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주택 임차 개요

ㅇ 사전 검색
-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서는 도일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 물건을 물색해 보거나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ㅇ 일본만의 부동산 문화
- 부동산 업자에게 희망 임대료, 면적, 교통수단 등을 알려주면 구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맨션을 소개해 준다. 집을 빌릴 때는 집세 이외
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시키킨(敷金, 보증금), 레이킨(禮金, 사례금),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료 등이 필요하며 이것을 모두 계산
하면 집세의 4~6개월분이 된다. 또한, 계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한데, 외국인의 경우 필수 사항으로 보증 회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용은 집세의 0.5개월분이 된다.
- 다만, UR 임대주택(UR 도시기구의 임대주택)의 경우엔 시키킨 이외의 레이킨, 갱신료, 보증인이 불필요하다. UR임대주택은 원룸부
터 가족용의 주거 공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므로 선택의 폭도 넓으며, 또한 신축 이외의 주택 대부분에 관해서는 무추첨 선착순으로 입주
가 가능하다.

ㅇ 부동산 계약 예시(야찡(월세) 10만 엔, 입주일 4월 15일, 보증 회사 미사용으로 가정)
- 야찡(월세) 선금: 4월분 50,000엔 + 5월분 100,000엔 총 150,000엔
- 레이킨: 월세의 2개월 치에 해당하므로 200,000엔
- 시키킨: 월세의 2개월 치에 해당하므로 200,000엔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월세의 1개월 치 100,000엔
= 총 소요 금액: 650,000엔

ㅇ 방문 실사
- 부동산의 조건에 따라 레이킨과 시키킨 3개월로 높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 협의하면 대부분
2개월분 이하로 변경 가능하다. 'CHINTAI' 등의 부동산 정보지 혹은 인터넷상의 임대전문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물건과 시세 등
을 파악한 후에 부동산업자와 접촉, 희망 물건과 추천 물건에 대해 폭넓게 한 번에 방문실사(見, 나이켄)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다.

ㅇ 역과의 거리
-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거리 80m를 도보 1분으로 환산하게 돼 있는데,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대기 시
간 등은 감안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2~5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보 15~20분 거리의 물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보
15분으로 표기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동일 수준의 물건이어도 역에서의 거리가 5분 정도 차이 난다면, 월 임대료 역시
5,000-15,000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

ㅇ 입지여건
- 도로나 철로 인근의 경우, 의외로 소음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특히 야간) 유의해야 하며, 다이에이, 이토요카도, 자스코, 세이유 등 대

형 슈퍼가 인근에 있는 경우가 물가가 저렴하다. 부근에 유흥가가 있을 경우 소란스럽고 사고도 많다. 건축 연수가 오래된 경우, 임대료는
싸지만 입주 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차고 증명
-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차고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주차장도 별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도쿄는 월 30,000~50,000엔 전후, 기타 지역은 월
15,000~35,000엔 정도이다. 자동차 등록 시 차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고 증명서를 차고지(주차장)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주차장에 대한 복비(통상 1개월 치)도 지불해야 한다.

ㅇ 협상 내용
- 임대 조건 중 보증금은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에어컨이 방마다 부착돼 있지 않으면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월 5,000엔 정도 임차료를 올려주고 1대를 추가로 달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감안해 협상을 해야 한다. 거주 기간
을 감안해서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어느 쪽이 이익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에어컨이 설치돼 있을 경우는 에어컨이
집의 설비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설비일 경우 고장 시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

ㅇ 외국인 계약 가능 여부
- 외국인(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보여주지 않도
록 지시해 두고, 회사 계약(법인 계약이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이 되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통보해 주면 집 구하기가 수월하다. 일본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실 현지 직원의 양해를 얻어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대
비도 필요하다.

