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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도쿄 스타일 가이드 2019-2020*

*본 혜택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ink. by CANVAS TOKYO

Nissinhiruzudaikanyama 1F, 11-12, Daikanyamacho, Shibuya-ku, Tokyo, 150-0034, Japan

+81-3-6432-5701            http://ink.canvas-tokyo.com/ 

월-금 11:00-19:00 (L/O 18:30)   토-일 10:00-19:00 (L/O 18:30)

음식/Dining

식사와 음료 20% 할인
유효한 비자카드로 결제시 모든 식사와 음료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すべての飲食が20％OFF。

오리지널 CANVAS TOKYO 제품 가격의 10% 할인 
 유효한 비자카드로 결제시 오리지널 CANVAS TOKYO 제품 가격의 10% 할인.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すべてのオリジナル雑貨とアパレル商品が10％OFF。

공간 임대시 10% 할인 
유효한 비자카드로 결제시 공간임대 이용의 10% 할인.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レンタルスペースのご利用が10％OFF。

ink. by CANVAS TOKYO는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시회나 이벤트 중에는 본 혜택이 
이용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공간의 경우 팝업 상점, 전시회, 파티, 사진 촬영 등과 같은 행사를 
위한 기업 행사용으로만 유효합니다. 임대 공간 이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여를 위한 신청서와 CANVAS TOKYO의 심사가 있습니다. 식사&음료 혜택은 히로오 지점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CANVAS TOKYO 2 호점 "ink."는 인기 �at white을 시작으로 국산 천연 소재로 색을 입
힌 6종류의 ink latte와 교토의 전통 차 농가에서 직접 손으로 떼어낸 맛차를 제공합니다.  또
한 돼지고기 버거나 구운 크로와상 등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판매와 해외 브
랜드의 도쿄 진출의 장으로써 팝업 스토어, 전시회등의 공간 대여, 프로모션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혜택 이용시, 비자 카드로 결제 및 유효여권과 본 혜택 안내 페이지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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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Dining

artless craft tea & coffee
1,000엔 이상 결제시 커피원두 제공 
유효한 비자카드로 1,000엔 이상 결제시 커피원두 한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1,000円以上お買い上げの方にコーヒ豆を
プレゼント。

artless craft tea & coffee는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000엔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artless craft tea & co�ee 는 일본의 독자적인 미의식
을 재해석한 새로운 스타일의 "차 & 커피 스탠드 "입니다.  
"Craft"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 각지의 소규모 농장
에서 생산된 커피빈으로 내리는 핸드드립 "싱글 오리진 커
피 "와  유기농으로 재배된 일본 각 지역별 티를 즐길 수 있
는 곳 입니다. 

본 혜택 이용시, 비자 카드로 결제 및 유효여권과 본 혜택 안내 페이지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Nakame gallery street J2, 2-45-12, 

Kami-meguro, Meguro-ku, Tokyo, 

153-0051, Japan

+81-3-6434-1345

http://www.craft-teaandcoffee.com/

월-일11:00-18:00

음식/Dining

음식/Dining

Ivorish Shibuya

SHIRONONIWA

프렌치 토스트 주문시 무료 음료 제공 
유효한 비자카드로 프렌치 토스트 주문시 음료 한잔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フレンチトーストをご注文の方にソフトドリ
ンクを1杯サービス。

Ivorish 시부야는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문한건당 
무료 음료는 한잔이 제공됩니다. 본 혜택은 런치메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료 음료는 500엔 메뉴중 고를 수 있습니다.

Ivorish는 개발까지 약 반년이 걸린 프렌치 토스트 전용빵을 
사용하여 가정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전문점만이 가능한 재
료와 조합으로 최고의 프렌치 토스트를 제공합니다. 엄선된 
소재로 만들어진 뜨거운 프렌치 토스트의 새로운 세계를 느
껴보시기 바랍니다.

디너에서 일인 6,000엔 이상 결제시 
10% 할인 
유효한 비자카드로 디너에서 일인 6,000엔 이상 결제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お一人様あたり6,000円以上ご利用の方、
10%OFF。

SHIRONONIWA는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6,000엔은 
세금이 제외된 가격입니다.

따스한 빛과 초록으로 둘러싸인 SHIRONONIWA는 세계를 
여행하는 플랜트 헌터인 니시하타 세이준이 기획한 아트레 공
중전원의 절경을 느낄 수 있는 로케이션입니다. 이국적인 향
과 화려함을 담은 음식, 스파이스&허브에 어울리는 술을 함
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B1F, 3-3 Udagawacho, Shibuya-ku, Tokyo, 150-0042, Japan

+81-3-6455-3040            https://ivorish.com/

일-목 11:00-21:00 (L/O 20:00)
금, 토, 연휴전날 11:00-22:00 (L/O 21:00)
첫째, 셋째주 화요일: 휴무 (축일의 경우 영업, 수요일 휴무)

atré Ebisu West Wing 8F,  1-6-1 

Ebisuminami, Shibuya-ku, Tokyo, 

150-0022, Japan

+81-3-6452-3351

http://www.bistro-shiro.com/shirononiwa/

월-일 11:00-23:00 (L/O 22:00)

