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27 ∼ 12.25  입장 무료  

제 1 기 ARTBAY HOUSE 라이트업∙프리즘 파사드 
11 월 27 일(금)∼12월 25 일(금) 17 시∼21 시 

제 2 기 ARTBAY HOUSE 프리즘 인스톨레이션 
12월 11일(금)∼12월25일(금) 12시∼21시(최종입장 20시 30분) 

* 악천후 중지 

* 혼잡시에는 입장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RTBAY TOKYO 컨셉 

“ARTBAY TOKYO”는 임해부도심을 무대로 사람과 장소를 다채로운 아트로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아트의 매력과 함께 이 거리를 보다 많은 여러분이 알고 방문해 주시는 것을 목표로 
2019 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아트와의 만남을 통한 발견과 감동 등을 통해 새로운 
임해부도심의 매력을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촬영에 대하여 
○ 상기 이벤트 모습은 주최자, 주최 관계자, 협력 기업·단체, 프레스에 의한 촬영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한 내용은 아래 각 단체의 

홍보·선전활동, 리포트 등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촬영자는 스탭 패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 방문자님 전원에 대해 체온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와 손소독 실시, 단체 방문을 사절하는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방문을 사절합니다. 

○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본 이벤트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및 부상·분실·도난·고장 등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으로 합니다. 
이벤트 주최측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악천후나 향후의 신형 코로나 감염증 유행 상황에 따라 중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최] 아트 프로젝트 실행위원회｜(주)도쿄임해홀딩스, (일사)도쿄임해부도심 마치즈쿠리협의회, 도쿄항부두(주), 도쿄도 항만국, 아트 어드바이저:(공재)조코쿠노모리 예술문화재단 

[문의] prism-glow@artbay.tokyo (주식회사 쿠오르) 

@artbay_tokyo ARTBAY TOKYO 자세한 사항은 이쪽 ► ► ► ► ► ► 

빛이 빛나는 프리즘 아트에 의한 「PRISM / GLOW」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ARTBAY TOKYO × TAKAHIRO MATSUO 
「PRISM / GLOW」전을 개최. 
 
「ARTBAY TOKYO」는 아티스트 마쓰오 다카히로에 의한 프리즘 인스톨레이션 
전람회 「PRISM / GLOW」를 개최합니다. 이 전람회를 위해 제작되는 신작 프리즘 
아트와 빛의 작품은 ARTBAY HOUSE 가 화려한 주얼리 빛으로 감싸이는 듯한 
투명한 색채로 라이트업 되며 ARTBAY TOKYO 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일루미네이션 체험입니다. 

12 월 11 일(금)부터는 동 회장 내 「ARTBAY CAFE」에서 전람회를 이미지한 기간 
한정 드링크 메뉴를 준비. 또한 마쓰오가 디렉터를 담당하는 프리즘 워크 브랜드 
「EMISSION」의 POPUP STORE에서는 신작 오리지널 액세서리와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상품 판매를 실시합니다. 

ARTBAY TOKYO × TAKAHIRO MATSUO 「PRISM / GLOW」 
 
ARTBAY TOKYO 는 아트의 매력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이 안정되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환경을 창출하고자 발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티스트 마쓰오 다카히로 씨를 초빙하여 특수한 빛에 의한 프리즘 
인스톨레이션 「PRISM / GLOW」를 개최합니다. 

임해부도심에 출현한 ARTBAY HOUSE 에 다양한 소재를 통해 나타나는 8 개의 
프리즘 아트 작품을 전시. 

올해는 지금까지의 일상이 급변하고 다양한 행사로 계절의 전환기를 느낄 수 
없어졌으며 우리들의 생활 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얼리 박스와 같은 광채를 발산하는 프리즘 일루미네이션을 감상할뿐만 아니라 
빛으로 감싸인 공간을 체감하며 올해의 마지막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ARTBAY TOKYO 아트 어드바이저  사카모토 히로아키((공재)조코쿠노모리 예술문화재단) 

마쓰오 다카히로  Takahiro Matsuo 
 
1979 년생, 후쿠오카현 출신. LUCENT 대표. 

영상, 조명, 오브젝트, 인터랙션과 미적 표현에 의한 빛의 인스톨레이션을 중심으로 
직접 제작하는 영상과 라이팅, 프로그래밍 등 다채로운 표현과 테크놀로지에 의한 
아트워크를 일관하여 제작. 자연계의 현상과 법칙성, 이미지네이션에 의한 섬세한 
빛의 표현과 이모셔널한 작품군으로 도시와 상업 공간의 퍼블릭 아트, 각국의 
전시, 럭셔리 브랜드를 위한 아트와 디자인 등 국제적으로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http://www.lucent-design.co.jp/ 

마쓰오 다카히로가 디렉터를 담당하는 프리즘 워크 브랜드 
「EMISSION」의 기간 한정 POPUP STORE. ARTBAY HOUSE 에서만 
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주얼리와 얇은 얼음을 이미지한 
신작의 매력,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프리즘 트리 등의 판매를 
실시합니다. 

ARTBAY HOUSE 를 화려하게 라이트업 합니다 

제 1 기 라이트업∙프리즘 파사드에 더해 
주야간을 통해 즐길 수 있는 6 개의 프리즘 
인스톨레이션을 전시합니다 
 
 
* 악천후 중지 

* 혼잡시에는 입장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1 기 
 

11 월 27 일(금)∼12 월 25 일(금) 
<라이트업 시간 17:00∼21:00> 

제 2 기 
ARTBAY HOUSE  
프리즘 인스톨레이션 

12 월 11 일(금)∼12 월 25 일(금) 
<라이트업 시간 17:00∼21:00 / 최종입장 
20:30> 
* 카페 및 숍의 영업시간은 13:30∼20:30 까지 

린카이선 도쿄 텔레포트역 A출구에서 도보 1분 
유리카모메 아오미역에서 도보 3분, 오다이바 가이힌공원역에서 도보 7분 

꿈의 광장 

만안도로 

도쿄 텔레포트역 

다이버시티 
도쿄플라자 

센트럴 광장 

비너스 포트 

도쿄 빅사이트 
아오미 전시동 

아오미 역 
팔레트 타운 

심볼 프롬나드 공원 

http://www.lucent-design.co.jp/

	아오미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