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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回东京汽车展览会从11月22日开始，至12月1日结束，继上一届之后继续在

“东京BIG SIGHT”召开。

正如各位所知，今年的东京车展十分“特别”。继10月1日介绍最尖端电子技术

的“CEATEC　Japan”召开之后，从10月14日开始，又召开了汇集全球ITS（智能

交通系统）技术的“ITS世界会议”。最后以收尾的形式，我们又迎来了“东京

汽车展览会”。今年下半年，“日本发出”的技术信息连续不断地传递到全世

界，形成了“特别”的一年。

另外一个“特别”，是东京赢得了2020年“奥运会和帕拉林匹克运动会”主办

权，全世界开始再度关注“东京品牌”。

今年来访日本的外国游客人数预计将超过2010年的“历史最高水平”。今后，伴随

奥运会和帕拉林匹克运动会的临近，我相信将会呈现出更加欣欣向荣的盛况。

“日本的未来”“东京的未来”正要开启崭新的一页。

在这样的环境下，在本届东京车展中，共有76辆全球首发车参展，远远超过上

一届规模。我在深深地感到各参展商对东京车展给予了厚望的同时，也衷心地期待可以通过展出更多的全球首发车，更加接近我们立志举办全球第一技术汽车展

览会的目标，掀起高潮。

另外，作为主办方主题项目，我们还将继上一届车展首次举办以后，在本届车展中继续升华推出“SMART MOBILITY CITY”。对今后汽车社会将会发生怎样的变化，通

过展示、国际研讨会和试乘活动，清晰易懂地加以提示说明，让大家能够更加近距离地感受到未来社会的面貌。

同时，在本届东京汽车展览会会场所在地台场地区，从车展召开前一个星期开始，到会展期间，也将推出各种可以享受汽车、摩托车乐趣的活动。在东京车展期间同

时举办这样的活动，是一个新的尝试，以东京车展为中心，整个台场地区将形成一个汽车、摩托车盛典，我从心底期待，能够有更多的人爱上汽车和摩托车。

通过开展形形色色的活动，我确信本届车展必将成为一个前所未有、别具一格的东京汽车展览会，不仅为汽车产业，也将为整个日本带来“活力”和“未来”。

我由衷地希望，能有更多的朋友莅临这个特别的东京汽车展览会。同时，面向2020年，大家共同齐心合力，一步一个脚印不断努力建设“比今天更加美好的明天”。

제43회 도쿄 모터쇼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난 회에 이어서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모터쇼는 '특별'합니다. 10월 1일부터 최첨단 전자공학 기술을 소개하는 'CEATEC Japan'이 개최되었고, 10월 14일부터

는 세계의 ITS 기술이 집결하는 'ITS 세계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총결산하는 형태로 '도쿄 모터쇼'가 그 뒤를 잇습니다. 올해 후반은 '일본'의 

테크놀로지 정보가 끊임 없이 세계를 휘젓고 있는 '특별'한 해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개최가 결정되어 세계가 다시 '도쿄 브랜드'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의 '사상 최고'를 웃도는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패럴림픽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황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 '도쿄의 미래'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도쿄 모터쇼에는 지난 회의 실적을 큰 폭으로 웃도는 월드 프리미어 76대가 참가합니다. 각 참가자로부터 도쿄 모터쇼에 대한 기대감을 느

끼면서, 많은 월드 프리미어를 공개할 수 있어 세계 제일의 테크놀로지 모터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흥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주최자 테마 사업으로서 지난 회에 처음 개최한 SMART MOBILITY CITY를 버전업해서 개최합니다. 자동차를 둘러싼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전람회, 국제 심포지엄, 테스트 라이드를 통해 알기 쉽게 제시하므로 미래를 보다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도쿄 모터쇼에서는 행사장인 오다이바 지역 전체에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전람회 일주일 전부터 기간 중에 걸쳐 개최합니

다. 이러한 이벤트를 도쿄 모터쇼 기간 중에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이며, 도쿄 모터쇼를 중심으로 오다이바 지역 전체에서 자동차•오토바이의 

제전이 펼쳐지므로 자동차•오토바이 팬이 한 사람이라도 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도쿄 모터쇼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행사장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을 위해서도 모두 함께 마음을 합해 '오늘보다 내일을 

밝게 하는' 노력을 하나하나 쌓아 가고자 합니다.

이상

“日本发出”的高科技信息不断飞向全球

'일본발' 테크놀로지 정보가 세계를 휘젓는다

一般社团法人 
日本汽车工业协会会长

丰田章男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공업회 회장

도요다 아키오

Profile
1956年出生，庆应义塾大学法学部毕业之后，1984年入职丰田汽车株式会社。先后认
新联合汽车制造公司(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副社长、NUMMI副社长等职位，
从2009年至现在，任丰田汽车公司社长。 

1956년생. 게오기주쿠대학 법학부 졸업후, 1984년 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 입사. 뉴 
유나이티드 모터 매뉴팩처링㈜ 부사장, NUMMI 부사장 등을 역임해서 2009년에 토
요타 자동차 사장에 취임, 현재에 이른다.

Chairman’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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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车展概况〕 [개최 개요]

名  称 2013（第四十三届）东京汽车展览会［The 43rd Tokyo Motor Show 2013］

主办方 一般社团法人 日本汽车工业协会 （JAMA）

协办方 一般社团法人 日本汽车零部件工业协会 （JAPIA）

 一般社团法人 日本汽车车身工业协会 （JABIA）

 一般社团法人 日本汽车机械器具工业协会 （JAMTA）

 日本汽车进口联合会（JAIA）

명칭 제43회 도쿄 모터쇼 2013 [The 43rd Tokyo Motor Show 2013]

주최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공업회(JAMA)

공동주최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MAPIA)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차체공업회(JABIA)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기계기구공업회(JAMTA)

 일본자동차수입조합(JAIA)

购票指南

会场交通指南
행사장까지의 교통

※详情请参照车展官方网站。

召开地点“东京BIG SIGHT”！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

Jidosha Kaikan, 1-30, Shiba Daimon 1-chome, Minato-ku, Tokyo 105-0012, Japan

Official website QR code

TEL: 03-5530-1315
Hours: Mon-Fri 9am to 5pm (or show hours)

Inquiries:

Tokyo Motor Show 
Tokyo Big Sight Secretariat

国内外汽车厂商在东京汽车展览会汇聚一堂。倾注了全部技术和热情的

各色汽车隆重登场，争相展示着性能、美感和梦想。让您体验在彼此竞

争、互相提高中诞生的“世界上尚未存在的未来”！看一看，您会有更

多活力，试一试，你会有更多笑容。深受国内外瞩目的第43届东京汽车

展览会。快来尽情享受它的热情和兴奋吧！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이는 도쿄 모터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정열을 쏟아 부은 자동차들이 집결하여 모든 성능을, 아

름다움을, 그리고 꿈을 본격적으로 겨루고 있습니다. 체험해야 할 것은 

서로 경쟁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탄생하는 '세계에 아직 없는 미래'입니

다. 눈으로 보면 힘이 솟고, 체험해 보면 미소가 떠오른다. 국내외가 주

목하는 43회 도쿄 모터쇼. 그 열기와 흥분을 만끽해 보십시오.General Public Days: Nov. 23 (Sat.) – Dec. 1 (Sun.) 
Mon. – Sat.: 10:00 – 20:00    Sun.: 10:00 – 18:00

竞逐于未来 / 세계에 아직 없는 미래를 경쟁하라 .

 当日票 下午票 夜票

成人 1500日元 1300日元 500日元

高中生 500日元 400日元 200日元

中学生以下  免费

下午票：星期一 — 星期六15点以后入场（仅限在会场销售）

夜票：星期一 — 星期六18点以后入场（在会场及全国7-Eleven便利店销售）

・电脑版“官方网站网上售票服务（e-tix）”已开始实施入场券提前预售服务。

・智能手机版“官方网站网上售票服务（e-tix）”及便利店、公共交通机构、主

要旅行代理店、各售票单位从10月25日开始销售预售票。

购票请利用http://www.tokyo-motorshow.com/en/
提前预览夜票入场券（限定1万张）和需要事先注册的附带活动参加券的车展入

场券可以通过“e-tix网上售票服务”购买。

입장권 안내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당일권 오후권 야간권

일반 1,500엔 1,300엔 500엔

고등학생 500엔 400엔 2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구입은http://www.tokyo-motorshow.com 에서!
프리뷰 나잇 입장권(1만 매 한정)/사전 등록제 이벤트 참가권 포함 입장권은 

'e-tix 온라인 티켓 시스템'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敬请协助利用公共交通来场参观。

찾아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详情请参照车展官方网站 

http://www.tokyo-motorshow.com/en/

구입은 

http://www.tokyo-motorshow.com/e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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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期 主题、主办单位 时　间

11月26日（周二） 第8届日本ITS推进公开讨论会  13:00～16:30 

特定非营利活动法人　ITS Japan

未来的运输商务即将开始。 13:30～16:30

“安全・安心×卫生保健×结合ICT的新型商务物流”    

国土交通省、汽车局 

11月27日（周三） 东京ITS研讨会　 13:30～17:00

对2020年的东京都市交通的思考～ITS的未来 

特定非营利活动法人　ITS Japan、东京大学ITS中心 

11月28日（周四） 关于防止酒驾的座谈会 13:00～15:30 

一般社团法人　日本汽车工业会

11月29日（周五） 女性视角创造下一代汽车社会～“我”和“车”的良好关系～ 14:00～17:00

经济产业省、Pink Wheel Project、一般社团法人 下一代汽车振兴中心

11月30日（周六） 自驾出行～今天开始你也是自驾旅者～ 15:30～17:30 

自驾之旅（汽车旅行促进机构）

12月 1日（周日） 第14届汽车安全座谈会 13:00～16:00

国土交通省、汽车局

일시 테마•실시자 시간

11월 26일(화) 제8회 일본 ITS 추진 포럼  13:00～16:30 

특정비영리활동법인　ITS Japan

미래의 수송 비즈니스가 시작된다.  13:30~16:30
'안전•안심×헬스케어×ICT 연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스트림'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11월 27일(수) ITS 세미나 in 도쿄　 13:30～17:00
2020년, 도쿄의 도시 교통을 생각한다~ITS의 미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ITS Japan, 도쿄대학 ITS센터 

11월 28일(목) 음주운전 방지에 관한 심포지엄 13:00～15:30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공업회

11월 29일(금) 여성의 시각이 차세대의 자동차 사회를 창조한다 14:00～17:00
~나와 자동차의 좋은 관계~ 

경제산업성, 핑크 휠 프로젝트, 일반사단법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11월 30일(토) 자동차로 걷자~오늘부터 당신도 자동차 여행자~ 15:30～17:30 

자동차 여행(자동차여행추진기구)

12월 1일(일) 제14회 자동차 안전 심포지엄 13:00～16:00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专业驾驶员同车试乘会、摩托车试驾会1

프로가 운전하는 승용차 합동 시승회 및 이륜차 시승회1

2 舞台活动【门廊】

2 무대 이벤트【아트리움】

3 “日本年度汽车评选（CAR OF THE YEAR JAPAN）”发表会【门廊】

3 일본 올해의 자동차' 발표회【아트리움】

展示 【西4大厅】

전람회【서4홀】

研讨会

컨퍼런스

●［摩托车试驾会］

●[이륜차 시승회]

〔儿童体验学习活动〕【免费参加】

키즈 워크숍【참가 무료】

〔先进技术研讨会〕【会议楼6层】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세미나【회의동 6층】

国际研讨会【听讲免费、需要事先注册】

국제 심포지엄【청강 무료•사전 등록제】

连接”信息通讯、能源、社区……，走向新的生活模式

정보통신/에너지/커뮤니티 등과 '연결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特设路线将同时举办“汽车同车试乘会”和可以亲自驾驶的“摩托车试驾会”。在汽车试乘

会中，您可以乘坐由日本汽车记者协会（AJAJ）会员和驾驶教练驾驶的各厂家新车型汽车，

您不仅能够体验它们的性能，还能听到驾驶员的讲解。 

특설 코스에서 일본자동차저널리스트협회 회원과 인스트럭터가 운전하는 각 메이커의 최

신 모델에 동승하여 그 성능을 체험하고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는 '승용

차 동승 시승회'와 직접 운전하실 수 있는 '이륜차 시승회'를 개최합니다.

西展示厅1层特设舞台将举办由富士电视台、TOKYO FM主办的舞台表演等丰富多彩的娱乐活动。 

서전시동 1층 특설 무대에서는 후지텔레비전과 TOKYO FM에 의한 라이브 퍼포먼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11月23日（星期六）将召开“日本年度汽车评选”投票开票和表彰仪式。另外，搞笑组合

“OGIYAHAGI”也计划在特设舞台表演悉数爱车的脱口秀节目。

11월 23일(토)에는 '일본 올해의 자동차' 투개표와 시상식이 거행됩니다. 또 특설 무대에
서 웃음 콤비 '오기야하기'의 애차 편력 토크쇼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坐进车型迷你影院，体验正在努力创造世界上尚未存在的未来的汽车和其最新技

术，以及它们所带来的新世界！各领域企业、团体还将介绍最尖端的技术和产品。

자동차형 미니 시어터를 타고 세계에 아직 없는 미래를 창조하려고 하는 자동차와 그 최신 기술,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 

주는 세계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 분야의 기업 및 단체가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프레젠테이션합니다

体验乘坐期待在不久的将来可以作为移动支援工具的个人移动车、超小型移动车和电动摩托车。

屋顶展示场除了将举办自动驾驶示范行驶表演外，还将举办高度驾驶支援系统和EV、PHV试乘会。

가까운 미래의 이동 지원 수단으로서 기대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초소형 모빌리티, 전동 이륜차의 체
험 주행. 옥상 전시장에서는 자동 운전 시연 외에 고도 운전 지원 시스템과 EV•PHV 시승회를 실시합니다.

