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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이 지하철, 도에이 버스, 도덴을 타고 도쿄를 재발견



버스 & 도쿄 사쿠라 트램
(도덴 아라카와선) 타는 법
도에이 교통은 도에이 지하철, 도에이 버스, 도덴 아라카와선, 닛포리 ・ 도네리 라이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은 도에이 버스와 도덴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승차 시에는 앞문으로 승차합니다. 요금은 승차시 지불합니다. 승차 후 운전기사 옆에 있는 기계에 IC카드
를 대거나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은 액수가 적은 것 부터 투입해 주십시오. 지폐로 지불할 경우, 1000엔권

만 사용 가능합니다. 잔돈이 나오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카드를 충전할 경
우, 운전기사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이 마루고토 티켓을 이용하시는 경우, 운전기사에게 날짜가 보이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도덴 아라카와선 중에는, 앞쪽의 모니터와 도덴 아라카와선의 경우 뒤쪽의 모니터에도 차량내 안내
방송으로 다음에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나 역이 안

내되므로, 내리고 싶은 곳이 안내되면 하차 버튼을 눌러주시
기 바랍니다. 버튼은 창문이나 기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차 시에는 뒷문으로 내립니다.

※ 다마 지역은 요금과 승차 방법이 다릅니다.

02   THE INSIDER'S GUIDE TO TOKYO THE INSIDER'S GUIDE TO TOKYO    03

승차 후 차량 중간 위치까지 들어와 주십시오. 입구 부근에 서 
있으면 다른 승객의 길을 막아버리거나, 차내가 혼잡해 졌을 
때 하차시 사용하는 차량 뒤쪽에 있는 문을 이용하지 못해 하
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덴 아라카와선은 미노와바시부터 와세다를 잇는 노면전차
입니다. 하지만 중간 역까지 밖에 가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잘못 타면 다음 전차로 갈아탈 때 다시 운임을 지불해야 하므
로, 승차시 주의하자. 낮에는 6~7분 간격으로 운행. 정규장에 
있는 접근 표지 장치로 도덴이 어느정도 후에 도착하는지 확
인할 수 있다.

버스에 승차하기 전에 차량 앞면에 표시되어 있는 노선의 계통 
번호를 보고 승차하려는 버스인지 확인하자. 계통 호란 이 가
이드 북의 루트 소개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海01’나 ‘都05’ 
등을 말한다. 버스 정류장 중에는 행선지가 다른 버스가 여러 
대 정차하는 곳도 있으므로, 잘못 승차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노약자석 마크 사진이 기재되어 있는 좌석
은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그 좌석을 필
요로 하고있는 분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도에이 지하철 차량내와 역 안, 도에이 버스 안에서는 무료로 Wi-F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용시 에는 메일 주소 또는 SNS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등록을 완료하시면 90일간 재등록 없이 
이용 가능.　”TRAVEL JAPAN Wi-Fi”를 다운로드후 어플로 이용 가능.
버스에서 이용시 에는 Toei Bus Free Wi-Fi에 접속 후, 브라우저나 safari를 누르시면 유저 엔트리 화면이 뜹
니다. 지시에 따라 이용 등록을 완료후 Wi-Fi 이용 가능.

버스 승차 전에

승차후

도덴 아라카와선에 대해서

교통약자석

그 밖의 편리한 정보
   도에이 버스의 시간표나 운행 루트를 확인하려면…

tobus.jp/blsys/navi?LCD=e (영어)

   도쿄도내의 관광 스팟에 접근이 편리한 도에이 버스 노선을 찾으려면…

www.kotsu.metro.tokyo.jp/bus/routes/kor
 

다음 페이지부터는 도에이 마루고토 티켓을 활용한 도쿄 
추천 관광 루트를 소개

Wi-Fi정보

1

2

3

TIPS

할인티켓

도에이 교통으로 돌아보는 주 관광 스팟

도에이 버스

어른 어른

현금 현금IC IC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른 어른

도덴 아라카와선

보통운임

1일 승차권
도에이 지하철, 도에이 버스, 도덴 아라카와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를 1일에 한하여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저렴한 승차권. 발매 금액은 어른 700엔, 어린이 350엔. 도에이 지하철과 닛
포리・도네리 라이너의 각 역의 발매기, 도에이 버스와 도덴 아라카와선의 차량 내에서 판매된다. 

