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6 미츠이 가든 호텔 긴자5초메  338실 11/22 미츠이 가든 호텔 진구가이엔 도쿄 프리미어  362실
12/24 렘플러스 긴자  238실호텔 오픈 정보

미나미마치다에 그랑베리 파크 탄생
도큐덴엔토시선 미나미마치다역이 미나미마치다그랑베리파크역으로 이름을 바꾸어, 11월 13일에 
역 직결 대형 상업 시설 그랑베리 파크가 탄생한다. 약 230개 점포가 들어설 예정. 같은 구역 내에, 
Snoopy Museum Tokyo도 12월에 개관한다.
      미나미마치다역(미나미마치다그랑베리파크역)(도큐) 
gbp.minamimachida-grandberrypark.com
www.snoopymuseum.tokyo/en/

©Machida City / TOKYU CORPORATION

새로운 SHIBUYA PARCO 
11월 22일, 패션 및 잡화 상점, 레스토랑, 극장 등 약 180개의 점포가 출점하여 
재오픈. Pokémon Center SHIBUYA와 닌텐도 직영점 Nintendo TOKYO 
등도 출점한다. 
     
shibuya.parco.jp/

©2019, Takenaka Corporation

SHIBUYA FUKURAS 11월부터 순차 개업 
시부야역 서쪽 출구에 오픈하는 18층짜리 신 복합시설. 숍과 레스토랑 
이외에도 노선버스와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수하물 
보관소, 관광 안내 등의 기능을 갖춘 관광 
지원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시부야 지역에서 가장 높은 47층짜리 대규모 복합시설인 SHIBUYA SCRAMBLE SQUARE가 11월 1일에 
개업한다. 일본 최대급 옥상 전망 공간을 갖춘 전망 시설 SHIBUYA SKY에서는 스크램블 교차로와 도쿄 타워, 
후지산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지하 2층부터 14층까지 212개의 
숍과 레스토랑, 카페 등이 출점한다.
www.shibuya-scramble-square.com/

신 랜드마크, 역 직결 
SHIBUYA SCRAMBLE SQUARE

©Shibuya Station district co-developer

이번 호의 토픽
이번 호의 토픽점점 더 새로워지는 시부야

     시부야역(JR, 지하철, 도큐, 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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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잡화점이나 카페가 모여있는 지유가오카.
 시부야에서 도큐도요코선(급행)으로 10분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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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안

katakana

시부야↑

지유가오카�백화점
(p.4를�확인)

TODAY’S SPECIAL

six

지유가오카 
공원

NATURAL KITCHEN &

다이잔�셩지엔점

CONANA 

MAGIE DU CHOCOLAT 
(p.2를�확인)

　　　 : VISA 등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로도 엔화 현금인출이 
가능한 ATM 설치장소

　: 우체국 내 ATM          : 편의점 내 ATM   
※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는 각 점포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지유가오카

        NATURAL KITCHEN & 
그릇, 법랑, 일본 식기 등 키친 용품을 비롯해 수납함, 
인테리어 용품, 액세서리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잡화점.
www.natural-kitchen.jp/

        six
특별한 문방구를 주로 취급하는 잡화점. 유럽을 중심으
로 한 해외 문구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선별한 포스트 
카드나 시계, 액세서리 등도 풍부하다.
sixpresssix.jp/

        katakana
‘일본의 멋을 모아놓은 기념품숍’이 컨셉트인 잡화점. 
일본 전국에서 후지산 굿즈나 핸드메이드 작가 브로치, 
문방구, 전통 공예품 등이 모여 있다. 
katakana-net.com/

