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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森海岸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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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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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神明駅

Tokyu Oimachi Line

東急大井町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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荏原中延駅

Hatanodai Sta.

旗の台駅

Ebara-machi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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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가와구 문화 스포츠 진흥부
문화관광과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로마치 2-1-36
http://www.city.shinagawa.tokyo.jp

［시나가와 관광 정보］ 
시나가와 관광협회
https://shinagawa-kanko.or.jp

한국어

시나가와
미식 천국!

유명 일식 주점
인기 라멘
고기의 성지 , 고탄다
예쁜 디저트　기타



고급 부티크 분위기의 베이커
리 . 지하는 카페 공간 .

 시나가와구 고야마 3-11-2-1층
    11:00~20:00(카페 마지막 주문 19:30)
    연중무휴

 http://deboncoeur.com/

pâtisserie de bon coeur

파티스리  
드 본 쾨흐

중국 영양 약선사 자격증이 
있는 고모다 오너 셰프의 훠
궈 전문 식당 .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1-25-19
 도켄 시마즈야마미나미 하이츠 107
     11:30~14:30(마지막 주문 14:00) / 17:00~
 22:30(훠궈 마지막 주문 21:00, 그 외 면류
 마지막 주문 21:30)
 월요일

 https://www.firewhole.jp/

파이어홀 
4000

‘건강하고 맛있다’를 테마로 
하는 음료 및 미용점 . 에스테
틱 숍도 함께 운영 중 .

 시나가와구 하타노다이 3-12-3 J-BOX빌딩 2층
     12:00~15:00 / 18:00~23:00
 일요일 및 공휴일 12:00~16:00
 ※마지막 주문은 폐점 30분 전(매진 시 종료)
 수요일

 http://bumbunblaucafe.com/

BumBunBlauCafe with BeeHive

번번 블라우 카페  
위드 비하이브

오랫동안 영업 중인 양식 레스
토랑 . 압도적인 요리의 양으로 
TV에도 종종 소개된다 .

 시나가와구 히가시오이 5-4-13
    11:40~20:30
    수요일, 셋째 주 목요일

Bulldog
불독

직접 낚은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가게로 유명 . 신선한 해물 요리 
외에도 각종 일본 요리를 제공 .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2-27-1 선페리스타 메구로 5층
 17:00~23:00(마지막 주문 22:00)
 토, 일, 공휴일 11:30~23:00(마지막 주문 22:00)
 부정기 휴일

 http://www.zauo.com/en/

ZAUO Meguro Branch

낚싯배 요리점 자우오  
메구로점

낚시가 가능한 술집

깜짝 놀랄 볼륨 !!

예술적인 
　디저트에 감동

‘다카라부네’ 
메구로점 한정 메뉴로 월~목요일에만 맛

볼 수 있다 .  
내용 및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다름 .

‘특선 튀김 
세트’ 1,280엔 .  
이 외에도 정식이나 
하카타 요리 등 
풍부한 메뉴 제공 .

엄청나게 거대한 
‘오므라이스’ 834엔 . 
건더기가 듬뿍 든 
된장국을 곁들인 세트 
1,065엔 .

큼직한 
‘민스 커틀릿’은 

개당 713엔 .  
바삭하게 튀겨내 

먹기 좋다 .

허머 재팬 본사 건물에 위치한 
카페. HUMMER H1을 바라보
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시나가와구 미나미시나가와 3-6-27
    10:30~24:00(마지막 주문 23:30),
 공휴일 10:30~21:00(마지막 주문 20:30)
 일요일

 http://www.hummercomplex.com

HUMMER CAFÉ
허머 카페

파티 기분으로 
　　　신나게 즐겨봐 !!

뜨거운 철판에 생고기를 
올려 취향대로 익혀 먹는 
‘허머 카페 오리지널 스
테이크’ 1,400엔 .

‘허머 치즈 버거 플레이트’ 1,300엔 . 대형 번과 
패티로 해외 관광객에게도 인기 .

훠궈 ‘해물과 가토포크 콜라보레이션 코스’ 
1인분 6,500엔 . 마라탕과 
약선 바꿋떼탕 2종류를 맛볼 수 있다 .

비빔 소바 
‘매콤한 비빔면’ 

900엔 .  
2종류의 소스 중 선택 가능 .

옛 도카이도 가도 부근에 위치한 
가게로 숯불에 구운 닭꼬치나 지
비에가 별미 . 2층 연회석 완비 .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2-4-17
    17:00~24:00, 금요일 17:00~익일 3:00
 토요일 17:00~익일 2:00
 ※ 마지막 주문은 폐점 1시간 전
 일요일

 http://www.urabanba.com/

Urabamba
우라밤바

1979년에 개업한 전통 있는 
과자점으로 알록달록한 장식
의 빙수로 호평 .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1-28-14
      11:30~17:00(7~9월은 접수 대기표 사용. 접수
가 완료되면 종료)

 목요일(7~9월은 일, 목요일), 임시 휴업 있음
 https://ameblo.jp/ichounoki1979/

Icho no Ki
이초노키

향신료가 가득해 매콤하면서도 맛있어 !

풍부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꼬치구이

달마다 바뀌는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디저트 플레이트’ 1,700엔 
(음료 세트 2,000엔 ).

‘배턴 파운드 케
이크’ 1,200엔부터 . 
사진은 대표적인 3종
류의 파운드 케이크 .

아세로라 열매 및 과즙을 사용한 
‘레드 슈퍼푸드 
아세로라 라면’ 1,000엔 .

