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무료
●개관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휴관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 때는 다음 평일) / 연말연시
●위치: 다이토구 우에노사쿠라기 2-10-6  ☎ (03) 3823-4408

https://www.taitocity.net/zaidan/shitamachi/shitamachi_annex/

https://www.taitocity.net/zaidan/ichiyo/ https://www.taitocity.net/zaidan/shodou/

●입장료: 일반 500엔(300엔) / 초·중·고교생 250엔(150엔) ※ 1, ※ 2, ※ 3
●개관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입장은 오후 4시까지)
●휴관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 때는 다음 평일) / 연말연시 / 특별정리기간 등
●위치: 다이토구 네기시 2-10-4  ☎ (03) 3872-2645

●입장료: 일반 300엔(200엔) / 초·중·고교생 100엔(50엔) ※ 1, ※ 2, ※ 3
●개관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입장은 오후 4시까지)
●휴관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 때는 다음 평일) /연말 연시 / 특별정리기간 등
●위치: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2-1  ☎ (03) 3823-7451

https://www.taitocity.net/zaidan/shitamachi/

●입장료: 일반 500엔(300엔) / 초·중·고교생 250엔(150엔) ※ 1, ※ 2, ※ 3
●개관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입장은 오후 4시까지)
●휴관일: 월·목요일(공휴일과 겹칠 때는 다음 평일) / 연말연시 / 특별정리기간 등
●위치: 다이토구 야나카 7-18-10  ☎ (03) 3821-4549
　※ 입장 시에는 양말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taitocity.net/zaidan/asakura/
국가지정 명승·국가등록 유형문화재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도(都) 지정 사적

아사쿠라 조소관 

구 도쿄 음악학교 소가쿠도 시타마치 풍속 자료관 부설 전시장  「구 요시다집 술점 」 

이치요 기념관  서도 박물관

시타마치 풍속 자료관 

https://www.taitocity.net/zaidan/sougakudou/

●입장료: 일반 300엔(200엔) / 초·중·고교생 100엔(50엔) ※ 1, ※ 2, ※ 3
●공개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입장은 오후 4시까지)
●공개일: 일, 화, 수요일 외 홀을 사용하지 않는 날
●휴관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 때는 다음 평일) / 연말연시 / 특별정리기간
●위치: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8-43  ☎ (03) 3824-1988

※ 1 (  ) 안은 20명 이상의 단체 요금　　　　　※ 2 장애인 수첩 제시자, 특정질환 의료수급자증 제시자 및 그 간병인은 무료입니다
※ 3 매주 토요일은 다이토구에 거주·재학 중인 초·중학생과 인솔자는 무료입니다(구 도쿄 음악학교 소가쿠도(奏樂堂)만 매주 일요일) 

●입장료: 일반 300엔(200엔) / 초·중·고교생 100엔(50엔) ※ 1, ※ 2, ※ 3
●개관 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30분(입장은 오후 4시까지)
●휴관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 때는 다음 평일) / 연말연시 / 특별정리기간 등
●위치: 다이토구 류센 3-18-4  ☎ (03) 3873-0004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조각가인 아사쿠라 
후미오( 朝 倉 文 夫, 1883년~1964년)의 
주거와  아틀리에였던  건물입니다 .  
아사쿠라가 직접 설계·감독하여, 193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되었습니다 .  그  
예술적·관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건물이 
국가 유형문화재로 등록되고, 부지 전체가 
‘구 아사쿠라 후미오 씨 정원’으로 국가의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이쇼 시대의 도쿄·시타마치( 下 町, 서민 
마을)의 거리 풍경을 재현한 1층에는 나가야
( 長 屋, 일본의 전통 연립주택)와 상가, 
생활용품  및  평소  사용하는  도구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가야나 상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층에는 다이토구를 중심으로 
한 시타마치 지역과 연고가 있는 자료와 
장난감,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쿄  음악학교(현  도쿄  예술대학  
음악학부 ) 의  시설로  1 8 9 0년에  
지어졌으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음악 홀입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홀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콘서트용으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지금도 
그 음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시다야 ( 吉 田 屋 )  주점은  구  
야나카차야마치(현 야나카 6쵸메)의 
일각에 있던 에도 시대 이래의 노포로, 
1 9 86년까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건물은 19 10년에 축조된 것입니다.  
관내에서는 저울, 술병, 통, 선전용 포스터 
등 관련 자료를 전시하며, 개관 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습니다.

1961년에 일본 최초로 여성 작가 단독 
문학관으로서 문을 열었습니다. 히구치 
이치요( 樋口一葉 )  가 직접 쓴 “키재기
[ た けくら べ ]”  미정고,  소설의 스승인 
나카라이 토스이( 半 井 桃 水)와 주고받은 
서한,  시타야류센지쵸에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의 매입장 등 이치요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서양화가이자 서예가였던 나카무라 
후세츠( 中村不折, 1866년~1943년)가 
수집한, 한자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요문화재 12점, 중요미술품 5점을 
포함하여 약 16,00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 시설 ‘5관 공통 입장권’ 호평 발매 중 ‘연간 패스포트’ 호평 발매 중
다이토 구립 문화 시설 5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900엔이나 저렴합니다. 여권 발급 시설에 구매 후 1년간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유익한 여권입니다.●대상 시설    아사쿠라 조소관   
　　　　　　  시타마치 풍속 자료관   
　　　　　　  이치요 기념관   
　　　　　　  구 도쿄 음악학교 소가쿠도   
　　　　　　  서도 박물관  
●요     　금　 1,000엔(통상 요금 1,900엔) 
●판매 장소　 대상 시설 5관의 각 창구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다이토 구청 1층 Shop 다이토   
　　　　　　다이토 구청 9층 문화진흥과   
　　　　　　다이토구 예술문화재단 사무국
●유효 기간 　구매일로부터 1년간   

●판매 시설 　　아사쿠라 조소관, 시타마치 풍속 자료관, 이치요 기념관, 
　　　　　　　구 도쿄 음악학교 소가쿠도, 서도 박물관
  （판매만）　  다이토 구청 9층 문화진흥과,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다이토구 예술문화재단 사무국
●요    　 금　  아사쿠라 조소관
　　　　　　　시타마치 풍속 자료관
　　　　　　　이치요 기념관
　　　　　　　구 도쿄 음악학교 소가쿠도
　　　　　　　서도 박물관
●유효 기간　  구매일로부터 1년

1000엔 
600엔 
600엔 
600엔 
1000엔 

임시휴관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시설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뒤, 내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