国内外汽车厂商、IT企业及活跃在全球第一线的知识学者就汽车驾驶等最尖端的开发动向、

未来社会及其移动的可能性，发表演讲、展开讨论。

자동 운전을 비롯한 최첨단 개발 동향과 미래 사회와 그 이동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자동

차 메이커, IT 기업 및 세계 제일선의 지식인에 의한 강연과 세션을 실시합니다.

※需要事先注册的附带活动参加券的车展入场券可以通过“e-tix网上售票服务”购买。

*사전 등록제 이벤트 참가권이 포함된 입장권은 'e-tix 온라인 티켓'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汽车专业驾驶员同车试乘会］

●[프로가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 시승회]

11月22日（星期五）— 26日（星期二） 

参加品牌 ：铃木、斯巴鲁、丰田、日产、本田、马自达、三菱、雷克萨斯、奥迪、雪铁

龙、捷豹、BMW、大众、标致、保时捷、沃尔沃、MINI、梅赛德斯・奔驰、路虎、雷诺、

TESLA合计40辆 

11월 22일(금)~26일(화)
참가 브랜드: 스즈키, 스바루, 토요타, 닛산, 혼다, 마쓰다, 미쓰비시, 렉서스, 아우디, 시
트로엥, 재규어, BMW, 폭스바겐, 푸조, 포르셰, 볼보, MINI, 메르세데스 벤츠, 랜드로버, 
르노, 테슬라에서 39대

11月28日（星期四）— 12月1日（星期日）

参加品牌：川崎、铃木、本田、雅马哈、KYM、BMW合计41辆

11월 28일(목)~12월 1일(일)
참가 브랜드: 가와사키, 스즈키, 혼다, 야마하, KYM, BMW에서 41대

11月23日（星期六）、24日（星期日）、30日（星期六）、12月1日（星期日）

以肩负下一代的孩子们为对象，举办体验学习活动。除需要事先预约的活动以外，可以直接在会场参加。

11/23(토), 24(일), 30(토), 12/1(일)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사전 예약제 이외의 워크숍은 행사장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11月25日（星期一）【会议楼6层】

“汽车让您更放心、更安全——高度驾驶支援系统的可能性——” 

— Possibilities of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11/25(월)【회의동 6층】

'안전•안심으로 이어지는 자동차~고도 운전 지원 시스템의 가능성~'

11月28日（星期四）【会议楼7层】

“未来社会与未来的移动”（特别协助：丰田汽车） 

11/28(목)【회의동 7층】

'미래 사회와 미래의 이동'(특별 협력: 토요타자동차)

11月24日（星期日）【会议楼6层】

“下一代移动技术带来的未来新生活”

联合主办：电气汽车普及协议会、读卖新闻社（上午）) 

国土交通省、读卖新闻社（下午）※参加申请：预定在读卖新闻、网页上通知

11/24(일)【회의동 6층】

'차세대 모빌리티가 가져다 주는 미래의 생활'

(공동주최: [오전부] 전기자동차보급협의회•요미우리신문사[오후부] 

국토교통성•요미우리신문사) *참가 신청: 요미우리신문 웹사이트에 고지 예정.

SMART MOBILITY CITY 2013出展方技术、系统发表会

预定发表的企业、团体：日产汽车、经济产业省资源能源厅

SMART MOBILITY CITY 2013 참가자에 의한 기술•시스템 프레젠테이션

실시 예정 기업•단체: 닛산자동차,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活动期间】

［试乘个人移动车］      11月22日（星期五）— 12月1日（星期日）

［试乘超小型移动车］      11月22日（星期五）— 12月1日（星期日）

［电动摩托车试乘会］      11月22日（星期五） — 12月1日（星期日）

［高度驾驶支援系统试乘会］      11月22（星期五）— 11月26日（星期二）

［自动驾驶示范行驶表演］      11月25日（星期一）— 11月26日（星期二）

［充电基础设备、EV/PHV体验会（主办：一般社团法人 下一代汽车振兴中心）11月27日（星期三）— 12月1日（星期日）

※活动期间有可能发生变更。

【실시 기간】

[퍼스널 모빌리티 체험 주행]    11/22(금)~12/1(일)

[초소형 모빌리티 체험 주행]    11/22(금)~12/1(일)

[전동 이륜차 시승회]    11/22(금)~12/1(일)

[고도 운전 지원 시스템 시승회]    11/22(금)~11/26(화)

[자동 운전 시연]    11/25(월)~11/26(화)

[충전 인프라, EV/PHV 체험회(주최: 일반사단법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11/27(수)~12/ 1(일)

*실시 기간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2013东京汽车展览会专题研讨会【会议楼6层】

4 도쿄 모터쇼 심포지엄 2013【회의동 6층】

专题研讨会将讨论各类有关汽车的魅力主题。

자동차에 관련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테마를 다룹니다. *아래 내용은 예정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试乘　SMC试乘会【西4大厅、屋顶展示场、货车装货场】

테스트 라이드 SMC 시승회【서4홀, 옥상 전시장, 트럭 야드】

第四十三届2013东京汽车展览会的各种体验活动

제43회 도쿄 모터쇼 2013의 각종 체험 이벤트

今后，汽车将通过各种技术革新，“连接”我们的生活和社会，肩负新的作用和价值，致力成为人类

重要的朋友和社会的一员。SMART MOBILITY CITY 2013是2013东京汽车展览会的象征性活动，它将

带您体验汽车的未来、人们的生活与社会之梦。

미래의 자동차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혁신에 의해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와 '연결되어', 새로운 역할

과 가치를 가지고 소중한 친구, 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미래,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회에 대한 꿈을 체험할 수 있는 도쿄 모터쇼 2013의 상징 이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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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da

NISSAN

从即将上市的备受瞩目的车型，到可以让我们清

楚感觉到近未来信息的最新概念车，全球生产厂

家倾力推出的充满魅力的个性化商品济济一堂！

데뷰 직전의 주목도 만점 모델은 물론, 근미래를 뚜렷하

게 느끼게 해 주는 최신 컨셉까지 세계곳곳의 메이커로

부터 발신되는 매혹적인 개성이 늘어서있다!

为人瞩目的展车
주목받는 전시차

JAPANESE PASSENGER CARS
日本国产车 / 일본 국산차

媒体贵宾日当天发表的N系列第4批的N-WGN

向大发MOVE和铃木Wagon R这2强挑战。以定

制版（上）和普通版这“两种个性”来与之抗衡。

프레스데이 당일에 발표된 N 시리즈 제4탄
인 N-WGN은 무브와 왜곤R의 2강에 도전
한다. 커스텀(상)과 노멀의 "2개의 개성"으
로 진검 승부다.

N-WGN
充满活力的造型，投入了彻底追求宽敞车内空间的超

级舒适驾驶座内装等崭新尝试的新一代敞篷小跑车。

다이나믹한 스타일링과 거주 공간을 철저하게 추구
한 수퍼 운전석 인테리어 등의 참신한 시도를 한 차
세대 경오픈스포츠.

Honda S660 CONCEPT

轻量车身配置新款V６・VTEC直喷式发动机和追求

省油性能的混合动力系统「Sport Hybrid SH-AWD」

的超级跑车。  

경량 보디에 차세대 V6・VTEC 직접분사 엔진과 
연료 성능을 추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Sport 
Hybrid SH-AWD」을 탑재한 수퍼 스포츠.

NSX CONCEPT

高雅的外型设计，追求乘坐舒适

的车内空间，能够享受驾驶乐趣

及放松驾驶的超值轿车。

기품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탑승
자의 쾌적함을 추구한 실내 공안, 
운전하는 즐거움과 여유의 주행을 
추구한 성인의 프리미엄 세단.

TEANA

着眼于航空力学的3座椅三角形翼状车身，实现了理想

的下压力及炯然不同的转弯＆加速性能，且超级省電。 

항공역학에 주목한 3 시터의 삼각날개 형상 보디는 이
상적인 다운포스와 다른 차원의 코너링 및 가속 성능
을 실현해 전력 절약도 뛰어난 성능을 달성. 

BLADEG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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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DA

TOYOTA

全球首次参展。小型、轻量化的新

型燃料电池及2个高压氢气罐配置

于地板下。实际连续行驶里程500km

以上。氢气填充仅用3分钟，可以

和汽油车相媲美。

세계 최초 출전. 소형・경량화한 신
형 연료전지나 고압 수소탱크 2개
를 바닥에 배치. 실용 항속 거리는 
500km 이상. 수소 충진은 3분 정
도로 가솔린 자동차 정도.

FCV CONCEPT

世界的无论谁都想乘坐，于是露出笑容的

新一代出租概念车。以乘客进行乘降的副

手席侧电动滑动门为主的设计。 

세계 어디의 누구라도 타고 싶어지는, 그리
고 웃는 얼굴이 되는 차세대 택시 컨셉. 승
객이 승하차하는 조수석측 전동 슬라이드 
도어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JPN TAXI Concept」

不是靠方向盘，而是通过驾驶员改变身体重心

来直感性驾驶操作。通过和周边车辆及交通基

础设施进行通讯来预知危险。能够“心灵相通”

的未来“爱车”已在眼前。

핸들이 아니라 드라이버의 체중 이동으로 직감
적인 운전 조작이 가능. 주변 차량이나 교통 인
프라와 통신으로 이어져 위험을 예지. 「마음으
로 서로 통한다」는 미래의 「애차」를 구현화하고 
있다.

FV2

超小型设计实现了和摩托

车相同的使用便利性，同

时实现和汽车相近的舒适

性、稳定性，具有新驾驶

感觉和愉悦性的单人载具。

초소형 패키지에 의한 바
이크 수준의 사용감과 자
동차에 가까운 쾌적성, 안
정성을 양립한 새로운 승
차감과 즐거움이 있는 퍼
스널 모빌리티.

TOYOTA 
i-ROAD

该级别首款真正的混合动力车。

新开发的低地板设计，实现了

顶级水平的宽敞车内空间及优

越的乘降性、多样的座椅组合。

클래스 최초인 본격 하이브리
드 차. 신개발의 저상 플로어에
서 톱 레벨의 넓은 실내공간이
나 뛰어난 승강성과 다채로운 
시트 정렬을 실현.

NOAH CONCEPT
大包围专用件强调低重心和充

满迫力的白色车身，表现出压

倒的存在感的大包围款式。照

片为2L汽油车款。

에어로 전용 파트가 저중심과 
박력있는 와이드 보디를 강조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표현한 에어
로 사양. 사진은 2L 가솔린 모
델.

VOXY CONCEPT

采用SKYACTIV和主题为
“魂动”的设计理念。具有
汽油、柴油、混合动力这
3种动力系统的全球战略
性车款。

SKYACTIV와 디자인 테
마 「고도」를 채용. 나아
가서 가솔린, 디젤, 하이
브리드 시스템 등 3종류
의 파워 트레인의 세계 전
략차.

AXELA

首次参加日本车展。86款所具有的驾驶娱乐，以

及和车的一体感、敞篷车特有的“和自然的一体

感”两立的敞篷车款。

일본 최초 출전. 86가 가지는 운전의 즐거움이
나 자동차와의 일체감과 컨버터블 특유의 「자연
과의 일체감」을 양립한 컨버터블 모델.

FT-86 Ope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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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HATSU

SUZUKI

JAPANESE PASSENGER CARS

大胆的轻量化设计以及高效动力系

统和新颖造型相融和的紧凑型跨界

车。投入轻量及低油耗技术的概念款。

대담한 경량화와 고효율 파워 트레
인에 신선한 스타일링을 융합한 컴
팩트 크로스오버. 경량, 저연비 기
술을 담은 컨셉.

Crosshiker
以吉姆尼(Jimny)为原型车，

1.3L发动机、新开发的自动

控制MT以及搭载了高效电机

的4WD系统的混合动力款。

짐니를 베이스로 1.3L 엔진
과 신개발 자동제어 MT, 그
리고 4WD 시스템에 고효율 
모터를 내장한 하이브리드.

X-LANDER

强劲外观造型的紧凑型SUV 新提案。

为了实现SUV的强有力的行驶性能，

搭 载 了 铃 木 的 新 一 代4WD系 统

“ALLGRIP”。 

힘있는 디자인의 컴팩트 SUV를 새
롭게 제안. SUV로써의 강한 주행
을 실현하기 위해,스즈키의 차세대 
4WD 시스템 「ALLGRIP」을 탑재. 

iV-4
全面体现出以户外活动为主题的外

观设计，宽敞舒适的车内空间和实

用性高的内装相组合的轻型汽车的

新领域提案款。

아웃도어 이미지를 내세운 외장에 
넓고 쾌적한 차내 공간과 실용성 높
은 인테리어를 조합한 경자동차의 
신 쟝르 제안 모델.

HUSTLER

搭载最适合轻型汽车的液体燃料电池

的零排放的新一代交通工具。诉求小

型、低成本燃料电池发电机的可能性。

경자동차에 최적인 액체 연료전지 탑
재의 제로 에미션의 차세대 차량. 컴팩
트하고 저비용인 연료전지 발전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안.

FC 凸 DECK
车高1850mm的车身配以高

位置座椅，确保了具有开

放感的视野。对开车门等，

实现和普通面包车同等的

开放感及宽阔的视野。

전고 1850mm 보디에 높
은 착좌 위치로 개방감있
는 시계를 확보. 양측으
로 열리는 도어 등으로 
보통 왜곤 타입 정도의 
개방감과 시계성.

DECA DECA

向轻型汽车的新领域挑战，具有美丽的车身轮廓的

跨界轿跑款。彰显铃木新的设计方案的“轿跑款轮廓”。

경자동차의 신 쟝르에 도전하는 새로운 실루엣을 가
진 크로스오버 쿠페. 「쿠페 실루엣」이라는 새로운 
스즈키 디자인을 제안.