붉은 빙수 
‘딸기 에스푸마 소스’ 800엔 .

사슴 , 멧돼지 , 꿩 등 지비에를 숯불에 구운 
‘지비에 꼬치 세트’ 4개에 1,090엔 .  
1개당 250엔부터 .

신선한 돼지 간을 닭 껍질로 감싼 
‘리버 롤’ 280엔 . 
직접 만든 고소한 구이 소스 .

계절 한정으로 다양한 빙수도 판매 .  
예술 같은 사진 속 메뉴는 
‘과일밭’ 900엔 .

화려한 음식에 주목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회나 

소금구이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조리 !

스파게티나 
햄버거도 
양이 

풍부하다고 !

몸에 좋은 
탕을 

먹어 보자 !

맛있는 
일본술 
각종 완비

※ 본지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가격은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미식 천국!
시나가와
일본 맛집의 깊은 맛을 체험하고 싶다면 
역시 시나가와 !  
활기 넘치는 상점가부터 
역사가 오래된 거리 음식 , 
회사원들이 많이 찾는 술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점포까지 
시나가와 맛집 투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마음껏 먹고 노는 미식 거리

   저절로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가게를 소개 . 
 맛은 물론 , 요리의 모양과   가게의 분위기도 즐겨봐 !   

‘시나가와’는 공항에서도 접근이 편리 !

시나가와

Shinagawa

최단거리 
약 11분

최단거리 
약 14분

최단거리 
약 68분

최단거리 
약 12분

하네다 공항
Haneda Airport

나리타 공항
Narita Airport

시부야
Shibuya

긴자
Ginza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신주쿠

시부야
시나가와

도쿄

야마노테선

1 2

S-1

S-2

S-3

S-4

S-5

S-6

S-7

S-8



고급 부티크 분위기의 베이커
리 . 지하는 카페 공간 .

 시나가와구 고야마 3-11-2-1층
    11:00~20:00(카페 마지막 주문 19:30)
    연중무휴

 http://deboncoeur.com/

pâtisserie de bon coeur

파티스리  
드 본 쾨흐

중국 영양 약선사 자격증이 
있는 고모다 오너 셰프의 훠
궈 전문 식당 .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1-25-19
 도켄 시마즈야마미나미 하이츠 107
     11:30~14:30(마지막 주문 14:00) / 17:00~
 22:30(훠궈 마지막 주문 21:00, 그 외 면류
 마지막 주문 21:30)
 월요일

 https://www.firewhole.jp/

파이어홀 
4000

‘건강하고 맛있다’를 테마로 
하는 음료 및 미용점 . 에스테
틱 숍도 함께 운영 중 .

 시나가와구 하타노다이 3-12-3 J-BOX빌딩 2층
     12:00~15:00 / 18:00~23:00
 일요일 및 공휴일 12:00~16:00
 ※마지막 주문은 폐점 30분 전(매진 시 종료)
 수요일

 http://bumbunblaucafe.com/

BumBunBlauCafe with BeeHive

번번 블라우 카페  
위드 비하이브

오랫동안 영업 중인 양식 레스
토랑 . 압도적인 요리의 양으로 
TV에도 종종 소개된다 .

 시나가와구 히가시오이 5-4-13
    11:40~20:30
    수요일, 셋째 주 목요일

Bulldog
불독

직접 낚은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가게로 유명 . 신선한 해물 요리 
외에도 각종 일본 요리를 제공 .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2-27-1 선페리스타 메구로 5층
 17:00~23:00(마지막 주문 22:00)
 토, 일, 공휴일 11:30~23:00(마지막 주문 22:00)
 부정기 휴일

 http://www.zauo.com/en/

ZAUO Meguro Branch

낚싯배 요리점 자우오  
메구로점

낚시가 가능한 술집

깜짝 놀랄 볼륨 !!

예술적인 
　디저트에 감동

‘다카라부네’ 
메구로점 한정 메뉴로 월~목요일에만 맛

볼 수 있다 .  
내용 및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다름 .

‘특선 튀김 
세트’ 1,280엔 .  
이 외에도 정식이나 
하카타 요리 등 
풍부한 메뉴 제공 .

엄청나게 거대한 
‘오므라이스’ 834엔 . 
건더기가 듬뿍 든 
된장국을 곁들인 세트 
1,065엔 .

큼직한 
‘민스 커틀릿’은 

개당 713엔 .  
바삭하게 튀겨내 

먹기 좋다 .

허머 재팬 본사 건물에 위치한 
카페. HUMMER H1을 바라보
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시나가와구 미나미시나가와 3-6-27
    10:30~24:00(마지막 주문 23:30),
 공휴일 10:30~21:00(마지막 주문 20:30)
 일요일

 http://www.hummercomplex.com

HUMMER CAFÉ
허머 카페

파티 기분으로 
　　　신나게 즐겨봐 !!

뜨거운 철판에 생고기를 
올려 취향대로 익혀 먹는 
‘허머 카페 오리지널 스
테이크’ 1,400엔 .

‘허머 치즈 버거 플레이트’ 1,300엔 . 대형 번과 
패티로 해외 관광객에게도 인기 .

훠궈 ‘해물과 가토포크 콜라보레이션 코스’ 
1인분 6,500엔 . 마라탕과 
약선 바꿋떼탕 2종류를 맛볼 수 있다 .

비빔 소바 
‘매콤한 비빔면’ 

900엔 .  
2종류의 소스 중 선택 가능 .