이용 당일에 한하여, 노선 주변의 400 가까이 되는 시설과 점포에서 승차권을 제시하면 할인이나 
선물등의 특전(서비스)을 받을 수도 있다.

특전에 대해서는 아래를 체크: chikatoku.enjoytokyo.jp/en (영어)

신주쿠・도청 에리어(신주쿠・도쵸마에 역) 시부야・하라주쿠 에리어 ( ‘都01’ , ’池86’ 등), 긴자 에리어 (히가시긴자역, ‘都05’ 등), 
롯폰기 (롯폰기 역, ‘都01’ 등), 아사쿠사 (아사쿠사 역, S-1, ‘草63’ 등), 우에노 (우에노 오카치마치 역, ‘都02’ 등), 아키하바라 (이
와모토초 역) , 이케부쿠로 ( ‘草63’ 등), 오다이바 ( ‘海01’ 등), 도쿄 타워 (아카바네바시・오나리몬 역), 도쿄 스카이트리 (오시아
게 역, S-1, ‘都08’ 등)

하루 종일 동경을 관광한다면 도에이 마루고토 티켓 1일 승차권을 추천합니다.

¥210 ¥170

¥110 ¥90

¥206 ¥165

¥103

¥500 ¥400

¥250 ¥200

¥82

※도에이 버스의 일부 계통은 운임이 다르다



긴시초 에키마에(錦糸町駅前)에서 “錦25” 카사이 에키마에(葛西駅前)
행 승차. 가메이도 에키 도리(亀戸駅通り)에서 하차.

 도부 아사쿠사 에키마에(東武浅草駅前)에서 도에이 버스 “都08” 긴시초 에키마에(錦糸町駅前)행 승차. 
도쿄 스카이트리 에키 이리구치(とうきょうスカイツリー駅入口)에서 하차.또는, 도영 아사쿠사선으로 
아사쿠사(浅草)역에서 오시아게(押上)역.

아사쿠사에 있는 고물상점. 아사쿠사 롯쿠거리에서 “모보모가
(“모던보이 모던걸”의 약자) 어용달” 이라는 간판을 찾으면 그 
곳이 호타루도의 입구이다. 이 상점에서는 기모노와 램프, 식
기 등 다이쇼시대의 물건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잡화를 판매
한다. 현대 생활에 맞는 상품도 많으며, 아이폰과 연결하여 스
피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되어 있는 라디오는 꼭 구경해 
보시길. à다이토구 아사쿠사1-41-8 / 정기휴무는 월, 화요일 (휴

일인 경우 영업). tinyurl.com/tothotarudo

도쿄 스카이트리역 근처에 있는 코우메 아동 유원
에는 161개의 폴이 빗살처럼 서 있는 “오보로케”라
는 아트 작품이 있다. 속는 샘치고 이 폴 너머의 풍
경을 카메라에 담아 보자. 독특한 도쿄 스카이트리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à스미다구 무코우지마 1-33-3.
tinyurl.com/totjidoyuen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인기점. 이 가게
의 섬세한 기술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사보 특
제 안미츠”가 추천메뉴이다. 팥앙도 흑설탕 시
럽도 한천 젤리도 모두 직접 만들었다. 특히,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만드는 새알은 쫄깃쫄
깃한 식감이 너무 좋다. 와라비(고사리)떡과 
모나카 아이스크림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일식 
디저트를 먹으며 쉬고 싶을 때 방문해 보기 바
란다. à스미다구 가메자와 4-8-5 / 정기휴무는 화

