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7 월 12 일
도쿄도 교통국

일본은 찾은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해외여행보험 포함 메디컬 서비스를 세트로 구성한

기획 승차권 ‘TOKYO STARTER KIT’를 판매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안심하며 도쿄를 즐기기 위해~

도쿄도 교통국은 도쿄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가 여행 중에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할 지 모른다, 병원에 가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치료비의 자기 부담액이 고액이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안심하며 도쿄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콘셉트의 기획 승차권 ‘TOKYO
STARTER KIT(도쿄 스타터 키트)’를 아래와 같이 판매합니다.
이번 기획 승차권은 도쿄도와 포괄제휴협정(와이드 컬래버레이션 협정)※１을
체결하고 있는 도쿄카이조니치도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제휴한 상품입니다.
아래

1 TOKYO STARTER KIT 의 개요
도에이 지하철의 모든 노선과 도쿄 메트로의 모든 노선을 72 시간 동안
자유롭게 탈 수 있는 ‘Tokyo Subway Ticket’과 ‘도버스 1 일승차권’에 전용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용 해외여행보험을 세트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전용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의료기관 소개, 진찰 시의 통역
서비스, 여권 분실 시의 서포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관광 정보나 유용한 쿠폰 제공, 재해 발생 시 다국어 정보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2 판매 개시
2019 년 7 월 22 일(월요일)부터
3 판매 금액
3000 엔(세금 포함) ※ 어린이용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4 판매 장소 및 시간
우에노오카치마치역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8:00～20:00)
도에이 오에도선의 도초마에역,

신주쿠니시구치역,

다이몬역 및 도에이

아사쿠사선 신바시역의 역장 사무실(첫차~22:00)
5 판매 대상자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
여권으로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등록을 위해
구입 시에 전용 단말기로 여권 정보를 스캔합니다.

※１ <포괄제휴협정(와이드 컬래버레이션 협정)>
도민 퍼스트 시점에서의 도정 운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쿄도와 기업 등이 복수의 정책 분야에 걸쳐서 포괄적이고 횡단적인 제휴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문의처

도에이교통 고객센터 03-3816-5711（9:00～20:00 연중무휴）

‘TOKYO STARTER KIT’의 발매 내용

（１） 승차권
① Tokyo Subway Ticket 72 시간권
사용 개시를 한 후 72 시간 동안 도에이 지하철의 모든 노선 및 도쿄 메트로의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② 도버스 1 일승차권
1 일 한정으로 23 구 내의 도버스(고토 01 제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 심야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통 운임과의 차액(210 엔(IC：206 엔))이 필요합니다.
오전 0 시~오전 4 시는 전날까지 유효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지카토쿠
대상 시설과 점포에서 승차권(Tokyo Subway Ticket 또는 도버스 1 일승차권)을 제시하면
할인이나 증정품 등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전입니다.

（２）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종합 서포트 서비스
‘TOKYO STARTER KIT’ 구입일 다음날 0 시부터 최대 72 시간 동안 여행 중에 직면하는
다양한 곤란함 해소와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①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용 해외 여행 보험
・보상 내용 등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해외 여행 보험에 관한 상세 정보
보장 내용

일본 국내에서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의 치료 비용, 귀국 이송 비용 등을 보상

보장 금액

500 만 엔

보장 기간

가입

수속일(‘TOKYO

STARTER

KIT’

구입일)의

다음날

0

시~일본

출국시까지(최대 3 일간)
・캐시리스 메디컬 서비스
부상이나 병의 증상에 따라 치료비를 자기 부담하지 않고 진찰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소개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아니며
치료비는 500 만 엔까지 보장이 됩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3 개국어에 한해서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기관 이외의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에서도 43 개국어
지원 전화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 서비스
여권이나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시의 지원, 공항과 호텔 사이의 셔틀 예약, 해외 가족에게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재해 정보 제공
재해 발생 시 ‘TOKYO STARTER KIT’ 구입자 전용 어플(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통해 위치
정보에 의거해 재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대피 장소 정보 및 대피
장소까지의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전용 단말기에 여권을 대는 것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스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서 도입하고 있으므로 가입 시 계약서에 이름, 주소 등을 기입하는 번잡한
절차가 생략됩니다.

<판매 방법>
대면 판매

도에이 지하철의
주요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면
판매).

여권 확인

구입자는 구입할
때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정보 등록

판매 창구의
담당자는 전용
단말기로 여권의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상품 전달

여권 정보의 스캔이
완료하면 ‘TOKYO
STARTERKIT’를
구입자에게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