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音楽資料室は、数少ない音楽専門の図書館として、1961年10月
に開設されました。クラシック音楽を中心に、民族音楽、邦楽、
舞踊などの資料を無料で閲覧・視聴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음악 자료실은 몇 안 되는 음악 전문 도서관으로 1961년 10

월에 개설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민족 음악, 

일본 음악, 무용 등의 자료를 무료로 열람 및 시청할 수 

있습니다.

音楽資料室 /  음악 자료실

本格的な味わいを提供するレストラン、開放的なカフェテリ
ア、ご友人やご家族への贈り物や、公演の思い出にお買い物
ができるショップ。歴史を深めた東京文化会館ならではの、
ゆったりとしたお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

본격적인 맛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개방적인 카페테리아, 

친구와 가족을 위한 선물과 공연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숍. 역사 깊은 도쿄문화회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レストラン＆ショップ 레스토랑&숍/

JR선 ‘우에노’역 공원 입구 개찰구 도보 1분

지하철 긴자선/히비야선 ‘우에노’역 도보 5분

게이세이선 ‘게이세이우에노’역 도보 7분

公益財団法人東京都歴史文化財団 東京文化会館
〒110-8716 東京都台東区上野公園 5-45
Tel.（03）3828-2111（代）
t-bunka.jp

티켓 서비스 안내

창구: 10:00~19:00

Tel. +81-3-5685-0650 (10:00~18:00)

(휴관일 제외)

チケットサービスのご案内
窓口：10:00～19:00
Tel.（03）5685-0650 （10:00～18:00）
（休館日を除く）

공익재단법인 도쿄도역사문화재단 도쿄문화회관

⊩110-8716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코엔 5-45

Tel. +81-3-3828-2111 (대표번호)

t-bunka.jp

JR線「上野」駅公園口改札 徒歩1分
地下鉄　銀座線・日比谷線「上野」駅 徒歩5分
京成線「京成上野」駅 徒歩7分

音楽資料室　음악 자료실音楽資料室　음악 자료실

レストラン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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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ホールでは、国内外のアーティストによる室内楽やリサイタ
ルが、日々開催されています。その小ホールの響きは"奇跡の
音響"と称され、聴衆や演奏家を魅了し続けています。
東京文化会館は、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た国立西洋美術館
を設計したル・コルビュジエの弟子、前川國男が設計しまし
た。ル・コルビュジエへの敬意を込めて、その建物の高さを揃
えるなど、調和を大切にした建築を生み出しています。

東京文化会館は、「首都東京にオペラやバレエもできる本格的な
音楽ホールを」という要望に応え、東京都が開都500年事業として
建設し、1961年4月にオープンしました。開館当初から、レナード・
バーンスタイン、ヘルベルト・フォン・カラヤン、マリア・カラスなど、
世界の著名な指揮者やアーティストによる名演の数々が繰り広げ
られ、音楽の殿堂として、"Tokyo Bunka Kaikan"の名は広く世界
に知られています。

도쿄문화회관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 오페라, 발레도 즐길 수 

있는 본격적인 음악 홀을…’이라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쿄도가 수도 500년 기념사업을 통해 건설하고 1961년 4

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당초부터 레너드 번스타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마리아 칼라스 등 세계의 저명한 

지휘자 및 아티스트의 수많은 명연이 펼쳐지며 음악의 

전당으로 “Tokyo Bunka Kaikan(도쿄문화회관)”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소공연장에서는 국내외 아티스트의 실내악 및 리사이틀이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공연장의 울림은 “기적의 음향”

이라고 불리며 청중과 연주가를 매료하고 있습니다. 

도쿄문화회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립서양미술관을 설계한 

르  코르뷔지에의  제자  

마 에 카 와  구 니 오 가  

설 계 하 였 습 니 다 .  르  

코르뷔지에에 대한 경의를 

담아  그  건물의 높이를 

맞추는 등 조화를 중요시한 

건축입니다.

小ホール /  소공연장 大ホール /  대공연장

小ホール 客席数 : 649席 소공연장 객석 수 : 649석
객석 수 : 2,303석
5층대공연장

大ホール　대공연장

大ホールホワイエ　대공연장 로비大ホール（客席）　무대에서 바라본 대공연장

小ホール
무대에서 바라본 소공연장

小ホール　소공연장

客席数 : 2,303席
5階建て大ホー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