요일. tinyurl.com/tothokusaisabo

평일에도 단골 손님으로 
북적이는 진짜 로컬 이자
카야에서 하루를 마무리
하자. 닭꼬치 구이 5개 세
트(500엔)이나 튀긴 만
두(300엔)등, 맛짱은 볼
륨도 만족스럽고 저렴한 

맛집 중 하나입니다.
à에도가와구 가메이도 2-38-2 / 목요일 정기휴무.
tinyurl.com/totmatchan

스타일리쉬하고 일본적인 식기를 찾고있다면 갓
파바시 마에다에 찾아와 보세요. 후지산 모양으로 
디자인한 술잔부터 전통적인 기리코 유리잔, 야채 
모양을 한 젓가락 받침까지 모두 구할 수 있습니

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à다이토구 마츠가야 1-10-10 / 정기휴무는 일요일.
tinyurl.com/totkappamaeda

네즈 진자 이리구치(根津神社入口)에서 도에이 버스 “上58” 우에노 마츠자카야 마에(上野松坂屋前)행 승차. 
우에노 마츠자카야 마에(上野松坂屋前)에서 도에이 버스 “上46” 미나미센주 에키 히가시구치(南千住駅
東口)행으로 환승(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 9번 승강장으로). 기쿠야바시(菊屋橋 )에서 하차.

도쿄 스카이트리 에키마에(とうきょうスカイツリー駅前)에서 도에이 버스 “業10” 신바시(新橋)행 승차. 
가메자와 욘초메(亀沢四丁目)에서 하차.

1 3:00  도쿄 호타루도

1 4:00  코우메 아동 유원

1 5:00  호쿠사이 사보 1 7:00  이자카야 맛짱

1 2:00  갓파바시 마에다

1706년에 창건된 네즈 신사는 에도시대의 신사 건
축의 탁월한 실예입니다. 주홍색과 금색의 옻칠을 
한 건물은, 20세기에 동경에 큰 피해를 가져온 지
진과 전쟁, 화재등의 재난으로 인한 화를 피해왔다. 

그야말로 신의 가호를 받는 장소인 것이다.
à분쿄구 네즈 1-28-9.
tinyurl.com/totnezujinja

1 0:30  네즈 신사

출발 지점   우에노

9분

3분

24분

6분

3분

10분

5분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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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쟁이인 오니기리(주먹밥) 가게 리사쿠는 진
지하게 오니기리를 만듭니다. 오니기리의 속재료
의 옵션은 30종류 이상이다. 아침 세트를 하나 
주문해 보세요. 오니기리 1개 또는 2개와, 일본식 된장국과 반찬 혹은 둘 중 하나의 세트가 500엔 입니다.
à분쿄구 센다기 2-31-6, 정기휴무는 수요일. tinyurl.com/totrisaku

09:00  오니기리 카페 리사쿠

전통적인 거리를 둘러보는 여행

우에노 공원(上野公園)에서 도에이 
버스 “上58” 와세다(早稲田)행 승차. 
당고자카 시다(団子坂下)에서 하차.

당고자카 시다(団子坂下)에서 도에이 버스 “上58” 우에노 마츠야 마에(上野松坂屋前)행 승차. 네즈진자 이리
구치(根津神社入口)에서 하차.



아트를 위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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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만의 인공섬을 돌아보는 여행

힐튼 도쿄 오다이바의 씨스케이프 테라스 다이닝 레스
토랑에서 도쿄만의 전망을 한눈에 바라보며, 전통적인 
일식요리를 갖추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뷔페식 조식
을 즐기세요. 하루의 시작으로 이 이상의 것은 없습니
다.à미나토구 다이바 1-9-1

tinyurl.com/tothiltonodaiba

긴자 주오도리에 오픈한 긴자 에리어 최대급 상
업시설. 241개의 브랜드가 집결한 쇼핑 에리어
와 지하 2층의 푸드 플로어등 구경할 곳이 매우 
많으나, 이 곳에서는 아트를 즐기는 것도 잊지 
않길. 츠타야의 첫 아트 갤러리 등 관내의 곳곳
에서 아트 작품을 접할 수 있다.
à주오구 긴자 6-10-1. tinyurl.com/totginzasix

