

‘원자폭탄의 공포’를, 옆으로 뻗은 왼손은 ‘영원한 평화’를 나타내며 전쟁의 공포와 평

화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폭자료관   http://www.city.nagasaki.lg.jp/peace/japanese/abm/index.html 

 나가사키시 /長崎市平野町7番8号   8:30~17:30 (계절에 따라 다름)  

 연말연시   어른 200엔, 고등이하 100엔   095-844-1231

평화공원   나가사키시 /長崎県長崎市松山町   무료

長崎
나가사키

대표 관광지

 하우스텐보스 ハウステンボス

네덜란드 여왕의 거처 ‘팰리스 하우스텐보스’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하우

스텐보스는 ‘숲속의 집’이라는 뜻답게 중세유럽 17세기 네덜란드의 거리

를 재현한 체재형 리조트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되는 이곳은 365일 꽃과 빛의 축제가 펼쳐지는 꿈의 공간입니다. 거

리 곳곳에 흐르는 운하와 풍차 그리고 유럽풍의 건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우스텐보스만의 낭만을 선사합니다.

 http://korean.huistenbosch.co.jp/ (한국어)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ハウステンボス

町ハウステンボス町1-1   9:00~21:00   연중무휴   어른 6,200엔, 중고등 5,200엔, 초

등이하 3,900엔 *학생 15명 이상일 경우 수학여행특별요금 적용 가능 (대학생 3,700엔, 중고등 

3,000엔, 초등 2,000엔)  문의처: 하우스텐보스 부산영업소 051-463-4954   0570-064-110

 구라바엔 グラバー園

구 구라바저택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목조서양주택으로 손꼽히는 곳입니

다. 구라바의 부인 츠루의 방과 연결된 

복도천장에는 숨겨진 비밀의 방으로의 

통로가 숨겨져 있어 당시 시대상을 엿

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푸치니의 오페

라 ‘나비부인’의 무대로도 유명하여 많

은 관광객들이 찾는 나가사키 제일의 관광명소입니다.

 http://www.glover-garden.jp/ (한국어)

 나가사키시 /長崎県長崎市南山手町8番1号   8:00~20:00 (계절

에 따라 다름)   연중무휴   어른 610엔, 고등 300엔, 중등이하 180엔  

 095-822-8223

 데지마 出島

쇄국정책이 이어졌던 200여년의 세월 동안 

유일하게 서양문물을 허용하여 무역활동의 

입구 역할을 하였던 부채모양의 인공 섬입니

다. ‘가피탕의 방’을 비롯하여 당시의 건물이 

다수 복원되어 있으며, 사카모토 료마가 방

문하였다는 창고 등 메이지시대의 귀중한 서

양저택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즐기

는 기모노체험도 인기만점입니다.

 http://nagasakidejima.jp/ (한국어)

 나가사키시 /長崎県長崎市出島町6-1  

 8:00~18:00   연중무휴   어른 510엔, 고등 200엔, 중등이하 

100엔 (15명이상 단체할인요금 적용)   095-821-7200

 이나사야마전망대 稲佐山展望台

해발 333미터에서 바라보는 나가사키

의 풍경은 ‘천만불의 야경’이라 칭송 

받을 만큼 절경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2012년 홍콩·모나코와 함께 『신(新)세

계3대 야경도시』로 선정되는 등 세계

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

습니다. 건물들이 산의 표면에 자리잡

은 나가사카의 독특한 건물구조에 의

해 빛들이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운젠까지 전망할 수 있어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http://www.nagasaki-ropeway.jp/ (한국어)

 나가사키시 /長崎市稲佐町364-1   9:00~22:00   12월 상순  

 어른 1,230엔, 고등 920엔, 초등이하 610엔 (로프웨이 왕복)  

 095-861-6321

 히라도성 平戸城                                                히라도죠

에도중기에 건설된 히라도번의 주거성으로, 

성내에는 당시의 문화재를 다수 전시하고 

있어 찾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천수각에서는 히라도

의 거리모습과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곳입니다.

