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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와 놀거리 가득한 ‘마루노우치 테라스’
의 토픽
��/� 오픈
호
번
이

마루노우치와 오테마치 사이에 오픈한 새로운
시설로, 미국식 레스토랑, 노래방, 다트, 탁구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 ‘MARUNOUCHI

BASE’가 있으며, 스페인 요리, 프랑스 요리, 이
탈리아 요리 등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9층과 10층에는 루프탑 레스토랑 ‘THE UPPER’
도 오픈.
오테마치역(지하철), 도쿄역(JR)

www.marunouchi.com/lp/
marunouchiterrace/

레스토랑과 그린 테라스가 있는
‘도쿄 포트시티 다케시바’ �월 오픈
다케시바부두의 바다, 하마리큐 은사정원/구 시바리큐 은사정원의 푸르름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복합시설. 고층은 사무실 공간이며, 저층 상업시설구역에는 일본요리를 비롯한 다국적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다. 2층에서 6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상의 테라스에서는 푸른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다케시바역(유리카모메선), 하마마츠초역(JR, 도쿄모노레일), 다이몬역(지하철)

tokyo-portcity-takeshiba.jp/

호텔 뉴오타니,
Forbes Travel Guide에서
별 �개 획득

일류 호스피탈리티의 등급을 매기는 Forbes Travel Guide 2021년도 호텔부문 평가에서,
1964년 오픈 이래 많은 해외 국빈들을 맞이해 온 호텔 뉴오타니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하우스
젠’이 2년 연속 최고 수준인 별 5개를, ‘더 메인’이 새로이 별 4개를 획득했다.
아카사카미츠케역(지하철), 나가타초역(지하철), 고지마치역(지하철), 요츠야역(JR, 지하철)

www.newotani.co.jp/en/tokyo/stay/exe/about/forbes/

호텔 오픈 정보

10/8
11/25

아사쿠사 도부 호텔 253객실
sequence SUIDOBASHI 119객실

11/12

THE GATE 호텔 료고쿠 126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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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곱창전골 요시후지
아사쿠사점

곱창전골로 유명한 후쿠오카현 하카타의 인기 요리점. 곱창전골은
달큰한 규슈간장을 사용한 간장맛과, 세 종류의 규슈된장을 섞은
된장맛의 두 종류가 있다. 2인분 3,160엔, 주문은 2인분부터 받는다.
아사쿠사역(지하철, 도부선, 츠쿠바 익스프레스)

1

이케부쿠로

2

도쿄에서 즐기는 나베(전골)요리
추운 계절에 생각나는 나베요리.
도쿄의 개성 있는 일본식 나베요리를 소개.

신주쿠
나카메구로

5

우에노

3

시부야

에비스

아키하바라

4

도쿄

유라쿠초

2 규슈 쿠로다이코 이케부쿠로
www.dd-holdings.jp/shops/kurodaiko/ikebukuro#/
굴, 대구 시라코(고니) 등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
해산물전골이나 버섯전골, 치즈전골, 닭고기완자전골,
게내장전골, 참마전골 등 30종류 이상의 나베요리가
있다. 가격은 1,639엔부터. 주문은 2인분부터 받는다.
이케부쿠로역(JR, 지하철, 도부선, 세이부선)

3 신주쿠 이치린
ichirintokyo.com/

명물 ‘성게 샤브샤브’는, 성게가 듬뿍 들어간 진한 국물에
미즈나(경채)나 파 등의 야채를 넣고 흰살 생선을 살짝 담갔다
먹는 고급 나베다. 코스는 8,250엔부터.
신주쿠산초메(지하철)

4 멘슈보 미노와 롯폰기점
roppongi-minowa.gorp.jp/

매큼한 향기가 식욕을 돋는 부드러운 ‘카레면’이 유명하며,
질냄비에 끓이는 ‘나다이 카레나베’도 일품이다. 1인분
1,490엔, 주문은 2인분부터 받는다.
롯폰기역(지하철)

