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라시야마 관광아라시야마 관광
인기지와 조용한 장소의 바란스가 잡힌 관광

선사 코스

5 - 점심 식사
2 - 료안지
1 - 킨카쿠지

3 - 탠류지

교토의 가장 유명한 선사등의 8시간코스

7 - 기오지
4 - 대나무 숲

6 - 원숭이 공원

재빨리 코스

2 - 대나무 숲 
1 - 탠류지

5 - 원숭이 공원

아라시야마의 주된 관광지에 가는 재빠른 코스.

반 & 반 코스

6 - 원숭이 공원

4 - 탠류지

1 - 킨카쿠지

5 - 대나무 숲

  
이 코스는 킨카쿠지에서 시작하여 

아라시야마에 로 모십니다.

7 시
간

탠류지

료안지
(신비한 돌로 만든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3 - 점심 식사
2 - 타이조인

3 - 점심 식사

4 - 사가 토리이모토

8 시
간

6 시
간

도게츠쿄

원숭이 공원

대나무 숲

(전통적 건조물이있는 보존지구)

CERTIFICATE of
EXCELLENCE

2017

R

A-01

A-02

A-03

오전8시이후에 시작합니다.

오전8시이후에 시작합니다.

오전8시이후에 시작합니다.

연장요금

66,380 엔66,380 엔알파드 (5인승)

7,264 엔/시간7,264 엔/시간토요타 크라운 (4인승)     

요금/차량

64,380 엔64,380 엔

7,264 엔/시간7,264 엔/시간

예약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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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ktaxi-japan.comwww.mktaxi-japan.com
MK Co., LtdMK Co., Ltd

※교토시 출발, 교토시내 종료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금임니다.
※주차요금, 고속도로요금, 입장요금, 식사비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세와 외국어 관광안내요금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이용가능합니다. (BMW, 렉사스, 토요타 하이에스 점보, 럭셔리벤, 
토요타 시엔타 (휠체어운반차량) )
※요금은 10엔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교토시 출발, 교토시내 종료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금임니다.
※주차요금, 고속도로요금, 입장요금, 식사비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세와 외국어 관광안내요금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이용가능합니다. (BMW, 렉사스, 토요타 하이에스 점보, 럭셔리벤, 
토요타 시엔타 (휠체어운반차량) )
※요금은 10엔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교토시 출발, 교토시내 종료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금임니다.
※주차요금, 고속도로요금, 입장요금, 식사비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세와 외국어 관광안내요금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이용가능합니다. (BMW, 렉사스, 토요타 하이에스 점보, 럭셔리벤, 
토요타 시엔타 (휠체어운반차량) )
※요금은 10엔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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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은 관광당일의  3일전의 일본시간 17:00 까지 하여 주십시오.예약은 관광당일의  3일전의 일본시간 17:00 까지 하여 주십시오.

기타 알림기타 알림

전화:

mkgroup1026.english

＃mkgroup1026eng

Kyoto MK

연장요금

59,110 엔59,110 엔알파드 (5인승)

7,264 엔/시간7,264 엔/시간토요타크라운 (4인승)     

요금/차량

57,110 엔57,110 엔

7,264 엔/시간7,264 엔/시간

연장요금

51,850 엔51,850 엔알파드 (5인승)

7,264 엔/시간7,264 엔/시간토요타크라운 (4인승)     

요금/차량

49,850 엔49,850 엔

7,264 엔/시간7,264 엔/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