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소라마치 
대폭 리뉴얼

도쿄 스카이트리 밑에 위치하는 도쿄 소라마치는 패션과 기념품, 
먹거리 등 300점 이상의 매장이 집결된 상점 시설.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봄에 걸쳐 리뉴얼을 진행하여 올해 봄 22점포의 
오픈으로 합계 30점포가 새롭게 리뉴얼되었다. 최신 유행하는 
디저트와 신선한 과일을 사용한 카페와 음식점도 
갖추어져 있으며 도쿄의 다운타운답게 지역에서도 
유명한 일식점도 출점돼 있다.

5월

202실
the b ginza
4/30

80실
도세이 호텔 코코네 아사쿠사

7/1

208실
도큐 스테이 신주쿠 이스트사이드

8/30

도쿄 스카이트리역(도부), 
오시아게 <스카이트리마에역> (지하철, 게이세이)

www.tokyo-solamachi.jp/kr/ ©TOKYO-SKYTREETOWN

www.waseda.jp/culture/about/facilities/wihl/

提供＝隈研吾建築都市設計事務所

도쿄를 대표하는 대학 중의 하나인 와세다 대학 내에 국제 
문학관(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이 설립된다.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씨의 문학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문학연구의 
발신거점이 될 예정. 많은 분들이 무라카미 문학 세계를 체감할 수 있는 카페도 계획하고 
있다. 건축가・구마 겐고씨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리노베이션된 건축도 주목할 만하다. 

와세다역(지하철), 다카다노바바역(JR, 세이부)

다마 지역에 대형 쇼핑 시설 오픈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 오픈

6월

10월

신주쿠역에서 게이오선으로 약25분인 조용한 주택가의 입구 후추역 앞에 대규모 상업 시설 
‘MitteN’이 개업하였다.  지하1층에서 9층까지의 플로어에는 패션과 화장품, 가전, 식당가

（2021 년 가을 오픈 ）, 대형 100엔숍, 오락 시설 등 
다양한 점포가 갖추어져 있어 가족과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후추역 근처에는 구라야미 마쓰리(어둠 축제)로 
유명한 오쿠니타마 신사도 있기 때문에 관광 후 
기념품을 사러 MitteN에 들러 보는 것도 좋다. 

후추역(게이오) mitten-foris.jp/

호 텔
오픈 정보

2021 Summer Vol.76 P.1 뉴 오픈＆리뉴얼｜ P.2-3 덴노즈 지역× 아트 특집｜P.4 스포츠 특집

東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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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양조장을 갖춘 레스토랑. 수면에 비치는 
건물의 야경을 보면서 식사와 크래프트 맥주를 
즐겨 보자. 바닷바람이 기분 좋은 테라스석도 
인기다.  페일 에일（S사이즈250ml）550엔 등 
www.tysons.jp/tyharbor/

T.Y.HARBOR
창고였던 건물을 개조한 델리&베이커리 카페와 
케이크 숍. 수제 맥주 효모를 사용한 빵과 계절 
식재료를 이용한 디저트를 테라스에서 맛보면서 
편안하게 쉬어 보자.  델리 플레이트 880엔~
www.tysons.jp/breadworks/
www.tysons.jp/lilycakes/

breadworks × Lily cakes
덴노즈에서 출발하여 오다이바와 도쿄타워, 
레이보우 브릿지 등 바다에서 바라보는 도쿄의 
풍경을 즐기면서 프렌치 코스를 즐길 수 있다. 
런치 크루즈 7,400엔~ (예약 필수)
cctokyo.co.jp/

THE CRUISE CLUB TOKYO

안료와 아교, 붓과 솔과 같은 전통 화구와 동서고금의 희소가치가 있는 
양질의 그림 재료를 판매하는 연구실 겸 뮤지엄. 벽 한 면을 차지하는 약 
4500색의 안료는 아름다운 장관이다. 실제로 화구를 사용하여 배울 수 있는 
워크숍(예약 필수)도 개최되어 가볍게 아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pigment.tokyo/

PIGMENT TOKYO
현대 아트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아트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트 명소. 
카페에서 음식과 음료를 즐기면서 가게 안의 작품을 감상・구입할 수 있다. 
cafe.warehouseofart.org/

WHAT CAFE

운하변에 정박한 4척의 컬러풀한 조각배로 된 수상 호텔. 오래전부터 운하의 
거리로 발전한 암스테르담의‘하우스 보트’ 같이 수공업 제품을 소중히 하고 
내부 설비까지 각기 다른 디자인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다. 
www.terrada.co.jp/ja/service/space/petals-tokyo/

PETALS TOKYO
엄선된 인테리어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빈티지 가구도 판매하는 라이프 
스타일 숍. 오리지널 생활 잡화와  단 하나뿐인 공예품이나 아트 작품의 
정기적인 판매도 있어 취향에 맞는 작품과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지도 모른다.
www.slow-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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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노즈
아트

시나가와 운하에 둘러싸인 덴노즈는 아트 갤러리와 세련된 카페, 
여기저기 전시된 공공미술 등 최근 몇 년 사이 ‘아트’ 열기가 뜨거운 
지역.  해안가의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산책을 즐겨 보자.