 http://www.hira-shin.jp/hirado-castle/

 히라도시 /長崎県平戸市岩の上町1458   8:30~17:30

 연말(12월 30일, 31일)   어른 510엔, 고등 300엔, 중등이하 200엔  

 0950-22-2201

구주쿠시마 펄 씨 리조트 九十九島パールシーリゾート

 수족관 “우미키라라” 水族館「うみきらら」

‘구주쿠시마’는 히라도시에서 사세보

시 사이의 바다에 점재하는 섬들의 

총칭으로, 일본에 서식하는 해양생

물 약 3천 5백여종 중 무려 1000여

종이라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들

이 바로 이곳 구주쿠시마에 서식하

고 있습니다. 우미키라라는 구주쿠시

마의 바다를 전시하는 수족관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pearlsea.jp/ (한국어)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鹿子前町1008番地  

 9:00~18:00 (계절에 따라 다름)

 연중무휴   어른 1,440엔, 중등 720엔, 

초등이하 720엔    0956-28-4187

구주쿠시마 펄 씨 리조트 九十九島パールシーリゾート

 유람선 遊覧船

새하얀 선체가 인상적인 유람선 ‘펄 

퀸’, 미래지향적인 환경배려가 돋보

이는 일본 최초의 전기추진유람선‘미

래(미라이)’, 큰 크루즈선으로는 들어

갈 수 없는 스페셜한 코스로 안내하

는 ‘구주쿠시마 리라쿠르즈’ 등 구주

쿠시마 펄 씨 리조트에는 다양한 유

람선이 준비되어 있어 나가사키의 바

다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요트, 씨 카약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pearlsea.jp/ (한국어)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鹿子前町1008番地  

 어른 1,400엔, 어린이 700엔    0956-28-1999

 운젠온천지옥메구리 雲仙地獄めぐり

과거 가톨릭의 순교성지로도 알려져 있는 

이곳은 운젠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끊임없이 피어 오르는 유황 연기와 증기로 

가득한 풍경이 흡사 지옥을 연상케 하지

만 운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체험

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ttp://www.unzen.org/tourism/spot1.html

 운젠시 /長崎県雲仙市小浜町雲仙   0957-73-3434

 무사마을 武家屋敷（島原）                                부케야시키 

시마바라성 서쪽에 위치한 ‘뎃포초’는 시마

바라성과 함께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름 그

대로 철포(조총)를 다루던 무사들의 주거지

였던 뎃포초는 지금도 옛날 모습 그대로 남

아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

유산이 되었습니다.

 시마바라시 /長崎県島原市下の丁  

 9:00~17:00   연말(12월 29일, 30일)  

 무료   0957-63-1087



7

 짬뽕 만들기체험 ちゃんぽん作りと昼食

나가사키의 전통요리 중에 하나인 나가사

키짬뽕의 본고장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요

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사키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

공합니다.

 http://www.at-nagasaki.jp/syugaku/

 나가사키시 /나가사키시내（장소는 인원·일정에 따라 결정）  

 36명   3,000엔  

 나가사키국제관광컨벤션협회 095-823-7423

 카스텔라 만들기체험 カステラ作り体験

설탕문화의 발생지인 나가사키의 카스텔

라를 직접 내 손으로 만들고, 맛 봄으로

써 나가사키의 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체

험입니다.

 http://www.city.nagasaki.lg.jp/ikoi/

 나가사키시 /長崎市弁天町5-5 

규슈조리사전문학교   40명   3,000엔  

 나가사키국제관광컨벤션협회 095-823-7423

 연 만들기 견학체험 ハタ作り見学体験と実演

연의 역사를 배우고, 제작과정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실제로 가

자가시라야마(風頭山)에 가서 연을 날려볼 

수도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http://www.at-nagasaki.jp/syugaku/

 나가사키시 /長崎市風頭町11-2 오가와하타점 (小川ハタ店)  