ㅇ 차후 문제 대비
- 통상 부동산업자만 만나고 집주인과 대면할 기회가 없으므로 집을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 연락해 두
어야 한다. 퇴거 시 원상 복구비를 물어야 하므로, 못 구멍, 벽의 흠집, 창의 알루미늄 창틀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일본의 임대 주택의 경우, 위치, 입지와 함께 조망, 전경 등이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체로 고층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전화
가까운 NTT 전화국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일본 전국의 기본 통신망은 한국의 KT에 해당하는 NTT가 관리하고 있다. 단,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으로 나뉘어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춰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같은 플랜이라도 요금은 NTT 동일본 쪽이 약간 저렴).
최근에는 빅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코지마, 노지마, 야마다 전기 등 일본의 대형 가전제품 양판점에서 전화기 코너 옆에 유선회선 가입
코너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 가서 문의하는 것도 좋다. 단, 계약을 위해서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통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전화 신청 시에 인터넷 회선을 함께 신청하면 기본요금이 저렴해지는 요금제가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ㅇ 신청방법: NTT(116)에 연락해서 가입(거주지에 따라 전화 회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전압/플러그
전압은 100V, 주파수는 50/60Hz를 겸용하며 플러그는 A형 2구 콘센트로, 한국의 220V, 60Hz, C형 2구 콘센트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
국제품의 일본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과 다른 50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역(주로 동일본)에서는 한국제품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제품은
50Hz/60Hz 겸용 제품이 많으나 사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식수
기린, 산토리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한 편으로 100엔 전후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치할 경우나 요리를 할 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한편 국토교통성의 자료"2018년도 일본 수자원 현상에 대해"에 의하
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10개국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일본의 수돗물은 고도의 정수시설을 바탕으로
수질이 높아 "음용불가"라는 표기가 없는 한 마셔도 무방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신차 구입 시, 흥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딜러를 돌아보고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메이커 직계의 판매망이 판매 회사별로 나뉘어 있어
일부 메이커의 경우, 원하는 차종이 있는 전문 매장에 가야 구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요타의 전문매장은 도요타, 카로라, 도요펫, 넷
츠, 렉서스(5종류) 등이다. 메이커 직계 중고차 전문 매장이 있으며, 중고차임에도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이 많으므로 구입 시 문
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타 추가적인 금액도 고려해야 한다.

1)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거주하는 시구정촌(市町村)에서 발급)
- 인감 및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 급여소득의원천징수표(대출이 필요할 경우)
- 보증인(대출을 받아 첫 구입 시)
- 차고증명서(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차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신청서
-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 보관장소 소재지, 배치도
- 신분증
- 운전면허증

2) 각종 세금

ㅇ 차량 가격 이외에도 자동차 취득세와 소비세가 부과
- 자동차 취득세는 신차·중고차를 불문하고 구입했을 때의 취득 가격에 과세되는 것으로, 자가용은 3%, 영업 차량과 경자동차는
2%가 세액이 된다. 또한 취득 가격 50만 엔 이하는 면세이다. 저공해 차 등에 대해서는 특례조치가 존재하며, 소비세가 10%로 상승하면
자동차 취득세는 폐지되고 환경성능비율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ㅇ 자동차 중량세와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 중량세와 자동차세 (경차는 경자동차 세)가 있다. 자동차 중량세는 자동차 무게
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으로, 세액은 0.5톤당 연간(경차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납세자는 차량 검사 시에 유효 기간 분을 선납한다. 자동
차세(경차는 경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중간에 폐차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간만큼 분이 반환된다. 그러나 경차 세금은 월할 제도는 없다.

ㅇ 차고 증명 및 차량 주차비
- 차를 세워둘 곳이 있다는 차고 증명이 없으면 일본에서는 차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준비하거나 차를 구매할 때 딜러에게 대행
을 맡긴다.
- 일본은 교통 규칙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차량 주차비 월 30,000-50,000엔이 소요된다.

차량가격
한국에서도 익숙한 일본 자동차 가격은 일반적인 모델로 봤을 때 250~500만엔 정도이다.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닛산, 스즈키,
혼다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도요타: https://toyota.jp
- 닛산: http://www.nissan.co.jp/
- 스즈키: http://www.suzuki.co.jp/
- 혼다: https://www.honda.co.jp/auto/?from=navi_header

운전면허 취득
일본의 교통법은 한국과 달라 철길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차할 것,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유턴 가능, 청색 신호 시
직진뿐만 아니라 좌·우회전도 가능 등의 차이점이 있다. 운전석도 한국과 반대이다.

1) 면허 취득 이외의 방법

ㅇ 국제면허증
- 한국인의 경우 국제면허증으로 최대 1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일본 면허를 따거나 전환해야 한다.

