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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CONCEPT

일본의 새로운 가치를
이 거리로부터 세계로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숍, 오피스, 레지던스, 
호텔, 녹지, 미술관, 디자인 관련 시설들이 서로 
자극하고 연계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새로운 가치와 만날 수 있는
“도시기능의 콜라보레이션” 이라는 발상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대접하는  마음 .  
이것은 일본이 예로부터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이 거리에서 일하는 스탭 일동이 높은 환대 
정신을 갖추고 정성껏 고객님을 맞이합니다.

일본의 마음을 이어 받아 
여러분을 접대하는 거리

이 거리의 큰 매력은 약4ha나 되는 오픈 스페이스 
녹지 .  옛부터  이어  내려온  드넓은  자연이 ,  
도심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싱그러운 세계를 
만들어 냅니다.

On the Green
거리와 사람들에게 개방감과
활력을 제공하는 자연환경 미술관 및 디자인의 거점 등 크리에이티비티를 

자극하는 다양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국경과  쟝르를  초월한  많은  조각  및  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Creativity
창조력을 돋우는 세계의 디자인&아트

21세기 일본을 대표하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것이 도쿄 미드타운의 출발점.

새로운 일본의 가치, 감성, 재능인 JAPAN 

VALUE를 창조 결집하여 끊임없이 세계에 

발신하는 거리.

미래를 짊어질 도시의 이상적이 모습과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독창성이 이 거리에는

숨쉬고 있습니다.

JAPAN VALUE

Hospitality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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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9정목 내  ●부지 면적 : 약68，891m2   ●
지구 계획 면적 : 약102，000m2　●용적 대상 면적 : 약460，463m2　●연 
면적 : 약563，801m2（전체）, 용적률670% [ 오피스 : 약311，176m2（전유 184，
000m2）、주택 : 약96，474m2（410호）、서비스 아파트먼트 : 약 21，004m2（107
호）、호텔 : 약 43，752m2（248실）、상업 : 약70，993m2（약130점）、기타（홀&
컨퍼런스, 미술관 등） : 약20，401m2 ]

통괄설계 닛켄설계 : 마스터 플랜 SOM（Skidmore, Owings and Merrill LLP） : 
디자인·윙  안도  타다오  : 가든사이드 (미술관동/상업동 )  구마  켄고  : 
가든사이드(주택동)/지하통로 내장·출입구 사카쿠라 타케노스케 : 파크 
레지덴스 익스테리어(외장) 아오키 쥰 : 랜드스케이프 AECOM : 갤러리아 외
(상업공간) Communication Arts, Inc. : 더 리츠칼튼 도쿄 인테리어 / 파크 
레지던스 인테리어 프랑크 니콜슨, 디자인 스튜디오 SPIN

호텔
● 더 리츠칼튼 도쿄

그  품격 높은  환대정신이 
세계 제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내셔널 호텔.

숍&레스토랑
● 인테리어&디자인  ● 패션  
● 푸드&카페  ● 레스토랑&
바  ● 서비스

도시생활을 즐기는 이들을 
만족시키는, 감도 높은 엄선 
숍＆레스토랑.

디자인&아트
●  산토리미술관   ●  21_21 
DESIGN SIGHT  ● Tokyo Midtown 
Design Hub  ● FUJIFILM SQUARE  
● 퍼블릭 아트

미술관을 비롯한 디자인의 
신거점 등,크리에이티비티를 
자극하는 다양한 교류의 장.

오피스
● 미드타운 타워  
● 미드타운 이스트  
● 미드타운 웨스트

편리한  교통편 ,  철저한  
시큐리티, 리플레쉬 스페이스 
등의  기능이  비즈니스를  
스마트하게 서포트.

홀&컨퍼런스
● 도쿄 미드타운 홀
● 도쿄 미드타운 컨퍼런스

대형 이벤트에 최적인 홀, 
회의나  기자회견, 파티에 
이용할 수 있는 컨퍼런스.