옛 도카이도 가도 부근에 위치한 
가게로 숯불에 구운 닭꼬치나 지
비에가 별미 . 2층 연회석 완비 .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2-4-17
    17:00~24:00, 금요일 17:00~익일 3:00
 토요일 17:00~익일 2:00
 ※ 마지막 주문은 폐점 1시간 전
 일요일

 http://www.urabanba.com/

Urabamba
우라밤바

1979년에 개업한 전통 있는 
과자점으로 알록달록한 장식
의 빙수로 호평 .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1-28-14
      11:30~17:00(7~9월은 접수 대기표 사용. 접수
가 완료되면 종료)

 목요일(7~9월은 일, 목요일), 임시 휴업 있음
 https://ameblo.jp/ichounoki1979/

Icho no Ki
이초노키

향신료가 가득해 매콤하면서도 맛있어 !

풍부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꼬치구이

달마다 바뀌는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디저트 플레이트’ 1,700엔 
(음료 세트 2,000엔 ).

‘배턴 파운드 케
이크’ 1,200엔부터 . 
사진은 대표적인 3종
류의 파운드 케이크 .

아세로라 열매 및 과즙을 사용한 
‘레드 슈퍼푸드 
아세로라 라면’ 1,000엔 .

붉은 빙수 
‘딸기 에스푸마 소스’ 800엔 .

사슴 , 멧돼지 , 꿩 등 지비에를 숯불에 구운 
‘지비에 꼬치 세트’ 4개에 1,090엔 .  
1개당 250엔부터 .

신선한 돼지 간을 닭 껍질로 감싼 
‘리버 롤’ 280엔 . 
직접 만든 고소한 구이 소스 .

계절 한정으로 다양한 빙수도 판매 .  
예술 같은 사진 속 메뉴는 
‘과일밭’ 900엔 .

화려한 음식에 주목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회나 

소금구이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조리 !

스파게티나 
햄버거도 
양이 

풍부하다고 !

몸에 좋은 
탕을 

먹어 보자 !

맛있는 
일본술 
각종 완비

※ 본지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가격은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미식 천국!
시나가와
일본 맛집의 깊은 맛을 체험하고 싶다면 
역시 시나가와 !  
활기 넘치는 상점가부터 
역사가 오래된 거리 음식 , 
회사원들이 많이 찾는 술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점포까지 
시나가와 맛집 투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마음껏 먹고 노는 미식 거리

   저절로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가게를 소개 . 
 맛은 물론 , 요리의 모양과   가게의 분위기도 즐겨봐 !   

‘시나가와’는 공항에서도 접근이 편리 !

시나가와

Shinagawa

최단거리 
약 11분

최단거리 
약 14분

최단거리 
약 68분

최단거리 
약 12분

하네다 공항
Haneda Airport

나리타 공항
Narita Airport

시부야
Shibuya

긴자
Ginza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신주쿠

시부야
시나가와

도쿄

야마노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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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면요리로 평가가 좋은 가
게 . ‘피자소바’는 맛이 풍부하
여 맥주와 함께 먹어도 좋다 .

 시나가와구 오이 1-37-4 오라시온오이 1층
     11:00~14:00 / 17:30~20:00,
 평일 중 공휴일 11:00~14:00
  (매진 시 영업 종료)
 토, 일요일

ajitoism
아지토이즘

전국적으로 유행한 진한 국물
을 끼얹은 쓰케멘 스타일 확립 . 
지금도 맛은 계속 진화 중 .

 시나가와구 오사키 2-11
 오사키 위즈시티 테라스 1층 103호
     11:00~23:00(마지막 주문 22:30),
 토, 일, 공휴일 11:00~22:30(마지막 주문 22:00)
 무휴

 http://www.rokurinsha.com/

Rokurinsha Osaki
로쿠린샤 오사키점

외국인에게도 인기 있는 돈코쓰 
라면 전문점 . 라면과 함께 술과 
안주 메뉴도 즐길 수 있다 .

산 , 하늘 , 바다 , 강 등 4종류의 개
성적인 면 메뉴를 제공 . 소금맛과 
간장맛 등 국물도 다양하다 .

아주 매운 탄탄면을 맛볼 수 있는 가게 . 
직접 만든 고추된장에 특별한 고추를 
사용해 , 풍미있는 매콤함을 실현 .

‘쓰케멘 TETSU’의 두 번째 브
랜드점 . 감칠맛 나는 중화 소바
(간장맛 , 소금맛 )도 추천 메뉴 .

니시코야마 상점가에 2016년 
개점 . 대표 메뉴인 소금 라면 외
에도 된장 및 간장 라면도 제공 .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1-14-14 기타하라 빌딩 2층
     11:00~익일 2:00, 금 11:00~익일 3:00,
 일, 공휴일 11:00~익일 1:00
 무휴

 http://www.multilingual.ippudo.com/ko/

 시나가와구 미나미오이 6-8-9
 11:00~15:00 / 17:30~20:30
 토, 일, 공휴일 11:00~15:30 / 17:30~
 21:00(매진 시 영업 종료)
 무휴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2-20-1
 아카시 레지던스 1층
 11:30~16:00 / 18:00~22:00
 일요일

 http://gomaryu.com/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2-1-1 
 JR 고탄다역 고가철로 밑
  11:00~익일 4:00,  
일요일 11:00~23:00

 무휴
 https://www.tetsu102.com/ko/

 시나가와구 고야마 6-4-7
 11:00~22:00
 무휴

IPPUDO Gotanda Higashiguchi SOBA DINING QUATTRO Edomae Niboshi Chuka-Soba
Kimihan Gotanda

