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ganization  TERAKOYA  of  JAPAN  

Location 
 10-9,1chome Imaicho, Kashihara City in Nara Prefecture 

  ZIP Code  634-0812 

Established In  April 20, 2015 

Chief Director  Yukio Katayama 

Website  http://www.terakoya-japan.com/index.html 

역사 · 문화 · 관광 체험 학습의 장「일본의 서당 日本の寺子屋」 

■일본의 서당寺子屋? 
＊고대부터 근대까지 장대한 역사와 낭만이 가득 담긴  

    "일본“탄생지誕生地 "나라奈良 · 가시하라橿原"에서 일 

    본을 알고배우고 ·  전하기 위한 관광 체험학습을 실시합 

    니다. 

＊국내 · 세계 사람들에게 '일본'에 대해 정확하고 매력적으 

   로 전할사람, おもてなし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육성을 목 

   표로 합 

   니다. (おもてなし- 오모테나시 : 대접, 환대) 

TERAKOYA of  JAPAN Website 

여관에서의 숙박체험 

체험 형 관광 

 고분 · 능묘 탐방 
 전국 각지 고대 

도시 투어 

 「농가農家」숙박 체험 

에도江戸 시대 식사 체험 

기모노 염색 

체험 

일본의 예의 ·  

おもてなし 강좌 



https://www.facebook.com/lukesjapan 

일본의 깊은역사와 멋진 현지정보를 세계로 발신! 글로벌 
현지 관광 서포터 
■ 주로 해외의 교육 기관 · 기업 등의 연수 여행시 '현지'와
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반으로 현지의 매력적이고 다양한 관광, 이벤트, 문화 교
류, 연수 등의 기획을 
제안 · 운영 및 전반을 지원합니다.  
■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광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국제
교류, 지역의 특산품개발 · 시장 창조등의 지역창생, 지역
현장의 뿌리깊은 비지니스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 Tourism Producer:  Momo Yoshida 

  E-Mail：yoshida@lukes-japan.com 

TERAKOYA of JAPAN  [Board Members] 

LUKES  Co.,LTD. 
LE GRATTECIEL BLDG. 7-425,  6-4-3  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105-0004 

Sightseeing, Travel and Event Planning 

일본의 깊고  멋진 지역 정보글로벌 지역 관광 서포트 

일본의 서당寺子屋  X   LUKES  

 
 

× 
TERAKOYA  of  JAPAN 

일본의 손꼽히는 지역의 매력을,  맛있
게! 재미있게! 풍요롭게 배우자! 

   
"일본"탄생지誕生地 "나라奈良 · 가시하라橿原" 

■ 카시하라橿原神宮 / 내배전

内拝殿 · 회랑廻廊 / 후카다 연

못深田池 / 카시하라신궁橿原 

神宮  사계개운四季開運 / 파워 

스폿 제비뽑기체험 

■ 이마이쵸今井町 / 에도江戸
시대에 타임 슬립!  

■ 깊고 멋진 지역의 매력 소개 

■ 지방의 숨겨져있는 명점名店 정보 
/  인기요리, 맛집, 특산품 소개 등 

이   름 이   름 소                      속 

관장（이사）   片山 幸士   Yukio Katayama 
인간 환경 대학 부학장  
교토대학 농업 박사 

이 사 장    植田 和男   Kazuo Ueda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일본 PFI · PPP 협회 이사장 

부이사장   加藤 和郎   Kazuro Kato 
나고야 학예대학 미디어 조형학부 영상 미디어학과 객원 교수 
전NHK  프로듀서팀장 

부이사장   沢     亜紀    Aki Sawa 

주식회사 아틀리에쥬로쿠 사장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일본 푸드 코디네이터 협회 이사 
일반 사단 법인 food consciousness 연구소 이사 
여자 영양 대학 단기대학부 비상근무강사 

이   사   東     博暢    Hironobu Azuma 

주식회사 일본 종합연구소 종합연구부문 
전략 컨설팅부 
융합 전략cluster장 

이   사   坂本 博子   Hiroko Sakamoto   奥明日香사라라 점주 

이   사   田中 伸幸   Nobuyuki Tanaka 
주식회사 콩그레  시설 · 인재 서비스 사업본부 
컨퍼런스 시설영업그룹 그룹장 

이   사   田邊   勤    Tsutomu Tanabe 주식회사 타나베 사무소 사장 

이   사   田端 航也   Kazuya Tabata 주식회사 創発 대표 이사 

이   사   中谷 昌紀   Masaki Nakatani 일반 사단법인 가시하라시橿原市 관광협회 회장 

이   사   野原   裕    Yutaka Nohara 일본의서당寺子屋사무국장 

이   사   吉岡 幸雄   Yukio Yoshioka 染司요시오카 주재 

감   사   岩崎 光成   Mitsunari Iwasaki  - 

2015.09.08_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