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항은 옛날에 에도항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대도시 에도를 뒷받침하는 수운의 요충지로 발달하여 

1941년에는 외국무역항으로 개항되었습니다.

　그 이래 수도권 4천만 시민들의 생활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해상관문으로서 컨테이너 수송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항은 에도시대부터 해면을 매립하여 

시가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쿄항 

매립지 중심부에서 미래형 도시인 「임해부도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6년 3월에 개발의 

제1단계가 시작되어 활력 넘치는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쿄미나토관은 이와 같은 도쿄항의 역사와 역할, 

임해부도심 현황과 개발계획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도쿄도 항만국과 사단법인 도쿄도항만진흥협회가 

개설한 것입니다.

　당관이 여러분에게 이용되고 도쿄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구분
일반

개인 단체(20명 이상)
200엔 160엔

초ㆍ중학생

도서열람실ㆍ임해부도심 PR코너는 무료

100엔 80엔

●교통안내
「유리카모메」  텔레콤센터역 하차, 도보 1분
「린카이선」 도쿄텔레포트역 하차, 도보 12분

●문의
(우)135-0064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 2-4-24 아오미 프론티어빌딩 20층
TEL. 03-5500-2587   FAX. 03-5500-2589
http://www.tokyoport.or.jp

●개관시간 9시30분~17시

●휴관일 월요일
 연말연시(12월28일부터 익년 1월4일까지)

●입장료

도쿄도 항만국
(사)도쿄도항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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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 팸플릿은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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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미나토관   아오미 프론티어빌딩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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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판



시설의 기능

●전시 기능
대형 모형ㆍ다채로운 영상ㆍ그래픽 패널 전시를 통해 
도쿄항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ㆍ제공 기능
도쿄항에 관한 자료와 도서의 수집ㆍ정리ㆍ보관을 함과 
동시에 도쿄항 및 임해부도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망 기능
지상 100m에서 눈밑에 펼쳐지는 넓은 조망을 살려 
도쿄항을 한 눈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기능
도쿄항 및 임해부도심을 적극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하여 
도쿄항의 홍보활동을 실시합니다.

도 쿄 항 의  국 제 적 인  
물류기지로서의 역할과 
미래상을 대형 컨테이너 
모형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국제무역항 도쿄항국제무역항 도쿄항2

임해부도심의 전체모습을 
대형 모형과 영상미디어를 
활 용 하 여  알 기  쉽 게  
해설합니다.

임해부도심임해부도심3

에도시대부터 현재까지 
도 쿄항의  역 사 를  대형  
모형과 기록사진 등으로 
소개합니다.

도쿄항의 발자취도쿄항의 발자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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