Jigoku no Tantanmen Gomaryu Gotanda Ramen Shionoya
잇푸도 고탄다히가시구치점 QUATTROSOBA  

DINING 
지옥의 
탄탄면  고마류 고탄다 기미한 고탄다점에도마에니보시 

중화 소바 라멘 시오노야
01 02 03 04 05 06 07 08

에바라나카노부역과 가깝다 . 미슐
랭 가이드에도 실려 , 영업 시작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는 유명 식당 .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2-15-10
    11:30~14:30
  (매진 시 영업 종료)
 수요일

Chuka-soba Tagano
중화 소바 다가노

돈코쓰 풍미가 가득한 
국물과 가는 면발이 
잘 어우러진 음식 정말 강하고 정말 매운 

‘무한’에도 
도전해 보자 !

양 추가는 
400g까지 
무료

채소를 많이 
먹고 싶은 분
께도 추천

앤초비 , 
올리브 등 
토핑은 
무료

손님이 끊이지 않지만 
실내가 넓어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 !

‘아카마루신아지’ 787엔 
풍미를 더하도록 자체 개발한 기름과 짠 
된장 스프를 더해 맛의 변화나 조화를 즐

길 수 있다 .

‘“가와” 사랑 듬뿍 에비 시오소바 (하얀 국물 )’ 
815엔 

해물과 닭이 어우러진 국물에 분홍새우 머리를 
충분히 사용하고 새우기름과 가공하지 않은 두유를 

더한 순한 메뉴 .

‘지옥의 탄탄면 피의 연못’ 926엔 
메뉴 중에서도 

맵기로는 손꼽히는 메뉴 .  
먹으면 입술이 쓰라릴 정도 .

‘매실향이 풍기는 특제 쓰케멘’ 
1,010엔 
개성 만점의 요리 . 멸치향 나는 국물에 
매실 소스를 끼얹은 면이 절묘한 밸런스 .

‘야사이탄멘 시오’ 741엔 
투명한 닭뼈 국물에 개운한 소금맛 .  

너무 익히지 않아 
아삭아삭한 야채가 듬뿍 들어간 메뉴 .

‘피자소바 보통’ 788엔 
다양한 야채가 들어간 토마토 소스에 특별한 양념과 

치즈를 얹고 살라미 등의 재료를 더했다 .

‘맛달걀 쓰케멘’ 862엔 
스케멘에 간을 한 반숙 맛달걀을 올렸다 .  
부드러운 노른자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

돈코쓰

에비소바

아주 매운맛

쓰케멘

야사이탄멘마제소바

간장

쓰케멘

‘특제 중화 소바’ 900엔 
족발 및 히나이산 닭뼈 , 해산물로 국물을 우려 

깊은 맛을 내는 도쿄식 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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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분위기로 
여성도 

즐길 수 있는 
점포

아보카도가 들어간 
차사오말이 등의 
토핑도 대호평

※ 본지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가격은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시나가와 라면 엄선 8종 도쿄 관광 시 꼭 먹고 싶은 
시나가와 인기 라면 총출동 !

미식가
들도 먹고 

싶어 ! 꼭 먹고 싶

은 훌륭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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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면요리로 평가가 좋은 가
게 . ‘피자소바’는 맛이 풍부하
여 맥주와 함께 먹어도 좋다 .

 시나가와구 오이 1-37-4 오라시온오이 1층
     11:00~14:00 / 17:30~20:00,
 평일 중 공휴일 11:00~14:00
  (매진 시 영업 종료)
 토, 일요일

ajitoism
아지토이즘

전국적으로 유행한 진한 국물
을 끼얹은 쓰케멘 스타일 확립 . 
지금도 맛은 계속 진화 중 .

 시나가와구 오사키 2-11
 오사키 위즈시티 테라스 1층 103호
     11:00~23:00(마지막 주문 22:30),
 토, 일, 공휴일 11:00~22:30(마지막 주문 22:00)
 무휴

 http://www.rokurinsha.com/

Rokurinsha Osaki
로쿠린샤 오사키점

외국인에게도 인기 있는 돈코쓰 
라면 전문점 . 라면과 함께 술과 
안주 메뉴도 즐길 수 있다 .

산 , 하늘 , 바다 , 강 등 4종류의 개
성적인 면 메뉴를 제공 . 소금맛과 
간장맛 등 국물도 다양하다 .

아주 매운 탄탄면을 맛볼 수 있는 가게 . 
직접 만든 고추된장에 특별한 고추를 
사용해 , 풍미있는 매콤함을 실현 .

‘쓰케멘 TETSU’의 두 번째 브
랜드점 . 감칠맛 나는 중화 소바
(간장맛 , 소금맛 )도 추천 메뉴 .

