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대상 기획 승차권 ‘Tokyo Subway Ticket’을 소개하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2019 년 2 월 5 일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 

도쿄도 교통국 

 

 

 

 

 

도쿄지하철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다이토구, 사장: 야마무라 아키요시, 이하 

‘도쿄메트로’)와 도쿄도 교통국은 2019년 2월 6일(수)에 여행자 대상 기획 승차권 

‘Tokyo Subway Ticket’을 소개하는 전용 사이트 (https://www.tokyometro.jp/tst/kr/)를 

개설합니다. 

‘Tokyo Subway Ticket’은 일부 일본 국내 여행자 및 방일 외국인 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쿄메트로 전 노선 및 도에이지하철 전 노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기획 승차권입니다. 2014 년 4 월 발매 개시 이후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중심으로 많은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기획 승차권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도쿄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고객님께 알리기 위해 ‘Tokyo Subway Ticket’전용 사이트(이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전용 사이트에서는 ‘Tokyo Subway Ticket’의 소개뿐만 아니라 

‘Tokyo Subway Ticket’으로 돌아볼 수 있는 추천 관광 코스나 도쿄도내 유명 관광 명소 

등을 7 개국어(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자 ・ 번체자), 한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소개합니다. 또, 고객님 스스로 도쿄의 지하철 이용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Instagram 의 전용 계정 및 Tripadvisor 에서의 도쿄 지하철 사용자 리뷰도 전용 사이트 

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쿄메트로 및 도쿄도 교통국은 고객님께서 도쿄에서의 체류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보 발신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이트 상부 

(스마트폰 버전 이미지) 

사이트 콘텐츠 

(PC 버전 이미지) 

지하철을 이용한 편리하고 저렴한 도쿄 관광을 안내합니다. 

https://www.tokyometro.jp/tst/kr/


 

 

 

 ‘Tokyo Subway Ticket’ 전용 사이트 세부사항 

1 개설일 

  2019 년 2 월 6 일(수) 

2 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자・번체자), 한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3 URL(일본어) 
  https://www.tokyometro.jp/tst/kr/ 

 

4 주요 콘텐츠 

 (1) 도쿄도내 유명 관광 명소 

   Tokyo Subway Ticket 으로 방문할 수 있는 도쿄도내 유명 관광 명소를 소개합니다. 

 (2) 추천 관광 코스※ 

   Tokyo Subway Ticket 을 사용한 추천 관광 경로를 소개합니다. 

 (3) 관광 경로 작성 기능(PC 버전만 해당)※ 

  방문하고 싶은 도쿄도내 관광 명소를 여러 개 선택하여 자신만의 오리지널 관광 

경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진 공유 

  고객님이 Instagram 에 게재한 도쿄 지하철의 사진을 소개합니다. 

 (5) 사용자 리뷰 

 Tripadvisor 의 사용자 리뷰를 통해 도쿄 지하철에 대한 고객님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Tokyo Subway Ticket 에 관해 많이 받는 Q&A 를 소개합니다. 

(7) 각종 상품 라인업 

 Tokyo Subway Ticket 단품뿐 아니라 각 교통기관과의 세트 상품 등에 대해 구입 

방법을 소개합니다. 

※(2), (3)의 콘텐츠에 관해서는 2019 년 봄에 제공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5 문의처 

 도쿄메트로 외국어 전용 무료 안내전화 TEL 0120-104767(9:00~20:00 연중무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대응 

 도에이교통 고객센터 TEL 03-3816-5700 (9:00~20:00 연중무휴) 

 

이상 

  

별  지 

https://www.tokyometro.jp/tst/kr/


【참고】여행자 대상 기획 승차권 ‘Tokyo Subway Ticket’ 개요 

 

1 티켓 종류와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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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800 엔 어린이 4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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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1,200 엔 어린이 6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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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1,500 엔 어린이 750 엔 

24-hour Ticket       48-hour Ticket             72-hour Ticket 

 

2 유효구간 

 도쿄메트로 전 노선 및 도에이지하철 전 노선 

3 발매 대상자 

일부 일본 국내 여행자(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및 

야마나시 이외) 및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발매하고 있습니다. 

4 제휴 할인・서비스 

    도쿄메트로 및 도에이교통 주변의 약 400 곳에서 ‘Tokyo Subway Ticket’을 

제시하시면 할인 및 선물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역에서 배포 

중인 책자 ‘지카토쿠(일본어판・영어판)’ 외 특설 사이트 

(https://chikatoku.enjoytokyo.jp/en/)에서 소개합니다. 

https://chikatoku.enjoytokyo.j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