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정보는 2021년 12월 현재 정보입니다.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영업시간 정기휴무일

우메조노 화과자 9:00-19:00
수요일,

제3목요일

아르티자노 베이커리 & 카페 7:00-19:00 비정기 휴무

벤 레스토랑 11:45-14:00(L.O),18:00-21:00(L.O) 화요일,수요일

쿠라 고헤 떡, 덴가쿠, 무기토로 등 일본 정식 11:00-13:30(L.O) 일요일

마쓰쇼 도노 지역의 향토음식 등 예약제(0572-22-5195) 비정기 휴무(Reservation required)

나카야도리 스시, 이자카야 11:00-14:30,17:00-22:00 수요일

사와센 가이세키(일본 전통 음식), 뱀장어 11:30-14:30(L.O),17:00-20:00 수요일

이자와 수타 메밀면, 메밀면 가이세키(일본 전통 음식)
평일 11:30-15:00(L.O)

         17:00-21:30(L.O)
화요일

야마요네 화과자 8:30-18:30
수요일,

제3화요일

카페 히시야 문구점 카페 & 문구 9:00-17:00 일요일, 공휴일

리엣토 카페 카페 7:30-19:00(L.O18:00) 수요일

타네오마쿠 남인도 정식 11:00-15:00 비정기 휴무

영업시간 정기휴무일

카네요 도지칸 그릇·도자기그림 액자·일본 잡화 10:00-17:00 비정기 휴무

오리베 우쓰와테이 그릇·일본 잡화·가구 10:00-17:30 무휴

에이카 도엔 모모야마 도기·오리베·시노·아카에 9:00-18:00 비정기 휴무

이리제 앤티크 11:00-17:00 비정기 휴무

하나타로 상점 잡화 11:00-16:00 비정기 휴무

미노 도예 협회 갤러리 그릇·갤러리 10:00-16:00 월요일,수요일

치유구라/아트리에 라겐 의류 10:00-17:00 무휴

야마마쓰 그릇 가게 10:00-17:00 비정기 휴무

산카쿠야 골동품·앤티크 12:00-17:00(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평일

기모노도코로 미카와야 일본전통옷·일본 소품 10:00-18:00
제1화요일、제3화요일、
수요일

루어샵 안도 낚시점 10:00-20:00 월요일,제3화요일

그릇가게 야마토야 일본, 서양 식기 10:00-17:00 비정기 휴무

옛 미술·센 갤러리 12:00-17:00 화요일, 수요일

오코치 옛 미술점 옛 민구·옛 의복류 10:00-17:00 수요일

쓰나구 품질을 추구한 생활도구점 11:00-18:00 화요일

이즈쓰 일본 식기 전문점·일본 잡화 10:00-17:00 무휴

야마노하나 도기·편집샵 12:00-20:00 월요일

마르토 미즈노 그릇 가게 9:30-18:00 비정기 휴무

영업시간 정기휴무일
코야 카페 카페
콘가리코 구운 과자
쿠모 도자기
흐이유 타일 액세서리·의류·잡화
시가쓰 상점 도자기·잡화
펫 클로젯30 애완동물 의류·잡화 전문점
원 룸 헤어 컬러 전문샵(예약제090-6964-0012)
투티 샌드 블래스팅 유리 공방·샵
앤티크 키단 쇼와 복고풍·앤티크샵
코코네 점술 살롱(예약제090-1275-0870)
타마유라 마사지
프라이베이트 키친 대여 키친·요리교실 등

영업시간 정기휴무일

앨리 캣 카페 레스토랑·바

혼마치 도카텐 NRB본점 도기·잡화

스인＊NRB본점 잡화·의류

포차이 아시안 릴랙세이션(예약제090-3858-1135)

영업시간 정기휴무일

다지미 PR 센터 관광안내·기념품 10:00-18:00 연말연시

옥스 도예 기재 10:00-18:00 연말연시

미노야키가게 마루고 이즈쓰 미노 도예 10:00-17:30 연말연시

혼마치 도카텐＋스인 도기 및 잡화
평일 10:00-17:30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10:00-18:00
연말연시

우쓰와야 다지미 미노야키(도자기)
평일 10:00-17:30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10:00-18:00
연말연시

다지미시 문화공방 갤러리 보이스 10:00-18:00 수요일

박물관 다지미 쇼닌 모노가타리 10:00-18:00 수요일

카페 ·　　　식당 ·　　　과자점 등

도기점 · 갤러리 · 　　　샵

점포 정보

점포 정보

점포 정보

옛민가 코야코야

점포 정보

내로 로드 빌딩

점포 정보

도토 소조칸

(평일)

Café 9:00-15:00

Shop 10:00-16: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Café 9:00-16:00

Shop 10:00-17:00

수요일,

第2화요일

(일요일,월요일)

Café 10:30-15:45

Shop 10:00-16:00

(수요일-토요일)

Café 10:30-21:30

Shop 10:00-16:00

화요일

이곳 혼마치는 메이지 시대(1868-1912년)부터 쇼와 시대(1926-1989년) 초기에 걸쳐 미노야키 도자기 도매상 건물이 줄지어 늘어섰던, 다지미의 상업

중심지로서번영한거리. 미노야키를일본각지로운반하는마차와인력거가거리를분주하게오갔다고합니다.

1900년에 다지미~나고야간 철도가 개통된 이후, 주문을 받느라 커다란 견본 가방 안에 미노야키를 가득 챙긴 도기 상인들이 철도를 이용해 일본 각지를 찾아

다녔고, 현재 미노야키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혼마치에는 번창했던 당시 모습을 방불케 해주는 옛 창고나 상가(商家)들이 남아있어, 이

건물들을활용한도시조성이추진되고있습니다.

점포정보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