“크로넛”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유니크한 상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온 파티시
에, 도미니크 앙셀. 그의 상상력은 멈출 줄
을 모른다. 2017년 3월말에 오픈한 긴자점
에서는 가부키나 명란젖 주먹밥, 사각형 수
박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귀여움과 초현실주
의적인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품은 여
행의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다.
à주오쿠 긴자 4-6-16 긴자 미츠코시 

지하 2층. tinyurl.com/totanselginza

이 바는 헌 민가의 골목길에 숨어 있어, 실제 영업 연
수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입니다. 밤새도록 숨어서 위
스키를 홀짝이며 오래된 레코드의 멜로디에 젖어들

고 싶다고 느껴지는 곳 입니다.
à주오구 츠키시마 3-13-7 1층. tinyurl.com/totphonosheet

츠키지의 골목에 숨어있는 편안한 
몬자야키 가게. 오래된 유명 맛집
처럼 보이지만 (맛도 또한 그런 가
게를 떠올리게 하지만), 2017년 3
월에 오픈한 가게입니다. 동경 제
일의 소울푸드를 맛보고 싶다면, 이 가게의 해산물(시
푸드) 몬자가 추천메뉴입니다.
à주오구 츠키시마 3-16-4 / 정기휴무는 수요일

tinyurl.com/totmukai

이 문구점의 만년필, 잉크, 레터 세트는 얼마나 사용감이 좋은
가를 기준으로 채택된 것들이며, 이 점포 오더메이드의 (20분에
서 30분정도에 제본된다) 노트는 무
한한 종류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
니다.à다이토구 구라마에 4-20-12, 정기

휴무는 월요일(휴일인 경우 영업 합니다)

tinyurl.com/totkakimori1

스모 선수들이 몸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먹
는 여러가지 식재료를 사용한 국물 요리인 
창코 나베가 전문인 이 료고쿠의 레스토랑
은 스모와 음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점포 
내의 모든 것이 스모풍으로 되어 있으며, 중
앙에는 스모 씨름판이 있어 매일 밤 라이브 
쇼가 열립니다.à스미다구 요코아미2-14-5 / 

일요일, 휴일 휴무.  tinyurl.com/totkappoyoshiba

로봇, 세포, 우주와 그 밖의 여러 종류의 인터랙티브한 전시
가, 이 매력적인 과학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돔 시어터로 3D영화를 관람하거나 실제 안드
로이드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à고토구 아오미 2-3-6 일본 과학 미래관, 휴관일은 화요일 (휴일

인 경우에는 개관). tinyurl.com/totmiraikan

도치기현 마시코를 본거지로 하고 있다
는 것을 떠올리면, 오가닉에 초점을 맞춘 이 
숍 안에 있는 마시코에서 제작된 매력적인 상
품들의 양에 놀랄 것 입니다. 식료품, 유리제품, 의류를 다
루는 숍입니다.
à지요다구 히가시간다 1-3-9 / 월요일 휴무.

 tinyurl.com/totstarnet

R.O.STAR는 하루종일 신선한 커피를 100엔에 
제공하며, 샌드위치와 디저트도 또한 맛있고 저
렴합니다. 커피 소프트크림을 주
문하여, 길 맞은편에 있는 광장의 
햇빛이 잘 드는 벤치에 걸터앉아

보세요. à 고토구 토요스 3-2-20 1
층. tinyurl.com/totrostar 일본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의 하나인 오쿠노 

빌딩은, 1932년에 호화로운 아파트를 수용
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오래 사용되어 빈티
지해진 레트로한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은 갤
러리나 스튜디오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수
동식 엘레베이터도 잊지말고 타 보세요.
à주오구 긴자 1-9-88.  tinyurl.com/okunobldg

