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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
의
이번 호

토픽

1953년에 문을 연 시부야구립 미야시타 공원
은 2020년 여름, 공원과 상업시설, 호텔이 한
데 어우러진 ‘MIYASHITA PARK(미야시타 파
크)’로 다시 태어났다. 잔디광장이나 스케이트
장, 볼더링 벽에 이어 다목적 운동시설(모래코
트)을 신설했으며, 숍이나 카페, 골목상가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다.
시부야역(JR, 지하철, 도큐, 게이오)

www.miyashita-park.tokyo/

����년 �월,
이케가미역 새단장

오타구의 이케가미역은 2020년 7월에 새단장을 하고, 2021년 3월 하순에는
카페나 도서관이 들어설 역직결형 상업시설 ‘에토모 이케가미’를 오픈한다.
이케가미역 주변은 ‘이케가미 혼몬지’절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서민적인 동네다. 유서 깊은 절이나 대중탕, 새로운 분위기의 카페나 갤
러리가 올드와 뉴의 매력을 함께 느끼게 한다.
이케가미역(도큐)

TOKYU RAILWAYS

etomoikegami-teaser.jp/

다카오산 입구에 체험형 호텔
‘다카오네’ 탄생

신주쿠에서 전철로 약 1시간 거리의 하이킹 명소로 인기 있는 다카오산. 다카오
산의 입구인 ‘다카오산구치역(게이오)’ 앞에 새 호텔 ‘다카오네’가 2021년 여름
에 오픈할 예정이다. ‘당일치기 등산’에선 맛볼 수 없는 ‘아침’, ‘낮’, ‘밤’이 주는 다
카오산의 매력,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다카오산구치역(게이오)

takaone.jp/hotel/

호텔 오픈 정보

3/18 프리오픈 예정
여름 오픈 예정

천연온천 호조노유 도미인 이케부쿠로
‘게야키게이트 도쿄 후추’ 호텔

192실
156실

4/22

미마루 도쿄 가미나리몬 스테이션 5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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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한 상업시설에서의 쇼핑, 상쾌한 물가나 온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쿄여행은 어떠신지?

다음 도쿄여행에서 하고 싶은 것

시모키타자와

아사쿠사

우에노

신주쿠
시부야

아키하바라
도쿄

하마마츠초

시부야에서 쇼핑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나 미야시타 파크, 시부야 후쿠라스,
시부야 파르코 등 새로워진 시부야 거리를 걸으며,
명품에서 스트리트 브랜드까지 다채로운 쇼핑으로 맘에 드는 물건 찾기.
시부야역(JR, 지하철, 도큐, 게이오)

워터즈 다케시바에서
수상버스 관광
waters-takeshiba.jp/

도쿄 워터프론트에 탄생한 복합시설. 수상버스 정류장도 있으며,
오다이바나 아사쿠사까지 수상버스로 이동하며 쐬는 바닷바람은 기분 최고!

다케시바역(유리카모메), 하마마츠초역(JR, 도쿄모노레일), 다이몬역(지하철)

도쿄 미즈마치에서 테이크아웃 런치
www.tokyo-mizumachi.jp/en/

도쿄 스카이트리와 아사쿠사를 잇는 고가 철도 아래 새 명소.
인기 만점 햄버거나 빵을 테이크아웃하여 강변 공원에서 피크닉 기분을!
아사쿠사역(도부, 지하철), 도쿄스카이트리역(도부),
오시아게(스카이트리)역(지하철, 게이세이)

홀로 샤부샤부 디너
hitorisyabusyabu-ichi.com/

‘히토리 샤부샤부 이치 니시신주쿠 본점’은 회전 초밥처럼
식재료가 레인을 따라 흘러 와,
자기 취향대로 샤부샤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레스토랑.

