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관광국(JNTO) 도쿄 관광안내

도쿄는 약 1,200년의 오랜 전통과 최신 유행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곳이다.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즐길 거리가 매우 많으며, 도보로 여행하는 워킹 코스를 추천한다. 일본에
서 가장 번화한 도시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관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JNTO
관광 안내소로 문의).
도쿄고쿄(황거) & 기타노무라 공원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도쿄의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은 고쿄(황거)의 풍부하고도 아
름다운 자연, 거대한 돌담, 조용한 해자 등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은 일본의 초창기 봉건시대를 쉽
게 떠올리게 될 것이다. ①~⑬의 장소들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다.

①도쿄역(JR/마루노우치선) - 15분 - ②고쿄(황거) 앞 광장 - 10분 - ③니주바시 – 20분 -④오테
몬 – 10분 - ⑤히가시교엔 – 15분 - ⑥기타하네바시몬 – 5분 - ⑦기타노마루 공원(⑧과학박물관,
⑨부도칸) – 15분 - 다야스몬 – 5분 - 야스쿠니 신사 – 5분 - ⑩지도리가후치 – 30분 - ⑪공예관
– 5분 - ⑫도쿄 국립근대미술관 – 5분 - ⑬다케바시역(도자이선)

히가시교엔 : 히가시교엔 또는 고쿄(황거)의 동
쪽 정원이라고 불리운다. 다양한 박물관과 역
사적 기념 기념물, 일본식 정원의 250,000 그
루의 나무 등 여러 볼거리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 9:00~16:30(11월-2월 ~16:00)
(4월 ~17:00, 11월 ~15:00)
입장료: 무료
산노마루 쇼조칸 : 1989년 6월 천황부부가 기
증한 약 7,000여 개의 회화와 공예품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kunaicho.go.jp 참
조
기타노마루 공원 : 기타노마루 공원은 기타하
네바시부터 이어지는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다. 동쪽으로는 일본 부도칸, 과학
박물관, 현대 미술 국립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연못과 나무 등으로 이루어
진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과학박물관 :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농업사
회부터 우주와 과학에 이르기까지 현대 과학에
모든 분야에 걸친 기술이 전시되어 있다.
운영 시간: 9:30~16:50(입장 16:00까지)
휴무: 연말-연초 연휴기간
입장료: 600엔
일본 부도칸 홀 : 도쿄 올림픽을 위해 일본 고
대 건축 스타일로 지어진 곳으로 각종 스포츠
종목 및 기타 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된다.
지도리가후치 : 지도리가후치는 봄이 되면 하
나미(벚꽃놀이)를 위한 방문객으로 북적이며
호수 위에서 타는 보트로 유명한 곳이다.
보트 서비스: 3.1-11.30(11:00~17:30)
(~19:30, 하나미 시즌 동안)
휴무: 월요일
보트 렌탈 비용: 30분 기준 500엔
(하나미 시즌 동안 800엔)

도쿄국립근대미술관/공예관 : 20세기 회화, 판
화, 조각공예품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은 본래 황실 경비
의 본사로 이용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운영 시간: 10:00~17:00
휴무: 월요일(12.28-1.1), 전시에 따라 변동
입장료: 200엔
도쿄국립근대미술관/미술관 : 20세기 예술 작품
을 전시하고 있다.
운영 시간: 10:00~17:00(금요일 ~20:00)
휴무: 월요일(12.28-1.1) 전시에 따라 변동
입장료: 420엔
자세한 사항은 http://www.momat.go.jp/ 참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휴무
*참고: 모든 시설은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 입
장 가능

우에노 온시 공원 & 주변 볼거리

이 산책 코스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다.