HUSTLER Coupe

以“新感觉及敞篷跑车 ＮＥＷ ＦＵＮ+”为设

计理念，行驶方式和外板可以像手机外壳那样

自由更换的新的使用方法提案。

｢신감각・오픈 스포츠 NEW FUN+｣을 컨셉. 
주행과 외판을 커버 케이스와 같이 자유롭게 
교체하는 새로운 사용법을 제안.

K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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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BISHI

SUBARU

LEXUS

多姿多彩的座椅组合产生新的交流。

虽为紧凑型，却可轻松装载6名乘员的

车内空间宽敞的MPV。

자유자재로운 시트 정렬이 만들어내
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컴팩트하면
서 6명이 느긋하게 승차할 수 있는 실
내 공간의 MPV.

Concept AR

开创“驾驶乐趣”新纪元的SUV。搭载专

用轿跑和SUV相融合的FF形式PHEV系统

的紧凑型SUV。

"달리는 기쁨"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SUV. 스페셜리티 쿠페와 SUV를 융
합시킨 FF 타입의 PHEV 시스템을 채
용한 컴팩트 SUV.

Concept XR-PHEV

采用FR形式的PHEV系

统的电子控制全时

4WD。实现了卓越的操

控稳定性和全程行驶

性的新一代大型SUV。

FR 타입의 PHEV 시
스템을 채용한 전자제
어 풀타임 4WD. 탁월
한 조종 안정성과 주
파성을 실현한 차세대 
라아지 SUV.

Concept GC-PHEV

牵引LEXUS的“驰骋”印象的跑车。动

力系统为3.5L汽油发动机和2.5L混合

动力这２种。

LEXUS의 "주행" 이미지를 이끄는 스
포츠 쿠페. 파워 소스는 3.5L 가솔린 
엔진과 2.5L 하이브리드의 2종류.

RC

搭载新开发的涡轮发动机的新一代紧

凑型SUV提案。搭载新开发的2.0L发动

机，使行驶性能和环保性能两立。 

신개발 터보 엔진을 탑재한 차세대 컴팩
트 SUV의 제안. 신개발 2.0L의 엔진을 
탑재해 주행 성능과 환경 성능을 양립. 

LF-NX

预示了造型和技术的方向性。新开发的1.6L水平对向直喷涡轮"DIT"发动机

和电机相组合的插电式混合动力车。

디자인이나 기술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신개발 1.6L 수평대향 직접분사 터
보 "DIT" 엔진과 모터를 조합한 플라잉 하이브리드.

VIZIV EVOLUTION CONCEPT

新产品系列所提案的7 座跨界车。大城市风格的高雅
的匀称性和配置具有个性的昂贵真皮座椅的高级内饰。 

새로운 라인업으로써 제안되는 7 시터의 크로스오버. 
도회적이고 세련된 프로포션과 개성적이고 높은 탠 레
더 시트를 채용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CROSSOVER 7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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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wagen

AUDI

Tesla Motors

Mercedes-Benz

SMART

Radical

LAND ROVER

IMPORTED PASSENGER CARS
进口车 / 수입차

Jaguar

全身铝制车身的双座敞篷

跑车。轿跑款为13年世界

设计风云车奖得主。

올 알루미늄제 보디의 2
시터 컨버터블. F-Type
은 13 년 Wor ld Car 
Design Of The Year 수
상.

F type

和高刚性的车身结构几乎为50 ：

50的重量分配，重心位置低，既

实现了轿车不可获缺的乘坐舒适

感，又保证了和世界顶级运动款

同等的应答性和敏捷性。

강성이 높은 보디 구조와 거의 50:50
의 중량 배분, 낮은 무게중심 위치 덕
분에 세단에 불가결한 고급스러운 승
차감과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와 동등
한 응답성과 민첩성을 양립.

MODEL  S
人气的SR3可在公用道路行驶的

最 新 款。 搭 载 福 特 制 的

“EcoBoost”2L 240马力汽油涡

轮发动机和 6速手动挡的一般

销售的运动款车。

인기있었던 SR3를 공도 주행하
게 한 최신 모델. 포드제의 "에
코부스트" 2L 240PS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시퀀셜 독으로 
무장한 시판 스포츠. 

SR3 SL

运动版新家族的路虎首款

混合动力车。最大输出可

达292PS的3LV6柴油和电

机的组合。

랜드로버 최초로 하이브리
드 모델이 추가된 스포츠. 
최고 출력 292PS의 3LV6 
디젤과 모터와의 조합.

Range Rover Sport

以CO2 排出量和尾气排放

为“零”的smart fortwo e 

（EV）为原型车，电机采用

smart BRABUS车专用调校

品的魅力无穷的一款车。

CO2 배출량・배출가스“제
로 ” 의 smart fortwo e 
(EV)」를 베이스로 전기 모
터에 smart BRABUS사가 
전용 튜닝한 하이퍼포먼스 
모델.

smart BRABUS electric drive

在今年的法兰克福电机展首次亮相的

概念款。顶级豪华的跑车在日本首次

公开。

올해의 프랑크푸루트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한 컨셉. 모던 럭셔리의 궁극
인 쿠페를 일본 최초 공개.

Concept S-Class Coupé

燃料仅0.9L 就可行驶

100km 2 座PHEV。碳纤维

强化树脂的轻量车身，EV 

模式下50km，最高速度可

达160km/h。

불과 0.9L의 연료로 100km
의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2 
시터 PHEV. 카본 화이버 
강화수지의 경량 보디로 
EV 모드로 50km, 최고속
도는 160km/h.

XL 1

隔了4 年的款式更新换

代，参考展出近期预定引

进的车款。采用1.4L的

TSI发动机（140PS），流行

的外观给人以深刻印象。

4년만에 풀 모델 체인지해
서 조만간 도입 예정인 참
고 출품. 1.4L 의 TSI 엔진
(140PS)을 채용, 스타일리
쉬한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Golf Variant Highline

比A3运动跑车长135mm、宽

15mm，迎合日本道路情况

的幽雅款在日本首次登场。

A3 스 포 츠 백 보 다 
135mm 길며, 15mm 넓
은 사이즈로 일본의 도로
사정에도 안성맞춤이고 
우아한 살룬을 일본 최초 
출품.

Audi S3 Se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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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Porsche A.G.

Peugeot ALPINA

Citroën

全球首次亮相。4 座的美

丽的独创造型和一组三片

可收式硬车顶的投入，彰

显敞篷车的新乐趣。

세계 최초 공개. 4 시터의 아
름답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3
분할 방식을 채용한 리트랙
터블 하드톱은 새로운 오픈
의 즐거움을 제안한다.

4 Series Convertible.

BMW首款量产型EV运动版。

既具有能和高性能跑车相

媲美的运动性能，又具有

不输于普通小型车的低油

耗、低排放。

BMW 최초의 양산형 EV 
스포츠 카. 고성능 스포
츠 카에 필적하는 운동 
성능과 컴팩트 카 수준의 
연비, 배출가스값을 겸비
하고 있다.

i8
准备在2014年春季在日本市场销售的

EV。以170ps的电机来驱动，日常使用时

的连续行驶里程为130km ～ 160ｋｍ。

2014년 봄에 일본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EV. 170ps의 모터로 구동하
며, 일상 사용에 있어서의 항속 
거리는 130km~160km.

i3

集顶级魅力及豪华性于一
体的该系列最强劲之款首
次亮相。最高输出570PS，
最高速度可达310km/h。

하이 퍼포먼스와 럭셔리를 
양립한 시리즈 최강 모델의 
월드 프리미어. 최고 출력
은 570PS, 최고 속 도 는 
310km/h에 달한다.

预计于下周上市的紧凑式城市型跨界

车。敏捷的行驶性能和适应多种用途

的功能，以及充分确保了宽敞空间的

内饰为最新设计。

다음주 발표 예정인 컴팩트한 어반 크
로스오버. 민첩한 주행과 다양한 용도
에 부응하는 기능성과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 인테리어는 최신 디자인.

Panamera Turbo S Executive

2008

搭载直喷3.0L直列6缸涡轮柴油发动
机。 最 高 输 出350PS、 最 大 扭 矩
71.4kgm以及阿尔宾那(Alpina)的独自
改装给人印象深刻。

직접분사 3.0L 직렬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 최고 출력 350PS, 최대 
토르크 71.4kgm과 알피나의 독자적
인 튜닝은 강렬.

D3 Bi Turbo 

VOLVO

预示了新世代沃尔沃设计方向的可能性。备有

超级充电系统，涡轮4缸2.0L发动机和电机相组

合的插电式混合动力款。

신세대 볼보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시사. 
수퍼 차저와 터보를 겸비한 4
기통 2.0L 엔진과 모
터를 조합한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

Concept Coupé

最先投入新开发的底盘结

构。多目的性和车内空间

的高层次平衡的概念车。

日本预计于2014年秋季开

始销售。

신개발 플랫폼을 조기 채
용. 다목적성과 캐빈 스페
이스를 고차원으로 균형잡
게 한 컨셉. 일본 도입은 
2014년 가을을 예정.

GRAND C4 PIC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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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ZU

HINO

UD TRUCKS・VOLVO TRUCKS

Mitsubishi Fuso

COMMERCIAL VEHICLES
商用车 / 국산 상용차

凭借安全性、舒适性及基于人

体工学的设计而跃进世界顶级

车级别的FH。驾驶员可以在车

内轻松移动的宽敞的空间等为

人所瞩目。

안정성, 쾌적성이나 인간공학을 
토대로 한 설계로 세계 톱 클래
스의 FH. 드라이버가 운전실내
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넓은 
실내공간 등도 볼만하다.

VOLVO HF

配置了柴油发动机、电机、

自动变速式MT、锂离子电

池等的并列式混合动力公

共汽车。

디젤 엔진, 모터, 자동변속식 
MT, 리튬 이온 배터리 등으
로 구성되는 패러렐식 하이
브리드 노선버스.

ERGA HYBRID
该公司的有远大抱

负的女性员工“从女

性的角度开发”的卡

车。其原型车为小

型 混 合 动 力 卡 车

CANTER ECO HYBRID。

같은 회사의 여성사
원 유지가 "여성의 
시선에서부터 개발"
한 트럭. 베이스가 
된 것은 소형 하이브
리드 트럭 캔터 에코 
하이브리드.

Canna

全球首次公开的实验车辆，如实展现了以比现在版“Quon”的油耗提高１０％以上为目

标的，ＵＤTrucks公司追求省油性能的实验现场的情况。

세계 최초 공개인 실험차량에서는 현행 「쿠온」비로 10% 이상의 연비 개선을 목표. 
연비 향상을 목표로 하는 UD 트턱스의 실험 「현장」 모습을 전하는 차량.

Quon Fuel Demonstrator

UD Trucks公司首次针对以亚洲为主的发展

中国家开发的，在海外实行一貫性生产的大

型卡车。以多样的7种款式来对应各种需求。

UD 트럭스가 처음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용으로 개발해 국외에서 일관생
산을 하는 대형 트럭. 7종의 폭넓은 차종 밸
류에이션으로 요구에 대응.

Quester

参考展出。1924年 完成。可以称

为五十铃卡车制造原点的卡车。

渡过日本关东大地震的难关而完

成的具有纪念意义的第一台卡车。

참고 출품. 1924년 완성. 이스즈
의 트럭 제조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트럭. 관동대지진을 극복
해서 완성한 기념할만한 트럭 제1
호차.

1.5-ton 
WOLSELEY CP 
Type Truck

HINO 该公司的有远大抱负的女性员工“从女

性的角度开发”的卡车。其原型车为小

型混合动力卡车CANTER ECO HYBRID。

버스 투어의 쾌적성을 추구한 대형 관광
버스.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필적
하는 독립 시트를 정원 55명에 대해 13
석 배치하는 호화스러움.

Premium Cruiser

检测行驶状态，预防碰撞

的功能更加进化。凭借先

进的安全技术“PCS”，充实

的安全性能而引以自豪。

주행 상태를 검지해 충돌 
피해를 경감하는 기능이 
더욱 진화. 선진 세이프티 
테크놀러지인 "PCS"로 충
실한 안전 성능을 자랑한
다.

S’ELEGA

作为便于乘降的小型无障碍

车，被广泛用于区域内小公交

车及幼儿园用幼儿接送车等，

备受喜欢。蕴藏着需求会不断

增多的公交车的许多新提案。

승강하기 쉬운 소형 논스텝으로 지
역버스나 유아원 버스 등으로 인기
있는 소형 버스. 점점 수요가 늘어
나는 공공 버스에 대한 신제안이 
듬뿍.

Poncho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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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HA

KAWASAKI

MOTORCYCLES
摩托车 / 국산 이륜

HONDA

SUZUKI

KTM

尽早目睹时常追求“以新时代顶峰为目

标的运动型街车NAKED”的理想姿态的运

动型街车的刺激性的提案。

항상 "새로운 시대의 최고봉을 노리는 
네이키트 로드 스포츠"의 이상적인 모
습을 추구해온 로드 스포츠의 자극적 
제안을 조기에 목격.

CB1300 SUPER BOL D'OR

新型50cc踏板车首次参展。目标用户

为“男高中生等年轻人”的运动风格款，

配置手机smartphone能够充电的插座。

신형 50cc 스쿠터를 월드 프리미어. 
타겟 유저는 "남자 고등학생과 젊은 
층" 등의 스포티한 모델로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소켓도 채용.

DUNK
作为便利的近距离移动代步工具，所

需要的功能俱全，而力争以容易购买

的价格带来提供的EV踏板车的提案款。

근거리 이동의 손쉬운 커뮤터로써 필
요한 기능은 갖추면서 구입하기 쉬운 
가격대에서의 제공을 목표로 한 EV 
스쿠터의 제안 모델.

EVINO 

提案新感觉娱乐方式的玩具感觉的电动迷

你车。类似于小型自行车的紧凑型车体搭

载电动踏板车「e-Let’s」的电动组件。

신감각의 즐기는 법을 제안하는 완구감각의 
전동 미니모토. 소형 자동차와 같은 컴팩트
한 차체에 전동 스쿠터 「e-Let’s」의 전동 
유닛을 탑재.

