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도카와 문화 박물관JAPAN PAVILION (HALL A, HALL B)

FAV ZONE

EJ 애니메이션 호텔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의 랜드마크로서 예술, 문학, 박물 등 장르를 초월하여 

다양한 지식을 재편성한, 세계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박물관입니다. 디자인 

감수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담당했습니다. 만화, 라이트 노벨 도서관, 

록 뮤지엄 숍, 카도 카페, EJ 애니메이션 뮤지엄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책장 극장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HALL  A는 음악 라이브 공연, 

애니메이션 이벤트, 낭독극, 2.5차원 

뮤지컬, e스포츠 대회, MICE나 지역 

이벤트까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홀입니다.

KADOKAWA 그룹의 프로게이밍 팀 “FAV gaming”의 거점인 e스포츠 전용 

시설. 프로 선수들의 훈련 외에도 게임 대회나 실시간 스트리밍, 청소년과 프로 

선수와의 교류 이벤트 등을 개최합니다.

HALL B는 복합 상영관과 동급의 영사 

및 음향 기기가 완비되어 있으며 

카도카와 영화 및 이벤트 연계 작품의 

영화 상영, 각종 전시회 개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어터입니다.

호텔과 직결된 정원입니다.

숙박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상 음향 조명 설비가 갖춰진 6가지 타입의 객실

EJ 애니메이션 호텔은 콜라보 룸에서부터 노멀 타입까지 총 33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객실 30㎡ 이상, 개별 테라스와 150인치 대형 화면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마련되어 있어 나만의 시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제1 주차장
30분 200엔
24시간 최대 800엔

제2·제3 주차장
30분 200엔
24시간 최대 600엔

Mu s e umJ a p a n  P a v i l i o n

e - S p o r t s

H o t e l

B u s i n e s s

Tr a f f i c  a c c e s s

개관 시간:  일~목요일 10:00~18:00/최종 입장 17:30
금·토요일 10:00~21:00/최종 입장 20:30

휴 관 일: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화요일
※ 공휴일은 해당하는 요일의 개관 시간과 같음　※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 레스토랑 제외　※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그랜드 갤러리 만화, 라이트 노벨 도서관

E J  애니메이션  뮤지엄

자연, 과학, 예술, 박물, 복식, 환경, 사회 
등 스토리를 지닌 모든 것이 전시 대상. 
유니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험적인 
전시 기획을 선보입니다.
사진: ‘구마 겐고/대지와 이어지는 예술 공간의 탄생-돌과 
나무의 초건축’ 전시 풍경　촬영: SS 시마오 노조무

KADOKAWA 그룹과 다른 출판사의 
라이트 노벨, KADOKAWA 그룹의 
만화와 어린이책 등 약 3만 5,00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한 
라이트 노벨 아카이브 시설입니다.

책장 극장
높이 약 8m의 거대한 책장으로 둘러싸인 공간. KADOKAWA의 간행물과 카도카와 
겐요시, 야마모토 켄키치, 타케우치 리조, 호카마 슈젠의 문고 외에도 개인 장서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또 책장 극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책과 놀고 책과 어울리다’를 
콘셉트로 프로젝션 매핑을 상영합니다. 약 3만 권의 서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모든 주차장 첫 30분 무료.　　※ 주차장은 예약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주차장의 주차 상황은 PPPark!에서 확인하세요.
※ 인근 상업 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는 삼가주세요.
※ 제1 주차장에는 장애인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용 야외 4대, 실내 2대, EV 충전소 1대.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자동 이륜차 주차구역 있음.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선물 내용은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HALL B

비즈니스 구역

야외 명소
S p o t

센닌 테라스

꽃회랑(계절의 산책로)

중앙광장
직원 모집

사무실 서적 제조·물류 공장

KADOKAWA의 새로운 사무실. 약 1,000
명이 한 층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형 
사무실로 세계를 향한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제공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서적 제조 설비를 바탕으로 
북 온디맨드를 통한 적시 적량 제조를 
구현합니다.

