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본
12/18 하네다 공항 → 오에도 온센 모노 가타리 (숙박)
・・・일본의 축제를 즐길
12/19 배 과학관 · 후지 TV → 배에서 오다이바에서 아사쿠사로 → 아사쿠사 · 나카미세
→ 도미 인 (박) ... 관광
12/20 도쿄 스카이 트리 → 디즈니 랜드 → 호텔 드림 게이트 마이 하마 (박) ... 디즈니 만끽
12/21 호텔 → 하네다 공항 ... 쇼핑

12/18
14:45 하네다 입고 하네다 공항 (모노레일) → 텐 노즈 아일 (린카이 선) → 도쿄 텔레포트
→ (도에이 버스) (38 분)
→ 오에도 온센 모노 가타리 (박 아침 식사 伊勢屋 프런트에서 메뉴 선택)
온천 테마파크입니다. 온천과에도 (150 년 전의 도쿄)의 변두리를 연출 원내은 유카타.
축제와 선술집의 분위기를 맛보세요.

일본식 이불 3 식

12/19
④ お台場海浜公園오다이바 해변 공원

①

お江戸温泉物語

③ フジテレビ

후지 TV

② 船の科学館

배의 과학관

문의에도 온천 이야기

フジテレビ후지 TV

9：00

오에도 온센 모노 가타리 체크 아웃

お台場海浜公園 오다이바 해변 공원

10:00 배 과학관에 (도보)
11:30 후지 TV (도보)
13:30 오다이바 해변 공원 (도보)
14 : 05-14 : 45 배 (호테루나)에서 오다이바에서 아사쿠사로

도쿄에서 스미다 강을 올라갑니다. 양안의 건축물 · 다리가 볼 만합니다.

아사쿠사에서 스카이 트리가
보입니다.
그 오른쪽은 맥주 회사
(맥주 잔 모양의 빌딩과 불꽃의 오브제)

15:00 호텔 체크인 (전망대 목욕탕 아사히 온천 도미 인 EXPRESS 아사쿠사)

⑤ 浅草寺

④ 仲見世
毎日がお祭り

② ホテル

③ 雷門
①

① 船着き場
15:30 카미나리몬 · 상점가 (포장 마차가 즐비하다) · 센소지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목욕탕 아사히 온천 도미 인 EXPRESS 아사쿠사
◆ 흡연 ◆ 양실 【River Side] [조식 포함] 타이토 구 花川戸 1-3-4 03-3845-1122
양실 27 평방 미터 침대 크기 : 120cm × 190cm 2 개 + 이불 세트

12 월 20 일
도쿄 스카이 트리 (도쿄를 내려다 634m 타워)
11:30 도쿄 스카이 트리 발 (버스)
12:35 디즈니 랜드 도착
호텔 드림 게이트 마이 하마 (숙박 시설)에 짐을 맡길 (호텔까지 도보 5 분)
13:00 디즈니 랜드 낮 놀고 밤 퍼레이드

호텔 드림 게이트 마이 하마
[아침 식사] 느긋한 목욕 ☆ 꿈 플랜 ☆ (금연)

12 월 21 일
10:00 체크 아웃
마이 하마 (JR 게이 요선) → 도쿄역 (18 분)
11:00 도쿄역 (쇼핑 · 중식 · 산책)

13:30 도쿄역 (야마노 테선) → 하마 마츠 쵸 (모노레일) → 하네다 공항 국제선 빌딩 (25 분)
16:00 하네다 출발

12/18 東京テレポート乗り換え

シャトルバ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