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오픈 호텔 JAL시티 도쿄 도요스 330실
2020/1/22 오픈 리솔포슈텔 도쿄 아사쿠사  110 캐빈
2020/1/24 오픈 미쓰이 가든 호텔 롯폰기 프레미엄  257실

호텔 오픈 정보

withharajuku.jp/

2020년 봄에, 상업 시설 WITH 
HARAJUKU가 오픈.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라이프 스타일 잡화, 
스포츠, 의류, 화장품, 음식점 등이 
출점한다. 8층에 있는 파크뷰 레스
토랑에서는 메이지진구의 숲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하라주쿠역(JR) 

하라주쿠역 앞에 
신상업 시설 탄생

©2019, Takenaka Corporation

©2019, Takenaka Corporation

아리아케에 실내형 
미니어처・테마파크 
탄생

©Small Worlds©Small Worlds

©Small Worlds©Small Worlds

SMALL WORLDS TOKYO가 2020년 4월 25일 개업. 총면적 8,000 평방미터의 
넓은 시설은, 간사이 국제공항 구역과 세계의 거리 구역,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 
구역 등 7개의 구역으로 구성돼, 전시된 자동차와 전차가 달리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등 첨단기술에 의해 움직이는 미니어처 세계의 공간이다. 에반게
리온의 제3 신 도쿄시, 격납고는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재현한 움직임을 실현.
　아리아케테니스노모리역(유리카모메), 고쿠사이텐지조역(린카이선)
www.smallworlds.jp/

다케시바 지역에 신복합 시설
WATERS takeshiba 탄생

문화, 예술에 초점을 맞추어 ‘체험, 체감’을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가게들과, 테라스에서 
물가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 극단 사계의 3개의 전용 극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WATERS takeshiba（워터즈 다케시바）’가 2020년 4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 럭셔리 호텔 ‘메즘도쿄, 오토그래프 컬렉션(mesm 
Tokyo, Autograph Collection)’（265실）도 4월 27일 오픈.
     다케시바역(유리카모메), 하마마쓰초역(JR, 도쿄 
모노레일), 아사쿠사역(지하철), 다이몬역(지하철)
waters-takeshiba.jp/

©Provided by JR East©Provided by JR East
이번 호의 토픽
이번 호의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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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하바라에서 JR주오선으로 3분. 스모로 유명하며 
일본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개성적인 가게와 식당들도 있다. 

도쿄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옛스러운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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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쿠유

도모에가타

긴시초→

료고쿠�다카하시

료고쿠
국기관

스미다�가와 
강

스모박물관 
*시설개량공사로인해
  2020년 1월 10일까지�휴관

도쿄도�에도�도쿄박물관

구�야스다�정원

료고쿠 
테라스카페

요코아미쵸 
공원

료고쿠역
(지하철)

다이이치�호텔�료고쿠

맥주클럽�뽀빠이

료고쿠�뷰�호텔

펄�호텔 
료고쿠

료고쿠�리버�호텔
료고쿠�불꽃�자료관

MERIKOTI

IKIJI

스미다�호쿠사이�미술관

　　　 : VISA 등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로도 엔화 현금인출이 가능한 ATM 설치장소
　: 우체국 내 ATM          : 편의점 내 ATM   
※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는 각 점포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료고쿠

       미코쿠유
다양한 욕탕이 있는 검은색 온천수의 천연 온천. 
노천탕에서 스카이트리를 바라보며 온천을 만끽할 수 
있다. 성인 470엔(샴푸, 바디 클렌저 상비)
mikokuyu.com

        IKIJI
팩토리 브랜드. 폴로셔츠와 셔츠 등의 패션부터 지갑, 
명함지갑 등의 소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진열돼 있다.
ikiji.jp/en/

       료고쿠 다카하시
문구류와 손수건, 인형, 부채, 머그컵, 도시락 상자 등 
스모 관련 용품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는 가게.
www.instagram.com/ryogoku_takahashi/

       MERIKOTI
누노조리(천으로 만든 일본 짚신)와 발가락 양말, 다비 
양말(엄지와 나머지 발가락이 나뉜 양말) 전문점. 
일본풍의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만든 귀여운 실내화가 
인기. 누노조리 만들기 체험 워크숍도 참가 가능.
www.meri-koti.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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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가이드