EXTRIGGER

可成为新一代运动型街车历史上一个节点的一款车。追求所有环境下的

实用性和安全性的适应性高，且具有和超级款摩托车可相提并论的性能。

신세대 스포츠 네이키드의 하나인 역사적인 날이 되는 모델. 각종 환경
에서 실용성과 안전성을 추구한 높은 적응성을 가지는 수퍼 바이크 수
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1290 Super Duke R

排气量588cc中型车。为了满

足成年人的要求，市内行驶注

重操作便利及经济性，在连续

弯路行驶时以大扭矩来实现爽

快行驶。

배기량 588cc인 미들 클래스. 
성인들의 고집스러움에 부응
하기 위해 거리에서는 경제적
이자 취급이 쉽고, 와인딩에서
는 두꺼운 토르크로 상쾌한 
주행을 실현.

Recursion

预计于2014年夏季上市的3轮踏

板概念款。搭载125cc发动机，

实现轻快且运动风格的行驶，操

作简单、稳定性好以及能够带来

新乐趣的代步工具。

2014년 여름에 릴리즈 예정인 3륜 
스쿠터의 컨셉 모델. 125cc 엔진을 
탑재해 경쾌하고 스포티한 주행, 
취급의 용이성과 안정감,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의 커뮤터.

采用LED灯，小型化前大灯等大胆设计

的前脸。高层次追求实用性和运动性

能的超级运动款。

LED를 채용해 컴팩트해진 헤드라이
트 등 대담한 프론트 마스크. 실용성
과 스포츠 성능이 고차원으로 추구되
고 있는 수퍼 스포츠.

TRICITY Concept

Z1000 ABS Special Edition

装备全包围导流罩的双人运动款。展会

期间上市的新款。强调敏锐印象的锐角

设计令人瞩目。

풀 페어링을 장착한 트윈 스포츠. 회기중
에 발매되는 New 모델. 샤프한 이미지
를 강조하는 엣지한 디자인에 시선집중.

Ninja 400 ABS 
Special Edition

Quarter Sport。泰国本田推出

的全球战略性运动款。全外板装

备的初购首选车型。其最新的潜

力在哪里？

쿼터 스포츠. 타이 혼다에서 보내
져온 글로벌 스포츠 모델. 풀카울 
장착 엔트리 타입. 그 최신 포텐
셜은?

CBR250R

以苗条＆紧凑的车体配置950cc空冷

V型2缸发动机的“BOLT”为原型车，

用户可以进行改造的提案款。

슬림&컴팩트한 차체에 950cc의 공
냉 V형 2기 통 엔 진 탑 재 한 

「BOLT」를 베이스로 오너 손에 의
해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제안 
모델.

BOLT Ca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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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为安全、安心、便利及充满乐趣的移动手段，作

为切实可靠、效率高的输送手段，来支撑人们的生

活、产业及社会的车。车的作用及价值，今后当然

也不会改变。然而，全世界人对地球环境及资源的

关心在不断高涨，信息通讯环境的高度化，以及人

们生活方式的变化等，社会在发生各种各样的大变

革。在这样的时代潮流中，今后的车将不是汽车单

体的存在，而是通过环境、能源技术及通讯技术等，

和以住居为首的我们的生活及社会“联在一起”，由

此而肩负起新的价值和使命。于是，车对于我们来

说，成为我们最重要的朋友，进而成为社会的重要

的一员。向前行驶、转弯、停止······，于是，

成为和我们“联在一起”的车。车的未来，也就是我

们人类的生活及社会的梦想。

안전・안심, 편리하고 즐거운 이동 수단으로써, 그

리고 확실 하고 효율적인 수송 수단으로써 사람

들의 생활을, 산업을, 사회를 지탱해온 자동차. 이 

자동차의 역할과 가치는 앞으로도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 및 자원에 대

한 국제적인 관심 고조나 정보통신 환경의 고도

화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 사회에서는 다양하

고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조

류속에서 앞으로의 자동차는 자동차 단독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너지 기술이나 정보통

신 기술 등에 의해서 주택을 비롯한 우리들의 생

활이나 사회와 “이어져”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가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들에

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친구로서, 그리고 틀림

없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갈 것입니다. 달린

다, 회전한다, 멈춘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동차

로. 자동차의 미래가, 그리고 생활이나 사회의 꿈

이 여기에 있습니다.

体验未来社会及移动工具的另一个车展 / 자동차와 사회의 내일을 체험하는 또 하나의 모터쇼

KURUMA NETWORKING - 和我们的生活、和我们的社会联在一起的这些车

KURUMA NETWORKING - 생활에, 사회에, 이어지는 자동차

新一代汽车会改变我们的生活、城市及社会。日本国
内外的企业携各种先进技术及产品会聚一堂。

차세대 자동차가 생활을, 거리를, 사회를 바꾼다. 국
내외의 다채로운 기업이 선진 기술을, 제품을 가지고 
일제히 모인다.

产品展示/익스비젼

汽车厂家自不必说，信息通讯、电子设备、住宅、材料等的其它

行业、科研机关等，从各自的视点及所拥有的技术、系统出发，

来针对“车和人类生活的未来”进行提案。展区分为“先进技术及

产品展区”、“核心展区”， “先进技术及产品展区”为和信息通讯、

环保、能源有关的企业、团体、行政等的展区，展示最先进的产

品、技术、系统及服务。“核心展区”为可以模拟体验主办单位推

出的“新一代汽车及与其相关联的先进的社会系统”的体感型展

示，可以体验和我们“联在一起”的汽车带来的生活及社会的梦想。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정보통신이나 전자기기, 주택, 소재 등
의 이업종, 연구기관 등이 각각의 시점이나 기술, 시스템으로

부터 “자동차와 생활의 내일”을 제안합니다. 전시 존은 “선진기

술・제품전시 존”과 “코어 전시 존”으로 구성되며, 선진기술・제

품전시 존에서는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단체・행정 

등의 출전에 의한 최첨단 제품/기술/시스템/서비스의 프레젠

테이션이 실시됩니다. 코어 전시 존에서는 주최자에 의한 “차
세대 자동차와 그것을 둘러싼 선진 사회 시스템” 을 의사체험

하는 체감형 전시로 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자동차가 가져다 
주는 생활이나 사회로의 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試乗会会場
Exhibition Area

西展示棟
Wast Exhibition Hall

西展示棟
Wast Exhibition Hall

東展示棟
East Exhibition Hall

在会场内，开着不可思议的车，在Smart 

Mobility City行驶。坐在6台汽车形状的

模拟体验装置内，在各种场面下探访。让

我们来模拟体验未来的车。.

①“联在一起”和安全
○步(步行者)车间通讯、车车间通讯、路车

间通讯、安全行驶支援系统(DSSS)○夜间检

测、ASV

②“联在一起”和舒适
○ACC及CACC、队列行驶、协调行驶

③“联在一起”和愉快
○ITS站 ○最新导航系统 ○车载信息服务系

统

④“联在一起”和放心
○防灾系统、灾害支援系统等 ○探针信息系

统

⑤“联在一起”和智能
○智能住宅、智能家电、和HEMS相联的车 

○Demand Response、家电的远程操作 ○停

电时自助式能源管理  ○各种新一代汽车、

EV用充电站、充氢站等 ○地域能源管理中心

(地域EMS)等 ○大规模太阳能发电系统、海

上风力发电系统等等

⑥“联在一起”和自由
○梦想的交通工具、愉快的移动手段等

익스비젼내에서는 신기한 자동차를 타고 

SMART MOBILITY CITY를 크루징합니

다. 6개의 자동차형 의사체험 장치를 타고 

다양한 장면속을 탐방. 자동차의 미래를 가

상 체험해봅시다.

①이어지면 안전
○보행자-차량간 통신, 차량간 통신, 도로-

차량간 통신, 안전운전지원 시스템(DSSS) 

○야간 검출, ASV

②이어지면 쾌적
○ACC나 CACC, 대열주행, 협조주행

③이어지면 즐겁다

○ITS 스폿 ○최신 내비게이션 시스템 ○텔

레매틱스

④이어지면 안심

○방재 시스템/재해지원 시스템 등 ○프로브 

정보 시스템

⑤이어지면 스마트
○스마트 하우스/스마트 가전/HEMS와 이

어지는 자동차 ○디맨드 레스폰스/외출한 곳

으로부터의 기기의 조작 ○정전시에 있어서

의 셀프 에너지 매니지먼트 ○다양한 차세대 

자동차, EV용 충전 터미널, 수소 스테이션 

등 ○지역의 에너지 컨트롤센터(지역 EMS) 

등 ○메가솔라 시스템/양상 풍력발전 시스템 

등

⑥이어지면 자유
○꿈의 탈 것, 즐거운 모빌리티 등

SMC TOURS(主办单位展示) / SMC TOURS(주최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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个人移动工具体验驾驶
作为新的移动手段而诞生的单人用移动工具，进一步

扩大了便利性及愉悦性。

活动期间∶11月22日(星期五)～ 12月1日(星期日)

地点∶核心展区(西展示楼第4大厅内)

퍼스널 모빌리티 체험 주행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써 태어난 1인승 차량.

편리함과 즐거움을 점점 더 확대합니다.

개최기간: 11월22일(금)~12월1일(일)

장소: 코어 전시(서측 4홀내)

活动期间∶11月22日(星期五) ～ 26日(星期二) *部

分自动刹车的体验延长到12月1日(星期日)。

地点∶屋顶展示场(室外)

고도운전지원 시스템 시승회
충돌회피 브레이크 등, 안전&안심을 지원하는 

기능은 여기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최기간: 11월22일(금)~26일(화) * 브레이

크 체험의 일부는 12월1일(일)까지

장소: 옥상 전시장(옥외)

参加厂商(预定)
铃木、斯巴鲁、大发、丰田、丰田车体、日产、大众、

本 田、 马 自 达、 三 菱、 奔 驰、Zied、Prozza、

Growthn Dream、Terra Motors、常磐产业。

참가 메이커(예정)
스즈키, 스바루, 다이하쓰, 도요타, 도요타 차체, 닛

산, 폭스바겐, 혼다, 마쓰다, 미쓰비시, 메르레데스 

벤츠, 지드, Prozza, 그로슨 드림, Terra Motors, 

도키와산업

协助大学及企业(预定)
金泽大学、东京农业大学、ZMP

협력대학・기업(예정)
가나자와대학, 도쿄농공대학, ZMP

让我们来体验智能行驶！

스마트 드라이빙을 체험하자!

和车“联在一起”的话，人类的未来将会发生怎样的变化？

자동차가 “이어지면” 미래는 어떻게 바뀌는가?

国际专题研讨会/ 국제 심포지움

先进技术研讨会 / 어드밴
스 테크놀러지 세미나

“联在一起”的汽车会让您更放心、更安全

～高度行驶支援系统的可能性～
11月25日（星期一）   10:30 — 16:50

会议楼6楼 605～ 608会议室

高度行驶支援系统(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是为了更加安全、更加舒适，而将车和人、道路、

城市机能等联在一起的功能，已有部分车标准配置该功

能。针对这种新的人和车的关系，从各种视点来进行讨论，

从而探求将来的可能性。

“안전・안심에 이어지는 자동차~고도

운전지원 시스템의 가능성~”
11월25일(월) 10:30~16:50

회의동 6층 605-608회의실

고도 운전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은 자동차를 더 안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사람, 도로, 

도시기능 등에 이어지고, 일부는 기본탑재기능으로 되고 있다. 

이 새로운 사람과 자동차와의 관계를 다양한 시점으로부터 논

의해 그 장래적 가능성을 찾는다.본탑재기능으로 되고 있다. 이 

새로운 사람과 자동차와의 관계를 다양한 시점으로부터 논의해 

그 장래적 가능성을 찾는다.

超小型移动工具体验驾驶
小巧的结构，可作为区域内的便利的移动手段，

可乘坐1、2个人的新的移动工具。

活动期间∶11月22日(星期五) ～ 12月1日(星期

日)

地点∶核心展区(西展示楼第4大厅内)及卡车展

区(室外)

초소형 모빌리티 체험 주행
컴팩트해서 지역의 손쉬운 이동 수단이 된다. 

1~2인승의 새로운 자동차입니다.

개최기간: 11월22일(금)~12월1일(일)

장소: 코어 전시(서측 4홀내)+트랙야드(옥외)

电动摩托车试骑会
请体验以电机为动力源的环保摩托车的骑乘

舒适性！

活动期间∶11月22日(星期五) ～ 12月1日(星

期日)

地点∶卡车展区(室外)

전동이륜차 시승회
전기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륜차의 에코

이자 쾌적한 승차감을 체험해 주십시오.

개최기간: 11월27일(수)~12월1일(일)

장소: 옥상 전시장(옥외)

充电基础设施、EV·PHV体验会
电动汽车、插电式混合动力车的试乘会，还

可以体验急速充电。

活动期间∶11月27日(星期三) ～ 12月1日(星

期日)

地点∶屋顶展示场(室外)

主办单位∶一般社团法人 未来汽车振兴中心

충전 인프라, EV・PHV 체험회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시승회 

및 급속 충전 체험도 가능합니다.