 30명   1,600엔  

 나가사키국제관광컨벤션협회 095-823-7423

 나가사키펭귄수족관 長崎ペンギン水族館

나가사키펭귄수족관은 세계에 생식하는 

18종의 펭귄 가운데 무려 8종을 사육하고 

있는 일본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펭귄

전문수족관입니다. 펭귄 먹이주기 체험부

터 수조관리, 위생관리 등 평소에는 좀처

럼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

습니다. 다치바나만(橘湾)에서 즐기는 카

약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멋진 추억을 남

길 수 있습니다.

 http://penguin-aqua.jp/korean/ (한국어)

 나가사키시 /長崎県長崎市宿町3番地16 나가사키펭귄수족관  

 백야드견학투어 40명, 펭귄터칭 20명, 자연체험존 20명, 

카약체험 20명   카약체험 500엔 (입장료 별도)  

 095-838-3131

 페이룽 체험 ペーロン体験

중국 전래의 경조(보트를 빨리 저어 가는 

경기) 행사인 페이룽을 오무라만(大村湾)

과 마키시마(牧島)섬의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노를 젓는 웅장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줍니다.

 http://www.at-nagasaki.jp/syugaku/

 나가사키시 /長崎市牧島町784-4 （마키시마페이룽보존애호회）, 長崎

市長浦町2664 （긴카이페이룽협회）  

 40명   1,404~1,500엔  

 나가사키국제관광컨벤션협회 095-823-7423

 농작물 재배&수확체험 田植え・稲刈り農業体験

직접 내 손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해보

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농작물 재배는 5~6월에 가능하며, 농작물 수

확은 9~10월 실시합니다.

 http://www.at-nagasaki.jp/syugaku/

 나가사키시 /長崎市神浦上大中尾町727 오오나카오타나다보전조합  

 100명   2,000엔  

 나가사키국제관광컨벤션협회 095-823-7423

 노면전차체험 路面電車体験

나가사키시의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노면전차를 즐기는 

체험입니다. 복고적인 레트로풍 분위기가 

멋들어진 특별한 전차에서 따스한 추억

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tp://www.naga-den.com/kikaku/language/korean (한국어)

 나가사키시 /長崎市大橋町4番5号 나가사키전기궤도주식회사  

 없음   1회 120엔, 1일승차권 500엔  

 095-845-4111

하우스텐보스 환경설비투어 ハウステンボス環境設備ツアー

지구환경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체험학습」 일환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www.huistenbosch.co.jp/ (한국어)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ハウステンボス町1-1 하우스텐보스   최대 4클래스 동시 시작 가능

 중등생 이상 500엔, 초등 300엔   0956-27-0012

돌고래 워칭 イルカウォッチング

배를 타고 아마쿠사나다(天草灘) 해역까지 나가 큰돌고래(이루카)를 만나볼 수 있는 코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돌고래의 모습을 바로 눈 앞에서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http://www.shimakanren.com/ (한국어)  

 시마바라반도 /南島原市加津佐町乙251-11 （카즈사이루카워칭）, 南島原市口之津町丁5771-1 （구치

노쓰이루카워칭）   300명   2,500엔   시마바라반도관광연맹 0957-62-0655

長崎
나가사키

체험 메뉴

 인원 제한

운젠다케 재해기념관6

운젠다케 재해기념관 雲仙岳災害記念館

1990년 11월 후겐다케(산)의 분화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나가사키. 그날의 교훈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화산 분화의 인한 재해와 대자연의 위협에 맞서 노력했던 부흥의 역사를 모아놓은 기념관입니다. 시

마바라반도의 지오파크에 대한 활동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http://www.udmh.or.jp/ (한국어)   시마바라반도 /島原市平成町1-1 시마바라반도관광연맹  

 없음 (단, 80명을 넘을 경우 사전에 연락 필요)

 어른 800엔, 중고등 560엔, 초등 400엔 （단체 15명 이상）   0957-62-0655

1

2

3

추천체험시설

나가사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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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마을 「미카와치」에서 추억의 도자공예체험