①JR우구이스다니역 – 10분 - ②조묘인, ③가네이지 – 5분 - ④도쿄국립박물관 - 3분 - ⑤국립
자연과학 박물관 – 5분 - ⑥우에노 공원 – 2분 - ⑦5층탑, ⑧도쇼구 – 4분 - ⑨기요미즈 간논도
홀 – 1분 - ⑩사이고 다카모리 동상 – 5분 - ⑪시노바즈 호수 – 2분 - ⑫시타마치 박물관 – 15분
- ⑬유시마텐진 – 5분 - ⑭유시마역(지요다선)

조묘인 : 조묘인은 매우 조용한 분위기의 절로
돌로 만들어진 84,000개의 지장보살로 잘 알
려져 있다.
운영 시간: 7:00~17:00(겨울 ~16:30)
입장료: 무료
간에지 : 도쿠가와막부 시대의 에도(도쿄의 옛
지명)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사원이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본당이 존재하며 우에노 온
시 공원을 중심으로 36여 개의 홀과 36여 개
의 사원이 있다.
(기요미즈 간논도 홀 운영 시간: 9:00~17:00
입장료: 무료)
도쿄국립박물관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
관으로 일본 및 아시아 여러 국가의 회화·조각,
서예, 건축모형, 도기, 칠기, 고고유물을 비롯
하여 다양한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운영 시간: 9:30~17:00(토,일 ~18:00)
(4-10월중 공휴일 ~20:00)
휴무: 월요일, 12.28-1.1
입장료: 600엔
자세한 사항은 http://www.tnm.go.jp 참조
국립과학박물관 : 일본의 과학적 성취와 더불
어 세계적 과학발전에 전념하고 있다.
운영 시간: 9:00~17:00(금요일 ~20:00)
휴무: 월요일, 12.28-1.1
입장료: 600엔
우에노 동물원 : 전 세계 중의 464종, 약
2,600여 마리의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300m의 모노레일로 연결되어 크게 히가시엔
과 니시엔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 시간: 9:30~17:00(입장 16:00까지)
휴무: 월요일, (12.29-1.1)
입장료: 600엔
도쇼구 : 17세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설
립된 도쇼구는 대칭구조의 건축양식과 화려한
색상으로 아름답게 조화된 것이 특징이다.
신사의 정문을 돌로 장식한 접근 방식은 봉건
시대 영주로부터의 일종의 상이었다. 이 장식
은 수백 개로 양쪽에 높이 쌓여 늘어서있다.
운영 시간: 9:00-해질 녘까지
입장료: 200엔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 : 높이 3.63m의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은 도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
랑 받고 있다.
사이고 다카모리(1827-1877)는 제국주의 세력
으로 도쿠가와 정권을 몰락시켜 1868년 전쟁
에서 에도를 지켜낸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노바즈 연못 : 동물원 언덕 아래에 위치한
시노바즈 연못은 오리 및 물새들의 서식지로
8월의 연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시타마치 박물관 : 시타마치 박물관에서는 20
세기 초 서민들의 삶을 볼 수 있다.
운영 시간: 9:30~16:30
휴무: 월요일, 연말-연초 연휴기간
입장료: 300엔
유시마텐진 : 14세기 설립된 신사로 길을 따라
심어진 매화나무길로 유명하다.
9세기경 위대한 학자인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섬기는 곳으로 수험 기간이 되면 입학시험의
합격을 기원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다.
운영 시간: 6:00~20:00
입장료: 무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휴무
*참고: 모든 시설은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 입
장 가능

아사쿠사

아사쿠사 도보 여행 코스는 에도시대 때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여 당시 일반 백성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일본 특유의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다.
아사쿠사는 아사쿠사 관음사를 중심으로 우에노 동쪽 스미다가와 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곳은 수많은 레스토랑뿐 아니라, 극장, 연극 공연장, 다양한 오락시설 등으로 도쿄시내에서 어뮤
즈먼트센터를 형성하고 있다.
①아사쿠사역(긴자선/도에이 아사쿠사선) – 5분 - ②가미나리몬, 나카미세도리 – 3분 - ③덴보인
– 2분 - ④센소지(아사쿠사 관음사) – 1분 - ⑤아사쿠사 신사 – 10분 - ⑥하나야시키 – 10분 ⑦센겐 신사 – 10분 - ⑧마쓰치야마 쇼덴 신사 – 1분 - ⑨스미다 공원 – 10분 – 아사쿠사역

센소지 : 아사쿠사 관음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센소지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이다.
628년 스미다가와 강에서 어부 형제가 던져놓
은 그물에 걸린 관음상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신사이다.
센소지 본당 : 6:00~17:00(4월-9월)
6:30~17:00(10월-3월)
입장료: 무료
가미나리몬부터 센소지 본당까지 쭉 이어져 있
는 나카미세도리를 볼 수 있다.
호조몬 : 보물창고라는 뜻의 호조몬은 기모노
와 일본 가발, 전통 과자들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의 이 곳은 특히 밤에 아
름다운 야경을 즐기기에 좋다. 호조몬은 간논
도의 오른편의 니덴몬 출구 앞에서 볼 수 있으
며 호조몬을 통과하면 아사쿠사 신사 또는 산
사사마 신사로 들어 갈 수 있다. 호조몬은 가
마쿠라 쇼군에 의해 세워졌으며 매년 열리는
신사의 산자 마쓰리는 매우 유명하여 많은 사
람들이 찾아온다.