본 혜택 이용시, 혜택 안내 페이지와 
유효여권을 반드시 주문시에 
제시되어야 하며, 결제는 유효한 비자 
카드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본 혜택 이용시, 혜택 안내 페이지와 유효여권을 반드시 주문시에 
제시되어야 하며, 결제는 유효한 비자 카드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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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Dining

SCHMATZ Beer Dining Nakameguro

음식/Dining

apéro. wine bar aoyama

음식/Dining

CITRON
1,500엔 이상 결제시 음료 무료 제공
유효한 비자카드로 1,500엔 이상 결제시 소프트 드링크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1,500円以上ご利用の方にソフトドリンクを
1杯サービス。

CITRON은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뜻한 혹은 
차가운 레모네이드, 커피, 차중 택일 가능하며 1,500엔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유기농의 건강한 요리를 맛보며 파리의 분위기를 도쿄에
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CITRON Bar A Salades 
Parisien은 도쿄의 현대인을 위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색다
른 음식을 제공하는 미나미 아오야마의 고급 캐주얼 레스토
랑입니다.

본 혜택 이용시, 비자 카드로 결제 및 유효여권과 본 혜택 안내 페이지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비자카드로 결제시 무료 맥주세트 제공 
유효한 비자카드로 결제시 3가지 맛으로 구성된 맥주세트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ビアフライト（ビール3種のテイスティング）
をサービス。

SCHMATZ Beer Dining Nakameguro는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혜택은 20세 이상 고객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할인 
서비스와 중복 사용될 수 없으며, 오직 구매시에만 혜택이 유용합니다.  본 
혜택은 SCHMATZ Nakameguro에서만 적용됩니다. 무료 맥주세트는 
그룹당 한세트입니다. 

SCHMATZ는 맛있는 독일 맥주를 세계와 나누고 싶었던 젊은 
독일인에 의해 도쿄에 설립되었습니다. 나카메구로 SCHMATZ
에서는 부담없이 가볍게 맥주를 즐길 수도 있으며, 풀 서비스 다
이닝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카메구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매해 봄, 흩날리는 사쿠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1,500엔 이상 결제시 와인 혹은 쥬스 
무료 제공  
유효한 비자카드로 1,500엔 이상 결제시 프랑스산 스파클링 와인 
혹은 오가닉 쥬스 한잔을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1,500円以上ご利用の方にフランスのスパー
クリングワインまたはオーガニック・ジュースを1杯サービス。

apéro. wine bar aoyama는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péro는 와인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서 탄생된 미나미 아오야
마에 위치한 와이바이자 레스토랑입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수
입해온 와인은 와인 제조사의 열정과 장인정신을 반영하는 특
별한 품목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아페로에서 독창적인 와인
들과, 숙련된 요리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계절의 맛을 담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요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본 혜택 이용시, 혜택 안내 페이지와 유효여권을 반드시 주문시에 제시되어야 
하며, 결제는 유효한 비자 카드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1-22-4 Kamimeguro, Meguro-ku, Tokyo,153-0051, Japan

+81-3-6412-8770            https://www.schmatz.jp/

월-금 15:00-23:00   토,일,휴일 11:30-23:00

Seirin Building 1F/2F, Minami Aoyama 2-27-21 Tokyo, 107-0062, Japan

+81-3-6447-2556            http://citron.co.jp/

월-금 8:00-21:00 (L/O 20:30)   토요일 9:00-21:00 (L/O 20:30)
일요일 9:00-19:00 (L/O 18:30)

Aoyama346 3F, Minami Aoyama 3-4-6, 

Minato-ku, Tokyo, 107-0062, Japan

https://apero.co.jp/

월-금 18:00-24:00 
토-일 11:30-16:00, 17:00-24:00 (화요일 휴무)

본 혜택 이용시, 혜택 안내 페이지과 유효여권을 반드시 주문시에 제시되어야 
하며, 결제는 유효한 비자 카드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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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Shopping

&Collection

30,000엔 이상 결제시 10% 할인 
유효한 비자카드로 30,000엔 이상 결제시 구매가격의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30,000円以上お買い上げの方、10%OFF。

&Collection은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0,000엔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Collection유니크한 스타일과 독특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가구 혹은 디자인 아이템을 통해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
안하는 숍입니다. &Collection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셀렉트 
한 다양한 컬렉션을 제공함으로 일상에서 좀 더 풍요로운 시간
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혜택 이용시, 비자 카드로 결제 및 유효여권과 본 혜택 안내 페이지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Aisawa Building 1F, 5-9-12 Minamiaoyama, Minato-ku, Tokyo, 

107-0062, Japan

+81-3-3409-1202

http://and-collection.com/

월-일 12:00-20:00

MA by So Shi Te

ROSEBAY

쇼핑/Shopping

쇼핑/Shopping

10%할인 
유효한 비자카드로 결제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すべてのお買い物が10％OFF。

MA by So Shi Te는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MA by So Shi Te 요세기 세공법으로 만든 나무 퍼즐 상자
나 자기, 나무 컵, 기모노 직물, 스카프나 향, 대나무 가구 등과 
같은 일본 각지의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수공예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So Shi Te" 란 "그리고" 혹은 "그때" 라는 의
미로, 각자의 삶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좀 더 긍정적
으로 보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본 혜택 이용시, 비자 카드로 결제 및 유효여권과 본 혜택 안내 페이지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5,000엔 이상 결제시 10% 할인
유효한 비자카드로 5,000엔 이상 결제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カードでのお支払いで、5,000円以上お買い上げの方、10%OFF。

ROSEBAY는 전적으로 본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000엔은 세금이 
제외된 가격입니다. 