09:00  힐튼 도쿄 오다이바 1 0:30  GINZA SIX 1 3:00  DOMINIQUE ANSEL 
BAKERY JAPAN at GINZA

1 8:00  Phonosheet 

1 6:00  무카이 1 7:00  가키모리

1 8:30  갓포 요시바

1 0:30  일본 과학 미래관 

1 6:00  Starnet Tokyo

1 4 :00  R.O.STAR

1 4:00  오쿠노 빌딩

출발 지점   오다이바

도심으로 돌아갈 때는 츠키시마(月島)역에서 
도에이 오에도선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

출발 지점    긴자

다카라초(宝町 )역에서 도에이 아사쿠사선 승차. 히가시 니혼바시(東
日本橋 )역에서 하차.

니혼 카가쿠 미라이칸 마에(日本科学未来館前)에서 
도에이 버스 “海01” 몬젠나카초(門前仲町 )행 승차. 도요
스 에키마에(豊洲駅前)에서 하차.

도요스 에키마에(豊洲駅前)에서 도에이 버스 
“業10” 신바시(新橋)행 승차. 츠키시마 다이이
치 쇼각코 마에(月島第一小学校前)에서 하차.

2분

26분

11분

５분

 3분

 2분

도보
 1분

도보
 5분

도보
 5분

히가시 니혼바시(東日本橋 )역에서 도에이 아사쿠사
선 승차. 구라마에(蔵前)역에서 하차.

구라마에(蔵前)역에서 도에이 오에도선 승차. 료고쿠(両国)역에서 하차.

다이바 에키마에(台場駅前)에서 도에이 버스 “海01” 
도쿄 테레포토 에키마에(東京テレポート駅前 )행 승
차. 니혼 카가쿠 미라이칸 마에(日本科学未来館前)
에서 하차.



  

도쿄 힙스터 투어 향수에 젖는 노면전차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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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밀국수 가게의 고급 메밀국수의 맛을 음미해 보세요. 전부가 최고로 신선합니다. 
계절의 추천 요리와 무즙을 얹은 영귤 메밀국수와 같은 옛 그대로의 요리를 후루룩 소
리를 내며 먹어 보아요.
à시부야구 진구마에 1-13-14 하라주쿠 퀘스트 4층. tinyurl.com/totkamakurakeyaki

괴수, 즉 비스트는 많은 일본 영화에 등장한다. 그
리고 이 신바시의 괴수가 모이는 곳은, 이러한 유명
하거나 혹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괴수들을 전문으로 
다룬다. “울트라맨” 시리즈의 유명한 인기 괴수도 포
함되어 있는 피규어들 사이에서 잠깐 한잔 하러 들러
보자. à미나토구 신바시2 윙 신바시 지하 1층 . 

tinyurl.com/totkaiju

군침이 도는 향기에 쌓인 이 쿨한 
카페에서 단 음식을 좋아하는 당신
에게 상을 주세요. 만족스러운 간
식거리로 라즈베리, 코코넛, 맛차 
크림 도넛을 맛보세요.
à미나토구 아자부주반 2-17-6.

tinyurl.com/totdumbo

탁구 팬들은 레스토랑, 바, 숍이 같이 있
는 이 복합 탁구 시설이 생긴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탁구 학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물론 만족
스럽게 탁구를 칠 수 있도록 충분한 탁구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à시부야구 진난 1-12-16 ASIA BUILDING 1F, B1F / 정기휴무는 화요일, 레스

토랑 & 바는 무휴. tinyurl.com/tott4

전통적인 일본의 아름다움을 전문으로 하
며 교토를 거점으로 한 이 브랜드는, 텍스
타일, 지카다비(고무바닥 버선), 스타일리
쉬한 일본식 복장과 유카타 등을 다루는 
숍입니다. 아오야마점에는 말차나 화과자
(일본 전통 과자)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à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5-4-24 아 