개최기간: 11월27일(수)~12월1일(일)

장소: 옥상 전시장(옥외)

주최: 일반사단법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自动行驶的现场演示
利用汽车的ICT以及新的公路基础设施来进行自动行驶的

技术已有如此大的跃进。

活动期间∶11月25日(星期一)、26日(星期二)

地点∶屋顶展示场(室外)

主办单位∶一般社团法人 未来汽车振兴中心

자동운전 데몬스트레이션

자동차의 ICT나 새로운 도로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동운

전 기술이 크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개최기간: 11월25일(월)~26(화)

장소: 옥상 전시장(옥외)

주최: 일반사단법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未来社会与未来的移动

11月28日（星期四） 11:00 — 16:45

会议楼7楼 国际会议室

车和社会、城市、人“联在一起”的话，我们的生活究

竟会发生怎样的变化呢？针对“未来社会与未来的移

动”这个主题，不但要从技术的视点，更要从社会的视

点、文化的视点等各种各样的视点来讨论，从而探求

其具体的方向性。

(特别协助  丰田汽车)

“미래사회와 미래의 이동”
11월28일(월) 11:00~16:30

회의동 7층 국제회의실

자동차가 사회, 거리, 사람과 “이어지면”, 우리들 생

활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미래사회와 미래의 이동”

에 대해서 기술적 시점은 원래부터 사회적 시점, 문화

적 시점 등 다양한 시점으로부터 논의해 그 구체적 방

향성을 찾는다.

(특별협력 도요타자동차)

下一代移动工具带来的未来新生活

11月24日（星期日）  会议楼6楼 605 ～ 608会议室

上午∶ 超小型移动工具设计大奖赛表彰仪式

10:30 — 12:00(预定)

(由电动汽车普及协会和读卖新闻共同主办)

下午∶ 专题研讨会  “下一代移动工具带来的未来新生活”

13:00 — 16:00(预定)

(由国土交通省和读卖新闻共同主办)

“차세대 모빌리티가 가져다주는 미래의 

생활”
11월24일(일) 회의동 6층 605-608희외실

오전부

“초소형 모빌리티 디자인 콘테스트 표창식"

10:30~12:00(예정)

(공동주최 전기자동차보급협회, 요미우리신문사)

오후부 심포지움 “차세대 모빌리티가 가져다주는 미래의 생활”

13:00~16:00(예정)

(공동주최 국토교통성, 요미우리신문사)

“燃料电池研讨会 in 东京”
11月28日（星期四）13:30 — 16:40

会议楼6楼 605、606会议室

介绍面向燃料电池车投放市场，各汽车厂家的

研发情况、加氢站的整备情况。

(实施团体  经济产业省资源能源厅)

“연료전지 세미나 in 도쿄”
11월28일(목) 13:30~16:40

회의동 6층 605・608회의실

연료전지 자동차의 시장투입을 향한 자

동차 메이커 각사의 연구개발 상황이나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를 향한 노력을 소

개한다.

(실시단체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试乘TEST RIDE
테스트 라이드

会议/컨퍼런스

在西展示楼第4大厅的核心展区及卡车展区，可

以体验驾驶现今热门话题的个人移动工具、超小

型移动工具以及电动摩托车。在屋顶展示场，有

自动行驶的现场演示，还预定设置高度行驶支援

系统以及EV·PHV的体验会等，是体验最新移动工

具的绝好的机会。

서측4 홀의 코어 전시나 트랙야드에서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나 초소형 모

빌리티, 전동이륜차의 체험 주행이 실시되고 있

습니다. 옥상 전시장에서는 자동운전의 데몬스

트레이션 외에 고도운전지원 시스템이나 EV・

PHV 체험회가 예정되는 등, 최신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丰田/도요타

Winglet

本田/혼다

UNI_CUB

日产/닛산

New Mobility CONCEPT

大众/폭스바 

e-up!

铃木/스즈키

Wagon R

大发/다이하쓰

Tanto Custom

三菱/미쓰비시

Outlander PHEV
奔驰/메르세데스 벤츠

E250 Advantgarde

斯巴鲁/스바루

Legacy Touring wagon

高度行驶支援系统试乘会
避免发生冲撞而自动刹车等，支援安全、安心的功能

已经进化到如此水平。

预定就以自动行驶为首的先进技术的开发动向，以及未来社会和其移动手段的可能性，召开由日本国内外

的汽车厂家、IT企业以及位居第一线的有识之士参加的国际专题研讨会。此外还有由参展厂商召开的先进

技术研讨会、面向肩负时代重任的儿童的制作体验室。

자동운전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개발동향, 미래 사회와 그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외의 자동차 메이

커, IT 기업 및 최전선의 지식인에 의한 국제 심포지움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출전자에 의한 선진

기술 세미나,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용 워크숍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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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京Big Sight展览会场平面图
도쿄 빅사이트 행사장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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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AUTO PROTECH CO., LTD P26 E5008

9 Capital prefecture cities Expert committee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section P22 W3201

ADVICS CO.,LTD. P26 E5203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P22 SMC26

Aisin AI Co., Ltd. P26 E5203

AISIN AW CO., LTD. P26 E5203

Aisin Chemical Co., Ltd. P26 E5203

Aisin Seiki Co., Ltd. P26 E5203

Aisin Takaoka Co., Ltd P26 E5203

Akebono Brake Industry Co., Ltd P26 E5007

Alcoa Wheel Products Japan Ltd. P22 W3303

Alpina P24 EP05

Alpine Electronics, Inc. P22 W3004

AMG (Mercedes-Benz Japan) P20 WP01B

ANDEN CO., LTD. P24 E2201

Asahi Denso Co., Ltd. P22 W3306

Asahi Glass Co., Ltd. P22 SMC14

ASMO Co., Ltd. P24 E2201

ASTEER　Co., Ltd. P26 E5008

AUDI AG. P27 EP13

Bewith, Ltd P20 W1102

BMW AG P24 EP03

BNL (Japan) Inc. P22 W3304

Bosch Corporation P20 W1301

Bridgestone Corporation P26 E5204

Campagna Motors / BrainTrading Co. P20 CZ02

CAR MATE MFG.CO.,LTD. P24 E2104

Citroën (PEUGOT CITROËN JAPON CO. LTD.) P26 EP09B

Clarion Co., Ltd. P24 E2202

College of Engineering, Nihon University P22 W3102

Continental AG P20 W1101

D Art Co., Ltd. P22 SMC17

DAIDO METAL CO., LTD. P22 W3503

Daihatsu Motor Co., Ltd. P24 EP06

Datasystem Co., Ltd. P24 E2106

Delta Kogyo Co., Ltd. P24 E2010

DENSO CORPORATION P24 E2201

ecomo CORPORATION P22 SMC19

EXEDY Corporation P26 E5006

Fine Sinter Co., Ltd. P22 W3504

Fuji Kiko Co., Ltd. P26 E5107

FUJITSU TEN LIMITED P22 W3003

Fujitsubo Giken Kogyo Co., Ltd. P26 E5008

Goodyear Japan Ltd. P26 E5104

Growthn Dream. Co.,Ltd. P22 SMC13

HAMANA WORKS CO., LTD. P25 OE01

Hamanakodenso Co., Ltd. P24 E2201

Hino Motors, Ltd. P25 EC01

Hiriko.JP P22 SMC09

Hirschvogel Holding GmbH P26 E5109

Hitachi Automotive Systems, Ltd. P24 E2202

Hitachi Metals, Ltd. P24 E2006

Hitachi Vehicle Energy, Ltd. P24 E2202

Hitachi, Ltd. P24 E2202

HKT CORPORATION P22  W3407/W3301

Honda Motor Co., Ltd. P21  WP03/WM02

Hyundai Motor Japan Co., Ltd. P25 EC05

Ikeya Formula Co., Ltd. P22 W3001

Imasen Electric Industrial Co., Ltd P22 W3404

infastech K.K. P22 W3308

IPF corporation P22 W3403

Isamu Paint Co., Ltd. P22 W3402

Isuzu Motors Limited P25 EC02

ITS Japan P22 SMC20

IWATA BOLT Co., LTD P20 W1004 

Jaguar (JAGUAR LAND ROVER LIMITED) P27 EP08A

Japan Auto Parts Industries Association P26 E5008

Japan Auto-Body Industries Association inc. P25 OE01

Japan Automobile Federation P22 SMC11

JATCO Ltd P26 E4001

JTEKT CORPORATION P26 E5202

KAWASAKI MOTORS CORPORATION JAPAN P26 EM02

Keihin Corporation P25 E1003

KEN OKUYAMA DESIGN P20 CZ01

KOBOT Co., Ltd. P22 SMC16

KOITO MANUFACTURING CO., LTD. P24 E2101

Koiwai Co., Ltd. P22 W3505

KTM-Japan KK P26 EM01

Kuzeh Corp. P22 W3405

Kyokuto Kaihatsu Kogyo Co.,Ltd. P25 OE01

Kyosan Denki Co., Ltd. P24 E2201

Kyoto Tool Co., Ltd. (KTC) P26 E5208

Kyowa Kogyo Co., Ltd. P26 E5108

Land Rover (JAGUAR LAND ROVER LIMITED) P27 EP08B

LEXUS (TOYOTA MOTOR CORPORATION) P24 EP02

Mahle GmbH P20 W1302

MAHLE Engine Components Japan Corp. P20 W1302

MAHLE Filter Systems Japan Corp. P20 W1302

Maruko Keihoki Co., Ltd. P26 E5008

Matsui Universal Joint Corporation P26 E5106

Mazda Motor Corporation P26 EP15

Mercedes-Benz P20 WP01A

Midori Hokuyo Co., Ltd. P22 W3401

Mikuni Corp. P20 W1005

Militec (CARROZZERIA JAPAN Co.,Ltd.) P26 E5004

MINI Japan P24 EP0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Road Transport Bureau P22 W320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Bureau of Public Roads P22 SMC04

Ministry of the Enviroment P23 SMC27 P22 SMC21

Mistuba Corporation P24 E2108

MITOLOY P26 E5207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P24 E3203

EXHIBITOR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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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P21 WP04

Mitsubishi Fuso Truck and Bus Corporation P20 WC01

Molex Japan Co., Ltd. P22 W3305

National Agency for Automotive Safety & Victim's Aid P22 W3202

National Automobile License Plate Council P22 W3101

Next Generation Vehicle Promotion Center P22 SMC06

NGK Spark Plug Co., Ltd. P24 E2008 P23 SMC25

NHK Spring Co., Ltd. P26 E5102

Nihon Automobile College P22 CZ04

NIPPON FRUEHAUF COMPANY LTD. P25 OE01

Nippon Piston Ring Co., Ltd. P22 W3507

Nippon Thermostat Co., Ltd. P22 W3406

NIPPON TREX Co. Ltd. P25 OE01

Nishioka Malleable Iron Ind. co., Ltd. P26 E5008

Nissan Motor Co., Ltd. P26 EP11 P22 SMC23

Nissan Shatai Co., Ltd. P24 EB02

Nissin Kogyo Co., Ltd. P26 E4002

NITTSUSHOJI CO., LTD. P25 OE01

NOK CORPORATION P25 E1002

NSK Ltd. P26 E5201

NTN Corporation P26 E5101

NTT DOCOMO, Inc. P22 SMC01

Öhlins Racing AB Militec Corp P26 E5004

Ohno Rubber Industrial Co., Ltd. P26 E5008

Omron Automotive Electronics Co., Ltd. P25 E1005

Peugeot (PEUGOT CITROËN JAPON CO. LTD.) P26 EP09A

Porsche AG P27 EP07

Prozza Corporation P22 SMC18

R.W.C. Co., Ltd. P25 E1001

Radical Sportscars Ltd. P20 WP02

Rays Co.,Ltd. P26 E5206

RENAULT JAPON CO.,LTD. P26 EP10

Resc, Ltd. P22 CZ03

Riken Corporation P22 W3508

Robert Bosch GmbH P20 W1301

Samvardhana Motherson Group P20 W1003

SANDEN Corporation P22 W3002

Sanwa Seiki Ltd. P22 W3501

Schaeffler AG P26 E6009

Sekisui House, Ltd. P22 SMC03

SG motors Co., Ltd P25 OE01

ShinMaywa Industries Ltd. P25 OE01

smart (Mercedes-Benz Japan) P20 WP01A

Snap-on Tools Japan K.K. P26 E5003

Sonic Design Co., Ltd. P20 W1201

Stanley Electric Co., Ltd P24 E2103

Subaru (Fuji Heavy Industries Ltd.) P25 EP01

SUGAWA SHATAI CO., LTD P25 OE01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P24 E2110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P26 E5103

Suzuki Motor Corporation P26 EP16

Taiho Kogyo Co., Ltd. P24 E3011

TADANO Ltd P25 OE01

Taiho Kogyo Co., Ltd. P20 W1002

Takayama Cars Co.,Ltd. P22 CZ05

Terra Motors Corporation P22 SMC15

Tesla Motors, Inc. P20 WP05

The Research Association of Hydrogen Supply/Utilization Technology P22 SMC07 P22 SMC03

The Yokohama Rubber Co., Ltd. P26 E5105

Tohnichi Mfg. Co., Ltd. P20 W1007

TOHO CAR CORPORATION P25 OE01

TOKAI RIKA CO., LTD. P24 E2102

Tokai Rubber Industries, Ltd. P24 E2109 P22 SMC02

TOKICO TECHNOLOGY LTD. P24 E2202

TOKIWA Corporation P22 SMC10

TONE Co., Ltd. P20 W1006

TOSHIBA CORPORATION P22 SMC03 P22 SMC22

Toyoda Gosei Co., Ltd P24 E3012

Toyota Auto Body Co., Ltd. P25 EB01

Toyota Boshoku Corporation P24 E3105

Toyota Housing Corporation P23 SMC24

Toyota Industries Corporation P25 E1004

Toyota Motor Corporation P24 EP04

Toyota Motor East Japan, Inc. P24 EB03

TPR Co., Ltd. P22 W3506

Trade Commission of Mexico in Japan Promexico P20 W1008

TS Tech Co., Ltd P24 E2107

TUM CREATE P22 SMC08

UD Trucks Corporation P25 EC03

U-Shin Ltd. P24 E2009

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Center P22 SMC05

Volkswagen AG P27 EP12

Volvo (AB Volvo) P26 EP14

Volvo Trucks Japan (AB Volvo) P25 EC04

Watex Co., Ltd. P22 W3408

Yachiyo Industry Co., Ltd. P22 W3302

Yamaha Corporation P20 WM01

Yamato Industrial Co., Ltd. P26 E5008

Yazaki Corporation P24 E2007

Yorozu Corporation P26 E5005

YP System Co., Ltd. P26 E5205

YUASA TRADING CO., LTD. P22 W3502

ZF Friedrichshafen AG P20 W1001

ZieD Co., Ltd. P22 SM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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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OBILITY CITY 2013

SMC03

SMC02

SMC01

SMC0７

SMC08

SMC09

SMC10

SMC11

SMC12

SMC13

SMC05

SMC04

SMC18

SMC19

SMC17

SMC15

SMC16

SMC14

SMC22

SMC20

SMC21

SMC23

SMC24

SMC25

SMC26

SMC27

W3004

W3003

W3002

W3001

W3201

W3102

W3101

W3202

W3407

W3408

W3402

W3401

W3308

W3505

W3506

W3507

W3508

W3502

W3503

W3504

W3405

W3406

W3404

W3403

W3501

W3305

W3306

W3304

W3303

W3302

W3301

■零部件及汽车相关服务　부품/자동차 관련 서비스

CZ05

CZ04

CZ03

■Carrozzeria　카로체리아

Supported by 

SMC06

NTT Docomo, Inc

马自达汽车株式会社

积水住宅株式会社

株式会社东芝

本田技研工业株式会社

日本国土交通省道路局

一般财团法人道路交通信息通信系统中心

一般财团法人次世代自动车振兴中心

氢供给利用技术研究协会（HySUT）

TUM CREATE TUM CREATE

HIRIKO JP Co., Ltd.