사쿠라타운의 중앙에 
위치하며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야외 오픈 
공간입니다.

계절별 축제 및 푸드 
트럭에서 음식 판매, 
각종 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약 200m의 작은길을 따라 78종, 128
그루의 수목이 심겨 있어 사계절 다채로운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

직행버스 약 1시간 30분 사쿠라타운 직통

직행버스 약 2시간 20분

약 1시간 20분

약 1시간 25분

약 20분 약 10분

도보

약 42분

약 8분

약 50분

약 27~37분(※ 노선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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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로자와시
관광정보·물산관
YOT-TOKO

제1 주차장제2 주차장

편의점

제3 주차장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

히가시토코로자와 공원

자전거 주차장　　100엔/12시간(이용 시작부터 2시간 무료)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 
안심 선언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 방문객 설문조사

저희 시설은 일본 전국의 각 단체 및 협회가 제안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에서는 함께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를 스캔하여 링크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Twitter●공식 사이트 ● Instagram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히가시토코로자와와다 3-31-3
JR 무사시노선 히가시토코로자와역 하차 후 도보로 약 10분
세이부이케부쿠로선 도코로자와역 하차 후 버스로 약 20분, 히가시토코로자와역 하차 후 도보로 약 10분
☎ 0570-017-396(접수 시간/10:00~17:00)
※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로 상이합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세 등에 따라 각 매장의 영업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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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가 이 드

주차장

200명을 수용 가능한 
DCP 대응 시어터

5F 무사시노 갤러리　무사시노 회랑
사쿠라 다이너

책장 극장

아틱 스텝4F
에디트 타운(에디트 앤 아트 갤러리, 북 스트리트, 
아라마타 경이로운 보물의 방)
워크샵룸　강연실

3F EJ 애니메이션 뮤지엄

2F 로비(종합안내소/티켓 카운터)
카도 카페　록 뮤지엄 숍

1F 그랜드 갤러리　겐요시 정원
만화, 라이트 노벨 도서관

스탠딩 시 최대 
1,800명, 착석 시 
650명 수용 가능

HALL A

옥상정원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인 애니메이션은 물론, 실사 
영상과 게임, 만화 등 장르 불문 뛰어난 콘텐츠를 
독자적인 시점과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COOL 
JAPAN의 근간을 이루는 팝 컬처에 착안하여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로운 전시 
방법으로 선보이는 유일무이한 박물관입니다.©2021 이세계 뮤지엄 KADOKAWA

※ EJ: Entertainment Japan

무사시노자레이와 신사 (무사시노니마스 우루와시키 야마토노 미야시로)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에 건립된 새로운 신사입니다. 일명 ‘무사시노 레이와 

신사’라고 불립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일본의 문화가 영원히 지속되며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COOL JAPAN의 성지에 창건된 기원의 장소입니다.

● 부적 판매소 휴업일(정기휴무일)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화요일(공휴일에는 영업)
● 부적 판매소 영업시간  4~9월   10:00~17:00(토, 일, 공휴일은 18:00까지)

10~3월 10:00~16:30(토, 일, 공휴일은 17:00까지)"

부적 판매소에서는 마감 부적 등 독특한 
부적도 판매합니다.

배례전 천장에는 아마노 
요시타카의 ‘봉황’을 
주제로 하는  천장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레이와 신사의 사자상은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하는 
일본 늑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식물들이 덩굴진 철망으로 
제작된 대형 기둥문은 
밤 이  되 면  컬 러 풀 한 
조명으로 주변을 밝힙니다.