레지던스&
서비스 아파트먼트
● 더 리츠칼튼 도쿄내 파크 
레지던스  ● 도쿄 미드타운 
레지던스   ●  오크우드  
프리미어 도쿄 미드타운

뛰어난  기능과  다채로운  
서비스가 결합된 차세대 주거지.

메디컬 클리닉
● 도쿄 미드타운  클리닉

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맡길 수 있는 홈 
클리닉. 영어 대응 스탭도 
상주.

그린&파크
● 미드타운 가든  
● 미나토구립 히노키쵸 공원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광대한 녹지대.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일본의  
아름다운 사계를 물들인다.

Midtown Tower
미드타운 타워

더 리츠칼튼 도쿄내 파크 레지던스

The Ritz-Carlton, Tokyo
Office
Tokyo Midtown Clinic
Tokyo Midtown Design Hub
Tokyo Midtown Conference

The Park Residences 
at The Ritz-Carlton, Tokyo

미드타운 이스트

미드타운 웨스트

갤러리아

오크우드 프리미어 
도쿄 미드타운

산토리미술관

플라자

Overview

21_21 DESIGN SIGHT

Oakwood Premier
Tokyo Midtown

Midtown East

 Tokyo Midtown Residences
 Office
 Tokyo Midtown Hall

Plaza

 Shop & Restaurant

Midtown West

 Office

Galleria

 Shop & Restaurant

Suntory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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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과 재능이 함께 하는 미드타운 이벤트

사계절의 변화, 미드타운 가든

도쿄 미드타운은 싱그러운 자연과 공존하는 거리. 일본의 풍물시인 벚꽃과 단풍으로 물드는 가로수가 

있어, 도회에 있으면서 일본다운 사계절의 변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미드타운 가든은 약4ha
의 거리 오픈 스페이스 주변 나무들이 아름다움을 겨루는 자연의 갤러리. 도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많은 나무가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도시 경관만들기 및 환경보전에 공헌하고 있다.

Tokyo Midtown DESIGN TOUCHTOKYO MIDTOWN AWARD

MIDTOWN ♥ SUMMER MIDTOWN ♥ SUMMER

MIDTOWN OPEN THE PARK

MIDTOWN BLOSSOM

MIDTOWN CHRISTMAS ICE SKATING RINK New Year

봄에는 벚꽃을 즐기는 이벤트, 여름에는 잔디 위에서 보내는 오픈 카페, 

소리와 빛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등 도쿄 미드타운은 사계절을 

즐기면서 새로운 감동을 만날 수 있는 거리. 미드타운에서는 오감을 

자극하고 독창성을 기르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으며, 최첨단 

트렌드도 발견할 수 있다. 가을에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전세계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모이는 패션 이벤트, 젊고 뛰어난 재능을 발굴하는 

아트 이벤트,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신제품 발표회 등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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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Shops & Restaurants숍&레스토랑

Fashion패션

도쿄미드타운에는 일본최초의 직영점, 세계최초의 뉴컨셉 숍 등,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숍들이 즐비하다. 전세계 VIP가 

지지하는 명품 브랜드,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럭셔리 브랜드 등 

이곳에 모이는 한 점포 한 점포마다 뛰어난 개성을 발휘, 항상 시대를 

리드하는 새로운 패션을 발신하고 있다. 자신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이들이 진심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정보에 대해 독자적인 안테나를 펼치면서 결코 유행에는 휩쓸리지 않는다. 

