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승차권

승차권으로 특별혜택 받기! CHIKA TOKU

CHIKA TOKU 홈페이지 (영어 전용)

http://chikatoku.enjoytokyo.jp/phones/en/

도에이 지하철·도쿄 메트로 1일 통합권

都営地下鉄・東京メトロ一日乗車券
어른 ¥900　어린이 ¥450
•이용 가능 노선: 도에이 지하철, 도쿄 메트로를 1일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매처: 도에이 지하철 모든 역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 
등에서 판매합니다.

도쿄 프리 티켓

東京フリーきっぷ
어른 ¥1,590　어린이 ¥800
•이용 가능 노선: 도에이 교통(도에이 지하철, 도에이 
버스, 도쿄 사쿠라 트램(도덴 아라카와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 도쿄 메트로 지하철, JR(도쿄 전 23구 내)을 1일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매처: 각 역 자동발매기 등에서 판매합니다.

도에이 버스 1일 승차권

都バス一日乗車券
어른 ¥500　어린이 ¥250
•이용 가능 노선: 도에이 버스(도쿄 전 23구 내)를 1일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매처：도에이 버스 차량 내부와 도에이 버스 정기권 
발매처에서 판매합니다.

도쿄 지하철 티켓 (관광객 한정)

•이용 가능 노선: 도에이 지하철과 도쿄 메트로 지하철을 
24~72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매처：하네다공항(국제선 터미널 관광 정보센터), 
나리타공항
* 외국인 관광객은 도쿄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려면 
여권이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도쿄 지하철 승차권은 도쿄 호텔이나 빅카메라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24 hours

48 hours

72 hours

어른 ¥800    어린이 ¥400
어른 ¥1,200　어린이 ¥600
어른 ¥1,500　어린이 ¥750

❶1일 승차권 구입

❷도에이 교통을 이용하세요

❸제휴 매장에서 1일 승차권을 
제시하세요!

❹약 400곳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이 교통 1일 승차권

都営まるごときっぷ (Toei Marugoto Kippu)
어른 ¥700　어린이 ¥350
•이용 가능 노선: 도에이 지하철, 도에이 버스, 도쿄 
사쿠라 트램(도덴 아라카와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를 1일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매처: 도에이 지하철 모든 역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와  도에이 버스·트램 등에서 판매합니다.

일반 운임…지하철: 거리별 차등 요금     버스: 전 노선 ¥210

도초마에
20분  ¥220

도에이 버스 
(業10)
7분
¥210

3분  ¥180

오에도 선

16분  ¥220

오에도 선 도보

8분  ¥210

도에이 버스 (業10)

우에노오카치마치 아사쿠사

시라카와기요스미시라카와롯폰기
가메자와 

4초메

도에이 1일 승차권 사용 시 
할인 금액!!

도에이 1일 승차권으로 갈 수 있는 추천 관광 코스

도쿄 관광은 도에이 버스로
홈페이지에서는 도에이 버스를 이용한 도쿄 관광을 안내해드립니다. 
도에이 버스로 편리하게 도쿄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https://www.kotsu.metro.tokyo.jp/bus/routes/sp/

도에이 교통 고객센터
운임, 시간표, 분실물 등 도에이 교통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에이 교통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오.
TEL: 03-3816-5700 운영시간: 오전 9:00 – 오후8:00 (연중 무휴)
자동 안내 시작 후 1번을 누르면 영어 안내원과 연결됩니다.

도에이 버스 실시간 정보 서비스 tobus.jp
tobus.jp에서는 도에이 버스 시간표, 경로, 현재 버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obus.jp/sp/blsys?ln=en

도에이 지하철 노선 내 각 역에서는 역무원이 전화 통역서비스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역의 전화 통역서비스

Toei_Subway_Free_Wi-Fi
안내 언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한국어, 일본어

TRAVEL JAPAN Wi-Fi
안내 언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한국어, 태국어
* 앱 다운로드 필수

무료 Wi-Fi
(지하철 & 도에이 버스)

무료 Wi-Fi 서비스는, 외국인 여행자의 
이용이 많은 역과 모든 버스 차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700 절약!!

QR 코드로 간편하게 구매하세요
도에이 지하철 역에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부착된 발매기를 이용하세요.

언어와 QR 코드를 선택한 후 QR 코드를 
스캔하면 도에이 1일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닛포리·도네리 라이너 역과 도에이 버스와 도쿄 사쿠라 트램
(도덴 아라카와 선) 내부에서도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2

지하철 역과 
열차 내
(일부 제외)

Toei_Bus_Free_Wi-Fi
안내 언어: 일본어 외 영어, 중국어, 한국어

시내 버스 안

E28

E23

아카바네바시

E21 E14

E09

구라마에

E11 A18A17
오에도 선

환승

3분  ¥180

오에도 선

3분  ¥180

아사쿠사 선

1분

아사쿠사 선 도보

오시아게

A20

도쿄 
스카이트리 역

도쿄도청

많은 사람이 찾는 
무료 전망대!

우에노 동물원

도쿄 동물원 학회

아메요코 시장 거리도 
근처에 위치!

센쇼지

사진: 다이토 구

거리 곳곳에서 일본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TCVB

643m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

키요스미 정원

©TCVB

주변에 근사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

우키요에 화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쿄 타워

©TOKYO TOWER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롯폰기 힐즈

MINATO PHOTO CONTEST ’14

세 곳의 미술관 근처에 위치한 
예술의 거리를 거닐어 보세요!

©Forward Stroke

위 추천 코스 

일반 승차권 구매 시 

      ¥1400

도에이 1일 승차권
      ¥700

한국어판

한꺼번에 즐기자

MINATO PHOTO CONTEST ’12

Photo by:Taito ward

©TCVB

©TCVB

Instagram
toeitransportation_official

Facebook
@toeitransportation.eng

Twitter
@toeikotsu_eng

도에이 소셜미디어

도에이 교통 홈페이지
https://www.kotsu.metro.tokyo.jp/kor/

도  쿄를 
도에이 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