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정기 예상3월 하순 ～ 4월 상
주소

타이토구 우에노공원 5-20

전화

03-3828-5644

교통

JR 우에노역 공원출구 2 분

긴자선 아사쿠사 ～ 우에노 5분

주소

타이토구 하나카와도

전화

03-5608-6951

교통

호텔에서 5분

절정기 예상
3월 하순 ～ 4월 상순

주소

키타구 오지1-1-3

전화

03-3908-9275

교통

JR오지역 중앙출구

긴자선 아사쿠사 ~ 우에노
JR게이힌 도호쿠선우에노 ~ 오지 25분

절정기 예상
3월하순 ~ 4월중순

추천
주소

분쿄구혼코마고매 6-16-3

전화

03-3941-2222

교통

JR코마고메 2분

긴자선 아사쿠사 ～ 우에노
JR야마노테선우에노 ～ JR코마고메 2분

절정기 예상
3월 하순 ～ 4월 상순

주소

신주쿠구 나이토마치 11

전화

03-3350-0151

주소

치요다구 구단키타 3-1-1

교통

신주쿠교엔마에역

전화

03-3261-8326

교통

구단시타역 5분

긴자선 아사쿠사 ~ 아카사카 미츠케
마루노우치선 아카사카미츠케 ~
신주쿠교엔마에 36분

절정기 예상
3월 하순 ～ 4월 상순

주소
전화
교통

긴자선 아사쿠사 ～ 미쓰코시마에
한조몬선 미쓰코시마에～쿠단시타 28분

절정기 예상
3월 하순 ～ 4월 상순

추오구 하마리큐정원 1-1

주소

03-3541-0200

전화

03-3556-0391

신바시역 12분

교통

구단시타역· 한조몬역 5분

긴자선 아사쿠사 ~ 신바시 18분

절정기 예상
3월 하순 ～ 4월

치요다구 구단미나미 2

긴자선 아사쿠사 ～ 미쓰코시마에
한조몬선 미쓰코시마에～쿠단시타 28분

절정기 예상
3월 하순 ～ 4월 상순

벚꽃의

왕 벚나무, 산 벚나무 등

이벤트

우에노 벚꽃 축제 (3월18일 ~ 4월9일)

약 1,000 그루

개요

총면적 53 만 8000 평방 미터의 공원.

벚꽃의

왕 벚나무, 오오시마자쿠라 등

이벤트

치요다의 벚꽃 축제 (3 월 31일 ~ 4 월 2일)

개요

연호 연간 (1624 ~ 44)부터 꽃놀이 명소.

이벤트
개요

왕 벚나무, 오오시마자쿠라

약 1,000 그루

보쿠 테이 벚꽃 축제(3월19일 ~ 4월9일)
스미다 공원은 아즈마바시에서 사쿠라바시까지의 구간
스미다 강 양안 있으며, 벚꽃길이 계속됩니다

벚꽃의

왕 벚나무, 사트자크라 등

이벤트

제18회 키타구 사쿠라SA * KASO축제 4월1일 ~ 4월2일

개요

이벤트
개요

추천
왕 벚나무, 산 벚나무 등

약 40 그루

시다래자쿠라 와 다이묘 정원의 라이트 업(3월16일 ~
국가의 특별 명승으로 지정되어있는 정원.리쿠기엔은
시다래자쿠라가 유명합니다.높이 약15m, 폭 약20m도됩니다.

이벤트
개요

약 280 년 전 도쿠가와 요시 무네가 향보의 개혁의
한 것이이 공원의 시작입니다. 조명은 17 : 30 ~ 21 : 00

벚꽃의

왕 벚나무, 산 벚나무 등

이벤트

－－－

개요

약 65 그루

원내에는 약 65 종류 1300 그루의 벚나무가있다.
약 1 개월의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벚꽃을 즐길 수있다.

라이트업 기간중에는 개장시간이 21시까지 연장됩니다.

벚꽃의 종류

약 650 그루

일환으로 사람들의 관광에 대한 정비를 시민에게 개방

"사쿠라바시"에서 보는 양안의 벚꽃길이 권장입니다.

벚꽃의

에도 성의 해자의 하나.도심에서 유수의 벚꽃
명소.보트와 녹도에서 수면까지 가지를 늘리는 벚꽃을

벚꽃의 약 절반이 왕 벚나무.

벚꽃의

약 1,000 그루

입원시에는 200 엔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약 600 그루

벚꽃의

왕 벚나무, 겹 벗나무, 오오시마자쿠라 등 약 1,000 그루

치요다의 벚꽃 축제 (3 월 31일 ~ 4 월 2일)

이벤트

개원시간 연장 9 : 00 ~ 18 : 00 (3월25일 ~ 4월9일)

왕 벚나무

벚꽃의 개화 예상 표준 나무가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치요다의 벚꽃 축제 에 맞춰 약 200 노점이 늘어서있다.
"봉납 벚꽃 능"등의 이벤트도있다.

개요

도쿠가와 막부의 별장.
봄에는 유채 꽃, 벚꽃, 모란, 등나무 꽃이 즐길 수있다.
연못에 비치는 만개의 벚꽃은 화려합니다.

主な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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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