니시코야마 상점가에 2016년 
개점 . 대표 메뉴인 소금 라면 외
에도 된장 및 간장 라면도 제공 .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1-14-14 기타하라 빌딩 2층
     11:00~익일 2:00, 금 11:00~익일 3:00,
 일, 공휴일 11:00~익일 1:00
 무휴

 http://www.multilingual.ippudo.com/ko/

 시나가와구 미나미오이 6-8-9
 11:00~15:00 / 17:30~20:30
 토, 일, 공휴일 11:00~15:30 / 17:30~
 21:00(매진 시 영업 종료)
 무휴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2-20-1
 아카시 레지던스 1층
 11:30~16:00 / 18:00~22:00
 일요일

 http://gomaryu.com/

 시나가와구 히가시고탄다 2-1-1 
 JR 고탄다역 고가철로 밑
  11:00~익일 4:00,  
일요일 11:00~23:00

 무휴
 https://www.tetsu102.com/ko/

 시나가와구 고야마 6-4-7
 11:00~22:00
 무휴

IPPUDO Gotanda Higashiguchi SOBA DINING QUATTRO Edomae Niboshi Chuka-Soba
Kimihan Gotanda

Jigoku no Tantanmen Gomaryu Gotanda Ramen Shionoya
잇푸도 고탄다히가시구치점 QUATTROSOBA  

DINING 
지옥의 
탄탄면  고마류 고탄다 기미한 고탄다점에도마에니보시 

중화 소바 라멘 시오노야
01 02 03 04 05 06 07 08

에바라나카노부역과 가깝다 . 미슐
랭 가이드에도 실려 , 영업 시작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는 유명 식당 .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2-15-10
    11:30~14:30
  (매진 시 영업 종료)
 수요일

Chuka-soba Tagano
중화 소바 다가노

돈코쓰 풍미가 가득한 
국물과 가는 면발이 
잘 어우러진 음식 정말 강하고 정말 매운 

‘무한’에도 
도전해 보자 !

양 추가는 
400g까지 
무료

채소를 많이 
먹고 싶은 분
께도 추천

앤초비 , 
올리브 등 
토핑은 
무료

손님이 끊이지 않지만 
실내가 넓어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 !

‘아카마루신아지’ 787엔 
풍미를 더하도록 자체 개발한 기름과 짠 
된장 스프를 더해 맛의 변화나 조화를 즐

길 수 있다 .

‘“가와” 사랑 듬뿍 에비 시오소바 (하얀 국물 )’ 
815엔 

해물과 닭이 어우러진 국물에 분홍새우 머리를 
충분히 사용하고 새우기름과 가공하지 않은 두유를 

더한 순한 메뉴 .

‘지옥의 탄탄면 피의 연못’ 926엔 
메뉴 중에서도 

맵기로는 손꼽히는 메뉴 .  
먹으면 입술이 쓰라릴 정도 .

‘매실향이 풍기는 특제 쓰케멘’ 
1,010엔 
개성 만점의 요리 . 멸치향 나는 국물에 
매실 소스를 끼얹은 면이 절묘한 밸런스 .

‘야사이탄멘 시오’ 741엔 
투명한 닭뼈 국물에 개운한 소금맛 .  

너무 익히지 않아 
아삭아삭한 야채가 듬뿍 들어간 메뉴 .

‘피자소바 보통’ 788엔 
다양한 야채가 들어간 토마토 소스에 특별한 양념과 

치즈를 얹고 살라미 등의 재료를 더했다 .

‘맛달걀 쓰케멘’ 862엔 
스케멘에 간을 한 반숙 맛달걀을 올렸다 .  
부드러운 노른자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

돈코쓰

에비소바

아주 매운맛

쓰케멘

야사이탄멘마제소바

간장

쓰케멘

‘특제 중화 소바’ 900엔 
족발 및 히나이산 닭뼈 , 해산물로 국물을 우려 

깊은 맛을 내는 도쿄식 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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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분위기로 
여성도 

즐길 수 있는 
점포

아보카도가 들어간 
차사오말이 등의 
토핑도 대호평

※ 본지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가격은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시나가와 라면 엄선 8종 도쿄 관광 시 꼭 먹고 싶은 
시나가와 인기 라면 총출동 !

미식가
들도 먹고 

싶어 ! 꼭 먹고 싶

은 훌륭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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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손님이 몰려 
활기가 넘치는 인기 가게 . 낯선 사람
과 한 테이블에 앉는 것도 즐겁다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2-6-1
    16:30~23:30(마지막 주문 23:00)
 무휴

Yakiton Sakaba Kanesho
야키톤 사카바 가네쇼

소 한 마리에서 2인분밖에 나오지 않는 
소 혀뿌리 등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한 요
리가 인기인 고기 요리 전문점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25-5 마쓰무라 빌딩
     17:00~24:00(마지막 주문 23:00)
 토, 일, 공휴일 16:00~24:00(마지막 주문 23:00)
 무휴

 http://www.ushigoro-bambina.com/en/

USHIGORO Bambina Gotanda

우시고로 밤비나  
고탄다점

흑모 와규 전문 정육 도매상 ‘야자와 미
트’가 경영하는 스테이크 및 함박스테이
크 전문점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2-15-13
    11:00~15:00(마지막 주문 14:00) /
 17:00~23:30(마지막 주문 22:30),
 토, 일, 공휴일 11:00~23:30(마지막 주문 22:30)
 무휴

 http://www.kuroge-wagyu.com/my/

Meat Yazawa
미트 야자와

흑모 와규 숙성육이나 명품 돼
지고기 ‘도쿄 X’ 등을 수제 맥주 
및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15-6
    11:30~15:00 / 17:00~23:00,
 월~금 11:30~15:00 / 17:00~24:00,
 토, 일, 공휴일 11:30~23:00
 무휴

 http://www.butcher-nyc.com/gotanda.html

BUTCHER REPUBLIC UNITED

서서 먹는다는 ‘다치노미’
라는 이름과 달리 좌석이 
메인 . 매일 바뀌는 독창적
인 메뉴가 매력적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9-3
 리버라이트 빌딩 B1층
    18:00~24:00(마지막 주문 23:00)
 일요일

Tachinomi Todaka
다치노미 도다카

유명 곱창구이점 ‘마루미치’ 계열 점포 . 
오랜 거래처들을 바탕으로 일본산 흑모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4-8
    17:00~익일 2:00(마지막 주문 익일 1:00),
 토, 공휴일 17:00~24:00(마지막 주문 23:00)
 일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영업하고 월요일이 휴무)

 http://bistro-marumiche.com/

BISTRO marumiche
고기 비스트로 마루미체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대인기

‘야자와 콤보’ 3,480엔 
소 넓적다리 스테이크 
(100g)와 
함박스테이크 
(200g)를 
맛볼 수 있는 간판 메뉴 .

