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미래창조학원
유학,여행자 대상 플랜
일본생활 체험 거주형
기본플랜 A 일본생활 체험 거주형 （10살～어른）
1개월 플랜

기본형 ;a+b=30만엔 （보험료 별도）
a） 기본요금 25만엔
생활을 함께하는 스탭들의 인건비, 거주공간, 식비 (외식은 포함되지 않음), 각종 광열비, 학원으로 통학하는 교통비, 이동경비 등
b）일본어교육 5만엔
(일본어회화, 글자연습, 서도,일본인과의 공동수업, 교류.)
매주 월요일～금요일 하루평균 3시간～4시간 (토,일,경축일,교류회 날은 수업 없음)

기본플랜 B 일본생활 체험 거주형 (어른)

1개월 플랜 기본형 20만엔 （식사 제공하지 않음, 보험료 별도）
거주공간,각종 광열비, 스탭들의 인건비.
옵션형 : 기본형＋P*＝25만엔

기본플랜 C 기본형 25만엔

거주공간, 각종 광열비, 스탭들의 인건비, 식비 등
옵션형 : 기본형＋P*＝30만엔
*P（옵션; 일본어 교육） 5만엔
일본어회화, 글자연습, 서도교실, 일본인과의 교류 등

옵셔널 stay:
1 역사체험형
a） （미에현내）¥15,000엔～／하루（인솔자, 식사, 입장료, 교통비 포함）
일본의 시골마을, 이세신궁의 외궁과 내궁, 그 외의 이세의 유서깊은 신사와 절 순방
미에현 이가市의 닌자마을 체험 등
b） （미에현 외의 당일코스）¥ 30,000엔～（인솔자, 식사, 교통비, 입장료 포함）
나라(奈良),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시가(滋賀), 기후(岐阜) 등의 유서깊은 신사와 불각, 성 등을 순방
c） （미에현 외의 숙박이 필요한 플랜） *상세한 것은 문의해 주십시오. 희망사항에 맞춰 기획하겠습니다.

2 전통문화 체험형
a） 진짜 기모노를 입어 보자！（¥3,000엔～）
유카타, 용도별로 다양한 기모노（프로사진가의 촬영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b） 이세, 일본음식 순방 （¥1,500엔～）
이세우동, 이세 달콤한양념치킨, 된장국, 삼각김밥, 회, 초밥, 향토요리, 일본과자, 떡, 스키야키, 갈비, 돈까스, 닭꽂이 구이, 튀김, 라면, 메밀국수, 다코야키(문어 풀빵),
야키소바(볶음면), 녹차, 오뎅, 본격적인 일식 요정요리, 정진요리(고기나 생선을 쓰지 않은 야채중심 요리) 등

c） 문화 체험튜어 （¥3,000엔～）
축제와 이세온도(이세의 전통 노래와 춤), 일본장구, 일도조(조각 체험), 반코야키(이세도자기 체험), 도예, 매듭 체험

d） 최신 문화 체험튜어 （¥20,000엔～(당일로 갔다올 수 있는 지역), ¥40,000엔～(숙박이 필요한 지역)）
애니메이션, 만화, 코스프레 체험, 피겨, 쇼핑, 걸즈콜렉션 발상지 순방 등.

e） 일본의 과학여행 （요금은 문의해 주십시오）
노벨상 수상자 대학방문 (동경대, 기타사토대, 나고야대, 교토대 등), 기후현 슈퍼카미오칸데(뉴트리노) 등

f） 말다(抹茶) 다도체험 （¥3,000엔～）
g） 서예 체험（書道） （¥3,000엔～）
h） 좌선 체험 （¥5,000엔～）
미에현 내외의 사원, 자연공원에서 실시.

특별메뉴

（¥150,000엔～）
일본의 설날 연말연시 약１주일간
전통적인 설음식, 새해 신불참배 (기모노 착용 가능), 새해 첫서도
초특별메뉴
（요금은 문의하세요）
일본 결혼식
● 일본의 전통의상을 입고 결혼식！
● 기념촬영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 ( 프로사진가의 촬영 가능)
시가 1000만엔 하는 시로무쿠(혼례용 흰색기모노), 우치카케(기모노 위에 걸치는 예복)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 1주일, 2주일, 3주일 등, 체재기간이나 플랜 편성에 관해서, 상담 가능.（플랜을 짠 후 요금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외에 희망하시는 메뉴 등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가능한 한 대응하겠습니다.
◎ 이용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어필 포핀트】

① 이세는 일본인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② 이세市는, 연중 따뜻한 기후로 활동하기 좋습니다.
③ 체재할 곳 근처에 공립종합병원(세키주지병원赤十字病院)이 있고 홈닥터가 80 있어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모두1분～30분 이내）
④ 치안도 좋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⑤ 본 학원은 이세시 국제교류과와 연휴를 맺고 있습니다.
⑥ 일본, 이세의 전통문화 전문 스탭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⑦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스탭진이 있습니다.
⑧ 본 학원에는 정통적인 일본을 숙지하고 있는 달인이 있습니다.
⑨ 본 학원은 일본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플랜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랜 활용 조건）

1 왕복 티켓, 각종 보험은 각자 준비해 주십시오
2 신체 건강할 것
3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 것 (일본에서의 보험은 별도)
4 자국과 일본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고, 생각할 것
5 일본, 이세市의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
6 체류처의 규칙을 지킬 것
7 본 학원이 정한 규약에 승낙 가능할 것

우리 어린이미래창조학원은, 일본의 한가운데에 입지하며, 미에현의 이세에 위치하는 특정비영리법인 “こども未来創造学園” 입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일본인의
성심성의의 접대와 일본의 진수를 체험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십시오.
어린이미래창조학원 국제교류지원사업부 World One 오오타니 미미 (大谷 み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