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0 오픈 미츠이 가든 호텔 도요스 베이사이드 크로스  225실 9/1 오픈 도쿄 베이 시오미 프린스 호텔  605실
가을 오픈 예정 아고라・도쿄 긴자  98실 호텔 오픈 정보

www.toranomonhills.com/about/business_tower.html

도쿄 지하철 히비야선 가미야초-가스미가
세키 사이에 지어진 새 역입니다. 역과 직결
하는Toranomon Hills Business Tower
에는 도쿄의 유명 점포 26개가 집결된 「도
라노몬 요코초」를 비롯해 그 구역에서는 
처음으로 물품 판매 층과 슈퍼마켓 등 총 59
개의 점포가 탄생했습니다.Mori Building Co., Ltd.

Mori Building Co., Ltd.

도라노몬 힐즈역 
�월�일 오픈

야마노테선과 게이힌토호쿠선이 정차하는 다마치-시나가와 사이에 지어진 새 
역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켄고가 설계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오리가미’라고 
하는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한 커다란 지붕 등을 갖춘 ‘일본(和)의 멋’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역 구내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로봇이나 역 서비스 기기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무인 AI 결제 점포도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www.jreast.co.jp/press/2019/20191203_ho01.pdf

다카나와 게이트웨이역 
�월��일 오픈

고가 도로 아래 새로운 상업 시설 
「히비야 OKUROJI」 �월 오픈

유라쿠초역~ 신바시역 고가 도로 아래를 잇는 길이
300m 공간. 1910년에 만들어진 벽돌 아치형 고가 
다리가 특징입니다. 일본 요리나 독일 요리, 스페인 
요리 등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 다양한 스타일의 바
(Bar), 요리 장인이 만드는 일품 요리가 즐비한 
음식점이 모여 있습니다.
     유라쿠초역(JR), 신바시역(JR), 긴자역(지하철), 
히비야역(지하철), 우치사이와이초역(지하철)

이번 호의 토픽
이번 호의 토픽

www.jrtk.jp/hibiya-okur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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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도쿄의 가을을 
        즐기는 야외 명소
P4. 이벤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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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도로키 계곡
 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12/015/

001/004/d00004247.html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특산품 메밀 가루, 사과, 바다 소금을 사용한 개성 있는 베이커리입니다.  사과 메밀 가루 빵(410엔), 가토 브르통(226엔) 등

◆VENT DE LUDO 오야마다이점 www.pompadour.co.jp/ludo/index.html

도쿄 23구 내 유일한 계곡.  영험한 기운이 서린 
도도로키 후도손이나 일본 정원이 있는 자연 
공원. 황금색으로 빛나는 은행나무 참배 길이나 

단풍 터널 등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도도로키역(도큐)

©SETAGAYA©SETAGAYA

한적한 주택가, 알려지지 않은 
예쁜 단풍 명소. 단풍 시즌엔 야간 
라이트업도 볼만합니다. ◆무료
      오기쿠보역(JR, 지하철)

직접 만든 다양한 종류의 반찬이 즐비하며 유럽 각지의 맛을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메뉴가 매일 바뀌는 도시락

(680엔), 푸딩(소 200엔), 가토 쇼콜라(200엔)

◆L’Assiette
 www.facebook.com/ogikubo.lassiette

3구 후루카와 정원 www.tokyo-park.or.jp/park/format/index034.html

©Tokyo Metropolitan Park Association
©Tokyo Metropolitan Park Association

 서양식 건물과 장미꽃으로 유명한 구 후루카와 정원이지만, 단풍도 
절경입니다. 서양관과 단풍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일본 정원의 

연못에 비친 단풍 또한 정취 있는 풍경입니다. ◆150엔
      가미나카자토역(JR), 니시가하라역(지하철), 고마고메역(JR)

채소나 로스트비프, 치킨 등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1,026엔), 바스크 치즈케이크 (540엔) 등의 종류가 풍부한 메뉴를 테이크아웃할 수 있습니다.

◆cocofulu cafe www.facebook.com/cocofulu/

2메지로 정원
 mejiro-garden.com/

일본인의 자연관을 응축시킨 일본 정원. 큰 연못의 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단풍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석가산과 폭포, 계곡 등 기복이 있는 풍부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무료
      메지로역(JR), 이케부쿠로역(JR)

주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는 잡곡쌀 

주먹밥 전문점. 다양한 종류의 주먹밥 외에 각종 반찬이나 

가라아게, 계란말이 등도 있습니다. 참치 마요 주먹밥(230

엔), 멸치 치즈 주먹밥(280엔)

◆잡곡쌀 주먹밥 전문점 

     분조(文蔵)
 www.mejiro-onigiri.com/

ebisu green garden ＫＩＴＴＥ GARDEN（ＫＩＴＴＥ） GINZA SIX 가든 니혼바시 정원(니혼바시 미츠코시 본점 본관 옥상)
E F G©ＫＩＴＴＥ Garden©ＫＩＴＴＥ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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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타구로 공원
 www.hakone-ueki.com/sub/

직접 만든 다양한 종류의 반찬이 즐비하며 유럽 각지의 맛을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메뉴가 매일 바뀌는 도시락

(680엔), 푸딩(소 200엔), 가토 쇼콜라(200엔)

◆L’Assiette
 www.facebook.com/ogikubo.lassiette

4다카오산
                www.takaosan.or.jp/korea/

올해 일본 유산으로 지정된 하치오지 다카오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산으로 숭배되어 왔으며, 

하이킹과 단풍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여덟 개 하이킹 코스가 있으며, 그중 

케이블카에서 보는 단풍은 정말 예쁩니다. ◆무료
다카오산구치역(게이오)