덴보인 : 나카미세도리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
는 덴보인은 센소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다. 덴보인 입장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하나야시키 :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테마파
크이다.
운영시간: 10:00~17:00, 18:00, 19:00, 21:00
휴무: 토요일
입장료: 900엔(성인 기준)
마쓰치야마 쇼텐 : 마쓰치야마 상점가는 다양
한 상점들로 이루어져 화려한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운영 시간: 6:00~16:30(4월-9월)
6:30-16:30(10월-3월)
입장료: 무료
스미다 공원 : 강변을 끼고 있는 공원으로 테
니스 코트와 체육관 등 각종 시설들을 이용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다른 볼거리
스미다가와 강 크루즈
(아사쿠사와 히노데 부두 사이 또는 하마리큐
정원 근치 JR 하마마쓰초역)
편도 요금: 히노데 부두까지 760엔, 하마리큐
정원까지 720엔, 40분 소요
매 시각 40 분에 출발
문의: 0120-977311(9:30~17:30)
자세한 사항은 http://www.suijobus.co.jp 참
조

갓파바시도리 : 주로 주방용품에 관련된 도매
상점이 많은 곳으로 음식 샘플 등도 판매하고
있다.

도쿄의 3대 축제
간다 묘진 신사의 간다 마쓰리 : 홀수 해의 5월 15일에 가장 가까운 주말에 열리는 정기 축제
이다. 수십 개의 미코시가 신사 인근 지역을 줄지어 행진한다.
아사쿠사 신사의 산자 마쓰리 : 5월 셋째 주 주말에 3일 동안 개최된다. 아사쿠사 지역의 많
은 다른 전통 거리를 통해 약 100여 개의 미코시 퍼레이드도 열린다.
히에 신사의 산노 마쓰리 : 짝수 해 6월 중순에 열리는 이 축제는 아카사카 지역 주변의 번화
한 거리를 미코시 퍼레이드로 지나는 축제이다.

도쿄의 벼룩시장 및 골동품 시장
노기 신사
운영 시간: 매달 둘째 주 일요일(11월 제외)
찾아가는 길: 지하철 지요다선 노기자카역에서 도보 1분
고코쿠지 절
운영 시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7:00~16:00
찾아가는 길: 지하철 유라쿠초선 고코쿠지역에서 도보 1분
아라이 야쿠시 절
운영 시간: 앤틱 마켓)2월-12월 첫째 주 일요일, 1월 둘째 주 일요일
(신사 축제, 앤틱: 매달 8, 18, 28일 10:00~)
찾아가는 길: JR나카노역에서 15분,
세이부 신주쿠선 아라이야쿠시마에역에서 도보5분
하나조노 신사
운영 시간: 매주 일요일
찾아가는 길: 도에이 신주쿠선/후쿠토신선/마루노우치선 신주쿠3초메역에서 도보 5분
도미오카 하치만궁
운영 시간: 첫째 주 일요일(1월 제외),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찾아가는 길: 도자이선 기바역, 몬젠나카초역에서 도보 3분
오에도 앤틱페어
운영 시간: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9:00~16:00
찾아가는 길: 유라쿠초선/JR야마노테선 유라쿠초역에서 도보 1분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도쿄국제포럼 3-5-1
TEL: 03-6407-6011
URL: http://antique-market.jp/jp/index.html
메이지 공원 수퍼점보 벼룩시장
운영 시간: 홈페이지 참조(http://www.otakara.net)
찾아가는 길: 오에도선 고쿠리쓰교기초역에서 도보 6분, JR센다가야역에서 도보 7분
주소: 도쿄도 신주쿠구 가스미가타케초