메구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봄에는 벚꽃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마치 교토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의 실내 공간. 일본국내에서
엄선한 토종 닭고기를 사용한 백숙이 메인요리인 ‘시미즈 미즈타키
(백숙) 코스’, 1인분 4,400엔.
나카메구로역(지하철, 도큐선)

5 미즈타키 시미즈
salt-group.jp/shop/shimizu/

아사쿠사

❶ 다카나와 게이트웨이역
도보 8분

❷ 센가쿠지

도보 19분

❸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

오픈했다. 이 역을 디자인한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쿠마 켄고 씨. ‘오리가미’

라는 일본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한 커다란 지붕은 ‘일본(和)’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 VISA 등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로도 엔화 현금인출이 가능한 ATM 설치장소

: 우체국 내 ATM

도큐�스테이�다카나와
센가쿠지�에키마에
아파호텔�시나가와
센가쿠지�에키마에

사진 예

b 야키토리 다키구치
계절에 맞게 엄선한 국산 토종닭과 제철 야채를 숯불로
구워낸다. 메뉴는 월별 코스요리만이며, 기본 코스
5,500엔, 풀 코스 8,800엔 등. *별도 서비스 요금 10%
takiguchi-sengakuji.com/

c Devi Corner 시나가와점
인도인 쉐프가 만드는 본격적인
인도요리를 맛볼 수 있다. 크림이나 버터로 진한
맛을 낸 카레는 순한 맛부터 매운 맛까지 골라 먹을
수 있다. 버터치킨(M)1,595엔, DAVI스페셜카레(M)
1,632엔 등이 있다.
devi-corner.business.site/

시바우라바시

b

JR 도카이도 신칸센

TOUCH TO GO

d

다카나와
게이트웨이역

다이이
치 게이
힌

다카나와�공원

Devi Corner 시나가와점
JR 도카이도선
JR 우에노 도쿄 라인
JR 게이힌도호쿠선
JR 야마노테선
게이큐선

JR 도카이도 화물선

미나토구립
시바우라
중앙공원

f

다카하마바시

하마지바시
도쿄�화물�터미널역

→

미야코�시티
도쿄�다카나와

SIRO to IROIRO a

센가쿠지역

센가쿠지 절

가쓰
라자
카

JR 요코스카선

Araiya

야키토리�다키구치

아사쿠사선

a SIRO to IROIRO
인기 베이커리 카페 ‘BREAD,
ESPRESSO &’의 자매점. 다양한 종류의 빵과 도넛,
디저트를 판매. 단골 상품인 무우 식빵(350엔), 무우
초코 식빵(280엔) 외에도, 점포 한정의 시나몬 롤
무우(420엔)도 인기.
www.sirotoiroiro.com

하마마츠초

게이큐 EX 인�시나가와
센가쿠지�에키마에

e

음식 가이드

: 편의점 내 ATM ※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는 각 점포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규카이
간거
리

산책 모델 코스

다카나와
이
웨
트
이
게
역 주변

JR다마치역과 시나가와역 사이에 신설된 다카나와 게이트웨이역이 2020년3월에

→

도쿄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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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

시나가와역

d 무인결제점포 TOUCH TO GO
손에 든 상품을 점내 카메라 등의 정보로 곧바로 인식,
상품을 고른 후 출구에서 터치패널을 눌러 지불하면 구
매가 완료된다.
ttg.co.jp/

e 센가쿠지
소토슈(曹洞宗-일본불교의 종파)의 사원. 1612년 도쿠
가와 이에야스가 소토사쿠라다(현재의 사쿠라다몬 주변)
에 창립한 사원으로, 1641년 ‘간에이 시대 대화재’로 소
실되어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참배는 무료, 아코기시(에
도시대 47인의 의인)기념관은 500엔.
www.sengakuji.or.jp/

f 미나토구립 시바우라 중앙공원
공원 내에서 벚꽃이나 하나미즈키(미국산딸나무), 수국,
장미 등 사계절의 꽃을 즐길 수 있으며, 잠자리 등의 곤충
이나 흰뺨검둥오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shibaurachuopark.com/shibaura-chuo-park/shibaura-chuo-map

g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
미나토구립 시바우라 중앙공원에 인접한 오피스/상업복
합시설. 3층 이상은 사무실, 1~3층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나 카페, 상점 등 약 20점포가 있다.
shinagawa-st.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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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벤트 정보 2020년 10월∼2021년 4월
픽업 이벤트

