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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TORCH 도키와바시 타워의
월 상업 시설 구역과 대규모 광장 오픈

도쿄역 니혼바시구치마에 구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TOKYO TORCH ‘도키와바시 타워' 대규모 광장이 7월21
일에 그랜드 오픈하고 상업 시설 일부가 선행 오픈했다.
B1～3F의 상업 구역 TOKYO TORCH Terrace는 지방의
유명한 점포를 중심으로 일본 최초 출점과 도쿄 최초 출점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개성적인 13점포가 출점
예정. 점포 앞에는 대규모 광장 TOKYO TORCH Park부터
테라스 공간이 계속되며 야외에서도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3F 카페테리아 라운지 'MY Shokudo'도 주목.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풍성한 식탁'을 테마로 주로 취업자의 공용
서비스 공간으로서 정비되어 밤에는 일반 이용도 가능하다.
광장에는 니가타현 오지야시의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니시키고이가 오요구 이케'와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의
'쓰쿠바노 덴넨시바' 등 일본의 문화・매력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한 다양한 방안도 구경거리 중 하나다.
TOKYO TORCH의 완공은 2027년 예정. 점점 활기를
더해가는 도쿄역 주변의 차후가 기대된다.

도쿄역(JR, 지하철), 오테마치역(지하철)

tokyotorch.mec.co.jp/

11월 히노하라무라에 장난감 미술관 오픈
크고 작은 섬을 제외한 도쿄 유일의 무라(村)라고 하는
히노하라무라에서 나무의 매력을 알고 히노하라무라의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난감 미술관이 오픈한다.
폐교가 된 초등학교의 철거지에 건설된 목조 미술관은1000
㎡의 면적을 자랑하며 대부분이 삼림률 93%라는
히노하라무라의 풍부한 자원을 듬뿍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폭넓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미술관'을 목표로
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전국의 장난감 미술관 중에서도 최초인 ‘실외 놀이 학예원'을
도입하여 자연 속 놀이의 매력을 전한다.

무사시 이쓰카이치역（JR）에서 버스 30분, ‘고자와' 정류장 하차

www.hinohara-toymuseum.com/

호텔

오픈 정보

7/27
156실
호텔 케야키 게이트 도쿄 후추
www.hotel-keyakigate.jp/

9 /8
188실
KOKO HOTEL 쓰키지 긴자
koko-hotels.com/tsukiji_ginza

1 1 /3 0 144실
호텔 그랜드 바흐 도쿄 긴자
www.grandbach.co.jp/gi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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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

도쿄역 일번가 도쿄 캐릭터 스트리트

도쿄역 지하에 30종류가 넘는 캐릭터숍이 집합. 울트라맨,

리락쿠마 등 인기 캐릭터 굿즈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도쿄역

모티브 굿즈 등 이곳에서 밖에 살 수 없는 한정 굿즈도 있다.

애니메이션·만화

도쿄역(JR, 지하철)
www.tokyoeki-1bangai.co.jp/ko/?area=area2&floor=b1f

도쿄는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인기 만화를
만들어 냈고 애니메이션・만화 팬에게
매우 매력적인 명소・콘텐츠가 넘치는

도시다. 박물관과 카페 등 열광적인 팬이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많다.

대중문화를 즐겁게 돌아볼 수 있는 명소를
몇 구역으로 나누어 소개해 본다.

의 발신지

OTAKU문화
도시마구립 도키와소 만화 뮤지엄

이전 데즈카 오사무, 후지코 후지오Ⓐ, 후지코・F・후지오 등
만화계의 거장들이 청춘을 보낸 목조 아파트로 1952년부터 1982
년까지 남아 있던 '도키와소'. 현재는 복원되어 2020년 7월에
뮤지엄으로 개관했다. 당시의 생활 모습이 '만화가의 방'으로
재현되었다. 이 밖에 만화와 관련된 기획전 등이 개최되고 있다.

