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 스위트

여행을 해서라도 먹고 싶다!

고베에서 꼭 먹어야 할 특선 스위트

고베의 역사는 서양식 제과제빵의 역사

전 통 있 는
베 이 커 리

FREUNDLIEB이쿠타점
고베시 주오구 이쿠타초 4-6-15
[영업시간]10:00-19:00
(카페 마지막 주문:18:30)
[휴무일]수요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목요일 휴업)
[교통편]JR산노미야 역에서 도보 15분
☎ +81-78-231-6051
http://freundlieb.jp/

Pâtisserie Mont Plus
고베시 주오구 가이간도리 3-1-17
[영업시간]10:00-19:00
[휴무일]화요일
[교통편]JR모토마치 역에서 도보 5분
☎ +81-78-321-1048
http://www.montplus.com/

프랑스 현지의 맛 그대로

다채 로 운 과 일 을 사 용 한 상쾌한 스위트

patisserie AKITO
고베시 주오구 모토마치도리 3-17-6 白山 (시로야마)빌딩1F
[영업시간]10:00-19:00(카페 마지막 주문: 18:30)
[휴무일]화요일
[교통편]JR모토마치 역에서 도보 5분
☎ +81-78-332-3620 http://kobe-akito.rd.shopserve.jp/

엄선된 재료로 만든 고급 프랄린

Yasuhiro Seno KOBE
고베시 주오구 고코도리 2-1-26 M&C빌딩1F
[영업시간]11:00-19:00
[휴무일]월요일
[교통편]JR산노미야 역에서 도보 15분
☎ +81-78-862-1890
http://www.yasuhiroseno-ko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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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 스위트 맛집 찾기

고베를

대표하 는 최고 급 스위트
Chocolat Republic Gallery Cafe
고베시 주오구 야마모토도리 2-1-4
[영업시간]11:00-21:00(마지막 주문20:00)
[휴무일]부정기
[교통편]JR산노미야 역에서 도보 7분
☎ +81-78-272-5807
http://www.chocolat-repub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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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ier La Pierre Blanche
고베시 주오구 시모야마테도리 4-10-2
[영업시간]10:00 - 19:00
(일요일,공휴일은 18:00까지)
[휴무일]화요일 및 한 달에 한 번 부정기 휴업
[교통편]JR모토마치 역에서 도보 3분
☎ +81-78-321-0012
http://pbchocolat.blog.fc2.com/

깊 은

초 콜 릿 의

매 력

TOOTH TOOTH maison 15th

클래식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고베시 주오구 나니와마치15 구고베거류지15번관
[영업시간]11:00 - 23:00(마지막 주문:런치15:00, 코스 요리 21:30, 디너 22:00)
[휴무일]부정기
[교통편]JR산노미야역 도보 10분
☎ +81-78-332-1515
http://www.toothtooth.com/patisserie/

런치&디저트

오랫동안 사 랑 받고 있는 스위트

혼타카사고야 모토마치 본점

Juchheim 고베 모토마치 본점

고베 후게쓰도 본점

고베시 주오구 모토마치도리 3-2-11
[영업시간]10:00-19:00
[휴무일]1/1
☎ +81-78-331-7367
http://www.hontaka.jp/

고베시 주오구 모토마치도리 1-4-13
[영업시간]10:00-20:00
(2층 카페 마지막 주문:19:30)
[휴무일]수요일(공휴일은 영업)
☎ +81-78-333-6868
http://www.juchheim.co.jp/

고베시 주오구 모토마치도리 3-3-10
[영업시간]10:00-19:00
(1층 카페 마지막 주문:18:00)
[휴무일]1/1, 월요일(1층 카페)
☎+81-78-321-5598
http://www.kobe-fugetsudo.co.jp/

Caffarel 고베 기타노 본점
고베시 주오구 야마모토도리 3-7-29
고베토어로드 빌딩1층
[영업시간]11:00-19:00 (마지막 주문: 18:00)
[휴무일]화요일(12월～ 3월, 황금연휴는 무휴)
[교통편]JR산노미야 역에서 도보 10분
☎ +81-78-262-7850
http://www.caffarel.co.jp/

세계의 초콜릿 애호가들을 매료 시키는 맛

Lʼ AVENUE
고베시 주오구 야마모토도리 3-7-3
유토피아토아 빌딩1층
[영업시간]10:30-19:00
(일요일, 공휴일은 18:00까지)
[휴무일]수요일(화요일 부정기)
[교통편]JR산노미야 역에서 도보 13분
☎ +81-78-252-0766 http://lavenue-hirai.com/

커스터드 크림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인기 많은 슈크림

Est Royal 난킨마치 본점
고베시 주오구 사카에마치도리 1-3-16
[영업시간]10:00-19:00(매진되는 대로 종료)
[휴무일]월요일(공휴일일 경우는 다음날)
[교통편]JR모토마치 역에서 도보 3분
☎ +81-78-391-5063
http://www.estroyal.co.jp/