‘소고기 밥’1,000엔 
레어로 구운 2종류의 소
고기를 사용한 메뉴 . 차
조기 잎이 맛의 포인트가 
되어 준다 .

‘도쿄 X, 앵거스 소 , 소시지 모둠’4,500엔 
돼지고기 ‘도쿄 X’는 근섬유가 섬세하고 지방이 많아 부드럽고 입 안에서 살살 녹는다 .

‘우니 on 더 니타마고’ 
700엔 
성게알과 노른자의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손으로 들
고 맛보자 .

‘비프 브런치 코스’ 
1,389엔 
오스트레일리아산 소고기 허
벅살 스테이크에 샬리아핀 소
스를 곁들였다 .

‘프리미엄 우설’ 2,800엔 
우설 중에도 손꼽힐 정도로 

희소한 혀뿌리를 사용한 프리미엄 메뉴 .

‘호화로운 샘플러 ! 3종 세트’ 3,222엔 
생고기 (소 넓적다리 ), 숙성육 (허벅살 ), 마블링이 풍부한 소고기 3종 세트 . 
모두 일본산 흑모 와규 . 부위는 매일 변경 .

‘내장 꼬치구이’ 
(간 , 머리 100엔 , 막곱창 
160엔 ) 
합리적인 가격의 꼬치 요리
를 다양하게 제공 .소금과 
소스를 선택해 찍어 먹을 
수 있다 .

‘로스트비프’ 
1,300엔 
저온으로 구워 , 
촉촉하게 
익힌 소 넓적다리살은 
지방의 고소함이 일품 .

‘영계튀김 (100g) ’ 
186엔 
닭을 닭기름에 튀겨 질기지 않고 
깔끔한 맛으로 인기가 높다 . 식어
도 맛있어요 .

‘립 아이 스테이크 구이 초밥’ 500엔 
‘립 아이 스테이크 구이 성게알 초밥’ 900엔 
질 좋은 지방과 맛으로 유명한 립 아이 스테이크를 사용한 초밥 .  
풍부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맛 .

‘마루미체 소고기 도로마부시’  
722엔 
저온 조리한 흑모 와규의 마블링된 고기를 밥
에 얹어 소 꼬리 국물을 부어 먹는다 .

‘소 힘줄 토마토찜 (소 ) ’ 250엔 
부드럽게 익힌 소 힘줄과 토마토는 궁합
이 좋다 . 개업 때부터 인기 메뉴 .

상점가에서 조금 떨어진 메구로 강변에 있는 닭고
기 전문점 . 꼬치구이는 산책 중에 먹기에도 좋다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13-1
    9:00~19:00
일, 공휴일

 http://www.torinikuya.com/

Toriniku Shinanoya
도리니쿠 시나노야

‘꼬치구이’각 121엔 
껍질 , 정육 , 미트볼 , 간 , 파 꼬치 등이 있다 . 
달콤한 소스는 개업 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왔

다 .

숙성육을 
맛보고 싶다면 
여기로

닭고기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창작 요리로 
호평이 좋다

정육 도매 
직영점의 
정성이 담긴 
요리

희소 부위도 
맛볼 수 있어 !

흑모 와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와규와 
일본술은 
최고의 궁합

A5 등급 흑모 와규를 중심으로 한 고기 요리
를 맛볼 수 있다 . 일본술은 항상 약 50여 종
을 준비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4-8
 슈와고탄다에키마에 레지던스 202
    17:00~24:00 무휴

 http://www.soregashi.jp/

Nikuryori Soregashi
고기 요리 전문점 소레가시

‘소레가시 로스트비프’2,000엔 
고기를 매우 얇게 썰어 입에서 살살 녹기 때문에 전
채 요리로 좋다 . 노른자를 섞은 간장 베이스 소스를 
사용 .

G-5

※ 본지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가격은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고기의 성지 고탄다 고기 요리로 유명한 전문점이 맛을 겨루는  
고탄다에서 손꼽히게 맛있는 고기를 맛보자 ! 진짜 유명한 곳은 

바로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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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손님이 몰려 
활기가 넘치는 인기 가게 . 낯선 사람
과 한 테이블에 앉는 것도 즐겁다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2-6-1
    16:30~23:30(마지막 주문 23:00)
 무휴