常盘产业株式会社

日本大学工学部

ZieD Co., Ltd.

Growthn Dream. Co.,Ltd.

旭硝子株式会社

Terra Motors Corp.

KOBOT Co., Ltd.

D Art Co., Ltd.

Prozza Corp.

ecomo Corp.

特定非营利活动法人 ITS Japan

株式会社电装

三菱汽车工业株式会社

日产自动车株式会社

Toyota Housing Corp.

Toyota Motor Corp.

日本经济产业省 资源能源厅

日本环境省

Resc,Ltd.

NATS日本自动车大学校

株式会社高山自动车

Ikeya Formula Co., Ltd.

三电株式会社

富士通天株式会社

阿尔派株式会社

（一般社团法人）全国汽车号牌协议会

（一般社团法人）日本汽车联盟44

九都县市首脑会议环境问题对策委员会
大气保全专门部会

日本国土交通省 自动车局
（独立行政法人）汽车事故对策机构

日本国土交通省 自动车局

八千代工业株式会社

Alcoa Wheel Products Japan Ltd.

BNL Japan Inc.

莫仕日本有限公司

朝日电装株式会社

盈锋科技株式会社

Midori Hokuyo Co., Ltd.

Isamu Paint Co., Ltd.

IPF株式会社

株式会社今仙电机制作所

Kuzeh Corp.

Nippon Thermostat Co., Ltd.

WHKT Corp.

Watex Co., Ltd.

Sanwa Seiki Ltd.

Yuasa Co., Ltd.

Daido Metal Co., Ltd.

Fine Sinter Co., Ltd.

Koiwai Co., Ltd.

TPR Co., Ltd.

日本活塞环株式会社

株式会社理研

(주)NTT도코모

마쓰다(주)

세키스이하우스(주)
(주)도시바
혼다기연공업(주)

국토교통성 도로국

일반재단법인 도로교통정보통신시스템센터

일반재단법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

TUM CREATE

(주)HIRIKO JP

도키와산업(주)

일본대학 공학부

Zied(주)

(주)그로슨 드림

아사히유리(주)

Terra Motors(주)

KOBOT(주)

(주)D Art

(주)Prozza

(주)에코모

특정비영리활동법인 ITS Japan

(주)DENSO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닛산자동차(주)

토요타홈(주)

토요타자동차(주)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환경성

레스크(주)

NATS일본자동차대학교

(주)다카야마자동차

(주)이케야 포뮬러

Sanden(주)

후지쯔텐(주)

알파인(주)

(일반사단법인)전국자동차표판협의회

(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

9도현시 수뇌회의 환경문제대책위원회
대기보전전문부회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독립행정법인)자동차사고대책기구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야치요공업(주)

알코아 휠 프로덕트 재팬(주)

BNL재팬(주)

일본 Molex(주) 

아사히덴소(주)

Infastech(주)

미도리호쿠요(주)

이사무도료(주)

IPF(주)

(주)이마센전기제작소

(주)Kuzeh

일본서모스탯(주)

HKT(주)

(주)Watex

산와정기(주)

유아사공기(주)

다이도메탈공업(주)

(주)파인 신터

(주)코이와이

TPR(주)

일본피스톤링(주)

(주)리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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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3rd TOKYO MOTOR SHO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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玩转临海副都心
임해부도심 에리어를 즐기자

饱览东京车展，尽享优惠

도쿄 모터쇼와 함께 만끽하고 싶은, 알뜰 서비스

魅力无穷，东京临海副都心会令您乐在其中

매력 넘치는 거리, 「도쿄 임해부도심」에는 즐거움이 가득!

在赞助东京车展的20个服务设施，只要拿出本指南，就可以享受很多优惠

도쿄 모터쇼에 협찬하고 있는 20 시설에서는 본지를 제시하기만 하면 알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车展会场东京BIG SIGHT所在地“东京临海副都

心”地区，大型娱乐、购物设施林立，也是一个

观光胜地。为了支持2013东京汽车展览会的召开，

东京临海副都心地区内20所设施为莅临车展的各

位观众准备了各种优惠服务，竭诚欢迎您的光临。

 只要出示本册，即可享受优惠服务，在参观了

车展之后，何不去这里介绍的设施看一看？请一

定不要错过游览临海副都心街头，享受各色服务

的大好机会！

모터쇼 행사장인 빅 사이트가 있는 '도쿄 임해 부

도심' 지역은 대규모 위락시설과 쇼핑 시설이 자리해 

있어 관광에도 최적. 그 도쿄 임해 부도심 지역에 있

는 20개 시설에서는 도쿄 모터쇼 2013을 협찬하며, 

찾아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

여 여러분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여 주기만 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모터쇼를 즐기신 후에는 여기서 소개하는 

시설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임해 부도심 지역

의 거리와 서비스를 꼭 한번 만끽해 보십시오.

Hotel Nikko Tokyo
Aqua City Odaiba
Mediage

DECKS
Tokyo Beach
Tokyo Joypolis

GRAND PACIFIC
LE DAIBA

Fuji Television Daiba Frontier Bldg
TradePia Odaiba

Tokyo Teleport Sta.
Rinkai Line

Yumenoohashi Bridge

TOKYO BAYCOURT CLUB

The SOHO

Time 24 Bldg

Tokyo Kowan 
Godo Chosha 
(Customs)

Tokyo Kowan 
Godo Chosha 
(Customs)

Tokyo Wangan 
Police Station

Oedo-Onsen Monogatari

Aomi Frontier Building

Venus Fort

Palette Town
Ferris Wheel
Tokyo Leisure Land HOTEL SUNROUTE ARIAKE

Panasonic Center Tokyo

Ariake Frontier Building

TFT Bldg.

Ariake Park Bldg
Tokyo Bay Ariake 
Washington Hotel

Tokyo Big Sight

Ariake Tennis-no-mori Park

Ariake Tennis-no-mori Sta.

Tokyo Big Sight

The Cancer Institute 
Hospital Ariake

TOC ARIAKE

Musashino University Ariake Campus
Tokyo Water Science Museum

Metropolitan Expressway Wangan Route

Ariake Sta.

Kokusai Tenjijo 
Seimon Sta.

ANNIVERSAIRE 
TOKYO BAY

Water Bus 
Ariake Terminal

Aomi Sta.

Telecom Center Sta.

National Museum of Emerging Science and Innovation

AIST Tokyo Waterfront Rinkai Fukutoshin Center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National Museum of Emerging Science and Innovation

Fuji Television
WANGAN STUDIO

Museum of 
Maritime Science

Daiba Sta.

Daiba Kaihin Park

Rainbow Bridge

Yurikam
om

e Line

Yurikamome
MEGA WEB

DiverCity Tokyo Plaza

Center Promenade

Ariake Sports Center

Ariake Colosseum

Sona Area Tokyo

Hotel Trusty 
Tokyo Bayside

Symbol Promenade Park

Shiokaze Park

2mins 1min

East Prom
enade

Telecom
 Center

C

B

A

●服务利用办法……

●서비스를 받으려면……

只需在商铺（或指定地点）出示“TOKYO 
MOTOR SHOW NEWS”，即可享受设施指定的优
惠服务。
이 'TOKYO MOTOR SHOW NEWS' 를 점
포 ( 혹은 지정 장소 ) 에서 제시하기만 하면 
시설이 지정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
다 .

Map of the Waterfront City

During the General Public Days (November 23—December 1), a free shuttle 
bus will run between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7-minute walk 
from Tokyo Big Sight), and various car parking in the vicinity including the 
Aomi Temporary Parking Lot (near the Museum of Maritime Science). (Runs 
approximately every 10 minutes on Sat/Sun and every 15 minutes on 
weekdays.)
Route:
(A)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B) Aomi Temporary Parking Lot
(C) Aomi Temporary Parking Lot No. 2

Additionally, a free shuttle bus will run between Tokyo station (Marunouchi 
north exit) and Tokyo Big Sight (east outdoor parking lot), taking 
approximately 35 minutes. The bus departs on weekdays approximately 
every 5 minutes during the morning, and every 10 minutes in the afternoon, 
and every 5 minutes all-day on Sat/Sun. (First departure ex-Tokyo station at 
9 am, ex-Tokyo Big Sight at 11 am; until 30 minutes after closing time.)

The shaded buildings indicate locations with stamp stations for the Tokyo 
Waterfront Area Stamp Rally described on page 93. Another stamp 
station is located at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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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京日航酒店 餐厅酒吧九折优惠！

호텔 닛코 도쿄 레스토랑·바 이용 시 10% 할인!

AQUA CiTY ODAIBA赠送馆内优惠券！

아쿠아시티 오다이바에서는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

DECKS Tokyo Beach赠送“DECKS Premium card”！

덱스 도쿄 비치에서는 'DECKS 프리미엄 카드'!

在台场格兰太平洋大酒店享受优惠晚餐

호텔 그랑퍼시픽 LE DAIBA에서 저렴하게 디너

富士电视台瞭望室入场券八折优惠！

후지 TV 전망실 입장료 20% 할인!

DAIBA Frontier Building 2层“Crux Kafeo”优惠

다이바 프런티어 빌딩 2층 '크룩스 카페오'에서 실속 할인

DiverCity Tokyo Plaza赠送“优惠券”！

다이버시티 도쿄 플라자에서 '실속 쿠폰'!

有明太阳道酒店“创菜Patio”优惠酬宾！

호텔 선루트 아리아케 '소사이 Patio'에 행운이 있다!

Panasonic Center Tokyo赠送软饮！

파나소닉 센터 도쿄에서 소프트 드링크를 증정!

维纳斯城堡赠送“餐饮优惠券”

비너스포트에서 '음식 쿠폰' 증정

©SOTSU•SUNRISE

Lunch: 11:30am to 2:30pm / Dinner: 5:30pm to 9:30pm 
*Hours may vary

Direct access from Daiba station (Yurikamome) 
10-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Mon-Fri: 7:30am to 7pm / Sat: 12pm to 6pm (Closed Sunday and 
holidays. We also take party reservations)  *See website for details 

2-minute walk from Odaiba-kaihinkôen station (Yurikamome) 
2-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11am to 9pm / Restaurants: 11am to 11pm (5F), 11am to midnight 
(6F) 

2-minute walk from Odaiba-kaihinkôen station (Yurikamome) 
5-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Stores, services and food court: 11am to 9pm 
Restaurants and cafés: 11am to 11pm (hours may vary) 

1-minute walk from Daiba station (Yurikamome) 
6-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Shopping/services: 10am to 9pm / Food Court: 10am to 10pm / 
Restaurants: 11am to 11pm  *Hours may vary   

5-minute walk from Daiba station (Yurikamome) 
3-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Breakfast: 6am to 10:30am (L.O. 10am) / Lunch: 11:30am to 2:30pm 
(L.O. 2pm) / Dinner: 5pm to 10:30pm (L.O. 9:30pm) 

3-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seimon station (Yurikamome) 
3-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Dinner: 5:30pm to 9pm 

Direct access from Daiba station (Yurikamome) 
10-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10am to 6pm (last admission to RiSuPia is 5pm) 
Closed Monday 

3-minute walk from Ariake station (Yurikamome) 
2-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10am to 6pm (“Mezama Sky” closes at 5pm)
Open every day except Monday 

3-minute walk from Daiba station (Yurikamome) 
5-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Stores: 11am to 9pm / Restaurants: 11am to 11pm (L.O. 10pm) 

Direct access from Aomi station (Yurikamome) 
3-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彩虹桥、东京塔……，可以将这些东京代表性景点尽

收眼底的东京日航酒店各色餐厅、酒吧。只要出示本

册，即可在酒店内的10个餐饮店享受九折优惠。

레인보우 브리지와 도쿄 타워 등 'The 도쿄'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바가 갖추어진 호텔 닛코 도쿄. 그 레스토

랑·바의 총 10개 점포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 본지를 제시하

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在店内出示“TOKYO MOTOR SHOW NEWS”，莫吉托（郎姆鸡

尾酒，原价600日元）从第二杯开始可享受半价优惠。同

时推荐深受各年龄层客人欢迎的欧式咖喱（700日元）和

玛格丽特披萨（390日元）!

도쿄 모터쇼 뉴스를 제시하면 모히토(럼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 통상 600엔)가 2잔째부터 반액으로 즐길 수 있
습니다. 폭넓은 연령대에 인기인 유럽식 카레(700엔)와 
마르게리타 피자(390엔)도 추천!

