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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하철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다이토구, 사장: 야마무라 아키요시, 이하 ‘도쿄메트로’)와 

주식회사 야마다 전기(본사: 군마현 다카사키시, 사장: 미시마 스네오, 이하 ‘야마다 전기’)는 

2019년 1월 11일(금)부터 도내 일부 야마다 전기 매장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Tokyo Subway Ticket’ 판매를 개시합니다. 

‘Tokyo Subway Ticket’은 개찰구 통과 시부터 24, 48, 72 시간 도쿄메트로선 총 9 개 노선과 

도에이지하철 전 노선 총 4 개 노선, 합계 13 노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자를 위한 

편리한 기획승차권입니다. 

2019 년 1 월 11 일(금)부터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도내 야마다 전기 매장 3 곳에서도 

판매합니다. 또, 야마다 전기 면세점 등록을 한 매장 52 곳(※)에서 쇼핑을 할 때‘Tokyo Subway 

Ticket ’과 여권을 제시하시면, 8%의 면세와 함께 특별히 7%를 추가한 합계 15%의 할인 특전도 

판매 개시일부터 제공됩니다. 

도쿄를 관광하는 방일 외국인 손님에게는 편리하고 저렴한 승차권을 간단히 구입함과 동시에 

기념품 등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장명에 관해서는 야마다 전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부 야마다 전기 매장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1월 11일(금)부터 ‘Tokyo Sub way Ticket’ 판매를 개시합니다! 

‘Tokyo Subway Ticket’을 가지고 계신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야마다 전기에서 할인 특전도 개시! 



별 지別 

紙 
방일 외국인 여행자 대상 도내 일부 야마다 전기 매장에서의 

‘Tokyo Sub way Ticket’판매 개시에 관해 

1 판매 개시일 

  2019년 1월 11일(금)부터 

2 판매 장소 

  도쿄 도내 이하의 야마다 전기 매장  

 （1）LABI 신주쿠 히가시구치관 B1F(지하철역: 마루노우치선 신주쿠역) 

 （2）LABI1일본 총 본점 이케부쿠로 1F(지하철역: 마루노우치선 이케부쿠로역) 

 （3）YA M A D A IKEBUKURO 아웃렛・리유스 & TAXFREE관 B1F 

（지하철역: 마루노우치선 이케부쿠로역） 

3 판매 및 야마다 전기 구입 상품 할인 대상자 

  방일 외국인 여행자 한정 

※ Tokyo Subway Ticket구입시에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야마다 전기 상품 쇼핑시에 면세 8% + 7%의 할인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내의 Tokyo Subway Ticket및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4 판매하는 ‘Tokyo Subw ay Ticket’에 관해 

（1）티켓 종류와 발매액 

Tokyo Subway 24-hour Ticket(사용 개시로부터 24시간 유효） 

어른 800엔, 어린이 400엔 

Tokyo Subway 48-hour Ticket(사용 개시로부터 48시간 유효） 

어른 1,200엔, 어린이 600엔 

Tokyo Subway 72-hour Ticket(사용 개시로부터 72시간 유효） 

어른 1,500엔, 어린이 750엔 

    ※ 발매 장소명・발매일을 기재한 전용 봉투에 넣어서 판매합니다. 

※ ‘Tokyo Subway Ticket’은 1일 승차권 특전 서비스 ‘지카토쿠’(참고란 참조) 대상 승차권입니다. 

 

（2）유효구간 

   도쿄메트로 전 노선 및 도에이지하철 전 노선 

5 고객 문의처 

  도쿄메트로 고객센터 전화: 0120-104767 ※접수시간 9:00~20:00(연중무휴) 

   

  

 

【참고】특전 서비스 ‘지카토쿠’ 란 

도쿄메트로 및 도에이지하철 주변의 약 400곳에서 Tokyo Subway Ticket등의 대상 승차권을 

제시하시면 할인 및 선물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메트로 및 도에이지하철의 각 역에서 배포 중인 책자 ‘지카토쿠’ 외 특설 

사이트(https://chikatoku.enjoytokyo.jp/)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chikatoku.enjoytoky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