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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m Retreat Center(아부람 수련원)- 
 

아부람수련원은 일본 히다 후루가와시 “현립자연공

원(일본의 自然100選地)” 우진강48폭포가 흐르는 천

해의 휴양 산림 속 20,000坪 자연휴양림 속에 위치

에 있는 비영리기관(Non-

profit Organization Retreat 

Center)입니다. 일본의 立敎

대학 교목으로 있던 히로시 오오고 大鄕 博 선생에 의해 

25년 전 설립된 기관으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 것인가-How to live with the 

nature”를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

며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Facilities) 

약 300여 년 된 일본의 古家를 보수한 두 곳의 수련관동, 전천후 

바비큐 파티장, 가마솥목욕탕(장작불에 계곡 水를 장작으로 데워 가

마솥 안에서 하는 목욕시설), 세미너(Seminar Room)장, 식당(Dining 

Room), 숙박시설(50여명까지 숙식 가능한 전통적인 일본식 다다미

(たたみ) 침

실), 일본식 

욕실(Japanese Bath), 자연휴

양림 산책로, 일본 온천(수

련관에서 300m 거리), 

Piano, Cro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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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Location) 

한국에서는 김포/인천공항에서 나고

야중부공항에 도착하여 기차로 약 2

시간 거리 Hida-Frugawa시로 오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도야마공항까지 

비행기로 와 약 1시간 거리인 Hida-

Frugawa시까지 기차로 오는 방법, 또는 동경이나 오사

까를 통해 신간센으로 오는 방법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람수련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What to use from Abram Retreat Center? 

1) Retreat: 교회나 각 기

관 학교 각종단체에서 

일본 북알프스 산맥 

자락에 위치한 아브람

수련관에서 수련회 등

으로 이용됩니다. 

2) Seminar: 학교나 교회 

각종 단체에 세미나 시설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3) Family Vacation: 북알프스의 풍부한 산림관광

지(다네야마 구로

베댐 관광, 가미

고지등산 또는 

관광, 천년설에서 흘러 내리는 풍부한 유량

의 강에서 각종 Water Sports, 일본전통 溫泉

浴, Bar-Be-Que Party, 환상적인 일본의 Sushi-식도락 etc. 

 

주변 유명관광지(Famous Sightseeing Place) 

나고야성(Nagoya Castle)     구로베댐(Kurobe Dam)에서 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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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데야마(立山)국립공원 

 

 

 

 

 

 

 

 

 

노리쿠라산(Mount Norikura, 乗鞍岳) 해

발 3,025m 산으로 2,800m 까지는 버스로 

올라 정상까지는 산책코스로 절경을 즐길 

수 있다.  

 

 

 

아브람수련원은 한국교회, 학교, 각종 기관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행사나 세미나 또는 휴가 계획을 

상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메일 abram@hidatakayama.ne.jp 전

화 +81 57 772 4219 또는 Abram의 한국인 친구(Mobile 010-8885-

8331)로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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