2) 면허 취득

ㅇ 외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 운전면허증은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수속은 거주지 근처의 운전면허 센터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다
.
-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시에는 외국 면허증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 통산해 3개월 이상 체재했다는 것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하며(여권 등 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또한 외국 면허증이 유효기간 이내여야 한다.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병력, 사진, 주민표 혹은 여권,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혹은 재류카드, 외국 면허증, 면허증 일본어 번역본, 수수료 등이 필요함.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1) 일본 주요 은행

ㅇ 미쓰비시도쿄UFJ은행(三菱東京UFJ): 일본 최대 규모 은행(총자산 311조 1,389억엔, 2019년 기준)

ㅇ 유초은행(ゆうちょ): 한국의 우체국은행과 비슷하다. 우정민영화로 인해 2006년 우체국과 분리되어 유초은행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총자산 208조 9,741억엔, 2019년 기준)

ㅇ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 일본 내 3위 은행으로 일본 재벌기업인 미쓰이그룹(사쿠라은행) 과 스미토모 그룹(NEC의 모회

사)의 스미토모 은행이 합병(총자산 203조 6,591억엔, 2019년 기준)

ㅇ 미즈호은행(みずほ): 일본 최초의 은행인 제1 국립은행이 전신으로, 제일권업은행(제일국립은행), 후지은행, 일본흥업은행의 3개 은
행이 합병되어 2002년 발족(총자산 200조 7,922억엔, 2019년 기준)

2) 한국계 은행

한국계 은행으로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한국 주요 은행의 지점이 존재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SBJ은행이라는 일본 은행
법에 따라 현지 은행업을 전개하고 있다.

3) 기타 참고사항 : 라쿠텐은행, 세븐은행 등 기존 금융업 이외 기업의 은행업 진출, 무점포 온라인 운영 등을 시행 중

계좌 개설방법
1) 일본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사항

ㅇ 체재 기간 : 단기체제(90일 이내)의 경우 일본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장기체재비자(90일 이상)를 소지하
고 있어도 실제 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ㅇ 주소 : 사는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이유를 자세하게 묻거나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 근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준비물

ㅇ 본인확인서류 : 운전면허증, 재류카드 등 본인의 얼굴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은행에 따라 사원증, 학생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및 준비 필요
** 재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ㅇ 인감(도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사인으로 대체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ㅇ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도 가능)

3) 추천은행

유초은행은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기 쉬운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개설이 가능하나 입출금 및 저금만 가능
하고 송금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송금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나고야 국제 중고등학교 (名古屋際中高等校)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나고야
중고 연계 코스와 국제교양학과 3학년 선택과목으로 모의유엔 활동을 하는 등 특수교육으로 국제인재를 육
성한다.

입학금 220,000엔
수업료 47,900엔/월
http://www.nihs.ed.jp/

ㅇ 도쿄도립 국제 고등학교 (東京都立際高等校)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도쿄
일반 국제코스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코스로 구분.
일반과목과 더불어 국제이해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료 118,800엔(취학지원금제도 인정자는 면제)
학년별 약 10만엔 정도의 학비 발생
http://www.kokusai-h.metro.tokyo.jp/index.html

ㅇ St.Mary'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도쿄
남학교로, 유치원 및 초, 중 고등 과정을 보유, 교육언어는 영어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가능
기본 2,300,000엔, 학년에 따라 추가요금 존재
https://www.smis.ac.jp/
가톨릭계 학교

ㅇ 센리 오사카 인터내셔널스쿨 (SI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오사카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성,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과정 도입 학교

학비(수업료 및 기타 교육비) 1,240,000엔
입학금 300,000엔
https://www.kwansei.ac.jp/sis/sis_016613.html

ㅇ 후쿠오카 인터내셔널스쿨 (FIS)
도시명

후쿠오카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초, 중, 고등부로 구성.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가능
3-4세 : 1,349,000엔/년
유치원 - 5학년 : 1,372,000엔/년
6-8학년: 1,482,000엔/년
9-10학년: 1,593,000엔/년
11-12학년: 1,657,000엔/년
https://www.fis.ed.jp/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아이치현립 아사히가오카고등학교 (愛知立旭丘高等校)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나고야
보통과와 미술과가 있음.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요소 도입 등 문부과학성 슈퍼 글로벌 하이스쿨
(SGH)로 지정

입학금 5,650엔
수업료 118,800엔(연간)
http://www.asahigaoka-h.aichi-c.ed.jp/

ㅇ 동경한국학교 (東京韓校)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도쿄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구성.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중등부 1학년 기준으로 보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 266,900엔 정도

http://www.tokos.ed.jp/smain.html
한인학교

ㅇ 사립 후타바중고등학교 (私立雙葉中高等校)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도쿄
일본인 현지학교이지만 입시를 봐야 입학이 가능한 사립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계 교육으로 학년에 구
속받지 않는 수업과 고등학교 입시를 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다.