        TODAY’S SPECIAL 
그릇이나 식품, 의료품, 책, 식물 등, 다양한 생활도구가 
나열된 편집숍. 카페·레스토랑 TODAY’S SPECIAL 
KITCHEN도 있다.
www.todaysspecial.jp/

d e

f g

음식 가이드

         다이잔 셩지엔점
상하이 명물 구운 샤오롱바오가 인기인 가게. 겉면을 
씹는 순간 육즙이 넘쳐 흐르는 구운 샤오롱바오(3개 
360엔) 외에도, 국물 없는 탄탄면(650엔), 중화죽
(600엔) 도. 테이크 아웃도 OK.
www.taizan-shengjian.com/main/

c

         CONANA
사계절 식재료와 특제 다시
를 사용하는 일식 파스타 전
문점. 대표 메뉴는 ‘명란과 
멸치 노자와나’(980엔), 
‘CONANA 두유 카르보나
라’(1,230엔) 등.
www.conana-jp.com/
shoplist/meguro-jiyugaoka/

b

         고소안
90년 전에 세워진 일본 가옥을 개축한 카페. 안뜰의 
경치 또한 일본의 민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말차
(화과자 세트)(850엔), 안미쓰(850엔) 등.
kosoan.co.jp/

a

도보 8분

도보 4분

산책 모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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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지유가오카역 

katakana 

고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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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산책

상점 내 카페가 함께 있는 
Bean to Bar 초콜릿 
전문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입 크기의 봉봉 
쇼콜라, 반숙 초콜릿 
케이크인 마지뒤 쇼콜라 
등. 은은한 쓴맛의 카카오 
소프트크림도 인기다. 
      지유가오카역(도큐)

   MAGIE DU CHOCOLAT
www.magieduchocolat.com

마지뒤 쇼콜라(가나 63) 
460엔

카카오 소프트크림 620엔

5

메구로강변에 있는 34석 카페 스페이스를 병설한 팩토리. 에클레어와 초콜릿 드링크
(550엔, 세금별도) 등을 맛볼 수 있다. 오리지널 디자인의 일본 전통 종이로 포장한 
초콜릿 바는 선물용으로 추천한다.
     나카메구로역(도큐)

    green bean to bar 
CHOCOLATE
greenchocolate.jp/

초콜릿 바 1,500엔～(세금별도)
에클레어 500엔(세금별도)

4

1986년에 덴마크에서 탄생한 100% 오가닉 초콜릿 브랜드 초콜릿 
랩&카페. 메렝게 크림을 초콜릿으로 코팅한 덴마크 전통 과자 
‘크림키스’를 맛볼 수 있다.
     오모테산도역(지하철)

    Summerbird ORGANIC
www.summerbird.jp/

크림키스 660엔

3

카카오콩의 로스팅부터 모든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본격적인 초콜릿 전문점. 점내에
서는 직접 생산한 코코아를 사용한 빈투코코아와 파르페(가격은 계절에 따라 변동), 
선물용으로는 니혼슈 닷사이를 사용한 ‘닷사이 쇼콜라’를 추천한다.
      도쿄역(JR, 지하철), 오테마치역(지하철), 
니주바시마에 〈마루노우치〉 역 (지하철)

   쇼콜라티에 팔레도르 도쿄
www.palet-dor.com/index.html

빈투코코아 
1,500엔(세금별도)

닷사이 쇼콜라(6개입)
 2,300엔(세금별도)

2

1층은 초콜릿 팩토리와 스탠드, 2층은 카
페와 워크숍 스페이스를 병설. 제조 공정을 
가까이서 보면서 하우스 핫 초콜릿과 브라
우니 바이트 플라이트 등을 맛볼 수 있다.
     구라마에역(지하철)

   Dandelion Chocolate, 
Factory & Cafe Kuramae
dandelionchocolate.jp/

하우스 핫 초콜릿 638엔
(테이크 아웃 626엔)

브라우니 바이트 플라이트 693엔
(테이크 아웃 680엔)

©Dandelion Chocolate Japan

1

신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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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메구로
지유가오카

시부야

아키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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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카오콩이 초콜릿이 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자사에서 행하는 Bean to Bar 초콜릿 전문점과 
초콜릿을 사용한 다채로운 메뉴가 매력적인 카페 등 
도쿄의 유명 초콜릿스토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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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가오카역 앞에 있는 ‘지유가오카 백화점’은 2
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최초로 ‘백화점’으로 불린 