참신하고 기발한 시각 미를 더한 스위트

mamaʼs selection
MOTOMACHI CAKE
고베시 주오구 모토마치도리 5-5-1
[영업시간]8:30-19:00
[휴무일]부정기
[교통편]지하철 미나토모토마치 역에서 도보 3분
☎ +81-78-341-6983

어떤 스위트와도 비교할 수 없다
오랫동안 고베에서 사랑 받는 일품

전통적 + 혁신적인 스위트

Pâtisserie GRÉGORY COLLET
고베・모토마치 본점
고베시 주오구 모토마치도리 3-4-7
[영업시간]10:30-19:30
[휴무일]수요일(공휴일은 영업)
[교통편]한신 모토마치 역에서 도보 5분
☎ +81-78-326-7511
http://www.gregory-collet.com/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치즈 케이크

고베 서양식 과자Bocksan
고베시 주오구 산노미야초 2-6-3
[영업시간]11:00-20:00
카페～ 19:30(마지막 주문:19:00)
[휴무일]없음
[교통편]JR산노미야 역에서 도보 5분
☎ +81-78-391-3955
http://www.bocksun.com/

행복하게 해주는 고베 스위트
만족도
100%

아침에 딴 신선한 과일을 사용

Pâtisserie de paris À très bientôt
고베시 니시구 젠카이미나미마치 2-12-15
룸즈가쿠엔키타마치 1층
[영업시간]10:00-19:00, (카페 11:00-17:00)
[휴무일]월요일, 셋째 화요일
[교통편]고베 시영 지하철 세이신 야마테선 이카와다니 역에서 도보 5분
☎ +81-78-939-2511 http://atresbient.exblog.jp/

sweets café Riche

고베시 스마구 스마우라도리 4-1-19
[영업시간]11:30-17:00
[휴무일]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교통편]JR 스마 역에서 도보 3분
☎ +81-78-731-1345

부드러운 식감의 수제 타르트

항상 새로운 맛을 추구한다

pâtissier Nishikawa Kenji
고베시 스마구 다이노하타와카바야시 9-7
[영업시간]11:00-19:00
[휴무일]화요일, 수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업)
[교통편]고베 시영 지하철 세이신・야마테선 묘호지 역에서 버스로 10분
☎ +81-78-743-0015 http://patissier-nishikawa.com/

신 감 각

쇼 트

케 이 크

Agricole
고베시 다루미구 가스미가오카 5-1-26
[영업시간]10:00-19:00
[휴무일]부정기
[교통편]JR다루미 역에서 도보 15분
☎ +81-78-754-9055
http://agricole1.jimdo.com/

impression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 2-2-5
[영업시간]10:00-20:00(마지막 주문:19:30)
[휴무일]1/1
[교통편]한큐 미카게 역에서 도보 3분
☎ +81-78-856-4600

계절을 느끼게 하는 프랑스 과자

Mikage Yamate Roll

감 동 적 인

바 삭 바 삭
미카게타카스기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 1-14-31
[영업시간]10:00-20:00 [휴무일]없음
[교통편]한큐 미카게 역에서 도보 10분
☎ +81-78-856-7455
http://www.myr24.com/

식 감
미 루 피 유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 2-4-10-101
[영업시간]10:00-20:00 [휴무일]부정기
[교통편]한큐 미카게 역에서 도보 3분
☎ +81-78-811-1234
http://mikage-takasugi.com/

소재의 풍미를 맛볼 수 있는 롤케이크

힐 링 타임

과자 명인의 아트리에

SECESSION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 2-8-7
[영업시간]10:00-19:00
[휴무일]없음
[교통편]한큐 미카게 역에서 도보 3분
☎ +81-78-854-2678
http://www.kobe-nishimura.jp/s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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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Tea Room MANOR HOUSE MOTOYAMA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모토야마키타마치2-15-3
[영업시간]11:00-18:00(마지막 주문: 17:30)
토.일.공휴일은～ 19:00(마지막 주문: 18:30)
[휴무일]없음
[교통편]한큐 오카모토 역에서 도보 10분
☎ +81-78-441-0041

티 타임에 안상맞춤인 스위트

푹신하고

촉촉한
쉬폰케이

크

神戶 Chiﬀon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오카모토 4-4-9
[영업시간]10:00-18:00
[휴무일]부정기
[교통편]한큐 오카모토 역에서 도보 10분
☎ +81-78-452-0149
http://www.kobe-chiffon.co.jp/

LʼATELIER DE MASSA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오카모토 4-4-7
[영업시간]10:00-19:00 (마지막 주문: 18:30)
[휴무일]화요일, 부정기
[교통편]한큐 오카모토 역에서 도보 10분
☎ +81-78-413-5567
http://www.latelier-massa.com/

대담하고 섬세한 스위트

맛의

ㅤ

추 억 이 ㅤ 고베 여행의 ㅤ 추억이 된 다

Lʼaccent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오카모토 5-1-1
[영업시간]11:30-19:00
[휴무일]부정기
[교통편]한큐 오카모토 역에서 바로
☎ +81-78-412-3502
http://lacc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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