东京车展期间，只要向AQUA CiTY ODAIBA 3层问讯处

出示本册，即可领取可以在馆内66家商铺使用的“Nice 

Coupon”优惠券（领取时间11:00—21:00）。

아쿠아 시티 오다이바에서는 모터쇼 기간 중에 3층 인포

메이션에서 입장권 혹은 본지를 제시하면 관내 66개 점

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이스 쿠폰'을 증정해 드립니다

(교환시간 11:00~21:00).

只要在3层综合问讯处出示本册，即可领取可以在馆

内商铺、餐厅等享受各种优惠和服务的“优惠券”（领

取时间10:00—21:00）。千万不可错过！

3층 종합안내소로 본지를 가져오면 관내의 상점이나 레

스토랑 등에서 실속 특전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속 

쿠폰'을 증정해 드립니다(접수시간 10:00~21:00). 꼭 이

용해 보십시오!

可以愉快游玩一整天的DECKS Tokyo Beach。只要向

海边商场3层问讯处出示本册，即可领取可以在馆内

60家商铺享受优惠的“DECKS Premium card”。

하루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덱스 도쿄 비치. 시사이드 몰 

3층의 인포메이션 카운터로 본지를 가져 오시면 관내 약 

60개 점포에서 실속 특전을 받을 수 있는 '덱스 프리미엄 

카드'를 증정해 드립니다.

东京车展期间在餐厅“创菜Patio”就餐，出示本册，

午餐晚餐可享受九折优惠！自助午餐定能让饥肠辘辘

的您满意而归！

레스토랑 '소사이 Patio'에서 본지를 제시하면 모터쇼 기

간 중에 런치·디너 타임의 식비를 10% 할인!　런치는 

뷔페 스타일이므로 배고픈 당신의 배도 가득 채울 수 있

어요!

持本册在酒店最高层30层旋转餐厅“明星之路”就餐，

可享受九折优惠（人数8人以内）。欢迎您一边欣赏美

丽的夜景，一边享用优雅的晚餐。

최상층인 지상 30층에 있는 다이닝&바 '스타 로드'에서 

본지를 제시하면 식사 이용 시 10% 할인(8명까지) 특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면서 우아

한 디너를 즐겨 보십시오.

东京车展期间在Panasonic Center Tokyo内咖啡厅

“E-FEEL”出示本册，可获赠软饮1杯（咖啡、红茶、红

豆茶、橙汁、蔬菜汁）。欢迎利用。

모터쇼 기간 중에 시설 내의 카페 'E-FEEL'에서 본지를 

제시하면 소프트 드링크(커피/홍차/팥차/오렌지 주스/야

채 주스) 한 잔을 증정해 드립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십

시오.

东京临海副都心大型球形瞭望室“HACHI TAMA”。与电视节目“闹

钟电视”互动的“闹钟天空”里，公开展示着节目录制中使用的舞

台布景。请您一定不要错过美景和难得一见的展示内容。

임해 부도심의 대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는 전망실 '하치타마'. 또 

'메자마시 TV'와 카페가 연동된 '메자마시 스카이'에서는 프로그

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트도 공개. 그 절경과 전시 내용을 꼭 한

번 즐겨 보십시오.

维纳斯城堡是一座综合性购物中心。在2层的问讯处

出示本册，即可领取可以在咖啡厅、餐厅使用的“餐

饮优惠券”（领取时间11:00—21:00）。

하이브리드형 쇼핑몰인 비너스포트. 2층의 인포메이션에

서 본지를 제시하면 카페&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

음식 쿠폰'을 증정해 드립니다(접수시간 11: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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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BAYCOURT CLUB HOTEL＆SPA RESORT打折优惠等

도쿄 베이코트 클럽 호텔&온천 리조트에서 할인 등

HOTEL TRUSTY TOKYO BAYSIDE 餐饮优惠

호텔 트러스티 도쿄 베이사이드의 식사를 저렴하게

TFT Building 赠送1杯饮料等优惠多多！

TFT 빌딩 음료 1잔 서비스 등!

在ARIAKE Frontier Building优惠饮食！

아리아케 프런티어 빌딩에서 저렴하게 식사!

东京湾有明华盛顿酒店晚餐优惠！

도쿄 베이 아리아케 워싱턴 호텔에서 디너를 저렴하게!

Ariake Park Building 17:00以后赠送饮料1杯

아리아케 파크 빌딩 17:00 이후 음료 1잔 서비스

ALPORTO TOKYO BIG SIGHT店晚餐赠送饮料1杯

알 포르토 도쿄 빅사이트점의 디너를 드시면 음료 1잔

日本科学未来馆常设展入馆费打折优惠

일본 과학 미래관의 상설 전시 입장료를 할인

大江户温泉物语 入场券优惠！

오에도 온천 이야기 입장료 할인 서비스 실시!

S

S

S

在“RISTORANTE OZIO”出示本册，可享受各种优惠和服务，包括①午餐套餐八折

优惠，②甜点自助赠送1杯无醇鸡尾酒，③晚餐赠送1杯香槟。有效期限至2013年

12月20日（星期五）。利用优惠服务，请事先预约。

'RISTORANTE OZIO'에서로 본지를 보여 주면 ①런치 코스 20% 할인, ②디저트 뷔페에

서 무알코올 칵테일 한 잔 증정, ③디너 때 글라스 샴페인 한 잔 증정의 할인&서비스 있음.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 20일(금)까지. 이용하려면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17:00以后在“田久井”“乐苑”“中村孝明 ARIAKE”“MAH

ARANI”“ALPORTO”“HIMEKO”进餐，可获赠饮料1杯。在

“COCOS”就餐，小学生以下的儿童可免费享用饮料吧！

'다구이', '라쿠엔', '나카무라 고메이 ARIAKE', '마하라

니', '알 포르토', '메히코'에서는17:00 이후 음료 1잔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코스'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음료 바를 무료로 이용 가능!

气氛成熟典雅的“CUORE LOUNGE”，午餐套餐仅从1300

日元起价，价位经济让人欣喜。出示本册，可享受午餐、

晚餐八折优惠！

 '라운지 쿠오레'는 점포 분위기가 어른스러우면서도 런치 

코스는 1,300엔부터로 가격이 저렴해서 기분 좋은 곳. 본

지를 보여 주면 그 런치&디너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持本册在ALPORTO TOKYO BIG SIGHT店用晚餐，可获

赠饮料1杯。东京车展期间，店内同时举办秋季推荐

葡萄酒活动！（11月12日—11月30日）

알 포르토 도쿄 빅사이트점에서는 본지를 지참하신 고객

을 대상으로 디너 타임에 음료 1잔을 서비스해 드립니다. 

모터쇼 기간 중에는 가을 추천 와인 페어도 실시 

중!(11/12~11/30)

在“NOMOKUO”“鮒忠”“KAMINARIUSAGI”“翠苑”出示本册，可获赠1杯饮料。18点以

后在“竹麓辅工房”饮用酒精饮料，可获赠虾味饼干一份（截止到20点）。17:30以

后（酒吧时间） 在“Pronto”饮用酒精饮料，可获赠煮毛豆一份。

'노모쿠오', '후나추', '가미나리우사기', '호즈키야', '스이엔'에서 본지를 보여 주면 음료 1

잔을 서비스. '다케로쿠스케 공방'에서는18:00이후에 알코올을 주문하시는 분에게 새우 

전병 서비스(20:00)까지. '프런트'에서 17:30 이후(바 타

임)에 알코올을 주문하신 분에게 풋콩을 증정.

在日本科学未来馆出示本册，可享受入馆费优惠（参观常设展）：成

人480日元（原价600日元），18岁以下160日元（原价200日元）（星期

六18岁以下免费）。请注意，此项优惠不能与其他优惠同时利用。

일본 과학 미래관에서 본지를 보여 주면 입장료(상설 
전시 견학 가능)가 어른 600엔에서 480엔, 18세 이
하 200엔에서 160엔으로 할인됩니다(토요일에는 18
세 이하 무료). 다른 할인권과 병용할 수 없습니다.

●最多6位客人光顾居酒屋“CHIMUNI”，每人可获赠1杯饮料（中杯以下，仅限人均消费

2500日元以上。）●在便利店“Sunkus”购买100日元咖啡商品，可优惠20日元※限于先

到的1000位顾客●18:30之前进入中餐厅“春华秋实”用餐，餐饮费享受九折优惠！

●주점 '침니' 6명까지 음료 1잔 서비스(1인 2,500엔 이상 이용하는 경우 한정. 중간 

잔까지) ●편의점 '선쿠스' 커피 100엔 상품을 20엔 할인 ※선착순 1,000명 ●중화요

리 '슌카슈지쓰'18:30까지 입점하면 식비 10% 할인!

光顾大江户温泉物语，可获赠成人200日元，儿童（4

岁—小学生）600日元折扣优惠券（活动期间：11月23

日—12月1日）。何不在温泉悠然地缓解一天的疲劳？

오에도 온천 이야기에서는 어른 200엔 할인 쿠폰, 어린

이(4세~초등학생) 600엔 할인 쿠폰을 증정해 드립니다

(기간: 11월 23일~12월 1일까지). 하루의 피로를 온천

에서 느긋하게 풀어 보세요!

20 电信中心大楼 瞭望台＆餐厅优惠服务

텔레컴 센터 빌딩 전망대&레스토랑에서 서비스

●21层“瞭望台”优惠100日元（不能同时利用其他优惠） ●餐厅“Precious Tokyo 

Bay”第1杯饮料免费 ●食堂“i house”①午餐：赠送小菜1个②晚餐：赠送啤酒1杯！

●21층 '전망대' 입장료 100엔 할인(다른 할인과 병용 불가) ●레스토랑 'Precious 

Tokyo Bay' 패스트 드링크 1잔 서비스 ●카페테리아 '아이하우스' ①런치: 좋아하는 

반찬 1가지 서비스, ②저녁: 글라스 맥주 1잔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层“乔治城”提供20多种美味菜肴自助餐服务，限时90分钟。

20层的“China Grill MADAM XENLON”为您提供美式中餐美

食。在以上两家餐厅进晚餐，可享受九折优惠！

1층 '조지타운'에서는 20종 이상의 메뉴를 90분 동안 

무제한 제공. 20층 '차이나 그릴 마담 셴론'은 뉴욕 스

타일로 중국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두 곳 모

두 디너 타임 계산 시 10% 할인!　

*Prices include consumption tax. A 10% service charge will be added. 

Breakfast: 7am to 10:30am (L.O.) / Lunch: 11:30am to 2pm (L.O., Sat/
Sun: 2:30pm) / Dessert buffet (Mon-Fri): 3pm to 5pm / Dinner: 
5:30pm to 9:30pm (L.O.) *Reservations required 

6-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seimon station (Yurikamome)  
10-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Lunch: 11:30am to 2pm / Dinner: 5pm to 11pm (L.O. food – 10pm, 
drink – 10:30pm)

6-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seimon station (Yurikamome)  
10-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Lunch: 11am to 3pm / Dinner: 5pm to 11pm 
*Hours may vary  

1-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seimon station (Yurikamome)  
5-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Chimney” – Lunch (Mon-Fri): 11:30am to 3pm / Dinner: 3pm to 11pm 
(4pm to 11pm on holidays) ●“Sunkus” – Open 24 hours ●“Shunka 
Shujitsu” – Lunch: 11:30am to 3pm / Dinner: 5pm to 10:30pm 

2-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seimon station (Yurikamome)  
3-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Georgetown” (1F) – 5pm to 9:30pm (last seating 9pm) 
“Madam Xenlon” (20F) – 5pm to 10pm (L.O. 9:30pm) 
*Discount does not apply to Madam Xenlon buffet meals 

2-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seimon station (Yurikamome)  
2-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Observation deck: 3pm to 9pm (Tue-Fri), 11am to 9pm (Sat, Sun and 
holidays) ●“Precious Tokyo Bay”: 5:30pm to 10pm (closed Sun/Mon) 
●“I House”: Lunch – 11:30am to 1:30pm / Dinner – 5:30pm to 9pm 

1-minute walk from Telecom Center station (Yurikamome) 

Hours

Access

11am to 9am (last admission 7am) 
*Late night surcharge (from 2am): 1,700 yen 

2-minute walk from Telecom Center station (Yurikamome) 

Hours

Access

10am to 5pm (last admission 30 min. before closing) 
Closed Tuesday 

5-minute walk from Fune-no-kagakukan station, 4-minute walk from 
Telecom Center station (Yurikamome); 5-minute walk from Tokyo 
Teleport station (Rinkai Line)  

Access

Hours

Lunch: 11am to 3pm / Dinner: 5pm to 11pm 
*Hours may vary  

2-minute walk from Ariake station (Yurikamome)  
2-minute walk from Kokusai-tenjijô station (Rinkai Line)  

Hours

Access

Lunch: 11am to 4pm (L.O. 3pm)  Dinner: 5pm to 10pm (L.O. 9pm) 
*The above are extended hours for the duration of the motor show 

8th floor of the Conference Tower, Tokyo Big Sight 
(Take the elevator from the 1st floor) 

Hours

Access



台场汽车节也将在11月23、24日，

11月30日、12月1日两个周末，举

行各种丰富多彩的活动。

오다이바 모터페스는 23~24일, 

30~1일의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来做1日技师”：11月23日（星期六）— 

25日（星期日）、27日（星期三）— 12月

1日（星期日）10:00 — 17:00，日本未

来科学馆将以小学、初中、高中学生为

对象，举办“体验做服务技师”活动。

"방문하시면 여러분도 1일 엔지

니 어" - 11월23일(토)~25일

(월)・27일(수)~12월1일(일)의 

10:00~17:00에 일본 미래과학관

에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서비스 엔지니어 체험」

이 열립니다.