라 크로체 1층. tinyurl.com/totsousou

1 1:00  가마쿠라 마츠바라안 게야키

1 7:00  괴수술집 신바시 증류소
1 6:00   Dumbo 
Doughnuts and Coffee

1 2:30  T4 TOKYO

1 5:00  SOU ・ SOU KYOTO 
아오야마

출발 지점   하라주쿠

재즈 곡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거의 도보자 전용이고 절에 참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가에 있는 이 릴랙스 되는 커피숍에서는 브라질산 원두로 내린 
훌륭한 브랜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핫도그나 샌드위치와 같이 한잔 
주문하여, 블랭킷이 준비된 의자에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à도시마구 조시가야 3-19-5, 정기휴무는 수요일. tinyurl.com/totkiazuma

로컬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인 카페입니다. 단골손님들에
게 인기인 메뉴는 종류가 풍부한 핫 샌드위치. 이 카페에
서는 750엔부터의 가격으로 음료수 한잔이 세트인 샌드
위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자켓을 
입고있는 간판냥이 큐피
를 만나보세요.
à아라카와구 마치야 1-4-5.

tinyurl.com/totparisiancafe

저렴함을 만끽할 수 있는 것
이 상점가(전통적 쇼핑 거리)
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이 곳
에서는 500엔만 있으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배를 채운 
다음에는 스즈키 주판(주류 
판매점)에 술을 마시러 가요 (4잔까지만 가능).
à아라카와구 미나미센주 1-18-5 / 영업시간은 점포에 
따라 다릅니다. tinyurl.com/totjoyfulminowa

이 공원은 어린이를 데리고 오기에 딱 좋습니다. 언덕이
나 계단을 오르거나 뛰어놀고,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경
우 미니 모노레일(오전10시~오후4시)을 탈 수 있습니다. 
3개의 박물관과 오래된 전철 차량도 구경하실 수 있습
니다. à기타구 오지 1-1-3. tinyurl.com/totasukayama

팽귄 애호가들은 마음에 들어하실 것 
입니다. 이 가게는 당신이 사랑하는 날
지 못하는 새를 컨셉으러 한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소중히 보관되어 레
트로한 분위기도 가득이며, 판매되고 있
는 흰색과 검정색의 장식 잡화 중에는 
레어 아이템도 있습니다. 임시 영업하는 
가게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à도시마구 기타오츠카 2-28-2 / 정기휴무 수요일, 일요

일, 휴일. tinyurl.com/totpenguinzakka

※2017년 현재는 가점포에서 영업중이다. 2018

년 봄경에 현재 점포 위치에서 오츠카 방면으로 
25미터 이동한 곳에 건설되는 빌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1 0:30  기아즈마 커피

1 5:00  파리지앵 카페 1 6:30  죠이플 미오와 상점가

1 3:00  아스카야마 공원 1 2:00  펭귄도 잡화점

출발 지점   이케부쿠로

15분

8분

6분

20분
도덴 아라카와선으로 오지 에키마에(王子駅前)에서 
마치야 에키마에(町屋駅前).

도덴 아라카와선으로 오츠카 에키마에(大塚駅前)에서 
오지 에키마에(王子駅前).

도덴 아라카와선으로 마치야 에키마에(町屋駅前)
에서 미노와 바시(三ノ輪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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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테산도(表参道)에서 도에이 버스 “池86” 시부야 에키 히
가시구치(渋谷駅東口)행 승차. 진난 잇초메(神南一丁目)에
서 하차.

아자부주반 에키마에(麻布十番駅前)에서 도에이 버스 “都
06” 신바시 에키마에(新橋駅前 )행 승차. 신바시 에키마에(新
橋駅前)에서 하차.

도보로 시부야(渋谷)역. 시부야 에키마에(渋谷駅前)에서 도에이 버스 “渋88” 신바시 에키마에(新橋駅
前 )행 승차. 미나미 아오야마 로쿠초메(南青山六丁目)에서 하차.

