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일람 ( 2017 년 2 월말 시점 )
점명 자리수 전화 번호  주소 

돈의 창고   신주쿠 동쪽 출구총본점 300 03-5360-6340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３－３６－１２

돈의 창고 　이케부쿠로 서쪽 출구 본점 203 03-5979-6480 도쿄도 토시마구 니시케부쿠로　１－２３－６

돈의 창고 쵸후 역전점 134 0424-40-2190 도쿄도 쵸후시 후다　１－３９－１

돈의 창고　아베의 아폴로점 180 06-6630-4790 오사카부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베노스지　１－５－３１

돈의 창고　차의 수점 195 03-5283-2530 도쿄도 치요다구 간다 스루가다이　２－４

돈의 창고　우라야스 역전점 126 047-306-3161 지바현 우라야스시 토우다이지마　１－１－２２

돈의 창고　요코스카추오 동쪽 출입구점 241 0468-28-5750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와카마츠쵸　２－４

돈의 창고　요코하마니시구 츠루야쵸점 143 045-412-2470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츠루야쵸２－１５－３

돈의 창고　요코하마상철구 2호점 221 045-317-4750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미사이와이１－５－２７

돈의 창고　요코하마상철구점 167 045-412-2460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미사이와이２－１５－１

돈의 창고　쿄우하시 북쪽 출입구점 108 06-6755-4620 오사카부 오사카시 미야코지마구 히가시노다3-9-10

돈의 창고　긴시초 북쪽 출입구점 116 03-5819-5190 도쿄도 스미다구 킨시2-5-8

돈의 창고　에비스점 136 03-3780-5760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니시１－１３－２

돈의 창고　모토스미요시점 136 044-431-3231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 나카하라구 키즈키2-6-3

돈의 창고　다카다노 바바 역전점 160 03-5292-1790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 바바１－３４－８

돈의 창고　모리구치시 역전점 118 06-6995-5351 오사카부 모리구치시 혼쵸1-5-8

돈의 창고　아키하바라 쇼와토리점 144 03-5207-6820 도쿄도 치요다구 칸다사쿠마쵸1-24

돈의 창고　아키하바라 중앙구점 184 03-3526-6741 도쿄도 치요다구 칸다이오이쵸

돈의 창고　아키하바라점 186 03-5289-7851 도쿄도 치요다구 소토칸다１－１８－１８

돈의 창고　시부야 109전점 Part1 122 03-3461-2150 도쿄도 시부야구 우다가와쵸２６－２　

돈의 창고　시부야 센터가점 132 03-5456-8290 도쿄도 시부야구 우다가와쵸１３－１１

돈의 창고　시부야 우다가와쵸점 144 03-5728-5350 도쿄도 시부야구 우다가와쵸３２－１５　

돈의 창고　시부야역 심미나미구점 182 03-5778-9290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3-28-7

돈의 창고　시부야 사쿠라가오카점 226 03-5457-7060 도쿄도 시부야구 사쿠라가오카마을１６－１３

돈의 창고　시부야 동쪽 출입구 2호점 195 03-5778-4740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１－１２－４

돈의 창고　시부야 동쪽 출입구점 159 03-6418-5291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1-14

돈의 창고　쇼난다이점 96 0466-44-5511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쇼난다이2-4-4

돈의 창고　우에노 아사쿠사구점 129 03-5806-9471 도쿄도 타이토구 우에노７－２－５

돈의 창고　우에노 츄우오토리점 190 03-5807-9601 도쿄도 타이토구 우에노４－８－６

돈의 창고　시나노마치점 109 03-5368-2461 도쿄도 신주쿠구 시나노마치34-1

돈의 창고　신주쿠 가부키쵸점 243 03-5286-6640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쵸１－１６－６　

돈의 창고　신주쿠 3초메점 120 03-5367-3188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３－６－７

돈의 창고　신주쿠니시구치 2호점 92 03-5321-6230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１８－１３

돈의 창고　신주쿠니시구치 역전점 172 03-5909-3481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1-4-1

돈의 창고　신주쿠니시구치총본점 153 03-5909-4980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１４－１

돈의 창고　신주쿠니시구치대가이드점 348 03-5348-3581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７－１－７

돈의 창고　신쥬쿠 도리점 155 03-5363-5120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３－１８－４

돈의 창고　신주쿠 동쪽 출구점 129 03-5366-4861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３－３５－１８

돈의 창고　신주쿠 야스쿠니 도리 2호점 181 03-5286-6380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쵸1-1-19

돈의 창고　신주쿠 야스쿠니 도리점 86 03-5155-8490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쵸１－１７－２