        료고쿠 테라스카페
구 야스다정원 옆에 위치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피자（935엔～）와 파스타（968엔
～） 등의 요리를 맛 볼 수 있음은 물론, 겨울에는 코타
쓰석에서 즐기는 나베 코스도 등장한다.(예약제)
www.ryogokuterrace.jp/

c

         맥주클럽 POPEYE
70종류의 맥주를 취급하고 있으며, 크래프트 맥주의 
성지로써 대인기. 맥주 샘플러 세트（3종류 748엔, 10
종류 1,958엔）와 심혈을 기울인 요리 ‘흑맥주에 재운 
스페어립’（1,518엔）등.
70beersontap.com

b

        도모에가타
일식 쉐프가 만드는 전통 있는 
창코나베와 일식 전문점. 다도실 
풍의 프라이빗룸도 있다. 창코나베 
1인분（3,300엔）등.
www.tomoega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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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hei Haruta©Shuhei Haruta

도보 25분

도보 5분

산책 모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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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고쿠역（JR）

도모에가타

미코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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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산책

올해로 10주년 개최. ‘주얼리・올림푸스’를 테마로 한, 환상적인 열두 개의 
구역을 신설, 일본 내 손꼽히는 박력 넘치는 분수쇼에 레이저와 불꽃 연출도 
추가. 일루미네이션 속에서 스케이트와 썰매 액티비티도 개최된다.
　　나이트패스：2,500엔, 나이트입장：1,500엔
　 게이오요미우리란도마에역（게이오）에서 곤돌라 ‘스카이셔틀’ 또는 
오다큐버스, 요미우리란도마에역（오다큐）에서 오다큐버스

요미우리랜드 주엘루미네이션®
～주얼리・올림푸스～

www.yomiuriland.com/jewellumination/

–2020/5/6

5

©MOTOKO ISHII LIGHTING DESIGN©MOTOKO ISHII LIGHTING DESIGN

약 1.2km에 달하는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거리의 약 220그루의 가로수가 
마루노우치 오리지널 컬러 ‘샴페인골드’에 물들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라쿠쵸 지역에 ‘빛의 게이트’가 설치된다.
      도쿄역（JR, 지하철）, 니주바시마에〈마루노우치〉역（지하철）

마루노우치 일루미네이션 2019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거리, 도쿄역 주변 등

www.marunouchi.com/

–2020/2/16
（예정）

2

14번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디즈니영화 『알라딘』의 세계를 이미지한, 
환상적인 공간이 등장! 극중의 음악과 반짝이는 빛에 감싸인 일루미네이션은 
관람 필수!
      신바시역（JR, 지하철）, 시오도메역（지하철, 유리카모메）

Caretta Illumination 2019 
～아라비안 나이트～  카렛타시오도메

www.caretta.jp/Illumination/

–2020/2/14（예정）

1

도쿄 최대급의 일루미네이션 이벤트.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빛의 대형 분수와 
빛의 수목, 천공의 오로라, 벚꽃장식이 반짝이는 100m 빛의 터널 등, 빛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말을 만지거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벤트도 개최. 
　 　당일권：1,000엔　    오이케이바조마에역（도쿄모노레일）

TOKYO MEGA ILLUMINATION 
2019‒2020 오이 경마장

tokyomegaillumi.jp/

–2020/3/29

4

©TOKYO MEGA ILLUMI

‘화(일본스러움)’를 테마로, 만개한 벚꽃과 칠석, 후지산 등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빛과 소리로 표현한다. 세트장에 마련된 북을 치면, 활기찬 빛과 
소리의 연출이 시작되는 체험형 일루미네이션도 있다. 
      스이도바시역（JR, 지하철）, 고라쿠엔역（지하철）

도쿄돔 시티 윈터 일루미네이션～산자수명～
도쿄돔 시티 전지역

www.tokyo-dome.co.jp/illumination/

–2020/2/26

 3

신주쿠

도쿄

오이케이바조마에요미우리란도마에

게이오요미우리란도

스이도바시

1
2

3

5
4

겨울철 도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을 소개.