Yakiton Sakaba Kanesho
야키톤 사카바 가네쇼

소 한 마리에서 2인분밖에 나오지 않는 
소 혀뿌리 등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한 요
리가 인기인 고기 요리 전문점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25-5 마쓰무라 빌딩
     17:00~24:00(마지막 주문 23:00)
 토, 일, 공휴일 16:00~24:00(마지막 주문 23:00)
 무휴

 http://www.ushigoro-bambina.com/en/

USHIGORO Bambina Gotanda

우시고로 밤비나  
고탄다점

흑모 와규 전문 정육 도매상 ‘야자와 미
트’가 경영하는 스테이크 및 함박스테이
크 전문점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2-15-13
    11:00~15:00(마지막 주문 14:00) /
 17:00~23:30(마지막 주문 22:30),
 토, 일, 공휴일 11:00~23:30(마지막 주문 22:30)
 무휴

 http://www.kuroge-wagyu.com/my/

Meat Yazawa
미트 야자와

흑모 와규 숙성육이나 명품 돼
지고기 ‘도쿄 X’ 등을 수제 맥주 
및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15-6
    11:30~15:00 / 17:00~23:00,
 월~금 11:30~15:00 / 17:00~24:00,
 토, 일, 공휴일 11:30~23:00
 무휴

 http://www.butcher-nyc.com/gotanda.html

BUTCHER REPUBLIC UNITED

서서 먹는다는 ‘다치노미’
라는 이름과 달리 좌석이 
메인 . 매일 바뀌는 독창적
인 메뉴가 매력적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9-3
 리버라이트 빌딩 B1층
    18:00~24:00(마지막 주문 23:00)
 일요일

Tachinomi Todaka
다치노미 도다카

유명 곱창구이점 ‘마루미치’ 계열 점포 . 
오랜 거래처들을 바탕으로 일본산 흑모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4-8
    17:00~익일 2:00(마지막 주문 익일 1:00),
 토, 공휴일 17:00~24:00(마지막 주문 23:00)
 일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영업하고 월요일이 휴무)

 http://bistro-marumiche.com/

BISTRO marumiche
고기 비스트로 마루미체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대인기

‘야자와 콤보’ 3,480엔 
소 넓적다리 스테이크 
(100g)와 
함박스테이크 
(200g)를 
맛볼 수 있는 간판 메뉴 .

‘소고기 밥’1,000엔 
레어로 구운 2종류의 소
고기를 사용한 메뉴 . 차
조기 잎이 맛의 포인트가 
되어 준다 .

‘도쿄 X, 앵거스 소 , 소시지 모둠’4,500엔 
돼지고기 ‘도쿄 X’는 근섬유가 섬세하고 지방이 많아 부드럽고 입 안에서 살살 녹는다 .

‘우니 on 더 니타마고’ 
700엔 
성게알과 노른자의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손으로 들
고 맛보자 .

‘비프 브런치 코스’ 
1,389엔 
오스트레일리아산 소고기 허
벅살 스테이크에 샬리아핀 소
스를 곁들였다 .

‘프리미엄 우설’ 2,800엔 
우설 중에도 손꼽힐 정도로 

희소한 혀뿌리를 사용한 프리미엄 메뉴 .

‘호화로운 샘플러 ! 3종 세트’ 3,222엔 
생고기 (소 넓적다리 ), 숙성육 (허벅살 ), 마블링이 풍부한 소고기 3종 세트 . 
모두 일본산 흑모 와규 . 부위는 매일 변경 .

‘내장 꼬치구이’ 
(간 , 머리 100엔 , 막곱창 
160엔 ) 
합리적인 가격의 꼬치 요리
를 다양하게 제공 .소금과 
소스를 선택해 찍어 먹을 
수 있다 .

‘로스트비프’ 
1,300엔 
저온으로 구워 , 
촉촉하게 
익힌 소 넓적다리살은 
지방의 고소함이 일품 .

‘영계튀김 (100g) ’ 
186엔 
닭을 닭기름에 튀겨 질기지 않고 
깔끔한 맛으로 인기가 높다 . 식어
도 맛있어요 .

‘립 아이 스테이크 구이 초밥’ 500엔 
‘립 아이 스테이크 구이 성게알 초밥’ 900엔 
질 좋은 지방과 맛으로 유명한 립 아이 스테이크를 사용한 초밥 .  
풍부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맛 .

‘마루미체 소고기 도로마부시’  
722엔 
저온 조리한 흑모 와규의 마블링된 고기를 밥
에 얹어 소 꼬리 국물을 부어 먹는다 .

‘소 힘줄 토마토찜 (소 ) ’ 250엔 
부드럽게 익힌 소 힘줄과 토마토는 궁합
이 좋다 . 개업 때부터 인기 메뉴 .

상점가에서 조금 떨어진 메구로 강변에 있는 닭고
기 전문점 . 꼬치구이는 산책 중에 먹기에도 좋다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13-1
    9:00~19:00
일, 공휴일

 http://www.torinikuya.com/

Toriniku Shinanoya
도리니쿠 시나노야

‘꼬치구이’각 121엔 
껍질 , 정육 , 미트볼 , 간 , 파 꼬치 등이 있다 . 
달콤한 소스는 개업 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왔

다 .

숙성육을 
맛보고 싶다면 
여기로

닭고기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창작 요리로 
호평이 좋다

정육 도매 
직영점의 
정성이 담긴 
요리

희소 부위도 
맛볼 수 있어 !

흑모 와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와규와 
일본술은 
최고의 궁합

A5 등급 흑모 와규를 중심으로 한 고기 요리
를 맛볼 수 있다 . 일본술은 항상 약 50여 종
을 준비 .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1-4-8
 슈와고탄다에키마에 레지던스 202
    17:00~24:00 무휴

 http://www.soregashi.jp/

Nikuryori Soregashi
고기 요리 전문점 소레가시

‘소레가시 로스트비프’2,000엔 
고기를 매우 얇게 썰어 입에서 살살 녹기 때문에 전
채 요리로 좋다 . 노른자를 섞은 간장 베이스 소스를 
사용 .

