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한경과 부관훼리가 함께하는명품역사기행 ♣ 메이지유신과 하기 도자기의 발상지를 가다 ♣

출발일

2018년 09월 13일(목) ~ 09월 16일(일) 3박 4일
* 부관훼리 왕복비용, 양국 항만세 포함, 선실 1등실(2~4인실) 기준
* 호텔은 2인1실 기준이며, 싱글 이용시 별도 차지가 발생합니다.

포함사항

* 현지 2일간 대형(45인승) 전용버스를 이용해 일본 전문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 식사-선내식 4회, 중식 2회(현지식), 석식 1회(호텔식)
* 일정상 표기된 입장료, 가이드 기사 팁,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기타 개인경비
* 항만세 & 유류할증료은 환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MARK
날짜
제1일

* 하기 일정과 호텔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 소
부

교통편

일

시간

정

식

사

17:00 ‣ 부산 신국제여객터미널 3층 부관훼리 카운터앞

산
부관훼리

18:30 <주소: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206 신국제여객터미널>

9/13

‣ 출국수속 및 승선 후 선내 편의 시설(면세점, 대욕장, 노래방등..) 이용

(목)

선내식 석식 후 휴식

석 : 선내식

♠선상 강연회(약120분)
숙소：부관훼리 성희호 (2~4인실 1등실 기준) * 개인 세면도구 지참

https://www.pukwan.co.kr/
제2일

‣ 시모노세키 항 도착 입국 수속 후 버스 탑승 이동

시모노세키
전용버스

9:00

조 : 선내식

♠아카마신궁-조선통신사 사절단의 객관으로 이용한 1185년 건립된 신궁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 200여년간 총12번의 조선통신사들의 파견중에 일본본토

9/14

착륙지를 기념하여 새워진 기념비

(금)

♠시모노세키 청일강화기념관
하

하기 이동[약1시간30분 소요]

기

♠사카 고라이자에몬가마 - 하기야키(도자기)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조선도공 이작광과

중 : 현지식

이경 형제에 의해 기술이 전해지며 약4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
<현 계승자 사카유우타님에 의한 가마 안내 및 선대작품 관람>
길이 협소하여 승합차로 환승 후 이동
♠쇼카손주쿠&요시다쇼인 역사관-쇼카손주쿠는 2015년「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유명한 무사였던 요시다 쇼인의 사설 학교이다.
불과 50평방미터의 작은 건물에서 문하생들을 지도한 기간은 불과 3년여에 그쳤지만,
에도시대 말기에서 메이지유신에 걸쳐 새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곳
♠이토히로부미 생가 - 쇼카손주쿠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초대총리였던 이토히로부미의
생가(농가)로 당시의 사진등을 볼수 있다. 그 바로 옆으로는 이토가 말년에 도쿄에 세운
건물을 이축해 현관, 사랑채, 본관 3동을 복원해 놓은 별채도 같이 볼수 있다

석 : 호텔식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온천욕♨)

(가이세키)

HOTEL: 전통온천료칸 하기 혼진(2인1실 화실기준) 또는 동급

http://www.hagihonjin.co.jp/
제3일

하

기

전용버스

8:00

호텔 조식 후 이동
♠하기 도자 자료관 - 하기야키(도자기)의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자료관

조 : 호텔식
(뷔페)

♠하기 성터 시즈키 공원-하기성터를 정비한 공원으로 성터구조를 잘 남긴것이 특징

9/15

원내에는 천수각터를 비롯해 메이지시대에 이축한 격식 있는 나시와가다실(梨羽家茶室),

(토)

화강암으로 된 반자이바시(万歳橋), 5월쯤이면 진달래가 피는 히가시조노(東園) 등의
고적이 남아 있다. 봄에는 600여 그루의 벚꽃이 피는 명소로 사랑 받는다
♠하기 명륜관-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창건한 하기 번의 번교에서, 1849년 13대 지방
영주 모리 다카치카에 의해 현재지에 이전 신축. 헤세이26년3월(2014년)까지 수업을

중 : 현지식

진행하였던 일본최대의 목조교사
나가토 이동[약50분 소요]

나가토

♠타와라야마 온천 마을(온천 및 족욕체험 & 온천물시음)
- 약1,100년전에 발견된 유서깊은 온천으로 강을 따라 전통여관이 늘어서있으며
소박하면서도 일본의 옛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전통의 분위기를 즐기수 있는 곳.
대부분의 여관안에는 온천시설이 없고 아침저녁으로 유카타 차림의 온천객들이
나막신 소리를 내며 공동욕탕으로 둘어서는 광경을 볼수 있다.
온천거리에는 원천이 흐르는 공동목욕탕, 노천탕, 족탕, 음천(마시는 온천수),
펫탕(애완동물이 이용하는 탕)이 있다.
시모노세키항 이동[약1시간 소요]

시모노세키

- 시모노세키 최대의 쇼핑몰인 씨몰(SEA-MALL)
부관훼리

17:30 ‣ 시모노세키항 도착 후 출국수속
19:00

승선 및 선실 배정 후 휴식

석 : 선내식

♠선상 에필로그(90분~120분 예정)
숙소：부관훼리 하마유 (2~4인실 1등실 기준) * 개인 세면도구 지참
제4일
9/16
(일)

부

산

부관훼리

8:40

‣ 선내 조식 후 하선
입국수속 후 해산

조：선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