‘애니메이션 성지 88’의 첫 번째 
순례지의 안내소이기도 합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팝  컬처를  소개하는

중심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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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 커피숍
TULLY'S COFFEE

일본풍 카페
무사시리큐

수타우동/크래프트 맥주
수타우동 사와이치&사쿠라브루워리

라멘
Ramen Walker Kitchen

레스토랑
카도카와 식당

카페
카도 카페

레스토랑
SACULA DINER 사쿠라 다이너

가라오케&넷카페
니카케루산

콘셉트 숍
J:COM 사쿠라타운 스튜디오/
LOVE사이타마파크 (Presented by J:COM)

서점
다빈치 스토어

ATM 서비스
리소나그룹 셀프플라자

인포메이션/수유실
종합안내소

편의점
뉴 야마자키데일리 스토어

매장
록 뮤지엄 숍

스페셜티 커피와 엄선한 음식을 제공한다. 고급 사야마차를 생산하는 ‘아라이엔본점’
의 일본풍 카페. 디저트는 물론 말차를 사
용한 오리지널 메뉴도 제공한다.

무사시노 우동이 인기 있는 사이타마 대표 
음식점. 수타우동과 함께 크래프트 맥주 주
조장을 운영하며 오리지널 크래프트 맥주를 
제공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음식점들이 교대로 
수시 출점하는 ‘Ramen Walker’의 라이
브 하우스형 라멘 가게.

현지에서 생산한 제철 신선 식재료를 아낌
없이 사용하는 레스토랑. 야채를 중심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추구하며 건강한 메뉴를 
제공한다.

도코로자와의 특산품인 고구마로 만든 디
저트와 사진에 예쁘게 담을 수 있는 라테 아
트 등을 제공한다.

도코로자와 산토메 지역에서 재배한 야채
를 중심으로 재료의 맛과 특성을 최대한으
로 살린 무사시노 퀴진. 술도 즐길 수 있으
며 박물관 최상층에 자리하고 있다.

가라오케와 넷카페를 비롯해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와 콜라보
를 목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형태의 
JOYSOUND 직영점.

사이타마의 매력을 알리는 숍과 스튜디오를 병설 
운영한다. 스튜디오 내 이벤트 개최, 녹화 및 방송 
외에도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기념품도 마련되어 
있다. 다양한 형식으로 지역 사랑을 전달한다.

‘발견과 연상’을 콘셉트로 체험형 서점을 
표방하는 KADOKAWA 직영점. 굿즈 판매 
및 이벤트 공간에서 행사도 개최한다.

느긋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된 리소
나그룹의 ATM.

접수처 직원이 친절하게 시설 전반을 안내. 
유아용 설비(수유실, 기저귀 교환대)가 마
련되어 있으며 휠체어도 대여한다.

계절 상품에서부터 캐릭터 복권, 캡슐 완구
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즐길 수 있는 편의
점. 느긋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내 취식 
공간도 제공한다.

오리지널 상품과 귀여운 아이템, 무사시노
에서 제조된 공예품 등 다채로운 상품 종류
를 자랑한다. 개성적인 박물관의 형태를 살
린 상품도 빼놓을 수 없다.

159C
348C

● 연중무휴/본관 2F ● 화요일 정기 휴무/본관 2F

●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화요일 정기 휴무/본관 2F ● 부정기 휴일/본관 2F

● 연중무휴/본관 3F

●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화요일 정기 휴무/카도카와 문화 박물관 2F

●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화요일 정기 휴무/카도카와 문화 박물관 5F

● 연중무휴/본관 2F ● 부정기 휴일/본관 2F

● 연중무휴/본관 2F ● 연중무휴/본관 2F

● 연중무휴/본관 2F

● 연중무휴/본관 3F ●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화요일 정기 휴무/카도카와 문화 박물관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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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시노 수림공원무사시노 수림공원

카도카와 크래프트 
히가시토코로자와 배전소
카도카와 크래프트 
히가시토코로자와 배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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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토코로자와추오히가시토코로자와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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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토코로자와추오 거리히가시토코로자와추오 거리

JR 무사시노선JR 무사시노선

도로코자와 시립
야스마쓰 중학교
도로코자와 시립
야스마쓰 중학교

히가시토코로자와역히가시토코로자와역

도코로자와시 관광정보·물산관 YOT-TOKO도코로자와시 관광정보·물산관 YOT-TOKO

벨크벨크

매장&레스토랑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 개요

참배길 프로젝트

층별 안내 S h o p s  &  R e s t a u r a n t sF l o o r  M a p

종합안내소

화장실

장애인용 설비

유아용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흡연실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물품보관함