디자인, 기능, 퀄리티를 고집하며, 독특한 감성과 가치관으로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이 쇼핑 에어리어는 도시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제안한다. 약 130개의 숍&레스토랑은 희소성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외로부터 엄선 집약시킨 명소. 또한 해외에서 오신 손님께 도쿄 미드타운 

전반을 안내해 드리는 영어/중국어/한국어 어탠던트 서비스와 더불어 쇼핑 

구역에서는 쇼핑이나 식사 등 고객님 개개인의 요청에 대해 섬세하게 대응해 

드리는 영어 컨시어지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면세 점포도 몇 

군데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숍&레스토랑에서는 은련(유니온페이)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심에서 얻을 수 있는 품위있는 일상

ISETAN SALONE / 레이디즈 PLEATS PLEASE ISSEY MIYAKE / 여성복 Ron Herman / 남성복·여성복·아동복·라이프스타일 잡화·카페

TASAKI / 보석

ISAIA Napoli / 멘즈

lucien pellat-finet / 멘즈·레이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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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 Design

Interior & Design인테리어&디자인 잡화
제품만들기의 선진국 일본이 자랑하는 “품질에 대한 고집”,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미(美)에 대한 시선”, 그리고 물건을 오래 

소중히 사용하는 “롱라이프 사상”. 그런 시점에서 모아 온 가구와 

잡화에 JAPAN VALUE가 숨쉬고 있는 에어리어. 일본의 전통기술에 
현대적인 에센스를 가미한 제품을 제안하는 숍과　일상용품에서 

기프트까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엄선제품을 구비, 방문하는 

이들에게 품위있는 일상을 만나게 한다.

THE COVER NIPPON / 가구·라이프 스타일 잡화

itoya topdrawer / 문방구 IDÉE SHOP / IDÉE CAFÉ PARC / 가구·카페

MUJIRUSHIRYOHIN / 라이프스타일 잡화·가구

NIHONBASHI KIYA / 칼·라이프스타일 잡화 HASHI CHOH / 젓가락·일식 잡화

WISE・WISE tools / 라이프 스타일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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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 BarFood & Cafe

Food & Cafe푸드&카페 Restaurant & Bar레스토랑&바
초록이  보이는  테라스석에서  바람을  느끼며  런치를 .  그런  
고급스러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가게에서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날에 가고 싶은 세계적으로 이름높은 레스토랑까지, 일식은 물론 
세계각국의 엄선한 점포를 라인업. 진정한 맛을 추구하는 쉐프의 
요리와  따뜻한  서비스로  방문하는  게스트의 소중한  한  때를  
연출한다.

TEMPURA YAMANOUE Roppongi / 튀김

HAL YAMASHITA TOKYO / 신 일식

일본 각지의 전통점, 세계 톱 클래스의 파티쉬에에 의한 디저트 
부티크 등, 일상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엄선한 명품 숍이 늘어선 
먹거리 공간. 또한 가볍게 들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 및 델리, 이트 인 코너도 충실하다. 장기체재하시는 분에게는 
딜리버리 서비스나 영어로 응대하는 24시간 영업의 고급 푸드 

마켓도 이용 가치가 크다. 넓은 공간 속에서 세계의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다.

KAYANOYA / 자연식품 SAKE SHOP FUKUMITSUYA / 술

TORAYA / 일본 전통과자·갤러리·티룸

Billboard Live TOKYO / 클럽&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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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나 물건 만들기에는 발견이 있다.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런 놀라움과 즐거움을 특별전, 

기획전, 워크숍을 통해 널리 국내외에 발신. 다양한 

세대와 쟝르의 크리에이터들의 상상력 넘치는 세계를 

즐길 수 있다.

Tokyo Midtown Design Hub

폭넓은 연령층의 분들이 사진의 “멋”에 접하고 “맛”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설립한 사진 갤러리. 후지 

필름 비장의 안티크 카메라 콜렉션을 전시하는 

사진역사박물관도 병설.

후지필름 스퀘어

도쿄 미드타운내 아트워크
도쿄 미드타운 전체를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정원으로 삼아 도시와 아트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프로젝트. 