로
쿠
부
케
이

Shinagawafuto
bashi

특별 기획전 기간에는 유료
오치아이 미나미나가사키역(지하철), 히가시나가사키역(세이부)
tokiwasomm.jp/ko/

©トキワ荘マンガミュージアム

Animate Ikebukuro Flagship Store

빌딩의 1~9층까지 전체가 만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굿즈, 그림 도구 등을
갖춘 거대 애니메이션 숍. 아키하바라와 더불어 애니메이션의 거리로 유명한
이케부쿠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또한 이케부쿠로 지역에 6점포 있는 ‘애니메이트 카페’에선 다양한 인기
애니메이션・게임 작품과 콜라보한 오리지널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애니메이트 카페 한정 오리지널 굿즈도 있다.
※카페는 추천 예약제일 경우도 있음. (콜라보 작품 기간에 따라 변동)
이케부쿠로역(JR, 지하철, 세이부, 도부)
www.animate.co.jp/shop/ikebukuro/

가샤폰 백화점 이케부쿠로 본점

2021년 2월에 오픈한 반다이 남코 어뮤즈먼트가 기획,
운영, 프로듀스한 캡슐 토이 전문점. 설치 대 수는 무려
3,000대! 화제의 애니메이션이나 인기 캐릭터 캡슐 토이를
구입해 보자.

이케부쿠로 역(JR, 지하철, 세이부, 도부),
히가시이케부쿠로역(지하철)
bandainamco-am.co.jp/others/capsule-toy-store/store/ikeb
ukuro/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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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대학 현대 만화 도서관

2021년 3월에 메이지 대학 스루가다이 캠퍼스로

이케부쿠로

이전・리뉴얼 오픈한 만화 전문 도서관. 설립자인 고
(故) 나이키 도시오씨가 50년 이상에 걸쳐 수집한

만화 단행본과 관련 자료 등 약 27만권이 소장되어
있다. 만화・대중문화 전문 도서관에 있는 요네자와
요시히로 기념 도서관과 함께 운용되며 1층
전시실은 무료로 관람 가능.

오기쿠보

2층 관람실 이용은 1일 회원(18세 이상) 330엔~
신청 도서 1권당 관람료 110엔
오차노미즈역(JR, 지하철), 진보초역(지하철)
www.sites.google.com/site/naikilib/

지요다구

아키하바라

신주쿠

도쿄
시부야

외의
아키하바라
마을
애니메이션

POMPOMPURIN Café

도쿄 애니메이션 센터 in DNP PLAZA SHIBUYA

일본 동영상 협회와 다이닛폰 인쇄(DNP)가 공동 운영하는
도쿄 애니메이션 센터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의
발신지로서 2021년 4월에 리뉴얼 오픈. 현실과 가상을
접목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과
이벤트가 개최된다. 오리지널 굿즈와 애니메이션 굿즈를
취급하는 숍도 있다.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폼폼 푸린’을 테마로 한 캐릭터 카페.
귀여운 내부 인테리어와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메뉴는 사진
찍기에도 딱이다. 메이드 카페 ‘앳홈 카페’ 메이드들의 접객도
볼만하다.
수플레 오므라이스(1,450엔) 등.
하라주쿠역(JR), 메이지진구마에
<하라주쿠>역 (지하철)
pompompurincafe.com/

기획전 관람은 입장료가 필요
시부야 역(JR, 지하철, 도큐, 게이오)
tokyoanimecenter.jp/

시부야 파르코 ６F CYBERSPACE SHIBUYA

시부야・
하라주쿠
화가 모이는

최신 대중문

© 2021 SANRIO CO., LTD. APPROVAL NO. S621060

시부야 파르코 6층에는 일본 문화 발신지로서

닌텐도의 국내 최초 직영 매장 ‘Nintendo
TOKYO’, Pokémon Center Shibuya, CAPCOM
STORE TOKYO 등 개성적인 굿즈숍이 모여 있다.
시부야역(JR, 지하철, 도큐, 게이오)
shibuya.parco.jp/

©Nintendo

거리
도쿄 공예 대학 스기나미 애니메이션 뮤지엄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 제작 현장의 모습을 즐겁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뮤지엄. 에프터 레코딩 체험이 가능하며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도 개최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시어터 상영을 포함하여 전부
무료로 견학할 수 있고 다언어 음성 가이드도 있어 안심할 수 있다.
워크숍은 재료 비용이 드는 경우 있음
오기쿠보역(JR, 지하철)
sam.or.jp/english_home

일본 제일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가 모여 있는 곳

스기나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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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정원＆ 카페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단풍을 보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찻집과 카페를 소개.
리쿠기엔
후키아게 찻집
www.tokyo-park.or.jp/park/format/facilities031.html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다이묘 정원 중 하나. 조금
높은 쓰키산과 넓은 연못이 있는 널찍한 일본
정원으로 단풍나무 약 560그루의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매년 11월 중순~12월 상순이
절정. 연못 건너편에 있는 '후키아게 찻집'에선
정원을 바라보며 말차와 화과자 세트(850엔)를
먹을 수 있다.
300엔
고마고메역(JR, 지하철), 센고쿠역(지하철)

※방문 전 각 시설 HP에서 영업 상황 확인할 것.

