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원

사토야마 숲 체험(휴게소)

● 위치: 엄마와 아이의 숲

새로운 시설

신주쿠교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풍경식 정원 중앙에 우뚝 솟은 신주쿠 교엔의 상징 나무이기도한 백합나무. 
1800년대 후반 일본에서 처음 심어진 백합나무 중한 그루로 이곳을 시점으로 
가로수 나무로 전국에 퍼졌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백합나무 
이외에도 추정 수령 100년 이상의 나무 등역사를 느끼게 하는 거목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깊은 거목 기행

포멀 가든의 장미 화단에는 
세계 장미 회의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장미 등, 약 
100여 종 500그루의 장미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꽃의 
절정은 초여름과 가을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를 
체험하러 오세요!

초여름의 장미

※장미 행사는 사정에 따라 포멀 
가든에서 개최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023.04

(전자 담배 포함)

입장

성인 (65세 이상 노인 및 대학생 포함) 2,000엔
고등학생 1,000엔  ※ 신분증 지참 및 확인

연간 패스포트
성인 500엔 (단체할인 400엔)
고령자 250엔 (만 65세 이상), 
학생 250엔  ※ 신분증 지참 및 확인  
어린이 (중학생/15세 이하) 무료

입장료

보통 승용차 2시간까지 600엔 이후 30분마다 200엔 (입장자 요금)
전기자동차와 ECV 타입의 자동차는 2시간 600엔까지 무료 (입장권과 차검 제시 필요)

드론 비행

　　　　　　　　　　 반사판
(32cm 이상) 사용이나 모델 촬영 등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텐트 혹은 파라솔 반입 및 화기 사용

(어린이 광장 제외)

반려동물 동반

입장

입장 게이트와

신주쿠교엔 뮤지엄

●장소: 오키도 문 근처
●입장료: 무료

어린이 광장에서 장난감 및 스포츠 용품에 이용에 대해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장난감 및 스포츠 용품(예: 유아용 
고무공, 일인용 줄넘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식볼이나 무선조종 자동차 등은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원 내 러닝에 대해
러닝은 지정된 루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0명 
이상이 단체로 달리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이의 숲에서 자연 
관찰을 더욱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http://www.env.go.jp/garden/shinjukugyoen/english/index.html

신주큐교엔의 역사를 전시와 
영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신주쿠교엔 홈페이지 영문홈페이지로 
가려면 영어탭을 클릭하십시오.

10/1 ∼ 3/14
3/15 ∼ 9/30
7/1 ∼ 8/20

9:00AM ∼ 4:00PM
9:00AM ∼ 5:30PM
9:00AM ∼ 6:30PM

개원시간 폐원시간 온실 폐원시간 인포메이션센터 / 산책로
9:00AM ∼ 4:30PM
9:00AM ∼ 6:00PM
9:00AM ∼ 7:00PM

9:30AM ∼ 3:30PM
9:30AM ∼ 5:00PM
9:30AM ∼ 6:00PM

4:30PM
6:00PM
7:00PM

4:00PM
5:30PM
6:30PM

신주쿠교엔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 나이토 씨의 에도 저택 일부가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메이지시대에 들어서 농사시험장을 거쳐 1906

년에 황실의 정원이 되었고, 전후 1949년에 국립공원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공원내에는 풍경식 정원, 정형정원, 일본정원, 이 세가지 정원이 서로 

조화되게 디자인되어 메이지시대를 대표하는 근대식 서양정원입니다. 

상업용 사진/
비디오 촬영
상업용 사진/
비디오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