도쿄 미드타운의 곳곳에는 국경과 쟝르를 초월한 많은 조각 및 회화가 배치되어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아트와 건축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는 거리의 기능과도 조화한 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최근 새로운 디자인&아트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롯폰기. “롯폰기 아트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국립신미술관, 산토리미술관, 모리미술관을 잇는 

에어리어 주변에는 개성넘치는 미술관 및 갤러리가 

산재. 도쿄의 현재의 디자인＆아트를 체감할 수 있는 

에어리어다

“생활속의 미(美)”를 기본이념으로 회화, 도자기, 칠공예, 유리, 염직 등 매력넘치는 기획전을 수시 개최. 일본의 
미(美)를 국내외에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 일급 콜렉션과 모던한 일본식 공간은 가치있는 볼거리이다.

산토리미술관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미야케 잇세, 사토 타쿠, 후카사와 나오토가 디렉터가 되어 테마성있는 전람회와 

프로그램을 개최. 21_21DESIGN SIGHT의 무대가 되는 건물 설계도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담당. 방문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의 즐거움을 접하고, 놀라움 가득한  디자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이다.

21_21 DESIGN SIGHT

Design & Art디자인&아트

left and center © Masaya Yoshimura
right “Design Anatomy”(2016-2017/© Satoshi Asa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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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츠칼튼 도쿄는 미드타운타워 지하 1층에  정면 현관, 1층·2층에 연회장과 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로비와 레스토랑은 45층에 있으며, 도쿄 타워, 도쿄 스카이트리, 후지산이 보이는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2,000제곱미터의 부지를 지닌 더 리츠칼튼 스파 도쿄는 46층에 자리잡고 있다. 47층에서 53
층까지는 객실층으로 모든 객실이 미드타운 타워의 사방에 위치한 창문들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53
층에 있는 클럽 라운지는 지상 200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전세계로부터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리츠칼튼 도쿄

도쿄 미드타운 
홀&컨퍼런스

오크우드 프리미어 
도쿄 미드타운

가구와 서비스가 포함된 임대주택 
사업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리딩 컴퍼니 ‘오크우드’. 24
시간대응의 레셉션, 비지니스센터, 
휘트니스센터를 구비한 “오크우드 
프레미어”는 1개월이상의 장기체제를 

필요로하는 럭셔리한 고객을 위하여 
디자인된 장엄하고 우아한 레지던스이다.

외국인 환자도 일본의 최첨단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클리닉에서는 일반보험진료, 검진, 

단기종합검진, 미용진료를 제공한다. 심미 

치과 및 서플리먼트 센터도 병설되어 있다.

크고 작은 2개의 다목적 홀과 다양한 
9개의 룸으로 이루어진 컨퍼런스. 
최신 음향・영상・조명・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세미나 및 신제품 발표회, 

파티, 패션쇼등, 글로벌한 정보발신 

이벤트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도쿄 미드타운 클리닉

Facilities & Services시설&서비스

Hinokizaka（가이세키 요리, 초밥 , 덴푸라 , 철판구이/45층）
Azure 45（프렌치 다이닝 /45층）
Towers（컨템포러리 그릴/45층）
La Boutique (초콜릿 & 페스트리/45층)
The Lobby Lounge（45층）
The Bar (45층)
The Ritz-Carlton Café & Deli（1층）

레스토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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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을 자랑한다. 

상설전시는 없으나 기획전・공모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는 놓칠 수 없는 볼거리.

■국립신미술관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7-22-2

고급스런 레스토랑 및 카페, 인기있는 유명 

부티크가 줄지어 들어서 있는, 세련된 성인 

트렌드를 체감할 수 있는 스트리트.

■오모테산도

다도 도구와 다양한 동양 고미술품은 

특히  유명 .  중국  은주시대의  

청동기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소장품.

■네즈미술관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6-5-1

© FUJITSUKA Mitsumasa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쟝르의 

전람회를 개최하는 롯폰기힐즈 53
층에 있는 미술관.