분쿄구립 히고 호소카와 정원
쇼세카쿠 찻집 ‘쓰바키’
www.higo-hosokawa.jp/kr/
구 구마모토한 호소카와가(家)의 저택으로 만든
대지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정원. 11월 하순~12월
상순에는 커다란 연못을 둘러싼 나무들이 빨강과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물든다. 이전 호소카와가의
학교로 사용되었던 ‘쇼세카쿠’가 찻집으로 열리면서
복원된 구마모토한의 바쿠후겐조 과자와 말차 세트
(500엔)를 먹을 수 있다.
무료
에도가와바시역(지하철), 와세다역(도쿄
사쿠라 트램, 지하철)

신주쿠 교엔
라쿠우테이
www.env.go.jp/garden/shinjukugyoen/english/
1906년 황실 정원으로서 완성되어 1949년 일반
공개되었다. 정형식 정원과 풍경식 정원, 일본
정원이 조화를 이룬 명원. 11월 중순~12월 중순경이
단풍 시기로 신주쿠 문 부근에는 아름다운 단풍
터널이 입장객을 환영해 준다. 일본정원 내에 있는
‘라쿠우테이’라는 풍정 있는 찻집에선 계절 화과자와
말차 세트(700엔)를 먹을 수 있다.
500엔
신주쿠 교엔마에역(지하철)

写真提供：環境省新宿御苑管理事務所

고이시가와 고라쿠엔
간도쿠테이 찻집 비이도로 사료
www.tokyo-park.or.jp/park/format/facilities030.html
에도 시대 초기에 만들어져 미토도쿠가와가의
정원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명정원 중 하나.
11월 하순~12월 상순에는 약 500그루의 단풍이
새빨갛게 물들어 정취있는 경치를 즐길 수 있다.
‘간도쿠테이’ 안에 있는 찻집 비이도로 사료에서는
정원의 경치를 바라보며 식사와 말차를 즐길 수
있다. 조나마 과자와 말차 세트(850엔) 등.
300엔
이다바시역(JR, 지하철), 스이도바시역(JR,
지하철), 고라쿠엔역(지하철)

◆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www.gotokyo.org/kr/

팀랩 보더리스
EN TEA HOUSE 겐카테이
en-tea-house.teamlab.art/ko/odaiba/
방문 기간과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트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뮤지엄. 9월부터 단풍 등의 가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작품도 등장한다. 뮤지엄 내
티하우스 ‘EN TEA HOUSE 겐카테이’에선 테이블
위에 운반된 그릇에서 계절 꽃과 차나무가 싹트는
신기한 장면도 볼 수 있다. 도케쓰타마 녹차(녹차
아이스크림)와 드링크 세트(1,200엔) 등.
3,200엔
도쿄 텔레포트역(린카이선), 아오미역
(유리카모메)

편집후기

오모하라노 모리
STARBUCKS 도큐 프라자 오모테산도 하라주쿠점
omohara.tokyu-plaza.com/ko/
오모테산도의 진구마에 교차점에 세워진 도큐
프라자 오모테산도 하라주쿠. 가을에는 건물 6층
옥상 테라스의 오모하라노 모리에서 오모테산도의
상징 느티나무가 빨갛게 물들어 도시의 휴식처가
되기도 한다. 테라스와 인접한 STARBUCKS
에서는 한정 점포만의 메뉴도 있어 쇼핑과 관광
중에 한숨 돌리기 좋다.
메이지진구마에 <하라주쿠>역(지하철),
하라주쿠역(JR), 오모테산도역(지하철)

건축가・단게 겐조씨가 설계한 날개를 편 듯한 모습의

‘도쿄 카데드랄 성 마리아 대성당’은 위에서 보면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

카데드랄 내부는 높은 천장의 창문에서 빛이 신비하게 쏟아져 내리며 웅장한

음색의 파이프 오르간도 있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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