신주쿠니시구치역(지하철), 신주쿠역(JR, 지하철, 게이오, 오다큐)

료칸에서 온천 즐기기
www.uds-hotels.com/en/yuenbettei/daita

©Nacasa & Partners

©Nacasa & Partners

‘유엔벳테이 다이타’는 2020년 9월에 오픈한 온천료칸.
도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공간이다.
도쿄에서 하코네의 온천수를 이용한 노천탕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숙박 외에, 당일치기 플랜도 있다.
세타가야다이타역(오다큐), 시모키타자와역(오다큐, 게이오)

도쿄산책

/
오다이바
아리아케

아리아케테니스노모리역

속도로
11호
수도고

❶ 오다이바 카이힌코엔역

❷ 팀랩 보더리스 오다이바

다

오다이바�해변공원

자전거 5분（1.8 km）

오다이바 카이힌코엔역
덱스�도쿄�비치
곤파치�오다이바
아쿠아시티�오다이바

사이클포트

후지TV 본사�빌딩
린카이선
다이바역
시오카제�공원

도쿄텔레포트역

a
도시�농원의
바비큐�광장

팔레트�타운

비너스포트

다이버�시티�도쿄플라자

도쿄국제크루즈터미널역

후네(배)의�과학관

a 도시 농원의 바비큐 광장
다이버 시티 도쿄 플라자 옥상에 오픈한 도내 최대급
면적의 바비큐장. 기재나 식재료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손쉽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1인당
1,900엔～).
cityfarm-bbq.com/

b 곤파치 오다이바
메밀 열매를 매일 절구에 빻아 만드는 수타 소바,
숯불로 굽는 꼬치 구이, 튀김 등 다채로운 일본요리를
즐길 수 있다. 숯불 구이 209엔～, 튀김 세이로 소바
1,408엔
gonpachi.jp/odaiba/

일본과학미래관
(Miraikan)

g

도로
완간

고쿠사이텐지조역
아리아케
테니스노모리�공원

로
도
속
고
도
수

d

b

이즈미텐쿠노유
온천�아리아케�가든

SMALL WORLDS TOKYO f

선
바
이

자전거 5분（1.6 km）

음식 가이드

오다이바는 넓은 공원이나 대형 쇼핑몰, 오락시설 등이 점재해 있어
혼잡함을 피해 즐길 수 있다. 인접한 아리아케 지역에는 새 명소가 연이어
탄생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레인보우�브릿지

산책 모델 코스

❸ 로하스 카페 아리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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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간
완

c

아리아케역

도쿄빅사이트역

도쿄�빅사이트

수상버스�승강장

e

아오미역

로하스 카페 아리아케

팀랩 보더리스 오다이바

유리카모메

: VISA 등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로도 엔화 현금인출이

가능한 ATM 설치장소

텔레콤센터역

: 우체국 내 ATM

: 편의점 내 ATM

※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는 각 점포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d 자전거 쉐어링
도보나 ‘유리카모메’를 타는 것도 좋지만, 넓은
오다이바는 자전거 쉐어링도 편리!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 사이클포트가 여러 곳에 있으며, 1일 패스도
있다.
docomo-cycle.jp/?lang=en

f SMALL WORLDS TOKYO
2020년에 오픈한 세계 최대급 미니어처 테마파크.
정교하게 재현된 일본이나 세계의 거리들 외에도
‘달의 요정 세일러문’에리어와 ‘에반게리온 격납고’
에리어 등은 압권이다.
www.smallworlds.jp/en/

e 팀랩 보더리스 오다이바
경계가 없는 예술의 세계를 몸 전체로 즐기는 디지털
아트 뮤지엄. 그때 그때 다른 작품이며 기간한정 특별
작품도 있어, 여러 번 방문해도 새로운 발견의 연속.
borderless.teamlab.art/ko/

g 이즈미텐쿠노유 온천 아리아케 가든
‘빌라 퐁텐 그랜드 도쿄 아리아케’ 호텔에서 직결된
온천시설. 지하 1500m에서 솟아나는 온천이나
다양한 종류의 욕탕, 사우나, 암반욕으로 심신의
피로를 풀며, 시설 내의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호텔요리를 즐길 수 있다.
www.hvf.jp/ariake-grand/spa.html