伝統工芸の里「みかわち」で思い出の作陶体験

일본의 전통공예품으로 지정 받은 ‘미카와치야키(三川内

焼)’도자기를 장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자기에 자

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투각(윤곽만을 남겨두고 구멍을 

파내 모양을 만드는 조각기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http://www.mikawachi-utsuwa.net/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三川内本町343 미카와치야키전통산업회관  

 그림장식체험 최대 200명, 투각체험 최대 150명 (투각체험은 1주일전까지 예

약 필요)   그림장식체험 1,000엔, 투각체험 2,000엔   0956-30-8080

 씨카약체험 シーカヤック体験

길쭉한 몸체 안으로 몸을 넣고 노를 좌우로 번갈

아 저어 이동하는 보트의 일종인 카약. 주로 강이

나 계곡에서 즐기는 것과 달리 바다에서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심자

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요트 정박장 안에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http://www.pearlsea.jp/ (한국어)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鹿子前町1008番地 구주쿠시마펄씨리조트  

 10~50명 (최대수용설비 : 1인용카약 10척 / 2인용카약 20척)  

 1,850엔 (요트체험과 함께 신청할 경우 세트요금 3,100엔)  

 0956-28-4187

 요트체험 ヨットセイリング体験

10인용 요트에 승선하여 구주쿠시마의 바다에서 실제로 항해를 즐기는 프

로그램으로, 요트조종과 조타지휘 등의 체험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

사합니다.

 http://www.pearlsea.jp/ (한국어)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鹿子前町1008番地 구주쿠시마펄씨리조트  

 10~50명 (최대수용설비 : 10인용요트 5척)   1,850엔 (씨카약체험

과 함께 신청할 경우 세트요금 3,100엔)   0956-28-4187

 맹수탐험대 猛獣探検隊

사자, 인도코끼리 등의 침실을 견학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가까이에서 직접 동물들을 감상하며 

그 생태와 개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ht tp://www.city.sasebo.lg.jp/kankou/

doubut/index.html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船越町2172番地 구주쿠시마동식물원 모

리키라라   약 20명 (토·일·공휴일 제외)  

 200엔 (입장료별도)   0956-28-0011

 나막신채색체험 木靴絵付体験

귀여운 모양과 아름다운 색깔로 유명한 네덜란

드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소품인 나막신. 나가사키 

속 네덜란드라 불리는 하우스텐보스에서는 자신

만의 나막신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없는 나막신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 완성함으로써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막신이 탄생합니다.

 http://www.huistenbosch.co.jp/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ハウステンボス町1-1 하우스텐보스  

 30명 (단, 30명을 넘을 경우 회장준비 등의 이유로 사전에 상담 필요)  

 나막신의 사이즈에 따라 가격에 변동이 있음(상담 필요）   0956-27-0012

오하시칸논에서 마키노타케 기슭의 숲속 파워스팟 워킹  

御橋観音から牧の岳麓の森のパワースポットウォーキング

SASEBO 도키타비 프로그램의 코스 중 하나로, 

친절한 가이드가 함께 해 더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

께 맛있는 도시락과 간식이 제공되어 찾아오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선사합니다.

 http://www.tokitabi.jp/   사세보시 /長崎県佐世保市吉井町  

 4~30명   3,800엔 (중식 도시락, 간식 제공)  

 사세보관광컨벤션협회도키타비데스크 0956-23-7212

히라도 농가에서 즐기는 딸기수확체험  

イチゴ収穫体験 (平戸の農家)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딸기를 내 손으로 직접 

수확할 수 있는 체험으로, 새콤한 딸기의 맛과 함께 

수확의 재미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2~20명   500엔 (포장용 딸기는 별도 요금)  

 히라도시관광과 0950-22-4111

가와우치 가마보코 만들기체험(나가노어업협동조합)

 川
か わ ち

内かまぼこ作り体験(中
な か の

野漁業協同組合)

가마보코란 우리에게 어묵으로 더 친숙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식재료로, 그 중에서도 가와우치 가마

보코는 에도시대부터 지금까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히라도의 전통식재료입니다. 생선살을 갈고, 

