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아킨도 스시로 
 

스시로 단체 투어 접수 안내 
 

[사전 예약] 

이용을 희망하는 날짜의 최저 1주일전까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실 때는 1)이용 희망일, 2)희망 점

포/지역(1 점포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복수의 희망 점포 또는 희망 지역을 알려 주십시오), 

3)이용 인원수, 4)교통 수단(관광 버스의 경우는 크기와 주차장의 필요 여부), 5)이용 예정 시간, 6)희망하는 결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여행사 안내원이나 통역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최대 50 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점포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점포에 확인합니다. (1 레인 전세 가정) 

 

[주차장/승강 장소] 

 점포의 위치/주차장의 상황에 따라 승강 장소·주차 가능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버스 크기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버스는 다른 장소에 대기시켜 주십시오. 

 점포 앞에 승강장소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별도의 장소에서 승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 이용 전 유의사항] 

 식사하실 때 지켜야 할 예절이나 스시로 이용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사전에 보내드리므로, 점내에서 혼란

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버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어 참가 인원수와 점포가 확정되면, 당사에서 좌석표를 보내드리므로, 내점 후 원활하게 착석할 수 있도

록 사전에 앉을 자리를 정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 

 평일 1)개점∼11 시 30 분, 2) 13 시 30 분∼17 시, 3) 20 시 이후에 내점하여 주십시오. 그 이외의 날짜와 기간에

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의 시간이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

당 점포에 확인한 후,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식사 시간은 최대 1 시간 이내입니다. 

 

[기본요금 체계/상품 제공] 

옵션 1: 1 명 15 아이템 이내(초밥/사이드 메뉴/음료 포함)로 1,300 엔(부가세 별도) 정액 

 최대 아이템 수를 늘려주기를 원하거나 줄였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조정해 드립니다. 

 관광객 이외의 여행사 가이드, 통역, 운전수의 요금도 청구됩니다. 

 초밥: 회전 레일에 올려져 있는 초밥만 드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좌석의 터치패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이드 메뉴/디저트:테이블마다 주문을 받기 때문에 착석 후, 종업원에게 원하시는 사이드 메뉴를 주문해 

주십시오. 터치패널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음료: 180 엔 음료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종업원이 가므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종업원에게 

주문해 주십시오. 터치패널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옵션 2: 통상 요금체계.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 (개인별로 결제 금액이 다릅니다). 

 관광객 이외의 여행사 가이드, 운전수의 요금도 청구됩니다. 

 상품 라인 업, 제공 방법, 주문 방법은 평상시 이용 때와 동일합니다. 원하는 초밥을 회전 레일에서 직접 



집어 드시거나 터치패널을 사용해 주문해 주십시오. 

 

[결제] 

그 자리에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단, 전원의 요금을 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청구서를 송

부 받은 후,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표, 주의 사항, 이용 안내 비디오] 

회전 레일에 올려져 있는 초밥, 주문 가능한 사이드 메뉴/디저트/음료, 스시로 이용 시의 주의사항과 안내 비디

오는 모두 당사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문의처(일본어 또는 영어만 가능)] 

주식회사 아킨도 스시로 마케팅부 야마모토 나오키  naoki.y@akindo-sushiro.co.jp 

 

초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드 메뉴와 디저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ailto:naoki.y@akindo-sushiro.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