돈의 창고　신오오쿠보점 95 03-5332-7901 0 도쿄도 신주쿠구햐쿠닌쵸2-4-2

돈의 창고　니시카사이점 108 03-5679-5119 도쿄도 에도가와구 니시카사이

돈의 창고　니시신주쿠점 136 03-5339-0190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３－２－７　

돈의 창고　아카바네 역전점 148 03-5939-4250 도쿄도 키타구 아카바네１－１４－１

돈의 창고　지바 동쪽 출입구 역전점 255 043-202-2360 지바현 지바시 츄우오구 후지미２－１－１

돈의 창고　가와사키역앞점 249 044-221-2320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에키마에혼쵸７－４

돈의 창고　후나바시점 129 047-409-5088 지바현 후나바시시 혼쵸4-44-1

돈의 창고　오이마치 동쪽 출입구 역전점 148 03-5783-1390 도쿄도 시나가와구 동오오이５－３－７

돈의 창고　오미야 은방울 꽃 대로점 123 048-650-9860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오카도마치

돈의 창고　오미야니시구점 143 048-650-6580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사쿠라기초１－８－３

돈의 창고　오미야 동쪽 출입구 역전점 121 048-658-1350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오카도마치１－６６

돈의 창고　이케부쿠로 선샤인 거리점 241 03-5911-9961 도쿄도 토시마구 동이케부쿠로１－２１－１１

돈의 창고　이케부쿠로 서쪽 출구 메트로폴리탄전점 114 03-5960-6330 도쿄도 토시마구 서이케부쿠로1-10-1

돈의 창고　이케부쿠로 서쪽 출구점 111 03-5911-0040 도쿄도 토시마구 서이케부쿠로１－２４－１

돈의 창고　이케부쿠로 동쪽 출입구점 210 03-5957-2690 도쿄도 토시마구 동이케부쿠로1-39-4

돈의 창고　이케부쿠로 메이지 도리점 155 03-5911-0211 도쿄도 토시마구 남이케부쿠로１－２１－５

돈의 창고　쟈야마치점 194 06-6292-8770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쟈야마치２－１６

돈의 창고　츠다누마점 118 047-403-3480 지바현 후나바시시 마에바라서２－１３－２３

돈의 창고　닛포리 역전점 195 03-5850-3850 도쿄도 아라카와구 서닛포리２－１９－７

돈의 창고　우메다 히가시도리리점 94 06-6131-2270 오사카부 오사카시 키타구 도우야마쵸17ー21

돈의 창고　카시와히가시구점 200 04-7160-2250 지바현 카시와시 카시와１－４－３

돈의 창고　후츄점 230 042-354-6570 도쿄도 후츄시 미야니시쵸１－３－３

돈의 창고　혼아쓰기역앞점 181 046-297-7560 가나가와현 아츠기시 나카초２－２－８

돈의 창고　메구로점 154 03-5792-5760 도쿄도 시나가와구 카미오오사키２－１５－２０

달의 우   사이타마 신도심점 290 048-600-0570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키시키쵸４－２６２－１８

달의 우   아키하바라점 187 03-5289-9630 도쿄도 치요다구 소토칸다１－１８－１８

달의 우   신주쿠 팔레트점 250 03-5325-6008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１－１

달의 우   지바 동쪽 출입구점 311 043-223-6900 지바현 지바시 츄우오구 후지미２－４－５

달의 우   하치오지점 224 0426-20-3920 도쿄도 하치오지시 아사히마치２－５

달의 우　메이에키미나미점 190 052-587-7920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메이에키미나미１－１７－２３　

동방견문록 긴자 다실교점 180 03-3569-2155 도쿄도 츄오구 긴자６－３－２

동방견문록 한큐 우메다점 290 06-6292-0260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시바타１－４－８　

동방견문록 신주쿠 츄우오히가시구점 120 03-3225-4877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３－３６－１２

동방견문록 오모테산도점 230 03-5778-3486 도쿄도 미나토구 키타오야마３－６－１６

동방견문록 신주쿠니시구치 팔레트점 214 03-5909-5650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１－１

동방견문록 지바 동쪽 출입구 역전점 176 04-3223-6470 지바현 지바시 츄우오구 후지미２－１－１　

열심히계 다카다노 바바점 217 03-5287-3530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 바바１－２８－１０

열심히계 신주쿠니시구치 본점 198 03-5324-9950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１８－１３

열심히계 신주쿠 야스쿠니 도리점 245 03-5291-9490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쵸１－１５－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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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명 자리수 전화 번호  주소 

열심히계 아카바네 역전점 144 03-5939-4790 도쿄도 키타구 아카바네1-16-2

열심히계 오미야 동쪽 출입구점 121 048-783-4226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오카도마치1-69

돈의 창고　오타큐 다마센타점 125 042-355-8270 도쿄도 타마시 오치아이１－１１－２

돈의 창고　신주쿠니시구치 역전점 144 03-5324-9970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７－１