◆10/16～2021/3/7
traNslatioNs전 －‘소통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자
＠21_21 DESIGN SIGHT갤러리1＆2
www.2121designsight.jp/en/program/translations/
말이 주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생길 수 있는 ‘해석’이나 ‘오해’의 재미,
‘소통의 어려움’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1,200엔(사전예약제)
롯폰기역(지하철), 노기자카역(지하철)

◆11/25～2021/1/24
ＧＩＧＡ ＭＡＮＧＡ
에도희화에서 근대만화로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
hokusai-museum.jp/?lang=ko
에도시대의 우키요에 판화부터
메이지/다이쇼시대의 풍자만화잡지,
쇼와 전쟁시기의 아동만화 등
일본만화의 변천을 볼 수 있다.
당일권 1,200엔
료고쿠역(JR, 지하철)
◆11/21～2021/4/4
고대 이집트전 천지창조의 신화
＠에도 도쿄 박물관
egypt-ten2021.jp/
고대 이집트 신화에 초점을 맞춰, 베를린 국립 박물관군 이집트 박물관의
소장품 중에서 선별한 약 130점의 작품을 전시.
당일권 1,800엔
료고쿠역(JR, 지하철)

Mummy Mask of Pa-remet-syg with Demotic Inscriptions 후 50～후100년 경
©Staatliche Museen zu Berlin, Ägyptisches Museum und Papyrussammlung Berlin / M. Büsing

미술관/박물관 등 입장 시 주의사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IT!
ECK
H
C

전시회 개최가 변경이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
(본인이나 가족)은
관람을 삼가해 주십시오.

일루미네이션 정보

◆10/22～2021/4/4
요미우리랜드 주엘루미네이션
＠요미우리랜드
www.yomiuriland.com/ko/jewellumination/
올해 테마는 ‘황금과 탄생석의 RESONANCE’. 650
만개의 보석빛 LED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12구역의
일루미네이션이 유원지 내에서 펼쳐진다.
나이트 패스: 2,500엔. 나이트 입장권: 1,500엔
게이오요미우리랜드역(게이오선)～곤돌라
‘스카이셔틀’ 약 5~10분 또는 오다큐버스 약 5분,
요미우리랜드마에역(오다큐선)~오다큐버스 약 10분
◆그 외의 축제, 이벤트는
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GO TOKY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tokyo.org/kr/

◆11/05～2021/2/14
마루노우치 일루미네이션2020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거리, 도쿄역 주변 등
www.marunouchi.com/
330그루가 넘는 가로수가 마루노우치 오리지널 컬러
‘샴페인골드’의 LED 약120만개로 장식되어 있다.
올해는 의료 및 간호 종사자 분들에 대한 감사와
전국민을 향한 응원도 담겨 있다고 한다.
도쿄역(JR, 지하철),
니주바시마에〈마루노우치〉역(지하철)

편집후기

◆11/17～2021/2/14
HIBIYA Magic Time Illumination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 및 히비야 지역
www.hibiya.tokyo-midtown.com.e.adj.hp.
transer.com/en/
황금색으로 빛나는 공간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느낄
수 있다.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 6층 파크뷰 가든은
히비야의 야경과 더불어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는 숨은 명소.
히비야역(지하철), 유라쿠초역(JR)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도쿄 도내의 여러 곳에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이 장식되죠. 이번 호에

서도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중지된 곳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추운 겨울을 즐
기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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