11月30日（星期六）、12月1日（星期日），将集合展示活跃在警力、消

防、首都高速公路上的工作汽车、摩托车。

11월30일(토)~12월1일(일)에 경찰이나 소방, 수도고속도로 등

에서 활약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집결합니다.

从11月23日开始至年底，每星期六19:00 — 

19:10的 10分钟时间，台场将燃放烟花。绽放

在空气清澈的冬季夜空中的烟花别有一番情趣。

11월23일 부 터 연 말 까 지 의 매 주 토 요 일 

19:00~19:10의 10분간, 오다이바에 불꽃놀

이가 펼쳐집니다. 공기가 맑은 겨울의 밤하늘

을 수놓는 불꽃도 각별합니다.

再到台场汽车节尽情享受汽车的乐趣吧！
快乐参观了2013（第43届）东京汽车展览会，

“Japan Motor Fair”TRD挑战拉力赛

及全日本拉力赛参赛选手（计划由奴田

原、胜田、柳泽、长谷川等选手共驾驶

10辆赛车参加）将进行现场示范驾驶表

演及同乘行驶、拉里脱口秀活动。原著

名赛车手Monster田岛和艺人赛车手哀

川翔也将进行现场示范驾驶表演。

「재팬 모터페어」의 TRD 챌린지 랠리나 전

일본 랠리의 참가선수(누타하라, 가쓰타, 야

나기사와, 하세가와 선수 등 10대가 참가할 

예정)에 의해서도 런&동승 주행, 랠리 토크

쇼. 몬스터 다지마&아이카와 쇼 데모런도 개

최.

■Nov. 23 (Sat) 

MEGA WEB中将举办由配音演员出演装

扮了舞台表演、人气动画片形象的萌

车巡游“萌车声优RIDE ONE巡游”。 

Center Promenade的“萌G Festa  in 

台场汽车节”中将集结80辆萌车。

MEGA WEB에서는 성우 출연에 의한 

스테이지나 인기 애니메이션과 공동 

제작한 이타샤로 퍼레이드하는 「이

타샤 성우 이벤트・라이드 원 퍼레이

드」 개최. 센터 프롬나드의 「이타G 

페스타 출장편 in 오다이바 모터페

스」에는 이타샤 80대가 집결합니다.

■Nov. 24 (Sun) 

O
D
A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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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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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FES

技师体验活动

엔지니어 체험 이벤트
工作车辆、珍奇车辆大集结

일하는 자동차・신기한 자동차가 대집결

오다이바 모터페스에서 자동차를 만끽!
MEGA WEB中  引人眼球的赛车隆重登场！

MEGA WEB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레이싱 머신들이 등장!

제43회 도쿄 모터쇼 2013을 즐긴 후에는                

2013台场彩虹烟花表演

오다이바 레인보우 불꽃놀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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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京汽车展览会相关活动地图
도쿄 모터쇼 이벤트 맵

“同车试乘”是东京车展中深受欢迎的活动之一。您可以在专业驾驶员的

陪伴下，试乘平时难得一见的国产、进口跑车等，在专业驾驶中充分体验

它们的性能。最新国产、进口车型齐全的摩托车试驾会也在同时举行。

도쿄 모터쇼에서 인기가 있는 「동승 체험」 이벤트. 보통은 볼 수 없는 일본차, 수입차의 

스포츠 카 등을 프로가 운전함으로써 그 자동차의 성능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차・수입차의 최신 모델이 갖추어진 이륜차 시승회도 있습니다.

乘坐由日本汽车记者协会（AJAJ）会员等驾驶的最新车型，亲身体验汽车性能。

일본자동차저널리스트협회(AJAJ)의 회원 등이 운전하는 최신 모델에 

동승해 자동차의 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您可以亲自试驾各种最新车型，体验新车性能。试驾会还为初学者专门准

备了初级专用路线。

직접 각사의 최신 모델을 시승해서 그 성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

승 행사장에는 초보자용 전용 코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快来亲身试乘向往已久的汽车、摩托车！

타고 싶던 그 자동차, 그 오토바이를 체험해보자1

●“专业驾驶员汽车同车试乘会”

[프로의 운전에 의한 승용차 동승 시승회]

●“摩托车试驾会”

[이륜차 시승회] 

试驾车辆（摩托车） 참가 차량(이륜)
试乘车辆（汽车） 참가 차량(승용차)

Experience a future that doesn’t exist yet, a future shaped by friendly competition

台场汽车节、与专业驾驶员一同乘车的汽车试乘会、摩托车试驾会等，车展期间，活力四射、快乐无穷的各色活动精彩纷呈！

모터페스, 프로가 운전하는 동승 시승회나 이륜차 시승회 등, 보면 힘이 나고, 타면 웃을 수 있는 이벤트가 가득.

Suzuki Swift XD-DJE WAGON R STINGRAY 

Subaru BRZ tS FORESTER 2. OXT EyeSight

Toyota 86 CROWN MAJESTA 

Nissan Fairlady Z NISMO Fairlady Z NISMO

Honda Fit RS 

Mazda Atenza Sedan XD L Package Atenza Wagon XD L Package

Mitsubishi Outlander PHEV DELICA D:5

Lexus IS350 "F SPORT" IS300h "F SPORT"

Audi A3 Sportback RS6 Avant

Citroën Citroën DS3 Cabrio (MT) Citroën DS4 Sport Chic (MT)

Jaguar F Type XJ 

BMW 523d ActiveHybrid 3

Volkswagen Golf GTI Polo BlueGT

Peugeot PEGEOUT RCZ (LHD/MT) PEGEOUT 208 GTi (MT) 

Porsche Cayenne S Hybrid 

Volvo V40 CROSS COUTRY T5 AWD V40 T5 R-DESIGN

MINI MINI Cooper Crossover ALL4 MINI Cooper S Paceman

Mercedes-Benz CLA 250 SLK 200 (MT)

Land Rover Range Rover Range Rover Evoque 

Renault LUTECIA LUTECIA R.S.

Tesla Model S (Nov. 22, 25 and 26)

Kawasaki: ZRX1200 DAEG, W800, Ninja 400, Ninja 250, Z250

Suzuki: GSR250, GSR400 ABS, GLADIUS 400 ABS, SKY WAVE 400 Limited ABS, SKY WAVE 650LX, V-Strom 
650 ABS, GSR 750 ABS

Honda: GOLDWING F6B, CTX700 Dual Clutch Transmission, CBR400R (ABS), CB400F (ABS), FORZA Si (ABS), 
CBR125R, GROM, GIORNO, ZOOMER, CROSS CUB, Sh mode

Yamaha: VMAX, XP500A TMAX, BOLT, DragStar, SR400, TRICKER XG250, MAJESTY S XC155, CYGNUS X XC125SR

KTM: 390 DUKE, 390 DUKE, 200 DUKE, 125 DUKE

BMW: F 700 GS, F 800 GT, S 1000 RR, R 1200 GS, K 1600 GTL, C 600 Sport, C 650 GT

会議棟
회의동

东展示楼
동전시동

活动舞台
스테이지 이벤트

室外展示场
옥외전시장

西展示楼
서전시동

西展示楼
서전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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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题研讨会将讨论各类有关汽车的魅力主题。在

主办方特别企划的“2013东京汽车展览会主题研

讨会(TMS)”中，预定就自动驾驶、预防酒后驾驶

等七个主题开展讨论。同时在主办方主题项目

“SMART MOBILTY CITY 2013(SMC)”中，还将举办

国际研讨会、先进技术研讨会等八项主题活动。

자동차를 둘러싼 흥미롭고 다양한 테마에 관

해서 다룹니다. 주최자 특별기획인 「도쿄 모

터쇼 심포지엄 2013(TMS)」은 자동운전이

나 음주운전 방지 등 7가지 테마, 주최자 테마 

사업인 컨퍼런스 「SMART MOBILTY CITY 

2013(SMC)」에서는 국제 심포지엄이나 어드

밴스・테크놀러지・세미나 등 8가지 테마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2

3

舞台活动

스테이지 이벤트

专题研讨会

심포지엄 

车展期间，西展示厅1层特设舞台将连日举办由

富士电视台、TOKYO FM主办的舞台表演，及日本

年度汽车评选投票开票和表彰仪式等丰富多彩的

娱乐活动。舞台活动详情，请参照东京汽车展览

会官方网站。

서쪽 전시장 1층의 특설 스테이지에서는 회기

중, 후지TV나 TOKYO FM에 의한 라이브 퍼

포먼스나 일본 Car Of The Year의 투개표와 

시상식 등, 연일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이벤트의 상세

한 내용은 도쿄 모터쇼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Nov. 24 (Sun)  ▶10:00am to 4:00pm

“下一代移动技术带来的未来新
生活”
读卖新闻社、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Electric Vehicles

（电气汽车普及协议会）（上午）

读卖新闻社、国土交通省（下午）
（参加申请：预定在读卖新闻、网页上通知）

「차세대 모빌리티가 가져다주
는 미래의 생활」
요미우리신문사・전기자동차보급협의
회(오전부)
요미우리신문사・국토교통성(오후부)

〔참가신청: 요미우리신문・WEB에서 고지 예정〕

Nov. 28 (Thu) ▶1:30pm to 4:40pm

SMC先进技术研讨会
“燃料电池研讨会 in 东京”
经济产业省资源能源厅

SMC어드밴스・테크놀러지・세
미나
「연료전지 세미나 in 도쿄」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Nov. 29 (Fri) ▶2pm to 5pm

主办方特别企划“以女性视点创
造下一代汽车社会——我与汽车
的良好关系——”
Pink Wheel Project、经济产业省

주최자 특별기획 「여성시점이 
차세대의 자동차 사회를 만든다
~나와 자동차의 좋은 관계~」
핑크 휠 프로젝트, 경제산업성

Nov. 25 (Mon)  ▶10:30am to 4:50pm

SMC国际研讨会：内容①
“汽车让您更放心、更安全——高度

驾驶支援系统的可能性——”

SMC국제심포지엄・프로그램①
「안심・안전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고도운전지원 시스템의 가능성~」

Nov. 28 (Thu) ▶1:00pm to 3:30pm

主办方特别企划“预防酒后驾驶
研讨会”
一般社团法人 日本汽车工业协会

주최자 특별기획 「신종운전 방
지에 대한 심포지엄 」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공업회

Nov. 26 (Tue) ▶1pm to 4:30pm 

主办方特别企划“第8届日本ITS
推进论坛 
Open  ITS  to  Next”
特定非营利活动法人 ITS Japan
（事先申请优先参加）

주최자 특별기획 「제8회 일본
ITS추진포럼
Open ITS to Next」
특정비영리활동법인 ITS Japan
〔사전등록 우선〕

Nov. 28 (Thu) ▶11:00am to 4:30pm

SMC国际研讨会：内容②
“未来社会与未来的移动”
丰田汽车（特别协助）

SMC국제심포지엄・프로그램②
「미래사회와 미래의 이동」
도요타자동차(특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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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25日（星期一）至29日（星期五）展会期

间，日本汽车记者协会（AJAJ）会员将作为

导游，提供带领观众参观服务（收费），以

专家视点讲解东京车展和汽车的魅力。想

要充分体验车展乐趣的观众，请参加“标准

路线”；想要体验车展、汽车舞台内外乐趣

的观众，请参加“我爱汽车路线”。参加本

活动，需持有附带活动参加券的车展入场

券。请通过东京汽车展览会官方网站“网上

售票服务（e-tix）”购买。

11월25일(월)~29일(금)에 개최되는 것이 

일본자동차저널리스트협회(AJAJ) 회원이 

가이드가 되어 참가자에게 전문가의 시점

으로부터 도쿄 모터쇼와 자동차의 매력을 

안내하는 유료 투어입니다. 모터쇼를 빠짐

없이 즐기고 싶은 사람은 「스탠다드 코스」, 

쇼와 자동차의 안팎도 즐기고 싶은 사람에

게는 「자동차 애호 코스」가 있습니다. 참가

에는 이벤트 참가권이 첨부된 입장권이 필

요합니다. 도쿄 모터쇼 공식 웹 사이트 「온

라인 티켓 서비스(e-tix)」에서 구입해 주

십시오.

“餐饮世界杯”是富士电视台主办的餐饮

评选活动。世界各地的特色餐饮在场内

销售，由来场观众进行人气投票决出比

赛冠军。苏丹是上一届的冠军得主。

후지TV가 프로듀스하는 푸드코트입니

다. 세계 다양한 지역의 특색있는 먹거

리를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기간중 방

문자의 인기투표로 넘버원을 결정합니

다. 이전 회에서는 수단이 우승했습니

다.

作为来场观众可以亲自参与的活动之一，车展期间，将

在西3大厅连日举办制作木箱玩具车及跑道竞速比赛。参

加者当场组装木制玩具车，并在约10条赛道上竞争玩具

车的车速。当天按照现场

到场的先后顺序参加（参加

费预定为1000日元）。

참가체험형 이벤트의 일환

으로 기간중 연일, 서쪽 3

홀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소프박스의 목카 공작과 

타임 어택 레이스입니다. 

목제인 목카를 그자리에서 

조립하고, 전장 약 10미터 

코스에서 스피드를 겨룹니

다. 당일 행사장에서 선착

순 접수(참가료는 1000엔

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在TAKARA TOMY公司赞助下，会场中特设了汽车模

型玩具展示、销售区。自从2001年第35届东京车

展开设以来，TOMIKA专区赢得了孩子们极大的支

持，本届车展将推出12款纪念汽车模型玩具。

(주) 타카라토미 협찬에 의한 미니카 전시・판매 

코너입니다. 2001년의 제35회 쇼 이래, 어린이

들로부터 절대적인 인기가 있으며, 이번에도 12

대의 기념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与汽车记者同游东京汽车展览会

자동차 저널리스트와 둘러보는 도쿄 모터쇼

餐饮世界杯

월드푸드컵

Soap Box Derby

소프박스 더비
TOMICA专区

토미카 코너

4

5

6 7

Tokyo Motor Show Even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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