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오구 프로모션 영상 촬영지 목록
색상 (彩IRODORI)
촬영지

주소

가장 가까운 역

츠키지 혼간지

쓰키지 3-15-1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쓰키지역에서 도보 1분

스미다가와 테라스
（스미다가와 강 슈퍼 제방 및 테라스）

쓰쿠다 2초메

도쿄 메트로 유라쿠초선, 도에이 오에도선 쓰키시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7분

하마리큐온시 정원

하마리큐테이엔 1-1

도에이 오에도선 시오도메역 ・쓰키지시조역에서 도보 7분／JR선, 도쿄 메트로 긴자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신바시역에서 도보 12분

플라워 카펫 하루미

하루미 1-8-16
오피스 타워 Z 3F
하루미 트리톤 스퀘어

도에이 오에도선 가치도키역 A2a 출구에서 도보 4분

메이지자

니혼바시 하마초 2-31-1

도에이 신주쿠선 하마초역 A2 출구에서 도보 1분／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닌교초역에서 도보 7～8분／도쿄 메트로 한조몬선 스이텐구마에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하마초 공원(은행나무 가로수)

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하마초 2-59-1

도에이 신주쿠선 하마초 역에서 도보 1분

간제노가쿠도

긴자 6-10-1
GINZA SIX 지하 3층

도쿄 메트로 긴자선, 마루노우치선, 히비야선 긴자역 A3 출구에서 도보 2분

에이타이바시 다리

신카와 1초메 ～고토구 사가・에이타이 2초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도자이선 가야바초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메

가치도키바시 다리

쓰키지 6초메～가치도키 1초메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쓰키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도에이 오에도선 가치도키역 A4 출구
에서 도보 4분

가부키자

긴자 4-12-15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히가시긴자역 3번 출구에서 바로

가치도키바시 다리(스미다가와 강 야경)

쓰키지 6초메～가치도키 1초메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쓰키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도에이 오에도선 가치도키역 A4 출구
에서 도보 4분

긴자 일루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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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코

긴자 4-5-11

도쿄 메트로 긴자선, 마루노우치선, 히비야선 긴자역 A10 출구에서 바로

쓰키지 장외시장

쓰키지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쓰키지역에서 도보 1분／도에이 오에도선 쓰키지시조역에서 도보 1분／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도에이 아사쿠사선 히가시긴자역에서 도보 3분

뎃포즈 이나리 신사

미나토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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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혼바시

니혼바시 1초메 ～니혼바시 무로마치 1초
메

도쿄 메트로 긴자선, 한조몬선 미쓰코시마에역 B5・B6 출구에서 도보 1분

촬영지에 관한 문의는 츄오구 관광 정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