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东京市场的历史是从江户时代开始的，当时建立了幕府的德川家康，为了保证城
内的生活，从现在的大阪市佃町台来了称为“鱼师”的人们，一方面让他们向幕府交鱼

税，另一方面允许他们在日本桥旁边卖鱼，这样就开始了最早的市场。另外，据说几
乎与此同时，青果市场也在几个地方自发地发展起来。在明治维新的时候，由于社会形势等的变
化，市场曾一度衰落，根据当时东京府的批准，开设了民营市场，对安定居民的生活起到了一定的
作用。其后，由于1918年的“大米骚乱”等社会不安定加剧，据此于1923年3月制定了以后成为中央批
发市场开设的依据的“中央批发市场法”。在东京也立即着手制定建设计划，由于同年9月的关东大
地震中民营市场受到了毁灭性的打击，以此为契机加速了该计划的进程，并于1935年建立了筑地、
神田和江东三个市场，而后相继开设了荏原、丰岛、足立、大森和肉类市场。此后，1971年4月，
为适应处于高速发展期的都市人口增长、流通环境的变化制定了“批发市场法”，以此为根据，制定
并不断修订了批发市场整备的10年计划，先后开设了板桥、世田谷、北足立，多摩新村、葛西（整
理和综合了江东市场3分场）、大田（由神田、荏原和蒲田分场、大森迁至）。2018年10月，筑地市
场移至江东区丰洲，开设了丰洲市场。另外，于1988年，首先在北足立市场开设花木部，随后又在
大田、板桥、葛西、世田谷与青果市场也开设了“花木部”。
在东京都，今后将根据作为生活着、消费者的都市居民的要求为出发点，不断地改进市场行政管
理，以实现更丰富的都市居民生活作为自己的目标。

도쿄시장의 역사는 에도 시대 徳川家康가 성내에서 쓰여지고 있는 식품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현재의 오사카시 佃町(츠구다쵸)에서 어부들을 불러 모아, 물고기를 성에 바치게 하는 한편, 日本橋

(니혼바시) 옆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청과물시장도 거의 같은 때, 몇 
몇 곳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명치유신 때에는,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장의 
경기가 쇠퇴해졌기 때문에, 당시의 도쿄도의 허가로 민영시장이 개설되어 서민의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18년 『쌀 파동』 등 사회불안의 증대를 계기로, 1923년 3월 공설 중앙도매시장개설의 
근본이 된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동경에서도 즉시 건설계획에 착수 했습니다만, 같은 해 9월 
관동대지진에 의하여 민영시장이 파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을 계기로 계획은 추진 되어, 1940년 츠키지, 간다, 
고우토우의 3시장이, 또한 에바라, 도시마, 아다치, 오모리, 식육 등이 점차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 후, 1971년 
4월 고도성장기의 도시인구의 증가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도매시장법」에 의거하여, 
도매시장정비 10개년 계획의 준비 절차의 책정과 재 검토를 행하여, 이타바시, 세타가야, 기타아다치, 다마뉴-타운, 
가사이(고우토우시장3분장을 정리·종합), 오타(간다, 에바라 가마타분장, 오모리에서 이전)의 각 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츠키지시장은 고토구 도요스로 이전하고, 도요스시장이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화초에 대해서도 1988년에 기타아다치시장 화초부분의 개장을 시초로, 오타, 이타바시, 가사이의, 세타가야시장과 
청과물시장에 병설하는 식으로 정비 되었습니다.
도쿄도는 금후에도 생활자·소비자인 도민의 시점에 서서 시장행정을 추진하여 풍요한 도민생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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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食品卫生法”，监视员从每天清早开始巡视批发市场和经纪批发商店，对各种商品的卫生状况，以
及是否参杂有毒有害物品进行监视指导。此外，还进行细菌检查，对发现的违法现象或有害食品予以废弃
或禁止销售等项处理，并进行卫生指导。
在肉类市场，还对运送来的肉牛等从屠宰拆解成为鲜肉产品的过程进行严格的检查。