심에 말아 익히는 제조과정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

으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http://www.hirado-net.com/spot/detail/237?gid=4 (한국어)

 히라도시 /長崎県平戸市川内町1029-3   10~15명   3,000엔  

 히라도시관광과 0950-22-4111

 씨카약체험(히라도카약스) シーカヤック体験 (平戸カヤックス)

센리가하마의 앞바다에서 즐기는 씨카약체험은 해양스

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http://www.hiradokayaks.com/

 히라도시 /長崎県平戸市川内町千里ヶ浜  

 없음   1,500엔   090-5474-4539

 어망체험(란푸호텔) 地引網体験 (ホテル蘭風)

어망을 이용해 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어획하는 체험

으로, 잡은 물고기는 호텔에서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

어 더욱 인상적인 체험입니다.

 히라도시 /長崎県平戸市川内町55   40~100명  

 40,000엔   0950-23-2111

다도체험(마츠우라사료박물관)  
茶道体験 (松浦史料博物館)

마츠우라사료박물관 내에 준비된 차실에서 직

접 말차를 우려내 화과자와 함께 다과를 즐기

는 체험입니다. 일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

험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http://www.matsura.or.jp/mov08/index.

html#wrap

 히라도시 /長崎県平戸市鏡川町12  

 1~15명   500엔  

 0950-22-2236

 승마체험(씨뷰런치) 乗馬体験 (シービューランチ)

바다와 함께 모래사장을 감상하며 승마

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승마의 재미

에 풍경의 즐거움을 더해 전해지는 감동

이 두 배인 체험입니다. 

 http://h-svr.com/

 히라도시 /長崎県平戸市川内町35  

 1~20명   체험승마 600엔, 승마교실 3,000엔, 해변코스 5,000엔  

 0950-24-2338

 어부체험(아야카수산) 漁師体験 (綾香水産)

어부의 삶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어

선에 올라 바다에 나가서는 어망으로 직접 

물고기를 어획하는 등 좀처럼 할 수 없는 본

격 어부체험입니다.

 http://www.nagasaki-tabinet.com/

guide/384/ (참고)

 히라도시 /長崎県平戸市主師町725   15~50명  

 어른 4,000엔, 아동 3,000엔   0950-24-2648

시마바라반도 내 스팟 가이드 

島原半島内スポットのガイド

시마바라반도의 역사와 기리시탄(무로마치시대 후기에 일본에 들어온 가톨

릭교의 일파) 그리고 화산과 동식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가이드를 통해 나가사키를 보다 정확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http://www.shimakanren.com/ (한국어)

 시마바라반도 내   40명   운젠 식물·자연관찰투어 7,000엔, 

시마바라의 난에 관한 학습투어 4,500엔, 운젠 역사투어 8,000엔  

 시마바라온천관광협회 0957-62-3986

시마바라 용수관(유스이칸)과 간자라시체험 

しまばら湧水館とかんざらし体験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용수의 소리를 들으며 간자라시를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체험입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이 귀여운 간자라시는 시마바라 

명물로, 차갑고 달콤한 맛이 소박하지만 정이 가는 전통디저트입니다.

 http://www.shimabaraonsen.com/ (한국어)

 시마바라반도 /島原市万町513 （시마바라미즈야시키）   

 40명   300엔  

 시마바라온천관광협회 0957-62-3986

 오무라 유메 팜 슈슈 おおむら夢ファームシュシュ

향토요리와 함께 신선한 딸기를 사용한 스위츠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오무라초

밥을 비롯해 딸기찹쌀떡과 딸기슈크림, 딸기타르트 

만들기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 딸기

수확도 체험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곳입니다.

 http://www.chouchou.co.jp/   오무라시 /長崎県大村市弥勒寺町

486番地   오무라초밥 10~40명, 딸기찹쌀떡·슈크림 10~80명, 딸기

타르트 10~80명, 딸기수확체험 1~100명 (시기: 12~5월)  