중학교 1학년 기준 초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1,164,800엔
https://www.futabagakuen-jh.ed.jp/

비고

카톨릭학교, 여중여고

ㅇ 금강학원 (金剛園)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오사카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구성. 동경한국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이 특징
ㅇ 연간 수업료
- 초등부: 120,000엔
- 중등부: 192,000엔
- 고등부: 437,600엔
http://www.kongogakuen.ed.jp/
한인학교

ㅇ 후쿠오카현립 후쿠오카고등학교 (福岡立福岡高等校)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후쿠오카
후쿠오카 지역 명문 고등학교.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른다. 특색있는 교육으로는 캠
브릿지 대학과의 교류 등이 있다.

수업료 9,000엔 등

http://fukuoka.fku.ed.jp/intro/pub/list.aspx?c_id=87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ㅇ 나고야시립대학병원 (名古屋市立大病院)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나고야
名古屋市瑞瑞町川澄1番地
+81-52-851-5511
종합병원

ㅇ 게이트타워 스완치과 (ゲートタワースワン科)
도시명

나고야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名古屋市中村名1-1-3 JRゲートタワー 26F
+81-52-562-1700
치과

ㅇ 우에노 내과 클리닉 (うえの科クリニック)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나고야
名古屋市熱田八番2丁目2－17
+81-52-659-1501
내과

ㅇ JR 도쿄 종합 병원 (JR東京合病院)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谷代木2-1-3

전화번호

+81-3-3320-2210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김치과 의원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비고

도쿄
東京都新宿歌舞伎町2-41-8 植木ビル201
+81-3-3207-8461
치과

한국어 대응 가능

ㅇ 치요다구 휴일 응급 진단소 (千代田休日急診療所)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비고

도쿄
東京都千代田九段北1丁目2-14 千代田保健所&quot;
+81-3-5211-8202
내과, 소아과

휴일 영업

ㅇ 오사카 시립 종합 의료센터 (大阪市立合療センター)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오사카
大阪市都島都島本通2-13-22
+81-6-6929-1221
종합병원

ㅇ 아이치과 나가호리바시원 (あい科 長堀橋院)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비고

오사카
大阪府大阪市中央南船場１－１０－１２ ラインビルド南船場
+81-6-6267-0102
치과

22시까지 진료

ㅇ 고토 내과 클리닉 (後藤科クリニック)
도시명
주소

오사카
大阪府大阪市中央谷町1-3-5 アンフィニィ天橋2F

전화번호

+81-6-6946-8778

진료과목

내과

ㅇ 규슈대학병원 (九州大病院)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東馬出3-1-1

전화번호

+81-92-641-1151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하타노 치과의원 (はたの科院)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후쿠오카
福岡福岡市博多比町５－２ 野原ビル１Ｆ
+81-92-481-2418

진료과목

치과

ㅇ 규슈종합진단클리닉 (九州合診クリニック)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후쿠오카
福岡市博多博多前3-25-21 博多前ビジネスセンター1F&quot;
+81-92-482-1600
내과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나고야 사카에 미츠코시 백화점 (MITSUKOSHI)
도시명
주소

나고야
名古屋市中3-5-1

홈페이지

https://mitsukoshi.mistore.jp/store/nagoya/index.html

비고

도쿄 니혼바시에 본점을 두는 미츠코시 백화점의 나고야 분점

ㅇ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도쿄
東京都谷谷2-24-12
https://www.shibuya-scramble-square.com/
도쿄 관광명소 시부야에 신규 건립된 쇼핑몰로, 쇼핑, 레스토랑과 함께 옥상 전망시설을 통해 도쿄 전경을
관람 가능하다.

ㅇ 도쿄 소라마치 (Tokyo soramachi)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도쿄
東京都墨田押上一丁目1番2
http://www.tokyo-solamachi.jp/
도쿄 스카이트리 부근에 위치한 쇼핑몰로 관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다.