G-5

※ 본지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가격은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고기의 성지 고탄다 고기 요리로 유명한 전문점이 맛을 겨루는  
고탄다에서 손꼽히게 맛있는 고기를 맛보자 ! 진짜 유명한 곳은 

바로 여기 ! 

65

G-1

G-2

G-3

G-7

G-6

G-8G-4



都営
三田
線

To
e

i 
M

it
a

 L
in

e

都営浅草線
Toei Asakusa Line

JR山手線
Yamanote Line

JR横須賀線
Yokosuka Line

東海道新幹線

Tokaido

 Shinkansen

東京モノレール
Tokyo Monorail

JR京浜東北線
Keihin-Tohoku Line

りんかい線
Rinkai Line

ゆりかもめ
Yurikamome Line

東急池上線
Tokyu Ikegami Line

Meguro Sta.

T
o

k
y
u

 M
e
g

u
r
o

 L
in

e

Takanawadai Sta.

高輪台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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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 Center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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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の科学館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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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馬場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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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anda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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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前駅

Togoshi Sta.

戸越駅

Oimachi Sta.

大井町駅

Samezu Sta.

鮫洲駅

Tachiaigawa

Sta.

立会川駅
Oi Keibajo Mae 

Sta.

大井競馬場前駅

Shinagawa 

Seaside Sta.

品川シーサイド駅

Omorikaigan

 Sta.

大森海岸駅

Omori Sta.

大森駅

Togoshi-koen Sta.

戸越公園駅

Nishi-Oi Sta.

西大井駅

Magome Sta.

馬込駅

Shimo-

shimmei Sta.

下神明駅

Tokyu Oimachi Line

東急大井町線

Nagahara Sta.

長原駅

Ebara-nakanobu Sta.

荏原中延駅

Hatanodai Sta.

旗の台駅

Ebara-machi Sta.

荏原町駅

Musashi-koyama Sta.

武蔵小山駅

Nishi-koyama Sta.

西小山駅

Senzoku Sta.

洗足駅

東急
目黒
線

Togoshi-ginza 

Sta..

戸越銀座駅

Nakanobu Sta.

中延駅

京急線
Keikyu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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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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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야마 공원

고텐야마

시나가와 포
구의 정박장

시나가와
하나카이도

옛 도카이도
주변지역

SHINAGAWA MAP

浜松町駅

目黒駅
品川駅

羽田空港

도쿄 모노레일 공항쾌속
최단 13 분

게이큐 에어포트 쾌속특급
최단 11 분

메구로 강변
벚꽃 가로수

시나가와
신사

시나가와
수족관

오이 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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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게재된 정보는 2019년 1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가격은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발행 시나가와구 2019년 3월

최신 정보를 체크해 즐겁고 쾌적하게 시나가와를 돌아보자 !

공유 자전거　원하는 장소에서 대여 , 반납 가능 !

시나가와 구내를 포함해 도쿄도 
10 구의 모든 자전거 거치소에서 
자전거 대여 , 반납이 가능하다 . 단
거리 이동이나 산책에 편리하다 .

자전거 쉐어링

https://docomo-cycle.jp/tokyo-project/ko_index.html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각종 가이드맵 및 리플
릿 등을 받을 수 있다 . 
다언어를 지원하는 디
지털 사이니지도 이용
할 수 있다 .

 시나가와구 오이 1-14-1 
     오이 1초메 공동빌딩 1F
 9:30～17:00 Shinakan PLAZA

시나칸 PLAZA

시나가와구 관광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 !

검색

최신 정보를 체크해 즐겁고 쾌적하게 시나가와를 돌아보자 !

시나가와구가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시나가
와구 공공시설과 주요 역,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접속 시 포털 사이트 및 인증화면은 다언
어를 지원한다(영어, 간체자, 번체자, 한국어).

http://www.city.shinagawa.tokyo.jp.k.ke.
hp.transer.com/PC/kuseizyoho/kuseizyoho-
siryo/kuseizyoho-siryo-free_wifi/index.html

시나가와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관광 장소와 모델 코스, 잘 알려지지 않
은 먹거리와 이벤트 정보 등 시나가와의 최신 정보를 전해준다. (영어, 간체자, 번체
자, 한국어 지원)

https://shinagawa-kanko.or.jp/?lang=ko

⃝ 시나가와 무료 
    와이파이

⃝시나가와 관광협회

웹사이트 ·SNS애플리케이션

무료 와이파이
관광 스폿이나 축제 등 즐거운 
동영상이 공개중.

https://www.youtube.com/channel/
UCMN09zoRT10ss1nnjZ64vjg

⃝시나가와 관광협회 유튜브

사진 찍기 좋은 시나가와의 매력
을 알린다.

https://www.instagram.com/
shinagawonder/

⃝ shinagawonder
    인스타그램

전통과 최신 문화가 어우러진 도쿄, 시나가와의 체험·관광 정보를 소개한다.

http://bit.ly/2CgK5rr

⃝ JAPAN TRAVEL
      ( 시나가와 특설 홈페이지 )

시나가와 관광 스폿, 문화재, 촬영지 등 
AR(확장 현실) 기능을 이용해 
소개하는 거리 산책 애플리케
이션. 본문과 음성 가이드는 영
어, 간체자, 번체자, 한국어를 
지원한다.

https://home.shinagawa.kokosil.net/ko/

⃝

Meguro sta.

Hamamatsuchō sta.

Shinagawa sta.

Haneda Air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