시바 & 롯폰기

①오나리몬역(도에이 미타선) – 5분 - ②조조지 – 5분 - ③도쿄타워 – 7분 - ④가미야초역(지하철
히비야선)
①롯폰기역(지하철 히비야선/도에이 오에도선) – 0~4분 - ②롯폰기 힐즈 – 8분 - ③도쿄 국제예
술센터 – 5분 - ④도쿄 미드타운 – 3분 - ⑤롯폰기역 또는 노기자카역(지하철 지요다선)

시바 지역
조조지 : 1605년 건축된 조조지는 붉은 옻칠이
된 2층 정문이 국가의 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 도쿠가와 가문이 머물던 사
원이었다.
운영 시간: 6:00~17:00
입장료: 무료
자세한 사항은 http://www.zojoji.or.jp 참조

도쿄타워 : 높이 333m의 독립적 강철탑이다.
도쿄타워는 TV전파탑이자 각종 오락시설, 전
시 홀, 상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하
고 있는 곳이다. 가장 윗층으로 올라가면 도쿄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운영 시간: 매일 9:00~22:00
입장료: 820엔(특별전망대+600엔)
자세한 사항은 http://www.tokyotower.co.jp

◆그 이외의 다른 볼거리

롯폰기 지역

아타고 신사 : 1603년에 건축되어 1958년 재
건된 아타고 신사는 가파른 계단으로 이어져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운영 시간: 시즌에 따라 변동
입장료: 무료

롯폰기 : 롯폰기 교차로 중심인 이곳은 특히
다양한 음식점과 바, 클럽이 밀집되어 있어 24
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젊음의 거리이다.

오쿠라 슈고칸 박물관 : 호텔 오쿠라 옆에 위
치하고 있으며 옛 일본 전통 예술 공예품과 다
른 아시아 국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운영 시간: 10:00~16:30(입장 16:00까지)
휴무: 월요일, 연말-연초 연휴기간
입장료: 800엔(일반전시의 경우)

롯폰기 힐즈 : 롯폰기 힐즈는 예술과 오락시설
로 이루어져 큰 규모를 자랑하며 음식, 패션,
영화관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곳이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모리타워의 52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는 360도로 도쿄 시내의 야
경을 감상할 수 있다. 더욱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싶다면 가장 윗층에 위치한 스카이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roppongihills.com/
국립신미술관 : 일본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다. 도쿄 관광객들이 기념
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며 다양하
고 독특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운영 시간: 10:00~18:00(금 ~20:00)
휴무: 화요일, 연말-연초 연휴기간
입장료: 전시에 따라 변동
자세한 사항은 http://www.nact.jp 참조
도쿄 미드타운 : 각종 상점, 레스토랑, 사무실,
호텔,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진 복
합도시 지구이다. 도시적 느낌 이외에도 주변
공원, 정원을 통해 풍부한 자연을 느낄 수 있
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tokyo-midtown.com/

시부야 공원 ▶ 메이지 신궁

시부야 공원 ▶ 메이지 신궁
시부야와 하라주쿠는 뷰티샵, 레스토랑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도쿄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지역
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①JR시부야역 – 9분 - ③고엔도리 입구(공원 거리) – 7분 - ④타바코&솔트 박물관 - ⑤NHK 방
송센터 - ⑥요요기 스포츠센터 – 15분 - ⑦요요기 공원 – 30분 - ⑧메이지 신궁 – 35분 - ⑨다
케시타도리 – 5분 - ⑩오모테산도 - 10분 - ⑪우키요에 오타 기념 미술관 – 5분 - ⑫JR하라주쿠
역
②Tepco 전력관
2011년 5월 31일에 폐쇄되었다.

