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카도전시관

No.1 에도 빗자루전시관

No.3 불단ㆍ불구의 역사관

현대생활에서 되살아난 빗자루의 ‛힘'

우아하고 장엄한 도쿄 불단은 보는 이를 매료

관리자：주식회사 시로키야나카무라덴베상점

관리자: 주식회사 야스다 쇼케이도

주소：도쿄도 츄오구 교바시 3－9－8

주소：도쿄도 츄오구 긴자 7-14-3

개관시간：10:00～19:00

개관 시간: 10:00~18:00

개관일

개관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매일

：월～토요일

（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We
will introduce
a wide
variety
of cultural
treasures
에도막부가
열린 이래
4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of the Chuo City handed down for 400 years from the
츄오구에 전해내려오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소개합니다.
Edo Period

(연말연시 제외)

교통수단：
A

교통수단:

다카라쵸역A3번 출구
교바시역2번 출구

도보 1분

히가시 긴자역 4번 출구

A

도보 2분

쓰키지 시장역 A3번 출구

E

도보 3분

도보 4분

츄오구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의 문화・상공업・정보의
중심으로서 발전해온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에도오가도(五街道)의

No.2 칠보 자료관

No.4 와타나베 목판화 전시관

유리의 반짝임과 색채의 깊이 등 칠보의 아름다움을 접한다

기점인 유명한 다리 ‛니혼바시', 세계적인 쇼핑의 거리

우키요에부터 현대 판화까지 일본의 목판화를 망라

‛긴자', 일본의 월가 ‛가부토쵸', 식문화의 중심 ‛쓰키지',
쓰쿠다 및 쓰키시마를 비롯한 풍요로운 강가 등 다양한
매력이 가득 넘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와 번화한
곳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400여년 동안 츄오구는 역사와 전통을 육성하여 에도
이래의 노포 및 이 지역의 마쓰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
자원이 맥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관리자: 주식회사 안도 싯포점

이 츄오구의 매력에 대해 여러분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지역의 문화 자원을 ‛마치카도전시관'으로 정비하여

개관 시간: 월~금요일/10:00～18:30

개설하였습니다. 전시관은 작은 노포 안의 전통공예품을
장식한 쇼케이스부터 기업의 모노즈쿠리(장인정신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제조업) 및 역사를 전시한 것 혹은

관리자: 주식회사 와타나베 목판 미술 화포

주소：도쿄도 츄오구 긴자 5-6-2
토, 일, 공휴일/10:30～18:30

개관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매일

개관 시간: 월~토요일/10:00～18:00

공휴일/10:00～17:00

(연말연시 제외)

(연말연시 제외)
교통수단:

교통수단:
긴자역 A1번 출구

A

주소：도쿄도 츄오구 긴자 8-6-19

도보 1분

히가시 긴자역 1번 출구

도보 4분

긴자역 B3번 출구
JR

A

도보 6분

신바시역 긴자 출구

도보 4분

No.5 겟코소 화구 전시관

No.7 버선박물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읽는다

No.9 쇼치쿠 오타니도서관

발밑에서 피어나는 치장의 미학을 보다

연극・영화의 대본 등 귀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관리자: 주식회사 겟코소 화구점

관리자：유한회사 오노야총본점

관리자：공익재단법인 쇼치쿠오타니도서관

주소：도쿄도 츄오구 긴자 8-7-2

주소：도쿄도 츄오구 신토미 2－2－1

주소：도쿄도 츄오구 쓰키지 1－13－1

개관 시간: 11:00～19:00

개관시간： 9:00～17:00

개관시간： 10:00～17:00

개관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매일

개관일：월～금요일

개관일：월～금요일

(연말연시 제외)

（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공휴일・연말연시・매월 마지막 목요일 등 제외）

교통수단:

교통수단：
긴자역 B3번 출구

JR

A

도보 5분

신바시역 긴자 출구

교통수단：

신토미쵸역2번 출구

도보1분

히가시긴자역5번 출구

A

도보 4분

No.6 긴자 가나메야ㆍ비녀 일본옷 소품 전시관

긴자쇼치쿠스퀘어 3F

도보3분

신토미쵸역1번 출구 도보8분

No.8 미즈노프린팅뮤지엄

세련된 긴자의 노포가 자랑하는 희귀한 일본옷 소품

No.10 포렴・등롱・수본 전시관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인쇄'의 진가를 보다