ㅇ 오사카 타카시마야 (大阪タカシマヤ)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오사카
大阪市中央難波5丁目1番5
https://www.takashimaya.co.jp/osaka/
오사카 난바지역의 랜드마크 겸 대규모 쇼핑몰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ㅇ 커낼시티 하카타 (キャナルシティ博多)
도시명

하카타

주소

福岡福岡市博多住吉1-2

홈페이지

https://canalcity.co.jp/

비고

후쿠오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 중앙광장에서는 분수 쇼를 볼 수 있다.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 식품점
ㅇ 세이죠 이시이 (成城石井)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나고야지점
名古屋市中村名1-1-4 名古屋うまいもん通り (나고야 지점)
각종 식료품 및 수입식품

전국구 슈퍼마켓. 다소 가격대가 높은 수입식품도 판매.

ㅇ 이토 요카도 (Ito Yokad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오사카지점
大阪府大阪市阿倍野阿倍野筋1丁目6-1 (아베노 지점)
각종 식료품

세븐일레븐 계열사. 본사는 도쿄.

ㅇ 이온(AEON)
도시명

치바 마쿠하리신도심점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千葉千葉市美浜豊砂1-1他(마쿠하리신도심점, 도교 지역 최대 규모)
각종 식료품 및 생활용품

일본 국내 175개 점포가 있음.

ㅇ 마루쇼쿠(マルショク)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후쿠오카지점
福岡市博多博多南2-8-16(하카타점)
각종 식료품
서일본 지역 슈퍼마켓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ㅇ 나고야 골프 클럽 ( 名古屋ゴルフ部)
도시명

나고야

주소

愛知愛知郡東町大字和合ドンドロ35

홈페이지

http://nagoyagolfclub-wago.com/

소개

나고야 인근에 소재한 골프장

ㅇ 나고야 스포츠 센터 ( 名古屋スポーツセンター)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비고

나고야
名古屋市中門前町1-60
http://nsc-osuskate.jp/
나고야에 소재한 스케이트장

아사다 마오 선수 등 일본의 유명 피겨 선수들의 연습장

ㅇ 도쿄 다츠미 국제 수영장 (東京辰巳際水泳場)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도쿄
東京都江東辰巳2丁目8-10
https://www.tef.or.jp/ttisc/

소개
비고

도쿄에 소재한 수영장

국제 경기가 열리는 유명한 수영장

ㅇ 도쿄 국제 골프 클럽 (東京際ゴルフ部)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도쿄
東京都町田市下小山田町押沼1668番地1
http://www.kokusai-net.co.jp/tkgc/
도쿄에 소재한 골프장

ㅇ 메이지스포츠프라자 중앙옥내풀(明治スポーツプラザ中央屋プール)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島之2丁目7-8

홈페이지

https://meijisp.jp/chuo-pool/

소개

오사카에 소재한 수영장

ㅇ 코가 골프 클럽 (Koga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후쿠오카
福岡古賀市鹿部1310-1
http://www.kogagc.co.jp/
후쿠오카에 소재한 골프장

ㅇ 스포츠 클럽 NAS 하카타 (スポーツクラブNAS博多)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후쿠오카
福岡市博多東那珂1丁目14-46 フォレオ博多（クイズモール博多）3F
https://www.nas-club.co.jp/hakata/
후쿠오카에 소재한 피트니스센터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1-01-01

성인의 날

2021-01-11

건국기념일

2021-02-11

天皇誕生日(일왕탄생일)

2021-02-23

매년 2월 23일(2020년의 경우 일요일로, 월요일로 대체휴일 적
용)

춘분의 날

2021-03-20

매년 춘분

쇼와의 날

2021-04-29

※골든위크 시작(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휴일이 모여있는 장기
휴일)

헌법기념일

2021-05-03

녹색의 날

2021-05-04

어린이 날

2021-05-05

바다의 날

2021-07-22

2021년만 해당

스포츠의 날

2021-07-23

2021년만 해당

산의 날

2021-08-08

2021년만 해당

대체휴일(산의 날)

2021-08-09

2021년 산의 날 대체휴일

경로의 날

2021-09-20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

추분의 날

2021-09-23

매년 추분

문화의 날

2021-11-03

근로감사의 날

2021-11-23

매년 1월 둘째 주 월요일

<자료원 : 일본 내각부 국민의 휴일 페이지>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