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 뉴딜'과 함께하는 일본 도시계획 해외시찰
- 제1차 : 일본의 ‘스마트 도시재생’ -

담당 : 이연희 (02-568-1866, yhlee@kpa1959.or.kr)

연수내용 제1차 : 일본의 ‘스마트 도시재생’

주요일정

제1일 : 인천-나고야 입국(대한항공)

        토요타 에코풀타운 시찰

제2일 : 모토하코네 세키쇼지구 탐방, 요코하마 MM2I 탐방

제3일 : Fujisawa SST 시찰

제4일 :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시찰, 후나바시 모리노시티 시찰

제5일 : 마쿠하리 신도시 베이타운 탐방

        나리타-인천 귀국(대한항공)

주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담당자의 역량강화 

도모를 위한 해외선진사례 시찰

- 일본의 유형별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관련기관과 현장시찰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굴 및 운영관리에 활용 도모 

참가대상 및

정원

중앙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업무 담당자

선착순 20명 (기관별 제한있음)

모집기한 2018년 8월 20일(월) ~ 2018년 9월 7일(금) 17:00

여행기간
2018년 10월 2일(화) 10:40 출발

2018년 10월 6일(토) 17:55 도착

답사경비 및

납부방법

- 회원(회비완납)

    * 답사경비 : 1,680,000원(1인당), 부가세 별도

    * 예 약 금 : 500,000원

    * 잔    금 : 1,180,000원 

- 비회원

    * 답사경비 : 1,780,000원(1인당), 부가세 별도

    * 예 약 금 : 500,000원

    * 잔    금 : 1,280,000원 

    

* 예약금 납부기한 : 2018년 09월 21일(금)

* 답사비 완납기한 : 2018년 09월 28일(금)

* 기    타 : 싱글룸 신청시 240,000원 별도/1인 3박 기준

* 입금계좌 : 국민, 023537-04-002960, (주)엔에이치케이여행컨설팅

(담당자 : (주)엔에이치케이여행컨설팅 한소정 과장 (02-737-0011)

포함내역 항공, 호텔, 식사, 차량, 여행자보험, 입장료, 방문지, 신칸센 등

불포함내역 개인경비, 인솔가이드비용, 싱글이용비용

기타

1. 출발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항공 및 현지사정과 수배일정에 따라서 요금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가변 플랜입니다. 
3. 본 프로그램은 참가신청인원이 정원 미달시 답사경비 조정 혹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부일정표

일자 장소 교통편 시간 주요일정 비고

제1일

10/2

(화)

인천
나고야
도요타

나고야

KE741
(대한항공)
전용버스

07:30
10:40
12:30
15:30

17:3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G에서 집합 및 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중부(나고야) 국제공항 도착. 도요타 시내로 이동. 
【공식일정1】도요타 에코풀타운 견학 예정
 -저탄소 사회의 마을과 삶에 대한 체험이 가능한 정보발신거점. 
도요타시의 저탄소사회시스템 실증프로젝트 SMART MELIT의 
내용상영과 HEMS등을 전시하는 파빌리온, 스마트하우스, 차세
대자동차인 FCV를 충전하는 수소스테이션, 초소형 EV, 스마트
모빌리티파스, 식물공장, 교류의 광장 등이 있다. 

  

 나고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휴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나고야: 캐슬프라자 호텔급 또는 동급(2인 1실) 
 https://www.castle.co.jp/plaza/

제2일

10/3

(수)

나고야
나고야역
미시마역
하코네

도보
신칸센

전용버스

09:29
11:18

 호텔 조식 후 나고야역으로 이동(도보 10분)
 나고야역 출발(미시마역 향발)
 미시마역 도착 
 하코네로 이동(약 40분 소요)
【현지탐방1】아시호수 해적선, 검은 계란관 탐방 
 -수십만년전에 형성된 칼데라호수인 아시호수 해적선 이용하여 
호수 고마가다케 및 주변감상. 현재도 화산활동이 활발한 오와쿠
다니(검은달걀관까지)

  

【현지탐방2】하코네 세키쇼지구 시찰
 -도시재생 정비사례를 통한 관광지 재생사례 

  

 아타미로 이동(약 40분 소요)
 석식 및 온천욕 후 호텔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호텔식

(가이세키)

Hotel  아타미: 뉴아카오 호텔급 또는 동급(2인 1실) 
 http://www.i-akao.com/newakao/



일자 장소 교통편 시간 주요일정 비고

제3일

10/4

(목)

하코네
후지사와

요코하마

도쿄

전용버스
10:00

14:00

16:00

 호텔 조식 후 후지사와로 이동(약 1시간 소요)
【공식일정2】후지사와 SST 시찰 예정(1회 20명)
 -후지사와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으로 만들어졌으며 도시문
화와 가치관이 첨단기술과 결합한 마을만들기 사례. 파나소닉을 
비롯한 도쿄 가스, 도시바 등의 유수의 기업이 참여하여 기존의 
스마트시티보다 작지만 신재생 분산전원, 마이크로그리드, EV등
을 이용한 타운이다. 

  

 요코하마로 이동(약 40분 소요)
【문화탐방】미나토미라이21지구, 차이나타운 탐방 
 -낙후된 요코하마항과 주변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한 도시
수변 재개발지구. 조선소 및 관련 부지를 이용한 임해지구를 업
무와 쇼핑, 음악과 미술 및 엔터테이먼트가 공존하는 미래도시모
델 창조화 사업지구. 주변에는 일본 3대 차이나타운도 공존

  

 도쿄로 이동(약 1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도쿄: 뉴오타니인 호텔급 또는 동급(2인 1실)
 http://www.newotani.co.jp/inntokyo/

제4일

10/5

(금)

도쿄
후나바시

카시와

도쿄

전용버스
10:00

13:00

18:00

 호텔 조식 후 후나바시로 이동(약 1시간 소요)
【공식일정3】후나바시 모리노시티(스마트시티) 견학 예정
 -스마트쉐어타운을 컨셉으로 개발되었으며 스마트그리드, 태양
광 발전과 축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운용, 타운쉐어링 스마트모빌
리티, 패시브디자인을 연립주택에 적용.

   

 카시와시로 이동(약 1시간 소요)
【공식일정4】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방문 예정 
 -1회 20명 이상 시찰 불가 
 -에리어에너지 관리 시스템(AEMS)으로 제어되는 친환경 에너
지 시스템, 대학, 연구기관, 인큐베이션 시설을 통한 신산업창조
도시, 건강을 위한 스마트 웰네스 등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꾀하고 있다. 

  

 도쿄로 이동(약 1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도쿄: 뉴오타니인 호텔급 또는 동급(2인 1실)
 http://www.newotani.co.jp/inntokyo/



일자 장소 교통편 시간 주요일정 비고

제5일

10/6

(토)

도쿄
마쿠하리

나리타
인천

전용버스

KE002
(대한항공)

10:00

17:20
19:55

 호텔 조식 후 마쿠하리로 이동(약 1시간 소요) 
【현지탐방3】마쿠하리 베이타운 견학
 -도쿄인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조: 호텔식

중: 현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