덴구(일본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요괴) 모양을 한 

다카오산 명물 덴구야키(150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  안은 쫄깃. 검정 콩 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다카오산 스미카
 www.takaotozan.co.jp/sumika/

（公社）八王子観光コンベンション協会 （公社）八王子観光コンベンション協会 

1국립 쇼와 기념 공원
www.showakinen-koen.jp/guide-korean/

schedule-korean/

약 300m 길이의 황금 터널과도 같은 은행나무 가로수와 일본 정원이 
있는 단풍나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풍철에는 라이트업으로 낮과 
다른 분위기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450엔
      다치카와역(JR), 다치카와키타역(다마토시 모노레일), 
히가시나카가미역(JR), 니시타치카와역(JR), 
무사시스나가와역(세이부)

국립 쇼와 기념 공원 안에 있는 레스토랑. 공원을 걸으며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키소바(410엔), 카레 빵(210엔), 호박 고로케(140엔) 등.

◆만남의 광장 레스토랑 www.showakinen-koen.jp/facility/facility_restaurant_fureai/

도쿄의 가을을 즐기는 야외 명소
가을 단풍과 은행을 야외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을 골라 보았습니다. 
그 주변의 테이크아웃 먹거리도 함께 소개합니다.

◆도쿄 도심부에는 빌딩 옥상에 정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엔 도쿄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음식과 초록의 옥상 정원(세이부 이케부쿠로 본점) 오모하라 숲(도큐프라자 오모테산도 하라주쿠) 메구로 덴쿠 정원 ebisu green garde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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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는 도회지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은 공원이 
많고 단풍 명소나 숨겨진 명소도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진구가이엔은 100그루가 넘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을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입니다. 교외의 다카오산이나 
오쿠타마 등은 하이킹과 단풍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도쿄 관광이 
재개되면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도쿄 관광을 즐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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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tokyo.org/kr/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
(본인 및 가족)은 
입장을 삼가해 주십시오.

CHECK IT! 전시회 개최가 
변경・중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술관·박물관 등 입장 시 주의 사항

◆도쿄 뮤지엄 구룻토 패스 2020
www.rekibun.or.jp/kr/grutto/
도쿄를 중심으로 한 미술관・박물관 등의 입장권・할인
권이 한 권으로 된 알뜰 티켓북.
판매 기간: 2020년 6월18일~2021년 1월31일
유효 기간: 최초 이용일부터 2개월 간
(최종 유효 기간은 2021년 3월31일)
판매 가격: 2,200엔

◆다이토/스미다 
    도쿄 번화가 주유 패스
www.tobu.co.jp/kr/ticket/
taito-sumida.html
도부선 아사쿠사~기타센주/히키
후네역~오시아게, 히키후네~가메
이도를 자유 승차, 도부 버스(스카
이트리 셔틀 우에노/아사쿠사선) 
자유 승차권과, 다이토구 내 순환 
버스「메구린」, 스미다구 내 순환 
버스 「스미다 절경 스미마루군/
스미린짱」자유 승차권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1일권 500엔,  2일권 700엔

◆도큐선 트라이앵글 패스(1일 간)
www.tokyu.co.jp/global/railway/ticket/
value_ticket/triangle_ticket/
도요코선 시부야역~지유가오카역, 덴엔토시선 시부야
역~후타고타마가와역, 오이마치선 후타고타마가와역~
지유가오카역을 잇는 트라이앵글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간 외 역에서 구입하시는 경우는 왕복 승
차권 세트가 더 경제적입니다.
어른 410엔/ 어린이 210엔 ※구간 내 발매액(발매 당
일에 한해 유효)

TOKYU RAILWAYS

알뜰 패스

◆11/14～2021/2/14 
이시오카 에이코 피를, 땀을, 눈물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도쿄도 현대 미술관
www.mot-art-museum.jp/exhibitions/
eiko-ishioka/
아트디렉터, 디자이너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이시오카 
에이코의 세계 최초 대규모 회고전. 파르코 등의 광고를 
필두로,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  「TUTU」, 영화 「드라큘라」, 

「백설공주와 거울 여왕」, 「낙하의 왕국」의 멋진 의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일권 1,800엔
　 기요스미시라카와역(지하철), 기바역(지하철), 
기쿠카와역(지하철) 

石岡瑛子  アルバム・パッケージ『TUTU』（マイルス・デイヴィス作、1986年）
アート・ディレクション

◆10/24～2021/1/17  
1894 Visions 오딜롱 르동, 앙리 드 툴루즈로트레크전  
미츠비시 1호관 미술관
mimt.jp/visions/
르동과 툴루즈로트레크 전시 및 미츠비시 1호관 건립 연도 1894년에 초점을 
맞춰, 당 미술관과 기후현 미술관(국내 주요 르동 작품 소장)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미술관의 유채화와 판화 약 140점을 소개합니다. 
          날짜 지정 예약 티켓 2,000엔 (음성 가이드 앱 포함)
     도쿄역(JR, 지하철)

Odilon Redon   Grand Bouquet   Mitsubishi Ichigokan Museum, Tokyo  
248.3 x 162.9 cm  Pastel on canvas/Pastel sur toile 

◆10/6～12/27 
고흐와 정물화-전통에서 혁신으로- 
솜포 미술관
gogh2020.exhn.jp/en
솜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바라기」를 포함한 고흐의 유채화 
약 25점과 정물화의 황금기인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고흐 이후에 
이르는 작품 약 40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800엔 (날짜 지정 입장제, 사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구입)
　신주쿠역(JR, 지하철, 오다큐, 게이오)

Vincent van Gogh
Sunflowers, 1888

Oil on canvas, 100.5×76.5cm
Sompo Museum of Art

픽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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