ATM

S A NDOU  P r o j e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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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로자와시 관광정보·물산관 YOT-TOKO도코로자와시 관광정보·물산관 YOT-T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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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로자와시와 교통 기관이 연계하여 히가시토코로자와역에서 무사시노 레이

와 신사(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 내)까지 거리를 정비했습니다. KADOKAWA

에서 유래된 시설과 설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가시토코로자와 공원 내 
카도카와 문화 진흥 재단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간 . 
teamLab이 제작한 빛의 예
술 공간 전시 및 구마 겐고가 
디자인을 감수한 음식점 ‘무
사시노 수림카페’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일본 최초 LED로 빛나는 맨홀. 히가시토코
로자와역에서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을 향
하는 길(왼쪽 지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 홍보 거점의 입구 역할을 하는 역 시설
이 ‘COOL JAPAN FOREST 구상’과 연동
하여 나무와 문화의 융합을 의미하는 
‘책’+’책장’ 디자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무사시노 수림공원

히가시토코로자와역(JR 무사시노선)

2F

4F 5F

3F

6F 인근 시설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은 일본 최대 규모의 팝 컬처를 소개하는 중심지로서 

2020년 11월 6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이 가득한 땅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와 산업을 창출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COOL JAPAN FOREST 

구상’의 거점 시설입니다. KADOKAWA의 서적 제조·물류 공장과 새로운 사

무실, 이벤트 홀, 호텔, 숍&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며 그 밖에도 카도카와 문화 

진흥 재단이 운영하는 카도카와 문화 박물관도 개설했습니다.

KADOKAWA와 도코로자와시의 공동 프로젝트로 누구나 
‘살아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지역을 조성하는 구상입
니다.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을 중심으로 반경 약 500m 
권내의 중점 추진 구역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문화 사업과 기
업 유치, 통일성 있는 공간 연출 등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COOL JAPAN FOREST 구상

빛나는 맨홀(총 28개)

인기 캐릭
터가 

그려진 맨
홀을 

찾아보세요
!

식당과 편의점, 야외 휴식 층그라운드 층/상점가와 가족의 휴식 층

최상층/숙박시설과 옥상정원 층

e스포츠 층/서적 제조·물류 공장 사무실 층

teamLab: 도토리 숲의 호응하는 생명 무사시노 수림카페

Ⓒ2020ATA/HCS

E q u i p m e n t  o u t l i n e

음식점

판매 /서비스  매장

관광 정보 제공 및 토산품 판매 
등으로 도코로자와시의 매력을 
알리면서 산업 진흥과 더불어 
시 안팎의 지역 교류를 촉진하
고자 도코로자와시에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카도카와 크래프트는 KADOKAWA
그룹의 특례 자회사입니다. 히가
시토코로자와 지구에서 커피 배전
소를 운영하며 레스토랑, 호텔에 
원두를 공급하는 등 지역 커피 배
전소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
장에서도 직접 판매하므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総合案内所

도코로자와시 관광정보·물산관 YOT-TOKO(욧토코) 카도카와 크래프트 히가시토코로자와 배전소

【휠체어】종합안내소에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휠체어】종합안내소에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견】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 등의 도우미견은 관내 어디든 입장 가능합니다.【도우미견】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 등의 도우미견은 관내 어디든 입장 가능합니다.
【배리어 프리】시설 남쪽 또는 북쪽에 슬로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층으로는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합니다.【배리어 프리】시설 남쪽 또는 북쪽에 슬로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층으로는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합니다.
【무료 Wi-Fi】무료 Wi-Fi 접속 서비스(SAKURATOWN-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무료 Wi-Fi】무료 Wi-Fi 접속 서비스(SAKURATOWN-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JR 동일본 하치오지 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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