고엔도리 : 백화점과 같은 세련된 브랜드 매장
과 부티크, 카페 등이 늘어서 있는 거리이다.
길을 따라 걸으면 요요기 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이며 이 곳은 일본의 청소년들로 매우 붐
비는 곳이다. 고엔도리는 최신 패션과 유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며 독특한 일본의 생활
양식도 느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http://www.koen-dori.com
타바코&솔트 박물관 : 쇼핑센터 파르코 빌딩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은 담배
형태의 액세서리와 우키요에의 목판 인쇄물 등
의 전시물로 유명한 곳이다.
운영 시간: 10:00~18:00(입장 17:00까지)
휴무: 월요일, 12.29-1.3
입장료: 100엔
자세한 사항은 http://www.jti.co.jp 참조
NHK 방송 센터 : 총 2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에 컴퓨터, 뉴스, 위성전송 제어센터를 포함한
모뎀 프로그래밍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춘 방송
센터이다. 3층과 4층은 공개 스튜디오로 이용
되고 있다.
운영 시간: 10:00~18:00(입장 17:30까지)
휴무: 8월, 12월 및 12.25-31를 제외하고
매달 셋째 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200엔
요요기 스포츠센터 : 요요기 공원에 인접해 있
으며 올림픽의 세 가지 주요 준비 경기장 중
하나였다. 거대하고 매우 현대적인 구조로 수
영, 다이빙 이벤트도 진행되며 약 1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 실내 경기장이다.
또한 별관에는 4,000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농구 코트가 마련되어 있다.
요요기 공원 : 도쿄 올림픽 빌리지가 형성되어
있는 전 구역은 야생 조류 보호, 어린이 놀이
터, 자전거 코스가 갖추어진 조용한 숲과 공원
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이지 신궁 : 메이지 천황 부부를 기리기 위
해 창건되었다. 넓은 면적의 인공 삼림지역 속
에 자리잡고 있으며 12만 그루의 나무들은 모
두 신사 건림 당시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헌
정한 것이다.
입장료: 무료
신사 뒤쪽에서는 천황과 관련된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운영 시간: 9:00~16:00(11월-3월)
9:00~16:30(4월-10월)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 입장)

입장료: 500엔
자세한 사항은 http://www.meijijingu.or.jp
다케시타도리 : 에너지 넘치는 젊음의 거리 다
케시타도리는 수많은 브랜드 상점과 카페, 레
스토랑이 늘어서 있다. 전형적인 ‘하라주쿠 스
타일’ 이 생겨날 정도로 최신 유행에 민감한
곳이며 아이스크림과 크레페가 유명하여 하나
씩 손에 들고 다케시타도리를 산책하는 것도
좋다.
오모테산도 : 오모테산도는 JR하라주쿠역과 오
모테산도역 사이의 1km 정도 되는 큰 거리이
다. 나무가 많이 우거진 이 도로 주변에는 다
양한 패션 브랜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주로
패션샵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며 오모테산도
힐즈를 포함하여 주택가도 형성되어 있다. 오
모테산도 거리를 걸으며 패션샵을 둘러보고 미
용샵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고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는 주택가를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은 산
책 코스가 될 것이다.
우키요에 오다 기념 미술관 : 세지오 오타가
수집한 목판 인쇄 우키요에 작품을 전시 하고
있다.
운영 시간: 10:30~17:30(입장 17:00까지)
휴무: 월요일, 12.21-1.2
입장료: 700 엔
네즈 박물관 : 구마 겐고에 의해 만들어진 일
본 및 동양의 예술품 컬렉션이 있는 곳이다.
오모테산도역에서 도보 10분 소요
운영 시간: 10:00~17:00(마지막 입장 16:30)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
음 날)
입장료: 1,000엔
특별 전시일 경우: 1,200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다음의 패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JR 도쿄지역 전철 1일 패스(도쿠나이 프리패스) : 도쿄 23구내를 이동하는 모든 JR 노선을 하
루 동안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 730엔(소인 360엔)
도에이 지하철, 도쿄메트로 공통 1일 패스 : 도에이 지하철과 도쿄 메트로 노선 전철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 1,000엔(소인: 500엔)
도쿄 메트로 1일 패스 : 도쿄 메트로 구간 한정 프리패스
가격: 710엔(소인: 360엔)
JR 전철, 지하철 및 버스 1일 패스(도쿄 프리 킷푸) : 도쿄 23구내의 JR 전철, 지하철 및 버스
를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 1,580엔(소인: 790엔)
1일 이코노미 패스(도에이 마루고토 킷푸) : 도에이 버스, 도에이 지하철 전선, 닛포리 도네리
라이너를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 700엔(소인: 350엔)
파스모(대중 교통 및 e-머니 IC 카드/PASMO) : 파스모 IC카드는 JR 철도, 지하철 및 버스 등
수도권의 거의 모든 대중 교통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 화폐 기능으로 요금을 충전하여 상
점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지하철과 기차역 등 모든 대중 교통 시설에서 카드
를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다.
문의: http://www.pasmo.co.jp/