미나미아오야마 나나초메(南青山七丁目)에서 도에이 버스 “都01” 신바시 에키(新橋駅 )행 승차. 롯폰
기 에키마에(六本木駅前)에서 하차. 롯폰기(六本木)역에서 도에이 오에도선으로 환승. 아자부주반(麻
布十番 )역에서 하차. 2분

20분

도덴 아라카와선으로 도덴 조시가야(都電雑司ヶ谷 )역에
서 오츠카 에키마에(大塚駅前).

13분

©TSUBURAYA PROD.

4분

8분

7분



도에이의 지하철은 어떻게 항상 정확히 시간
에 맞추어 운행되고 있을까?

도에이의 버스는 밤에는 어디로 가는 걸까?

도에이 교통의 시간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버스와 전철은 어느 정도의 기간 사용되며,
 ‘은퇴’한 헌 버스는 어떻게 될까?

선로의 점검 작업을 하는 작업원은 일상적인 업
무로 무엇을 조사하고 있을까?

Q1. Q2.

Q3. Q4.

Q5.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경의 전철이 스케쥴대로 달리고 있는 것
은, 시간표의 계획부터 차량과 선로의 점검 작업까지 직원들과 
차장, 역무원, 보안 작업원등 도에이 교통 전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궁극적으로는, 시간관리는 도에이의 총합지령소의 
관할이며,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담당 직원이 임기응변하게 시
간표를 조정한다. 그렇게 하여 승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철의 
발착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직접 확인하는 작업등으로 역의 
안전과 정시운행 담당하고있는 직원은, 승강장에 있는 승객들
과 같은 눈높이와 귀로 열차의 운행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도에이 버스는 약 1500대의 차량이 있으며, 모든 버스는 하루 
영업이 끝나면 도쿄도내 18곳의 영업소와 지사로 각각 돌아간
다. 영업소에는 급유소와 정비소도 있어 평상시의 기본적인 점
검정비는 각 영업소에서 하고있다. 또한, 고토구의 임해부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엔진, 차체의 수리등을 위한 자동차 공장
이 있다.

전철의 시간표 계획은 승객수의 견적을 산출하는 것부터 시작
된다. 그 승객수에 따라 운행 속도, 빈도 그리고 신호의 설정 
등이 정해진다. 일부 운영 지하철은 게이세이선이나 게이큐선
등과 선로가 연결되는 도에이 아사쿠사선과 같이, 일부 도에
이 지하철은 사철(민간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선로와 연결되

기 때문에, 시간표의 계획은 제휴 사업체와의 교섭도 관련이 
된다. 또한 완성된 시간표는 분 단위로 공표되지만, 사실은 초 
단위로 짜여져 있다.

버스의 경우, 시간표의 계획은 도에이 노선 전역의 연간 혼
잡 상태와 지연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분석은 시간
표 갱신을 하는  6개월  전에 개시한다. 분석이 끝나면, 하루
에 사용되는 운행 수나 운행에 필요한 차량 수 등에 대해 조정
이 필요한 노선이 드러난다. 총 129의 노선 중 약 40%가 매년 
조정된다. 2017년에는 약 55의 버스 노선에서 갱신이 진행되
었다.

전철의 차량은 약 25~30년간, 버스는 약 15년간 사용된다. 도
에이 교통에서 임무를 마친 차량은 금속 등 소중한 자원으로 
재이용되거나 지방 자치체나 민간 기업에 매각되기도 한다. 과
거에는 재해부흥 등을 위해 바다를 건너 스리랑카 등에서 활약
한 예도 있다.

그들은 레일이나 침목의 상태를 체크하거나, 볼트가 느슨해 지
지 않았는지, 터널에 금간 곳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
검 작업은 보통 2명의 작업원이 팀이 되어 진행되며, 하나의 단
선 노선를 조사하는 데 약 10일을 소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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