1
후레아이바시(만남의 다리)와 해안가를 연결하는 200m 정도의 
오솔길. 옛날에는 창고 거리로 관세가 적용되기 전 수입품이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장소(bonded area)였던 것에서 본드 스트리트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는 창고를 개조한 숍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세련된 
지역이다. 

본드 스트리트

이토 마코토　설치: 1995년

©Tennoz Art Festival 2019 Photo by Shin Hamada

©Tennoz Art Festival 2019 Photo by Shin Hamada ©Tennoz Art Festival 2019 Photo by Shin Hamada

TapA

미시마 기미요　제작: 2012년

Work 2012B

Stachu Szumski　제작: 2019년 5월

Oracle Bone Script ConnectionC

1798년 시나가와 앞바다에 고래가 

헤매다 왔다는 에피소드에서 유래.

시나가와 고래
(메구로가와 스이몬)G어디까지라도 

영원히 이어지길E

ARYZ　제작: 2019년 3월

‶The Shamisen” 
Shinagawa 2019F

스트리트 퍼니처D 아사이 유스케　제작: 2019년 3월

덴노즈에서는 건물 벽면의 

대형 아트와 거리에 장식되어 

있는 오브제를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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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직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도내 스포츠 시설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회장을 보러 가자!

도내 손꼽히는 명소‘네즈 신사’를 방문했다. ‘액막이’ ,
‘사업 번창’ , ‘합격 기원’ 등의 소원을 들어준다. 특히, 여성에게 인기 있는 
곳은 인연을 맺어 주는 신을 모시는‘오토메 이나리 신사’. 주욱 늘어선 
도리이의 수는 200개 이상! 꼭 멋진 사진 1장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편집후기

写真提供：（独）日本スポーツ振興センター ©Tokyo 2020 ©Tokyo 2020

◆고마자와 올림픽 공원 종합 운동장
www.tef.or.jp/kopgp/gallery.jsp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 축구, 레슬링, 배구, 하키 회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현재는 12개의 체육 시설을 갖춘 종합 
운동장이 되었다. 무료로 견학할 수 있는 도쿄 올림픽 
메모리얼 갤러리에서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 
올림픽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입장 무료
　 고마자와 다이가쿠역(지하철, 도큐)

◆GALLERIA esports Lounge
www.dospara.co.jp/5info/cts_galleria-lounge
주로 게이밍 PC를 다루는 가게의 지하에 플레이 
구역을 갖춘 체험형 e스포츠 전문점. 최신 고성능 
게이밍 PC와 각 종류의 게이밍 주변 장치를 
마음껏 시험 삼아 즐길 수 있다.

　 첫 회 이용 120분 무료
　 아키하바라역(JR)

◆e-sports cafe
esportscafe.co.jp/
e스포츠 경기를 목적으로 한 PC방. 총 94대의 
게이밍 PC에 본격적인 경기용 주변 장치를 
갖춘 쾌적한 환경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집중할 수 있다. 

좌석수: 77석
　 4시간 1,000엔~
　 신오쿠보역(JR)

◆라운드원 스타디움 다이버 시티 도쿄 플라자점
www.round1.co.jp/shop/facility/tokyo-divercity.html
다양한 스포츠와 오락 시설을 정해진 시간 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포차’에서 
놀아 보자. 커다란 비닐 공에 들어가 공을 굴리며 경기하는 버블 축구와 나인봇 
세그웨이, 포켓 바이크(미니 사이즈 오토바이) 등 다채롭고 풍부한 놀거리가 매력.

 　평일 90분 1,980엔(세금 포함)~(요일, 시간에 따라 다름)
　 도쿄 텔레포트역(린카이선), 다이바역(유리카모메)

◆시부야 구립 미야시타 공원
www.seibu-la.co.jp/park/miyashita-park/facility/sports/
2020년 여름 상업 시설과 호텔이 들어와 새롭게 탄생한MIYASHITA PARK. 옥상 
공원에 볼더링 벽, 스케이트장, 다목적 운동 시설을 설치했다. 볼더링은 전문 
스태프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라도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다. 

　 시설에 따라 다름. 볼더링 120분 1,000엔
　 ※다목적 운동  시설 이용은 예약 필수
　 시부야역(JR, 지하철, 도큐, 게이오)

◆일본 무도관
 유도, 가라테
 유도
 　구단시타역(지하철)

◆바지코엔
 승마
 승마
　 사쿠라신마치역(도큐)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
 아티스틱 스위밍, 다이빙, 수영  경기
 수영
다 다쓰미(지하철), 시오미역(JR)

올림픽
패럴림픽

◆올림픽 스타디움
개회식・폐회식
 육상, 축구　육상
　 고쿠리쓰쿄기조역(지하철)

www.gotokyo.or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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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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