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역안내사법에 근거한 등록단체

사단법인 일본관광통역협회
http://www.jga21c.or.jp/

협동조합 전일본통역안내사연맹
http://www.jfg.to/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통역가이드＆커뮤니케이션·스킬 연구회

http://www.gicss.org

큐슈통역가이드협회
http://www.tsuyaku-guide.jp

히로시마통역가이드협회
http://www.j-higa.net/

칸사이통역가이드협회
http://www.kiga-hp.com

중국어통역안내사회
http://cgo-japan.org/

오키나와통역안내사회
Mail：oiga.okinawa.info@gmail.com

전일본-한일통역안내사회
Mail：j_kgo@naver.com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일본통역안내사연합
Mail：okamura3@oksemi.co.jp

도치기현 통역안내사협회
http://www.totak.org

통역안내사
「일본문화와 역사의 탐방회」
Mail：info@violin.jp

후지의 나라 야마나시통역안내사회
Mail： yumi@if-team.co.jp

관광청관광지역진흥부관광자원과

TEL: ０３-５２５３-８９２４

http://www.mlit.go.jp/kankocho/index.html

○ 통역가이드 검색시스템
http:// www.guidesearch.jp JNTO 홈페이지

(한국어)
http://www.welcometojapan.or.kr/visit/etc_information.asp
(영어)
http://www.jnto.go.jp/eng/arrange/essential 
/guideservice.html
(중국어)
http://www.welcome2japan.cn/arrange/essential/profession
al_guides.html
http://www.welcome2japan.hk/arrange/essential/profession
al_guides.html

ＴＩＣ（Tourist Information Centers)
도쿄 유라쿠쵸 전화
전화：03-3201-3331

나리타국제공항 제1터미널
전화：0476-30-3383

나리타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화：0476-34-5877

간사이국제공항
전화：0724-56-6025

"YOKOSO"는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대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쇄물은 100%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역가이드에 대한 기본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안내소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통역가이드 서비스 소개

더욱

일본에 다가갈 수 있다!

예약방법, 요금등 상세사항 조회처



통역가이드란?
통역가이드란 통역안내사법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행하면서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여 여행안내를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인정된 가이드입니다.
통역가이드는 어학능력 외에 일본의

지리, 역사, 산업, 경제, 정치, 문화 등
폭 넓 은 분 야 에 관 한 지 식 에 대 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타이어 에
대응하는 통역가이드가 전국 각지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여행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역가이드를 이용하는 좋은점은?

당신의 귀중한 일본여행 기회가 보다
즐겁고, 인상 깊은 것으로 됩니다.
통 역 가 이 드 는 그 야 말 로

「민간외교관」으로서 일본 및 지역의
매 력 을 정 확 하 고 흥 미 롭 게 일 본 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 여러분께 직접
자신의 말로써 소개합니다.
「볼만한 곳은?」, 「고장의 역사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서 사는지?」, 
「신사와 절에서는 왜 참배를 하는지?」 등
거의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해 드립니다.
그리고 통역가이드와의 교류를 통하여

일반적인 여행에서는 좀처럼 알 수 없는
일본사람의 생각과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습니다.

이용시의 주의

최근에 정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여행안내를 하고
있어 여행자와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가이드는 통역안내사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50만엔 이하의 벌금).

위법 가이드에 의한 여행안내는 당신의
귀중한 일본여행 기회를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규 통역가이드는 업무개시전에
반드시, 또는 업무수행중에도 요구에
따라 등록증 또는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행안내를
받으실 때는 당신의 가이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