写真提供：住友不動産ヴィラフォンテーヌ株式会社

c 로하스 카페 아리아케
유기농 두유나 현미를 사용한 ‘웰빙 이탈리안 요리’
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카페. 간벌재를 이용한 메인
테이블 등 편안함을 주는 인테리어도 특징. 포크
그릴 800엔, 두유 토마토 크림 파스타 800엔
www.lohascafe-ariak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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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벤트 정보 2021년 4월∼9월
픽업 이벤트

◆4/24～8/29
특별전 ‘이사무 노구치 발견의 길’
＠도쿄도 미술관 기획전시실
isamunoguchi.exhibit.jp/english.html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1904～1988）
.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구치는
평화를 기원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본 전시회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약 90개 작품이 집결되었으며, 체감형 전시도 있다.
당일권: 미정
우에노역(JR, 지하철, 게이세이)

◆4/22～9/26
어나더에너지전 : 계속 도전하는 힘
―세계 여성 아티스트 16인
＠모리 미술관
art-view.roppongihills.com/ko/
연령은 71세부터 105세까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현역 여성 아티스트 16명에게 포커스를
맞춰, 오랜 기간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의 다채롭고 역동적인 작품을 전시한다.
미정
롯폰기역(지하철), 아자부주반역(지하철)

Phyllida Barlow untitled: canvasracks; 2018-2019
2018-2019 Concrete, cotton-duck canvas, hardboard, paint, plastic, plywood, steel, tape, timber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Cross Steele Collection
Installation view: cul-de-sac,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2019
Photo: Damian Griffiths
V&A Dundee (UK) 2018 ©Hufton+Crow

◆6/18～9/26
구마 겐고展
＠도쿄 국립 근대 미술관
kumakengo2020.jp/en/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구마 겐고의 건축물 중에서, 공공성이
높은 68점을 골라 본인의 작품해설을 담아 소개한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착안한 “고양이의 시점에서 도시를 재조명하다”라는 새 리서치
프로젝트도 발표된다.
당일권 1,300엔
다케바시역(지하철), 구단시타역(지하철), 진보초역(지하철)

미술관/박물관 등 입장 시 주의사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IT!
ECK
CH

전시회 개최가 변경이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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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숨은 벚꽃 명소

◆국영 쇼와 기념공원
www.showakinen-koen.jp/guide-korean/
schedule-korean/
드넓은 원내에는 30품종이 넘는 약 1500그루의 벚꽃이 경
쟁하듯 꽃을 피운다. ‘벚나무의 정원’에서 피크닉하는 것도
좋지만, 강가를 따라 산책하며 벚꽃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입장료: 450엔
다치카와역(JR), 다치카와키타
역(다마 도시 모노레일), 니시타치카와역(JR)
◆그 외의 축제, 이벤트는
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GO TOKY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tokyo.org/kr/

◆사루에온시 공원
tokyo-eastpark.com/sarueonshi/sarueonshi-ko/
원내에는 200그루의 벚꽃이 심어져 있으며, 도쿄 스카
이트리와 벚꽃의 앙상블도 즐길 수 있다. 시계탑이 상징
인 중앙광장이나 잔디광장은 피크닉에 최고.
스미요시역(지하철)

편집후기

◆이케가미혼몬지
honmonji.jp/index.html
경내에는 약 100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본당
이나 5층탑 등의 건조물과 벚꽃의 조화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며 볼거리 중의 하나다.
이케가미역(도큐), 니시마고메역(지하철)

늘 사람들로 붐비는 인기 미술관, 미리

혼잡상황을 확인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고 방문하면 여유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운데
정원의 카페테라스에서 차 한 잔, 미술관 특유의 건축양식을
감상하거나 옥외 조형물도 사진에 담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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