세련되고 운치있는 에도문자를 현대에 계승

관리자: 주식회사 가나메야 시바타

관리자：미즈노프리텍 주식회사

관리자：유한회사 쓰타야상점

주소：도쿄도 츄오구 긴자 8-7-18

주소：도쿄도 츄오구 이리후네 2－9－2

주소：도쿄도 츄오구 쓰키지 6－5－5

개관 시간: 평일/11:00～20:30

개관시간：10:00～16:00

개관시간：7:30～17:30

개관일: 월~토요일

개관일：월～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개관일：월～토요일

(공휴일ㆍ연말연시 등 제외)

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공휴일・연말연시・시장 휴무일 등 제외）

토요일/12:00～19:00

교통수단:

교통수단：
긴자역 B3번 출구

JR

A

도보 5분

신바시역 긴자 출구

도보 3분

신토미쵸역5번 출구
핫초보리역A2번 출구

교통수단：
도보5분
도보5분

쓰키지역1번 출구 도보5분
E

쓰키지시죠역A1번 출구

도보10분

No.11 이쑤시개 자료관

No.13 오즈 사료관

No.15 고덴마쵸 감옥시설전시관

에도의 문화와 생활을 지탱한 종이와 종이장사의 역사

‛이쑤시개'에 깃든 장인기술과 에도의 멋

관리자：주식회사 니혼바시사루야

관리자：주식회사 오즈상점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무로마치 1－12－5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혼쵸 3－6－2

개관시간：10:00～18:00

개관시간： 10:00～18:00

개관일：월～토요일

개관일

（공휴일 제외）

（연말연시 등 제외）

교통수단：

오즈본관 빌딩

도보5분

JR

주소：짓시스퀘어 별관 안
개관일

：연말연시 등 제외 매일

교통수단：

신니혼바시역5번 출구
고덴마쵸역3번 출구

도보2분

고덴마쵸역4번 출구
도보5분

No.14 이바센우키요에뮤지엄

약과 더욱 친근하게

도보3분

도보5분

미쓰코시마에역A6번 출구

No.12 Daiichi Sankyo 약 뮤지엄

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고덴마쵸 5－19
개관시간：9:00～20:00

：월～토요일

교통수단：

미쓰코시마에역A1번 출구

감옥 부지 안의 구조와 시설을 정확하게 재현

No.16 에도야 소장 귀얄솔전시관

에도 부채부터 현대 아트까지 폭 넓은 전시

장군 가문도 인정한 ‛에도 귀얄'의 기술과 미(美)

관리자：다이치산쿄 주식회사

관리자：주식회사 이바센

관리자：주식회사 에도야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혼쵸 3－5－1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고부나쵸 4－1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오덴마쵸 2－16

개관시간： 10:00～18:00

개관시간：8:00～20:00

개관시간：9:00～17:00

개관일

（점포는 10:00～18:00／월～금요일）

개관일

개관일

（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화~일요일, 공휴일, 대체 휴일

(연말연시 등 제외)
교통수단：

：연말연시 제외 매일

교통수단：

JR 신니혼바시역 5번 출구

도보1분

미쓰코시마에역A10번 출구

JR
도보2분

：월～금요일

교통수단：

신니혼바시역5번 출구

도보5분

미쓰코시마에역A6번 출구

도보6분

고덴마쵸역3번 출구
JR

도보5분

신니혼바시역5번 출구 도보10분

No.17 이치마스 다겐 포목 도매상 뮤지엄

No21 하코자키쵸 하코4쵸 주민자치회 요여고

No.19 옷고리짝 학습관

에도 막부 말기에 약진한 오미 상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옷고리짝의 매력과 장인 기술을 가까이서 접한다

관리자: 주식회사 다겐

관리자: 유한회사 이와이 상점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호리도메초 2-3-8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닌교초 2-10-1

개관 시간: 9:00～17:00

개관 시간: 오전 10:00～17:00

개관일: 월～금요일

개관일: 월~토요일(공휴일ㆍ연말연시 등 제외)

(공휴일ㆍ연말연시 등 제외)

옷고리짝 제작으로 인해 가게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수단:

교통수단:

고덴마초역 1번 출구

도보 3분

닌교초역 A4번 출구

A

：일 년 내내

스이텐구마에역2번 출구

인간국보가 염색한 정교하고 치밀한 유카타 무늬가 압권

관리자：산가쓰주식회사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도미자와초 4-11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닌교쵸 3－4－7

개관 시간: 11:00～16:00

개관시간：

개관일: 월～금요일

개관일

(공휴일ㆍ연말연시 등 제외)

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교통수단:

①15:00～ ②16:00～（2부제・해설있음）

：월～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교통수단：

하마초역 A1번 출구

개관일

도보2분

No.22 염색물 전시관・도라노오리(호랑이 우리)

관리자: 주식회사 류코보

S

개관시간： 8:00～21:00

도보 2분

No.20 유카타 박물관

‘전통의 진화’에 도전하는 공방에서 구미히모를 배운다

닌교초역 A4번 출구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하코자키쵸26－1

도보 5분

No.18 에도 도쿄 구미히모 류코보 전시관

A

관리자：하코자키쵸 하코4쵸 주민자치회

교통수단：
닌교초역 A1번 출구

A

전쟁을 헤치고 나온 명장의 역작 요여

도보 2분

도보 7분

A

에도 사람들이 사랑한 멋스러운 염색물

관리자：유한회사 다카토라상점
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하마쵸 2－45－6
개관시간： 9:00～18:00 （토요일만 17:00）
개관일：월〜토요일（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교통수단：

닌교쵸역A5번 출구

도보2분

S

하마쵸역A2번 출구

도보1분

No.23 에도표구전시관

No.25 슈교쿠 문고 갤러리

에도표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표구사'의 기량과 감성

관리자：교신도 이나자키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하마쵸 2－48－7
개관시간：9:00～18:00
개관일

일본종이 노포가 쌓아온 여러 가지 종이 문화

관리자：주식회사 하이바라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2－7－1
개관시간： 10:00～18:30 (토, 일요일은17:30까지)

：월～토요일

개관일

（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교통수단：
S

No.27 쓰쿠다 길거리 전시관

：일 년 내내（공휴일・연말연시・오봉 휴가 제외）

교통수단：

하마쵸역A2번 출구

도보1분

관리자：쓰쿠다 1쵸메 주민자치회
주소：도쿄도 츄오구 쓰쿠다 1－2－10 끝쪽
개관시간：상시 개관
교통수단：

니혼바시역B6번 출구

No.24 미쓰비시 창고・에도바시 역사전시갤러리

일화가 남아있는 요여 및 사자탈과 옛날을 그리는 사진

도보1분

No.26 가부토쵸・가야바쵸 길거리 전시관

수려한 창고와 수운의 지역 변모를 기록

E

쓰키시마역6번 출구

도보5분

No.28 이시카와지마 자료관
근대적 중공업의 발상지, 이시카와지마의 발자취

‛투구' 수레 및 이 지역의 요여과 소방 자료

관리자：미쓰비시창고 주식회사

관리자：니혼바시 시치노부연합 주민자치회

관리자：주식회사 IHI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1－19－1

주소：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가부토쵸 15－3

주소：도쿄도 츄오구 쓰쿠다 1－11－8

개관시간： 평일／7:30～19:30

사카모토쵸 공원 안

개관시간：10:00～12:00, 13:00～17:00(입장은 16:30까지)

개관시간： 8:30～20:00

개관일

개관일：일 년 내내

（연말연시 등 제외）

개관일

토요일／7:30～13:30

：월～토요일

（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교통수단：
A

교통수단：

니혼바시역D2번 출구

도보3분

니혼바시역D4번 출구

미쓰코시마에역B6번 출구
JR 도쿄역 야에스중앙출구

교통수단：
가야바쵸역12번 출구

도보4분
도보5분

도보15분

：수・토요일

도보2분

E

쓰키시마역6번 출구

도보6분

피아웨스트스퀘어 1F

No.29 가치도키・도요미 역사자료 전시관

기호

에도 사람들의 양식미를 현재에 계승하는 요여와 표치

도쿄메트로 히비야선
도쿄메트로 유라쿠쵸선
도쿄메트로 한조몬선
도쿄메트로 긴자선
도쿄메트로 도자이선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

관리자：가치토키・도요미 연합주민자치회
주소：도쿄도 츄오구 가치도키 1－9－9
쓰키시마 제2아동공원 안
개관시간：10:00～16:00
개관일：매월 제2토・일요일
교통수단：
E

가치도키역A4번 출구

도보1분

E

도영지하철 오에도선

A

도영지하철 아사쿠사선

S

도영지하철 신주쿠선
유리카모메선

No.30 고향 하루미자료전시관
성장을 지속하는 지역의 새로운 상징

관리자：하루미 연합주민자치회
주소：도쿄도 츄오구 하루미2－4
하루미 린카이공원 안
개관시간：상시 개관
교통수단：
E

가치도키역A2a번 출구 도보10분

쇼핑 할 수 있습니다

에도바시 미나미

니혼바 시 지구

나미키도리 출구

하츠미바시 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