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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관광과 특별한 워크숍 
체험을 즐겨 주십시오! 아름다운 건물, 특별한 점심, 문화활동 
및 나라의 사슴과의 따뜻한 만남을 즐기세요!

킨카쿠지

우선 교토에 있는 17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중의 하나인 빛나는 
보석상자에 안내합니다. 선사의 
아름다움을 즐겨 주시고, 연못에 
반사되어 있는 금각의 사진을 찍어 
보세요!

텐류지 
이 선사의 주요 매력은 하트, 의사, 
정신을 의미하는 중국 한자의 심 (心)의 
모양으로 유명한 소겐치 정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대나무숲  
예, 이 곳은 가이드북에 실려 있는 
대나무숲입니다! 대나무숲에 둘러 싸인 
이 유명한 길은 외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여행자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점심! 
현지 음식을 맛 보지 않겠습니까? 
아라시야마는 국수류, 교토 야채, 
시내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요리의 
하나인 두부 전골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아라시야마 지역, 교토)

도다이지

마지막 목적지는 나라공원에서 
자유롭게 돌아 다니는 사슴과 세계 
최대의 비로자나불 동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스낵을 사시고, 
녹차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사슴 
과자를 사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들은 비스킷을 받기 위해 고객님을 
쫓아 올 것입니다!

(나라)

(교토)

일본 과자 워크숍

장인과 영어/한국어를 하는 기사의 
도움으로 전통적인 화려한 일본의 과자 
“와가시” 만드는 법을 배울수 
있습니다. 수업의 마지막에는 신선한 
말차와 과자를 즐길수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만든 2 개의 작품을 가져 
가실수 있습니다!
(2,000엔 / 1인당)

(아라시야마지역, 교토)

(아라시야마지역, 교토)

(아라시야마지역,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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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예약

연장요금

74,890 엔
79,300 엔
74,890 엔
79,300 엔

점보 (9인승) 

  7,264 엔/시간  7,264 엔/시간하이어 (4인승)

요금/차량
75,770 엔75,770 엔

7,180 엔/시간
7,600 엔/시간
7,180 엔/시간
7,600 엔/시간

영어와 한국어로 관광！영어와 한국어로 관광！영어와 한국어로 관광！

心心

예약은 관광당일의 4일전,일본시간 17:00 까지 하여 주십시오.
워크숍의 이용을 보증할수 없는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www.mktaxi-japan.com온라인: www.mktaxi-japan.com

(매일:  8:30-18:00)(매일:  8:30-18:00)
050-3385-8132

※교토시 출발, 교토시내종료 경우에만 적용되는요금입니다. 주차요금, 고속도로요금, 점심식사비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도 이용가능합니다. (BMW, 렉사스, 토요타 알파드, 럭셔리벤, 토요타 토요타 (휠체어운반차량) )

※소비세와 외국어 관광안내요금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10엔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교토시 출발, 교토시내종료 경우에만 적용되는요금입니다. 주차요금, 고속도로요금, 점심식사비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도 이용가능합니다. (BMW, 렉사스, 토요타 알파드, 럭셔리벤, 토요타 토요타 (휠체어운반차량) )

※소비세와 외국어 관광안내요금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10엔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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