도쿄 일루미네이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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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 스크램블 교차점을 지상 230ｍ에서 바라볼 
수 있는 ‘SHIBUYA SCRAMBLE SQUARE’가 오픈

했습니다. 사방이 유리로 된 스타일리쉬한 외관. 14층의 엘리베이터로 옥상 
전망 시설 ‘SHIBUYA SKY’로 향하면, 하늘이 바로 코 앞에. 신국립경기장
이나 도쿄타워, 스카이트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시부야의 신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편집후기

◆그 외의 축제, 이벤트는 
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GO TOKY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tokyo.org/kr/ 

이벤트 달력

일정 / 명칭 장소 내용
12/3～2020/3/22　
특별전 천공의 철도 이야기

모리 아트센터 갤러리&스카이 갤러리
(롯폰기힐즈)    
     롯폰기역(지하철), 아자부주반역(지하철)

지상 52층에서 즐기는 대규모 ‘체험형’ 철도 전람회. 전국의 철도 관련 박물관에서도 통상적으로는 볼 
수 없는 드문 전시품을 비롯해, 일본의 독자적인 철도 문화와 그에 관련된 음식, 여행, 애니메이션, 
게임에도 주목하여,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다.   www.tentetsuten.com/

21_21 DESIGN SIGHT 갤러리 1 & 2
     롯폰기역(지하철), 노기자카역(지하철)

11/22～2020/3/8
극비전 좀처럼 볼 수 없는 
디자이너들의 원화

후카사와 나오토와 하라 켄야, 쿠마 겐고, 사토 타쿠 등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와 건축가, 
평론가들의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스케치와 도면, 모형 작품들을 전시.   
www.2121designsight.jp/program/inspiration/

◆2020/3/20～4/19
MIDTOWN BLOSSOM 2020@도쿄미드타운
야외에서는 총 길이 약 200m의 벚꽃길 라이트업과, 
식사와 스파클링 와인을 즐기며 꽃구경을 할 수 있는
Blossom Lounge, 실내에서는 화려한 플라워아트 
등의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롯폰기역(지하철), 노기자카역(지하철), 롯폰기 
잇초메역(지하철)

◆2020/2/8～3/8
유시마텐진 매화축제＠유시마텐만구
www.yushimatenjin.or.jp/pc/ume/
흰 매화를 중심으로 약 300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진 
회장 내에, 흰 매화 다이코(큰 북)와 일본 무용, 샤미센 등 
봉납연예(신에게 바치는 연예)를 시작으로, 가마행차, 
야외에서 하는 다도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유시마역(지하철), 우에노히로코지역(지하철),
우에노오카치마치역(지하철), 오카치마치역(JR), 
혼고산초메역(지하철)

◆2020년 1월 하순～2020년 3월 하순　
이즈오시마 동백 축제＠이즈오시마
‘동백섬’으로 알려진 섬 안의 각 명소에서는, 동백 감상
뿐만 아니라 퍼레이드, 향토예능, 동백꽃잎 염색, 밤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오시마공원의 동백원에
서는 희귀한 노란 꽃잎을 가진 ‘금화차’도 감상할 수 있다.
　 다케시바산바시에서 고속선으로 약 1시간 45분, 
대형선으로 약 8시간(야간 운행), 초후비행장에서 
비행기로 약 30분.

초봄의 꽃축제

◆11/13～2020/2/16
신주쿠미나미루미＠신주쿠 남쪽출구 지역
www.jreast.co.jp/press/2019/
20190830_ho03.pdf
신주쿠역 남쪽출구 각 회장에서 각각 분위기가 
다른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다.
　 신주쿠역（JR, 지하철, 오다큐, 게이오）

◆11/13～2020/2/16
신주쿠 테라스시티・일루미네이션’19‒’20
www.odakyu.jp/terrace-city/
‘colors’를 테마로, 구역별로 다섯 가지의 다른 
색의 일루미네이션과 꽃 장식으로, 신주쿠 
테라스시티를 수 놓는다.
　 신주쿠역（JR, 지하철, 오다큐, 게이오）

◆신주쿠역 주변의 일루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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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020/2/24
HIBIYA Magic Time Illumination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를 포함한 히비야 지역
www.hibiya.tokyo-midtown.com
높이 약 12미터의 메인트리가 등장해 음악과 
함께 변화하는 연출은 트리 안에서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비눗방울’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특별한 연출이 첫 등장. 15분에 한 번 Magic 
Time 특별 연출이 회장을 찬란한 세계로 
변화시킨다.

　히비야역(지하철), 유라쿠쵸역(JR)

◆11/2～2020/2/24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윈터 일루미네이션 2019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gardenplace.jp/special/2019christmas/
라이트 총 250개의 세계 최대급 
샹들리에의 라이트업(2020/1/13까지)과 약 
10미터의 컬러풀한 장식을 더한 크리스마스 
트리 등, 약 10만구의 빛으로 시설 전체가 
샴페인골드의 반짝임에 감싸인다.

　 에비스역(JR, 지하철)

일루미네이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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