길 지금 오오테마치점 320 03-5204-3050 도쿄도 치요다구 오오테마치１－７－２　

길 지금 Shin-Osaka 280 06-6151-2114 오사카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미야하라３－５－３６

길이마후지택점 134 0466-55-4661 가나가와현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이시가미 잇쵸메 2번 2호 

길 지금 유라쿠쵸점 198 03-6218-0120 도쿄도 치요다구 유라쿠쵸２－３－５

도쿄 어시장 발길 지금 신주쿠니시구치 본점 142 03-6279-0551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７－１

아카말가게 신오사카점 93 06-6151-2111 오사카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미야하라３－５－３６

아카말가게 다카다노 바바점 46 03-5332-7887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 바바3-12-5

아카말가게 신주쿠니시구치점 92 03-6279-4821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1-14-1

아카말가게 스이도교점 56 03-6256-9799 도쿄도 치요다구 미사키쵸2－15－12

아카말가게 오미야제일 거리 대로점 40 048-640-1166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미야초1-77-4

아카말가게 오이즈미가쿠엔점 73 03-5947-6099 도쿄도 네리마구 동오이즈미4-2-12

아카말가게 무사시우라와점 90 048-710-5800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마나미구 다른 장소7-7-8

아카말가게 기타센주 여인숙마을 대로점 92 03-5284-5831 도쿄도 아다치구 센쥬3-68-12

아카말가게 기타센주 서쪽 출구 역전점 125 03-5284-7530 도쿄도 아다치구 센쥬2－62

원조벽의 구멍 게이오 몰점 33 03-3343-5054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1-1 신주쿠

원조벽의 구멍 미조노구치점 40 044-829-2250 도쿄도 카와사키시 타카츠구 미조구치1-8-3

원조벽의 구멍 신주쿠니시구치점 53 03-5909-1606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1-15-3

원조벽의 구멍 오이마치점 112 03-5783-2039 도쿄도 시나가와구 동오오이５－３－７

파스타 마마   68 03-3352-3360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３－２９－１１

고기구이 만리 오미야 은방울 꽃 대로점 68 048-658-1157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다이몬초1-20-58

고기구이 만리 오미야남은대로점 66 048-657-6055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다이몬초1-67

고기구이 만리 다케노쓰카점 63 03-5851-7870 도쿄도 아다치구 다케노쓰카5-8-1

도쿄 치카라째 해　요코하마니시구 1호점 17 080-5986-4546 가나가와현 지바시 서구 미나미사이와이2-6-7

도쿄 치카라째 해　가이힌마쿠하리점 28 080-5986-4618 지바현 지바시 미하마구 히비노 1가 8번

도쿄 치카라째 해　신카마가야점 26 080-5986-4642 지바현 가마가야시 신카마가야1-13-3

도쿄 치카라째 해　신주쿠니시구치 1호점 22 080-5986-4526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1-15-3

도쿄 치카라째 해　신주쿠 동쪽 출구총본점 24 080-5986-4575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쵸1-17-2

도쿄 치카라째 해　오모리쵸점 17 080-5986-4556 도쿄도 오타구 오모리서3-24-6

도쿄 치카라째 해　이케부쿠로 서쪽 출구점 19 080-5986-4516 도쿄도 토시마구 서이케부쿠로1-23-6

도쿄 치카라째 해　카시와니시구점 16 080-5986-4611 지바현 카시와시 스에히로쵸4-5

도쿄 치카라째 해　한조몬점 22 080-5986-4544 도쿄도 치요다구 코우지마치2-12-1

락부제면소　상겐지야야 직매점 30 03-5779-8340 도쿄도 세타가야구 상겐지야야２－１３－１１

락부제면소　우에노오카치마치 직매점 26 03-5807-1940 도쿄도 타이토구 우에노６－３－１１

락부제면소　시나노마치 직매점 32 03-5363-9350 도쿄도 신주쿠구 시나노마치 34 

락부제면소　신주쿠 센터 빌딩 직매점 68 03-5320-8930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２５－１

락부제면소　신주쿠니시구치 직매점 39 03-5908-8390 도쿄도 신주쿠구 서신주쿠１－１２－６

락부제면소　이케부쿠로 선샤인 거리 직매점 37 03-5957-0730 도쿄도 토시마구 동이케부쿠로

비나 우라와점 80 048-711-7142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사이타마시 타카사고2-6-4

비나 오미야 은방울 꽃 대로점 51 048-871-9396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오카도마치1-20-58

비나 이케부쿠로 동쪽 출입구점 66 03-6912-5597 도쿄도 토시마구 남이케부쿠로1-18-1

카스타드 레버러토리  도쿄 아사쿠사점 1 03-6802-8012 도쿄도 타이토구 아사쿠사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