ROSEBAY는 히말라야의 암염을 처음 일본에 수입한 가게입
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암염을 비롯해 스파이스나 올리브오일 
등, 천연재료 제품을 소개합니다. 바쓰솔트, 아로마오일, 화장
품, 마사지오일부터 악세서리까지 여성들을 위한 제품들을 경
험해 보세요.  

본 혜택 이용시, 비자 카드로 결제 및 유효여권과 본 혜택 안내 페이지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2-22-15 Minamiaoyama, Minato-ku, Tokyo, 107-0062, Japan

+81-3-3401-0922

http://www.mabysoshite.com/

월-일 11:00-19:30 (주말, 공휴일 19:00)

1F 4-13-8 Jingumae, Shibuya-ku, Tokyo, 150-0001, Japan

+81-3-6455-5414

http://shop.rosebay.jp/

화-일 11:00-18:00 (월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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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이용 시 주의사항

이용 약관
●Visa 도쿄 스타일 가이드의 유효기간은 일본 현지 시간 2019년 9월 1일
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우대 혜택 서비스는 한국 내에서 발행된 Visa카드로 결제 시에만 유효합
니다.

●우대 혜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Visa카
드가 제공하는 본 혜택 페이지의 인쇄물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페이
지와 유효 여권을 결제 시 제시해 주십시오.

●우대 혜택 서비스에 대한 고객님 의사를 늦게 밝혀 주시는 경우 또는 여권
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
오.

●할인 또는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Visa카드로 결제 하셔야 하며 카드
명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본 우대 혜택은 타 프로모션, 할인 서비스, 쿠폰 등과 결합해 중복 적용되
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 및 다른 상품으로 교환 적용도 불가합니다.

●우대 혜택 서비스는 본 가이드에 기재된 해당 가맹점에 한해 유효합니다.
●우대 혜택 서비스는 1회 방문 시 1인당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본 가이
드에 명시된 혜택 및 서비스는 해당 개별 가맹점의 책임 아래 제공됩니다.

●문의 사항이나 추가 정보 발생 시, 해당 가맹점으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각 혜택에 적용되는 조건은 상이합니다. 이용하시기 전, 조건 사항을 충분
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Visa 도쿄 스타일 가이드 웹사이트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약관이 가맹점
에 의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가맹점이 부과하는 약관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카드 소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Visa카드 결제 영수증을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한국으로 귀국 후, 문
의사항 또는 문제 발생 시 결제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Visa카드 소지자가 어떠한 서비스 및/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구입을 시
도하며 발행하는 모든 클레임, 불만제기, 갈등등은 Visa카드 소지자가 해
당 가맹점과 직접 해결해야 하며, Visa카드 소지자는 Visa에 어떠한 책임
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 혜택 또는 본 혜택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
스 및/또는 상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시도시 발행하는 모든 신체적 
상해, 사망, 허위표시, 피해 또는 누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권리 청구에 대해서도 Visa는(직접 또는 간접적) 법적 책임이 전혀 없
습니다.

●본 가이드에 게재된 우대 혜택 및 그 외 정보는 2019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본 가이드에 게재된 혜택은 세금 및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혜택 적용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문구(일본어)를 스텝에게 보여주시
기 바랍니다. 

スタッフ様。クーポンとパスポートを提示の上でVisaカードでのお
支払いがあった場合、事前に定められた特典をお客様にご提供い
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구매에 따른 가맹점 기프트 증정 
●기프트는 반드시 현지에서 구매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프트 수령
은 불가합니다.

●기프트 증정은 6개월마다 1인당 1점 또는 1세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
지 가맹점 방침에 따라 고객 성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시 혜택 서비스 제품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상품에 어떠한 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교환하시고, 사용하신 후에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재고 상황에 따라 우대 혜택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프트 수령에 필요한 Visa카드 결제 영수증은 반드시 구매 당일에 발행
된 동일 명의자 카드 결제 건에만 인정됩니다.

●본 가이드에 게재된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가맹점 우대 할인 서비스
●결제 시 카운터에서 해당 우대 혜택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미술관/박물관/체험 우대 혜택
●반드시 각 혜택 페이지에 명시된 이용 약관을 확인해주십시오. 현지 미술
관/박물관 카운터에 제시한 경우만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 가이드에 게재된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카페 우대 혜택
●음료, 디저트, 또는 무료 메뉴 제공은 1인 1종으로 제한됩니다.
●특정 혜택 조건을 충족하는 Visa카드 소지자의 동행인 동일한 우대 혜택
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 게재된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