东京都作为都内11个中央批发市场的开设者，为了保证在市

场中交易的生鲜食材能让消费者放心食用，并以合理的价格

尽早提供至消费者手中，依照批发市场法和各种条例对交易

进行指导和监督，负责市场设施的整修、维护和管理等。此

外，肉类市场除了市场职能，还兼具屠宰拆解禽畜的职能。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감시원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주변을 돌며 물건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유해 유독한 물건은 없는지 감시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균검사 
등을 실시, 위반 또는 해로운 식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폐기 및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하거나 위생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육 시장에서도 운반된 소 등의 가축이 도축되어 육류가 될 때까지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도내 11곳의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 시장으로 유입되는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신선 식료품 등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과 조례 등에 따라 

거래의 지도 및 감독, 시장 시설의 정비 및 유지와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시장에서는 판매업뿐만 아니라 도축업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淀桥市场
요도바시

多摩新村市场
다마 뉴타운

豊洲

ⓐ昭14.2.16 Feb 16, 1939
新宿区北新宿4-2-1 电话3363-1428
23.583平方米（占地面积）

靠近新宿副都中心区，可适应正在增
大中的需要以及饮食生活的多样化

新宿區北新宿4-2-1　☎3363-1428
23.583m2 (부지면적)

신주쿠 부도심에 가까우며 수요의 증가와 
식생활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多摩市永山7-4 电话042-375-9211
57.153平方米（占地面积）

在浓绿的环境里，可满足广大新都市
圈的需要的市场

多摩市永山7-4　☎0423-75-9211
57.153 m2 (부지면적)

녹음이 우거진 광대한 신도시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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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田谷市场
세타가야

世田谷区大藏1-4-1 电话3417-0131
41.482平方米（占地面积）

位于住宅区中的，以外形特别而为人
所熟知的市场

世田谷區大藏1-4-1　☎3417-0131
41.482m2 (부지면적)

주택가에 둘러싸인 독특한 외관으로 
인기가 높은 시장

肉类市场
식　육

港区港南2-7-19 电话3474-4731
64.108平方米（占地面积）

以“芝浦”之爱称为都市居民所喜爱
的食用肉供应据点

港區港南2-7-19　☎3474-4731
64.108m2 (부지면적)

｢시바우라｣의 통칭으로 잘 알려진 
식육유통의 거점

板桥市场
이타바시

板桥区高岛平6-1-5 电话3938-0171
61.232平方米（占地面积）

邻接流通中心的西北部地区的流通
据点

板橋區高島平6-1-5　☎3938-0171
61.232m2 (부지면적)

유통센터와 인접한 서북부지구의 유통거점

丰岛市场
도시마

丰岛区巢鸭5-1-5 电话3918-0301
23.334平方米（占地面积）

还保留着聚集“肩挑贩卖担子”传
说的都内最古老的市场

豊島區巢鴨 5-1-5　☎3918-0301
23.334m2 (부지면적)

“행상”이 모였던 전승이 남아 있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北足立市场
기타아다치

足立区入谷6-3-1 电话3857-7181
61,076平方米（占地面积）

位于北部流通业务集中区的，东京都
内第一个开设花木部的市场

足立區入谷6-3-1　☎3857-7181
61,076m2 (부지면적)

화초부문개설 제1호, 북부유통업무단지에 
위치하는 시장

足立市场
아다치

足立区千住桥户町50 电话3882-4301
42,675平方米（占地面积）

作为江户三大市场的商业中心地，今
天已成为充实的水产品市场

足立區千住橋戶町50　☎3882-4301
42,675m2 (부지면적)

에도 3대시장의 상업중심지는 지금 
충실한 기능을 갖춘 수산시장

大田市场
오　타

大田区东海3-2-1 电话5492-2789
386,426平方米（占地面积）

以占地面积宽广并拥有现代化设备而
自豪的新型综合市场

大田區東海3-2-1　☎5492-2789
386,426m2 (부지면적)

넓은 부지를 넓은 부지와 근대적 설비를 자 
랑하는 종합시장

葛西市场
가사이

江户川区临海町3-4-1 电话3878-2000
74,515平方米（占地面积）

在流通业务集中地成长起来的供应东
部地区的流通据点

江戶川區臨海町3-4-1　☎3878-2000
74,515m2 (부지면적)

유통업무단지의 좋은 입지 조건으로 커진, 
동부지구의 수요를 담당하는 유통거점

丰洲市场
도요스

江东区丰洲6丁目 电话3520-8205

这个新的市场能确保食的安全、安心，
并能应对高效率的物流以及各种需求

고토구 도요스 6초메　☎3520-8205

식품의 안전·안심 확보와 효율적인 물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