신주쿠

신주쿠는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쇼핑과 오락시설, 브랜드 상점 등을 갖춘 곳이며 도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통근 지역 중 하나이다. 신주쿠는 크게 세 곳으로 나뉘는데 남/동/서로 나뉘어져 남/
동 지역은 쇼핑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 서쪽 구역은 사무실이 많아 오피스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도쿄도청 옥상에서는 무료로 도쿄시내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신주
쿠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영화관, 음식점, 카
페 등이 많아 데이트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①신주쿠교엔마에역(마루노우치선) – 1분 - ②신주쿠교엔 내셔널 가든 – 15분 - ③하나조노 신사
– 10분 - ④신주쿠 프롬나드 공원 – 20분 - ⑤가부키초 – 20분 - ⑥서브나드 – 20분 - ⑦, ⑧신
주쿠 스카이 스크레이퍼 - ⑨신주쿠 남쪽 출구

신주쿠교엔 국립정원(황실 재산) : 도쿄에서 가
장 인기 있는 공원 중 하나로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며 여러 종류의 관목과 단풍을 보며 산
책할 수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시즌은 4월
벚꽃이 만개하는 시즌이며 가을의 단풍 또한
인기가 좋다.
운영 시간: 9:00~16:30(입장 16:00까지)
휴무: 12.29-1.3

입장료: 200엔
http://www.env.go.jp/garden/shinjukugyoen/
하나조노 신사 : 규모는 작은 신사이지만 300
년 이상 신주쿠를 지켜온 유서 깊은 신사. 11
월에 열리는 도리노이치 마쓰리에는 60만명의
인파가 모여든다고 한다. 번잡한 신주쿠를 거
닐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쉬고 싶을 때에 찾

기 적당한 곳이다.
입장료: 무료
신주쿠 프롬나드 공원 : 길가의 산책로가 나
있는 이 공원은 수많은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
선 공간 속의 '오아시스'와 양쪽에 늘어선 대
리석 장식이 볼거리이다.
가부키초 : 많은 식당, 바, 게임 센터, 영화 등
이 밀집되어 있는 번화가이다.
서브나드 : 다양한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
상가
신주쿠 스카이 스크레이퍼 : 호텔과 멋진 전망
을 갖춘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고층 건물
이다. 총 5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식 디
자인으로 건축되어 있다. 이 고층빌딩숲 중 하
나가 도쿄도청 빌딩이다. 45층(202m)은 개방
되어 있으며 누구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북부 전망대: 9:30~23:00(입장 22:30까지)
휴무: 둘째, 넷째 주 월요일
남부 전망대: 9:30~17:30(입장17:00까지)
휴무: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TEL: 03-5320-7890
자세한 사항은
http://www.yokoso.metro.tokyo.jp/
신주쿠역 남쪽 출구 지역 : 다카시마야 타임스
퀘어는 신주쿠 신남쪽 출구 쪽에 위치한다. 다
카시마야 타임스퀘어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는
서던 테라스는 각종 카페, 잡화점 등이 옹기종
기 모여있는 작은 공간이다. 겨울이 되면 아름
다운 일루미네이션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으
로 꾸며진다.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휴무
*참고: 모든 시설은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 입
장 가능

린카이 후쿠토신

①고쿠사이텐지조세몬역 – 3분 - ②도쿄 빅사이트 – 15분 - ③팔레트 타운 & ④메가 웹 – 10분
- ⑤도쿄 항구 박물관 – 5분 - ⑥일본 과학 미래관 – 5분 - ⑦배 과학관 – 15분 - ⑧후지 TV –
5분 - ⑨오다이바 해변공원 – 20분 - ⑩레인보우 브릿지

