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VELERS HUB
여행을 잇다. 사람을 잇다. 마음을 잇다.

GRIDS 도쿄 아사쿠사바시 호텔&호스텔은 아사쿠사바시에 위치해 있으며,
카페&바가 병설된 호텔&호스텔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깨끗한 객실은 도미토리 타입의 호스텔 부분과
개인실 타입의 호텔을 병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들의 교류 공간으로서 편안한 카페&바를 갖추고 있어
술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교류하거나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OOMS
공용부로는 샤워실, 화장실 외에, 싱크대,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냉장고를 갖춘
공용 다이닝 키친, 세탁실도 마련하고 있어, 연박하시는 고객이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미토리(6명) 2,500엔/1인~, (4명) 2,700엔/1인~
프라이빗 룸 A(4명) 2,700엔/1인~

프라이빗 룸 3,750엔/1인~

프라이빗 룸 B(4명) 2,900엔/1인~

프라이빗 룸(6명) 2,500엔/1인~

SERVICE
무료 서비스

유료 서비스

WIFI, 24시간 프런트 서비스 및 귀가 시간제한 없음, 수화물 보관, 독서등 및

*목욕 수건、 *칫솔、 *면도기、 *헤어 브러시、귀마개、동전 세탁기、세제

콘센트(각 침대), 헤어드라이어, 주방(레인지·전기포트·냉장고)귀중품 보관함,

※Private room (2-person capacity)、 Private room(4-person capacity)B、
Private room (6-person capacity) has Amenity of *mark is free.

샤워실(샴푸·린스, 비누)

Breakfast & Cafe Time

Bar Time

7:00 - 10:00

17:00-22:00(주문마감 21:30)

파니니를 중심으로 한 양식·일식 스타일의 매일 바뀌는 플레이트와 뷔페
코너에서 시리얼·요구르트·우유·커피·홍차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식욕이 없는 분에게는 "생통과일 주스"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느긋한 아침 시간을 보내보세요.

바 타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여행자들이 활기차게 즐기는 장소가 됩니다.
쇼케이스에 풍부하게 갖춘 다양한 맥주나 일본 술, 와인 중에서 마시고
싶은 것을 골라, 스낵이나 기타 일본 안주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ACCESS MAP

DRINK MENU

도쿄 도 다이토 구 아사쿠사바시 4초메 11-6

DRAFT BEER

600YEN

HIGH BALL

600YEN

JR "아사쿠사바시 역"서쪽 출구에서 도보로 3분

GLASS WINE(RED/WHITE)

500YEN

지하철 "아사쿠사바시 역" A3출구에서 도보로 5분

SAKE/일본술(HOT/ICE)

500YEN

JR ·도쿄메트로 히비야 선 "JR 아키하바라 역" 1번 출구에서 도보 9분

ESPRESSO

350YEN

COFFEE

350YEN

나리타 공항에서 오시는 길

CAFE LATE

400YEN

"나리타 공항" 게이세이 나리타 스카이 액세스 → 아사쿠사바시 역 60분

TEA

300YEN

BOTTLE BEER/병맥주

ALL 500 YEN

하네다 공항에서 오시는 길

SAKE(BOTTLE)/일본술

ALL 600 YEN

"하네다 공항" 게이큐 공항선 → 아사쿠사바시 역 35분

SHO-CHU(BOTTLE)/소주

JR ”아사쿠사바시” 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3분

ALL 1,000 YEN

SHO-CHU(GLASS)/소주

ALL 500 YEN

CHU-HI(CAN)/캔 추하이

ALL 300 YEN

名称

GRIDS（グリッズ）東京 浅草橋

所在地

東京都台東区浅草橋 4 丁目 11 番 6 号

開業日

2017 年 11 月 1 日

規模・構造
客室

地上 10 階、鉄筋コンクリート造
[ ドミトリータイプ ]
男女共用ドミトリー

（４人）５室

女性専用ドミトリー

（４人）１室

男女共用ドミトリー

（６人）５室

女性専用ドミトリー

（６人）７室

[ 個室タイプ ]
男女共用プライベートルーム （４人）５室
女性専用プライベートルーム （４人）１室

JR 아사쿠사바시
서쪽 출구

男女共用プライベートルーム （２人）10 室
女性専用プライベートルーム （２人）２室
男女共用プライベートルーム （４人）１室
男女共用プライベートルーム （６人）１室

도쿄 도 다이토 구 아사쿠사바시 4초메 11-6
TEL ： +81-3-5687-7131 / FAX : +81-3-5687-7132
MAIL : info@grids-asakusabashi.com
HP : https://grids-hostel.com/hostels/asakusabash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