시설이다. 지상 4층, 지하 1층의 좁고 긴 빌딩 안은 시장이나 상점가와 
비슷한 분위기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지유가오카와는 정반대. 외관은 
새롭게 재단장되었지만, 패션, 잡화, 안티크, 음식 등의 점포가 가득 
들어서 있어 그리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가끔은 이런 지유가오카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편집후기
◆그 외의 축제, 이벤트는 
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GO TOKY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tokyo.org/kr/ 

이벤트 달력

일정 / 명칭 장소 내용
9/21～11/17
바스키아전 메이드 인 재팬

모리 아트 센터 갤러리(롯폰기힐즈)
     롯폰기역(지하철), 아자부주반역(지하철)

20세기 미술의 최대 거장 중 한 사람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한 장 미셸 바스키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약 130점의 회화, 드로잉, 입체작품, 영상작품이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   www.basquiat.tokyo

이데미쓰 미술관
     유라쿠초역(JR, 지하철), 히비야역(지하철)

11/23～2020/2/2
야키모노 입문
-색채, 문양, 조형을 즐기다

만 6천년 전 조몬시대의 원시적인 토기에서 시작하여 중국 및 조선의 기술을 받아들여 
발전하고, 이후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양식미를 탄생시킨 일본 도예사를 
살펴본다.   idemitsu-museum.or.jp/en/

◆11/19～2020/3/29
미래와 예술전(가제)
@모리미술관 
www.mori.art.museum/en/exhibitions/
future_art/index.html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등 최신 과학 기술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예술 및 디자인, 건축 작품을 전시하여 
가까운 미래의 인간상과 라이프 스타일,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전시회.
          당일권: 미정
     롯폰기역(지하철), 아자부주반역(지하철)

Bjarke Ingels and Jakob Lange
The Orb  2018

◆11/2～2020/2/24
특별전 미라~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국립과학박물관 
www.tbs.co.jp/miira2019/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미라부터 자연스럽게 미라가 된 것까지, 이집트, 유럽, 
남미 등 세계 각지의 미라가 한곳에 모이는 전시회.
          당일권: 1,700엔
     우에노역(JR, 지하철), 게이세이우에노역(게이세이)

◆10/14～11/24
즉위 기념 특별전 ‘쇼소인의 세계-황실이 계승해 온 미-’
@도쿄국립박물관 헤이세이관 
artexhibition.jp/shosoin-tokyo2019/outline-en/
아스카, 나라시대(7～8세기)의 국제적인 조형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쇼소인 
보물과 호류지 헌납 보물을 동시에 공개한다. 전기(10/14～11/4), 후기(11/6
～11/24) 전시 교체 있음.

          당일권: 1,700엔
     우에노역(JR, 지하철), 
게이세이우에노역(게이세이)

픽업 이벤트

◆11/15～12/1
진구가이엔 은행나무 축제@메이지진구가이엔 
www.jingugaien-ichomatsuri.jp/
아오야마도리에서 쇼토쿠기념회화관 방향으로 약 
300미터 간 이어지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도쿄를 
대표하는 단풍 명소. 이곳에 길게 늘어선 포장마차
는 가을 풍경을 대표하는 풍물시다.
      시나노마치역(JR), 아오야마잇초메역(지하철)

SETAGAYA

◆11/7, 8, 19, 20
하나조노신사 오토리마쓰리@하나조노신사 
www.hanazono-jinja.or.jp/
상업 번성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 ‘도리노이치’ . 
행운을 가져준다는 복갈퀴 가게와 공연단의 무대 
등이 마련되어 있다. 경내를 비추는 1,000개 이상
의 봉납 등롱도 볼거리다.
     신주쿠산초메역(지하철), 신주쿠역(JR, 지하철, 
오다큐, 게이오)

◆10/24～11/4
도쿄 라멘 쇼 2019
@고마자와 올림픽 공원 
www.ramenshow.com/ 
일본 최대급 야외 라멘 이벤트. 일본 각지의 지역 
라멘,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리지널 라멘 등 
36개의 라멘이 한자리에 모인다. 입장 무료. 라멘과 
교환할 수 있는 티켓 1장 880엔. 
      고마자와다이가쿠역(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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