 오무라초밥 1,500엔, 딸기찹쌀떡·슈크림 1,200엔, 딸기타르트 2,000엔, 

딸기수확체험 입장료 200엔, 딸기100g당 200엔    0957-55-5288

오무라시 그린·투어리즘추진협의회   
大村市グリーン・ツーリズム推進協議会

포도와 배를 직접 수확할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한여름의 농부가 되어 볼 수 있습

니다.

 http://www.oomura-gts.com/

 오무라시 /長崎県大村市弥勒寺町

   487番地  

 없음 (시기: 포토 8~9월, 배 8~10월)  

 포도 1,500엔, 배 500엔 (시기에 따라 가격에 변동이 있음)  

 0957-55-5288

사세보시 시마바라반도

히라도

오무라

시마바라반도 내 스팟 가이드요트체험

오하시칸논에서
마키노타케 기슭의 숲속 파워스팟 워킹나막신채색체험 시마바라 용수관(유스이칸)과 간자라시체험 승마체험(씨뷰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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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류 모델코스

친구야, 나가사키현에서 만나요!

나가사키는 1571년 포르투갈과 무역을 시작하며 일본 굴지의 무역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하였던 나가사키는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강해 학교교류에 있어서 훌륭한 

파트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원폭의 아픔을 겪은 나가사키는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구문

화와 중국문화 그리고 일본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도 지오파크 등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소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대마도(쓰시마) 역시 나가사키현에 속해있어 교통편으로도 

편리합니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이자 가장 밑거름이 되는 시간. 자신이 속한 학교를 소개함으로써 각 학교의 

특징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통점이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 서로를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나 음악, 실습 등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세계공통어인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평소에 갈고 닦아온 합창 혹은 연주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성과의 견학

수업에 참여하는 등 단순히 교내를 견학하는 것에서는 얻을 수 없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업참여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상을 표현하거나, 특정한 테마를 정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토

론하는 시간으로, 학습환경과 생활습관 그리고 문화 등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깨닫고, 더 나아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학교교류를 통해 경험한 것들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념촬영을 진행합니다.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학교소개

수업참가

의견교환

기념촬영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공항

히라도시

사세보시

나가사키시

오무라시

운젠시 시마바라시

하우스텐보스

나가사키현 핵심코스 3박4일A

1일차

부산항(선박취침)

3일차

하우스텐보스 나가사키(숙박)

70분

2일차

하카타항 사세보 하우스텐보스(숙박)

100분 30분

4일차

나가사키 시마바라 하카타항(선박취침)

100분  180분 *미이케항 경유

후쿠오카현

사가현

하카타항

후쿠오카공항

사세보시

나가사키시

시마바라시

하우스텐보스

나가사키공항

부산항 출발 나가사키현 3박4일B

3일차

시마바라 구마모토 아소(숙박)

 30분 *고속선 70분

1일차

인천공항·부산김해공항 후쿠오카공항 하우스텐보스(숙박)

 80분 90분

2일차

하우스텐보스 나가사키 운젠 시마바라(숙박)

70분 120분 40분

4일차

아소 다자이후 후쿠오카공항 인천공항·부산김해공항

120분 30분  80분

후쿠오카현

사가현

하카타항
후쿠오카공항

하우스텐보스

나가사키시

운젠시 시마바라시
구마모토시

다자이후시

아소시

구마모토훼리
시마바라지점

나가사키공항

큐슈 주유 코스 3박4일C

학교소개 환영회 실습시간

기념촬영

의견교환회

3일차

나가사키 시마바라 운젠(숙박)

100분 40분

4일차

운젠 나가사키공항 인천공항

80분  90분

1일차

인천공항

 90분 20분 120분

나가사키공항 오무라 히라도(숙박)

70분
2일차

히라도 사세보 하우스텐보스

60분 30분

나가사키(숙박)



* 본 정보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나카사키현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17층 

Tel 02-733-7398 
Homepage http://www.nagasaki-tabi.com/main.action

Blog http://blog.naver.com/nagasaki_one

나가사키현 수학여행에 관한 문의

나카사키APP 사세보APP 쓰시마APP

나카사키현 관광 애플리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