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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기 (遊ASOBU)
촬영지

주소

가장 가까운 역

하나카게 기모노주쿠

니혼바시 도미자와초 5-10
쓰키무라 맨션 NO28 502호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닌교초역A4출구에서 도보 3분

오즈와시

니혼바시 혼초 3-6-2

JR 소부선 쾌속 신니혼바시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분／도쿄 메트로 긴자선, 한조몬선 미쓰코시
마에 A6 출구에서 도보 5분／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고덴마초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쓰키지 사자 축제

쓰키지6-20-37
나미요케이나리진자 신사

도에이 오에도선 쓰키지시조역 A1 출구에서 도보 5분

긴자 우치미즈

긴자도리 거리

도쿄 메트로 긴자선, 마루노우치선, 히비야선 긴자역 A1～14 출구에서 바로／도쿄 메트로 유라
쿠초선 긴자잇초메역 7～9번 출구에서 바로／JR 유라쿠초역에서 도보 5분／도쿄 메트로 히비
야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히가시긴자역 3,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스미요시 신사 예제

스미요시진자 신사 및 쓰키시마 지역

도쿄 메트로 유라쿠초선, 도에이 오에도선 쓰키시마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스미다가와 크루징

스미다가와 강

쓰쿠다지마 본오도리

쓰쿠다잇초메주변

도쿄 메트로 유라쿠초선, 도에이 오에도선 쓰키시마역 6출구 에서 도보약7분

쓰키지 혼간지 절 납량 본오도리 대회

쓰키지3-15-1
쓰키지 혼간지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쓰키지역에서 도보 1분

가부키자 갤러리

긴자 4-12-5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히가시긴자역 3번 출구에서 바로

쓰타야 상점

쓰키지6-5-5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쓰키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미쓰이 기념미술관

니혼바시 무로마치 2-1-1 미쓰이 본관 7F 도쿄 메트로 긴자선, 한조몬선 미쓰코시마에역 A7 출구에서 도보 1분

긴차카이

긴자도리 거리

도쿄 메트로 긴자선, 마루노우치선, 히비야선 긴자역 A1～14 출구에서 바로／도쿄 메트로 유라
쿠초선 긴자잇초메역 7～9번 출구에서 바로／JR 유라쿠초역에서 도보 5분／도쿄 메트로 히비
야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히가시긴자역 3,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니혼바시 교바시 축제
오에도 갓키 퍼레이드

주오도리 거리(교바시 3초메~니혼바시무
로마치 3초메)

도쿄 메트로 긴자선, 한조몬선 미쓰코시마에역에서 도보 1분

니혼바시 에비스코 '벳타라이치'

다카라다에비스진자 신사를 중심으로 한
니혼바시오덴마초, 니혼바시 일대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고덴마초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JR 신니혼바시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분/JR 바쿠로초역에서 도보 5분/도에이 신주쿠선 바쿠로요코야마역에서 도보 5분/도쿄 메트
로 히비야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닌교초역에서 도보 7분

뎃포즈 이나리 신사 한겨울 입수대회

미나토 1-6-7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핫초보리역 A2 출구에서 도보 7분/JR 게이요선 핫초보리역 B4 출구에서
도보 5분

게이샤와 연회석 놀이 체험

니혼바시 무로마치 1-5-5 COREDO 무로
도쿄 메트로 긴자선, 한조몬선 미쓰코시마에역 A6 출구 직결
마치3, 3층 ‘교라쿠테이’ 내

긴자 곤파루유

긴자 8-7-5

촬영지에 관한 문의는 츄오구 관광 정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도쿄 메트로 긴자선 신바시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JR 신바시역 긴자구치에서 도보 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