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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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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운반차량.)
※요금은 10엔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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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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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8:30-19:00/ 토, 일, 휴일: 8:30-18:00평일:  8:30-19:00/ 토, 일, 휴일: 8:30-18:00
예약은 관광당일의  3일전의 일본시간 17:00 까지 하여 주십시오.

050-3385-8132전화:

연장요금

63620 엔63620 엔하이에스 점보 (9인승)

5752 엔/시간5752 엔/시간후가/크라운 (4인승)     

요금/차량

51090 엔51090 엔

7180 엔/시간7180 엔/시간

mkgroup1026.english

후시미이나리 신사후시미이나리 신사

영화 “게이샤의 추억" 에 
나와 있던 신사! 수천의 
붉은 색 도리이를 
즐기십시오!

0808

니넨자카, 산넨자카니넨자카, 산넨자카0707

전통적인 상점, 오래된 건축, 
맛있는 과자, 각양 각색의 
일본의 수공예품과 작은 
찻집들.

진정한 교토를 즐기십시오!

키요미즈데라키요미즈데라 0606
나무로 지어진 이 
거대한 사원의 
우아함과 거기에서 
보이는 교토의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실 것입니다!

힌트 : 사랑과 행복의 신을 찾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네스코 세계유산

0505

운이 좋으시다면, 많은 
오래된 찻집 주변을 
산책하고있는 마이코와 
사진을 찍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온 주변의 일본 레스토랑 및 찻집

기온기온

0404니조성니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에도시대의 회랑과 
장식된 방을 
보십시오!

무엇을 드시겟어요? 기사에게 
희망을 말씀 해주세요. 좋은 
장소를 제안 해 드릴 것입니다!

(* 아래의 주의사항을 읽어 
보아 주세요.)

0303 점심점심

료안지료안지
이 아름다운 일본의 
바위정원을 통해 선을 
체험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경치를 즐겨 
보십시오!

유네스코 세계유산

0202

유네스코 세계유산

킨카쿠지킨카쿠지
금박으로 덮여 빛나는 
파빌리온과 조용한 일본 
정원이 있습니다! 멋진 사진 
촬영장소입니다!

0101

CERTIFICATE of
EXCELLENCE

2017

R

영어와 한국어로 8시간 관광!

점심 : 식사 비용은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관광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전에 점심을 예약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회사 가 
레스토랑 예약은 할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긴 교토 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