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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츠야

요츠야

에도 시대(1603~1867)에 마츠다아라 셋츠노카미（松
平摂津守）의 저택과 폭포가 있던 그 정원이 메이지 시대
(1868~1912)에는 '에도의 하코네'로 불렸을 정도로 
풍광명미인 거리였습니다. 다이쇼(1912~1926)에서 
쇼와(1926~1989) 중기에 걸쳐 운치있는 유곽 거리로 
번성했으며, 현재에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은 
요리점이나 이자카야 등이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길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츠야미쓰케 교차점에서 신주쿠 방면을 향한 채 
오른쪽을 보면 '신미치도오리'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주쿠길과  병행하는　음식점 
거리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대중적인 
음식점과 이자카야, 각지의 전통요리점 등이 
늘어서 있습니다. 호텔 등도 찾아볼 수 있는 
다채로운 거리입니다.

다이쇼2년(1913년) 도쿄에서 처음에 완성된 
육교입니다. 아카사카 별궁(영빈관)으로 이어지는 
다리로, 주변의 풍경과 조화되는 클래식한 
프랑스풍 디자인으로 설계, 건설되었습니다. 
헤이세이3년(1991년)에 다시 세워졌지만 난간과 
교등 등에 당시의 정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난간은 신주쿠 역사박물관 정면 현관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에도 이래의 골목 이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요츠야. 이 동네에서 10
대가 넘게 살아온 일족도 
있으며, 유명사람들이 
몰래 다녀가는 오래되거나 
유명한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느긋한 
분위기도 요츠야의 큰 
매력입니다. 역사 문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목 
탐방도 요츠야의 즐길 
거리 중 하나입니다.

메이지 천황과 쇼켄 황태후의 업적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쇼토쿠 기념회화관을 중심으로 진구 
야구장과 골프 연습장, 아이스링크 등의 스포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회화관 앞의 약 300m
에 달하는 은행나무 가로수 길은 사계절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츠야의 수호신을 모신 곳으로 숭경을 받고 
신전은 장엄하고 화려한 건축물입니다. 텐포7년
(1836년)에 완성한 산쥬록카센에（三十六歌仙絵）
가 봉납되어 있으며, 신주쿠구의 유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6월에 큰 예대제가 개최되면 
요츠야 거리는 미코시（神輿） 행렬로 
떠들썩해집니다.

요츠야역 근처에 삼각형의 공원이 가로수 길을 
사이에 두고 좌우 대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TV나 잡지 촬영 장소로도 자주 이용되는 
아름다운 공원 안에는 녹색의 잔디 옆에 흰색 
줄기둥과 분수 등이 있습니다. 가로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영빈관의 장대한 경관이 펼쳐집니다. 
밤에는 줄기둥이 조명을 받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신주쿠교엔의 오키도몬 부근은 에도 시대에 
식수를 공급했던 다마가와조스이 수도국의 
옛터입니다. 신주쿠교엔내에는 헤이세이24년
(2012년)、이전의 수로변을 따라 총 길이 540m의 
산택로가 완성되어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케보노바시역(지하철)에서 도보 10분, 요츠야산초메역(지하철)에서 도보 5분

요츠야역(JR, 지하철)에서 도보 2분

요츠야역(JR) 위

COLUMN

신주쿠구 가스미가오카마치, 미나토구 기타아오야마 03-3401-0312(총무부)
가이엔마에역･아오야마잇초메역･고쿠리츠쿄기조역(지하철), 시나노마치역･센다가야역(JR)
※이용하시는 시설에 따라 가까운 역이 다르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신주쿠구 나이토마치 11

신주쿠구 스가초 5

신주쿠구 요츠야 1-12 요츠야역(JR, 지하철)에서 도보 5분

03-3351-7023
요쓰야산초메역(지하철)에서 도보 7분, 요츠야역(JR, 지하철)에서 도보 10분

9:00~16:00(16:30 종료) 휴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성인 200엔, 초·중학생 50엔, 유아 무료(산책로는 무료) ※주류 반입금지, 완구류 사용금지

03-3305-0151

●신주쿠몬: 신주쿠역 남쪽출구(JR, 게이오, 오다큐)에서 도보 10분, 신주쿠산초메역(지하철)에서 도보 5분, 
신주쿠교엔마에역(지하철)에서 도보 5분, ●오키도몬: 신주쿠교엔마에역(지하철)에서 도보 5분, ●센다가야몬: 
센다가야역(JR)에서 도보 5분, 고쿠리츠쿄기조역(지하철)에서 도보 5분

다마가와조스이・나이토신주쿠

분수 산책로(신주쿠교엔)

길

다리

(골목)

이었다고

즐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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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 관광지도

*일본어 대응*일본어 대응

*일본어 대응



신주쿠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신주쿠와 관련된 
귀중한 문화자원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구립 
역사박물관입니다. 나이토신주쿠의 역참과 전차 
모형 등으로 인기가 높은 상설 전시관과 신주쿠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로 1년에 수차례의 특별·
소장자료전시를 하는 기획 전시관 등, 신주쿠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술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젊은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미술을 통해 국제교류 등을 
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워크숍과 미술강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드문 음악박물관입니다. 고전 
피아노와 오르골, 민속 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음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여러 기획전도 열립니다.

소방의 역사와 장비 등을 모은 박물관입니다. 
손수레 펌프, 사다리차, 소방 헬리콥터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에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소방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장난감과 세계 각국의 장난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보고 즐기고 장난감 만들기를 
체험하면서 아이도 어른도 모두 즐길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신주쿠구 요 츠야 산 에이 쵸12-16

요츠야산초메역(지하철)에서 도보 8분, 아케보노바시역(지하철)에서 도보 8분, 요츠야역
(JR, 지하철)에서 도보 10분

센다가야역(JR)에서 도보 5분, 시나노마치역(JR)에서 도보 6분, 고쿠리츠쿄기조역(지하철)에서 도보 4분

시나노마치역(JR)에서 도보 3분, 요츠야산초메역(지하철)에서 도보 10분, 고쿠리츠쿄기조역(지하철)

03-3359-2131 9:30~17:30(입장은 17:00까지)
휴일:둘째, 넷째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연말연시 일반300엔, 초•중학생100엔

신주쿠구 다이쿄초 31-10

신주쿠구 시나노마치 8

신주쿠구 요츠야 3-10

신주쿠구 요츠야 4-20 요츠야 광장 내
10:00~16:00(입장은 15:30까지)
성인(중학생 이상) 1,000엔, 어린이 700엔(6 개월 미만 무료), 입장권 세트(성인과 어린이 각 1장) 1,600엔

휴일 목요일, 2월과 9월에 특별휴관 있음, 연말연시
03-5367-9601

무료 요츠야산초메역(지하철) ②번 출구 바로 연결

요쓰야산초메역(지하철)에서 도보 6분

03-3353-9119 9:30~17:00 휴일：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2월 28일~1월 4일

휴일: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무료
03-5362-3555 11：00∼16：00（일요일·공휴일 10：00∼17：00）

휴일 월요일, 연말연시, 전시교체기간 무료(단, 특별전·기획전은 유료)
03-3358-6021 10:00~17:00(금요일 19:00까지)

오모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