도쿄 빅 사이트 : 도쿄 고유 형식의 인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전시 홀이다. 다양한 비
즈니스 전시회나 이벤트뿐 아니라 록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다.
주변에는 레스토랑과 전망대도 마련되어 있다.
개방 시간은 행사에 따라 변동된다.
팔레트 타운 : 팔레트 타운은 각종 레저시설을
갖춰 매우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
이다. 가장 유명한 비너스 포트는 옛 이탈리아
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내며, 주변의 상점과 레
스토랑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메가 웹은 자
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메가 웹 : 메가 웹은 팔레트 타운에 있는 자동
차 테마 공원으로, 도요타 자동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관광 명소로는 도요타
차량이 모델이 된 도요타 쇼케이스 등이 있으
며, 1.3km의 모의주행 체험을 할 수 있다.(사
전 예약 필수)
TEL:(0070)800-489-000/(03)3599-0809
(11:00~18:00 일본어만 가능)
입장료: 300엔(전시에 따라 변동 가능)
운영 시간: 11:00~20:00or21:00
자세한 사항은
http://www.megaweb.gr.jp/index
도쿄 항구 박물관 : 아오미 프론티어 빌딩 20
층에 위치한 도쿄 항구 박물관은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박 모형을 비롯하여 심해 잠수 장
비, 항해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운영 시간: 9:30~17:30(입장 17:00까지)
휴무: 월요일, 12.28-1.4
입장료: 200엔
일본 과학 미래관 : 2001년 7월에 지어진 일
본 과학 미래관은 별칭으로 MeSci 라고도
불린다. 방문객은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최신 과학 기술을 보고 느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설명을 들어 볼 수 있다.
운영 시간: 10:00~17:00(입장 16:30까지)
휴무: 화요일, 12.28-1.1
입장료: 600엔(청소년 200엔)
자세한 사항은 http://www.miraikan.jst.go.jp

배 과학관 : 현재 전시회는 일시 중단되어 있
다.
운영 시간: 10:00~17:00
입장료: 무료
후지 TV : 오다이바의 상징으로 독특한 외관의
빌딩은 신주쿠 도쿄도청을 지은 단게 겐조에
의해 설계되었다. 100m 정상에는 독특한 은빛
구체의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개방되
어 있는 층에서는 TV 메이킹 필름을 감상할
수 있다.
운영 시간: 10:00~18:00
휴무: 월요일
입장료: 500엔
자세한 사항은
http://www.fujitv.co.jp/index.html
오다이바 해변공원 : 오다이바의 관광명소 레
인보우 브릿지의 멋진 야경을 즐기며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다.
레인보우 브릿지 : 도쿄로 들어오는 최초 입구
로 통하는 레인보우 브릿지는 자동차나 유리카
모메선을 이용하여 갈 수 있다. 레인보우 브릿
지의 야경을 가장 멋진 각도에서 보고 싶다면
오다이바 해변공원을 추천한다.
오에도 온천 모노가타리 : 도쿄 근교 유일한
온천 테마 공원으로 2003년에 문을 열었다.
노천탕과 일본 전통 정원을 걸으며 즐길 수 있
는 온천욕탕을 갖추고 있다.
운영 시간: 11:00~익일 8:00
입장료: 성인 2,900엔, 소인 1,600엔
(18:00 이후 성인 2,000엔 소인 1,600엔)
참고 : 박물관, 정원 등 대부분의 시설들은
연말-연초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또한 각 시설은 보통 마감 시간 30분 전까
지 입장해야 한다.

여행 정보 문의
도쿄 관광 정보 센터
도쿄도청(메인센터 1F 위치)
9:30~18:30; 연말-연초 휴무
TEL: (03)5321-3077
하네다 공항 브랜치
하네다 공항 빅버드 빌딩 1F
9:00~22:00
TEL: (03)5757-9345
게이세이 우에노역 브랜치
게이세이 우에노역 매표소 바깥쪽
9:30~18:30
TEL: (03)3836-3471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도쿄도 다이토구 가미나리몬 2-19-10
9:30~20:00 연중무휴
TEL: (03)3842-5566
오다큐 관광서비스센터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1-1-3
8:00~18:00 연중무휴
TEL: (03)5321-7887
료칸 아사쿠사 시게쓰
도쿄도 다이토구 아사쿠사 1-31-11
7:00~23:00 연중무휴
TEL: (03)3843-2345
도부 관광서비스센터
도쿄도 다이토구 하나카와도 1-4-16 아사쿠
사역
8:00~14:30; 12.30-1.3 휴무
TEL: (03)3841-2871

관광 정보 센터(TIC)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TIC는 일본에 체
류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이다. 관광지, 교통 및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 일
정도 제안하고 있다.
TEL: 03-3201-3331
100-0005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3-3-1 신도쿄 빌딩 1층
운영: 9:00~17:00(신정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