■모리미술관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6-10-1 
롯폰기힐즈 모리타워 53F

250m 특별전망대로부터 바라보는 
360°의 조망은 압권. 꼭 한번 방문해 
볼만한 도쿄의 기본 관광명소.

■도쿄타워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공원 4-2-8

오모테산도

히로오

아카바네바시 시바코엔

하마마쓰초하마마쓰초

다이몬

오나리몬

신바시

우치사이와이초

히비야

아카사카 
황실용지

아오 야마잇쵸메

롯폰기잇쵸메

롯폰기

노기자카

아카사카사카스
가
이
엔
히
가
시
도
리

오
에
도
선

아오
야마
도리

아오야마 묘원

아자부쥬반

죠죠지

센가쿠지

치요
다선

히비
야선

네즈미술관

국립신미술관

롯폰기힐즈
모리미술관

롯폰기도리

아카사카

요쓰야

아카사카미츠케

국회의사당 앞

다메이케산노

가미야쵸

국회의사당

가스미가세키 
빌딩

히에 신사

히카와 신사

메이지진구가이엔

롯폰기
티큐브

도라노몬

도쿄타워

감성을 자극하는 이벤트, 최첨단의 

연극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음식점등이 

한자리한 매력  넘치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 .  사카스  

광장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아카사카사카스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5-3

도내 주요 장소로부터의 소요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도영 오에도선 “롯폰기역” 8번 출구에서 직접 연결
■도쿄메트로 히비야선 “롯폰기역” 4a 출구측으로부터 지하통로를 
경유, 8번 출구에서 직접 연결 
■도쿄메트로 치요다선 “노기자카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도쿄메트로 난보쿠선 “롯폰기잇쵸메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히비야선 “롯폰기역”에서 휠체어・유모차로 오시는 경우, 4a 출구에서 
지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도(都)01 “롯폰기역 앞” 하차 도보 약2분
■치바스 “롯폰기나나쵸메”,  “히노키쵸 공원” 하차 도보 약1분

하네다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기관
■도쿄 모노레일(하네다공항→ JR 하마마츠쵸역) ‒환승‒ 도영 
오에도선(다이몬역→롯폰기역)

■게큐 에어포트 쾌속특급(하네다공항→시나가와역) ‒환승‒ JR 
야마노테선(시나가와역→에비스역) ‒환승‒ 도쿄메트로 히비야선
(에비스역→롯폰기역)

나리타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기관
■JR 특급 나리타익스프레스（나리타공항→신주쿠역） ‒환승‒ 도영 
오에도선（신주쿠역→롯폰기역）

■ J R  특급 나리타익스프레스（나리타공항→도쿄역） ‒환승‒  
도쿄메트로 마루노우치선（도쿄역→가스미가세키역） ‒환승‒ 
도쿄메트로 히비야선（가스미가세키역→롯폰기역）

■공항 리무진버스(나리타공항→더 리츠칼튼 도쿄)

공공 교통기관으로 오시는 길 공항에서 오시는 길

다이몬

하네다
공항

긴자

시오도메

나리타
공항

도쿄메트로
히비야선
도쿄메트로
히비야선

JR 야마노테선

도쿄메트로
난보쿠선

도영 오에도선

도영 아사쿠사선

도영 마루노우치선

도쿄메트로
치요다선

JR 특급 
나리타익스프레스
JR 특급 
나리타익스프레스

게큐 에어포트 쾌속특급

게큐 에어포트 
쾌속특급

도쿄모노레일

롯폰기

노기자카

롯폰기
잇쵸메

Nearby Tourist Attractions부근의 관광명소 location & Access로케이션&교통편

케세 스카이라이너

※상기는 대략적인 소요시간입니다.

긴자

도쿄

신주쿠

시부야

우에노

아키하바라

긴자

하네다 

나리타

10분

15분

10분

15분

25분

20분

25분

40분

80분

롯폰기

공항

공항

신주쿠

시부야

에비스

시나가와

하마마츠쵸

도쿄

우에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