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1 도쿄 국제 포럼 안내소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3-5-1 도쿄 국제 포럼 유리동 1층 안내소

2 ＴＩＣ　ＴＯＫＹＯ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1-8-1 마루노우치 트러스트 타워 Ｎ관 1층

3 히비야 공원 서비스 센터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1-6

4 마루 빌딩 인포메이션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2-4-1

5 신마루 빌딩 인포메이션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1-5-1

6 도쿄 시티아이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2-7-2　ＫＩＴＴＥ 지하 1층

7 라옥스 아키하바라 본점 인포메이션 카운터 지요다구 소토칸다 1-2-9

8 비아인 아키하바라 지요다구 간다 스다초 2-19-4

9 호텔 메인 간다 지요다구 우치칸다 3-1-6

10 오차노미즈 호텔 쇼류칸 지요다구 간다 오가와마치 3-24

11 호텔 류메이칸 오차노미즈 본점 지요다구 간다 스루가다이 3-4

12 지요다구 관광협회 지요다구 구단미나미 1-6-17

13 호텔 뉴오타니 지요다구 기오이초 4-1

14 호텔 류메이칸 도쿄 주오구 야에스 1-3-22

15 로열 파크 호텔 주오구 니혼바시 가키가라초 2-1-1

16 주오구 관광 정보 센터 주오구 교바시 2-2-1 교바시 에드그란 Ｂ1

17 시바 다이몬 호텔 미나토구 시바코엔 2-3-6

18 호텔 시라카와고 신주쿠구 가부키초 2-29-11

19 신주쿠 관광 안내소 신주쿠구 신주쿠 3-37-2

20 호텔 다테시나 신주쿠구 신주쿠 5-8-6

21 가도야 호텔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1-23-1

22 신주쿠구 문화 관광과 신주쿠구 가부키초 1-4-1

23 호텔 기잔칸 분쿄구 혼고 4-37-20

24 온시 우에노 동물원 다이토구 우에노공원 9-83

25 구 이와사키저택 정원 다이토구  이케노하시 1-3-45

26 다이토구 문화산업 관광부 관광과 다이토구 히가시우에노 4-5-6

27 스케로쿠노야도 사다치요 다이토구 아사쿠사 2-20-1

28 아사쿠사 문화 관광 센터 다이토구 가미나리몬 2-18-9

29 벨몬트 호텔 다이토구 야나기바시 1-2-8

30 스미다구 산업관광부 관광과 스미다구 아즈마바시 1-23-20

31 고토구 문화 관광과 고토구 도요 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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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쿄 빅사이트 고토구 아리아케 3-11-1

33 유메노시마 열대 식물관 고토구 유메노시마 2-1-2

34 웨스틴 호텔 도쿄 메구로구 미타 1-4-1

35 오타구 산업 플라자 관광/산업 정보 코너 오타구 미나미카마다 1-20-20 오타구 산업 플라자 2층 오타 관광협회

36 가마다 구로유 온천 호텔 스에히로 오타구 니시카마다 8-1-5

37 세타가야구 산업 진흥 공사 세타가야구 다이시도 2-16-7 세타가야 산업 플라자 4Ｆ

38 스기나미구 산업 진흥 센터 스기나미구 가미오기 1-2-1 인테그랄 타워 2Ｆ

39 도시마구 관광협회 도시마구 니시이케부쿠로 1-19-7 노도야 빌딩 3층

40 도시마구 문화상공부 문화관광과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 2-45-1

41 아라카와구 산업경제부 관광진흥과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2-2-3

42 아다치구 관광 교류 협회 아다치구 주오혼초 1-17-1

43 가사이 임해 수족원 에도가와구 린카이초 6-2-3

44 하치오지시 산업진흥부 관광과 하치오지시 모토혼고초 3-24-1

45 이노카시라 자연 문화원 무사시노시 고텐야마 1-17-6

46 아키시마 관광안내소 아키시마시 다나카초 562-5

47 진다이 식물 공원 조후시 진다이지모토마치 5-31-10

48 히노 숙소 교류관 내 관광 안내소 히노시 히노혼마치 2-15-9

49 다마 동물공원 히노시 호도쿠보 7-1-1

50 고마에시 시민생활부 지역활성과 고마에시 이즈미혼초 1-1-5

51 히가시야마토시 시민부 산업진흥과 히가시야마토시 주오 3-930

52 기요세시 시민생활부 산업진흥과 기요세시 나카자토 5-842

53 천연 온천 테르메 오가와 고다이라시 오가와초 1-2494

54 히노데마치 산업관광과 니시타마군 히노데마치 히라이 2780

55 도에이 아사쿠사선 아사쿠사바시역

56 도에이 미타선 히비야역

57 도에이 오에도선 도초마에역

58 도에이 오에도선 몬젠나카초역

*장소에 따라서는 배부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