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3 월 11 일
Greater Tokyo Pass 협의회

’Greater Tokyo Pass‘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19 년 ３월 16 일(토)부터
Greater Tokyo Pass
“SAKURA Campaign” 을 실시합니다！
・기간 한정으로 유효기간을 5 일간으로 연장
・연중 이용 개시 전날부터 사전 발매를 개시
간토 철도 및 버스 사업자 63 사・국이 가맹하는 Greater Tokyo Pass 협의회에서는
이용 가능 지역의 철도・궤도선과 일반 버스 노선을 3 일간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는
방일 외국인용 기획 승차권 ‘Greater Tokyo Pass’를 기간 한정으로 유효기간을
5 일간으로 연장하는 ‘SAKURA Campaign’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벚꽃의 개화시기에 많은 외국인 손님이 방일하기 때문에 ‘Greater Tokyo
Pass’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매력이 가득한 간토 지역의 관광지 등을 보다 많이
방문하여 일본의 매력이나 접대를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SAKURA Campaign’ 실시 기간 중인 2019 년 3 월 16 일(토)부터 4 월 30 일(화) 까지
구입한 ‘Greater Tokyo Pass’는 발매 가격은 그대로, 유효기간을 3 일간에서
5 일간으로 연장합니다.
또, 현재 ‘Greater Tokyo Pass’ 는 이용 개시 당일에만 발매하였으나, ‘SAKURA
Campaign’의 실시와 같은 날인 2019 년 3 월 16 일(토)부터 이용 개시 전날부터의 사전
발매를 연중 개시합니다. 이로 인해 오후나 야간 비행기로 방일하였을 때에도 구입하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다음날 이후의 유효기간 일수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Greater Tokyo Pass’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Greater Tokyo Pass 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방일 외국인 고객분들께서 간토
지역에서의 여행을 보다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티켓 이미지】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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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Tokyo Pass ‘SAKURA Campaign’에 관해
1. 캠페인 명칭
Greater Tokyo Pass ‘SAKURA Campaign’
2. 실시 기간
2019 년 3 월 16 일(토)부터 4 월 30 일(화)까지
3. 캠페인 내용
기간 중에 구입한 ‘Greater Tokyo Pass’의 유효기간을 발매가격은 그대로, 통상
3 일간에서 5 일간으로 연장.

Greater Tokyo Pass 의 사전 발매에 관해
1. 실시 내용
이용 개시 전날부터 사전 발매 개시
※현재는 이용 개시 당일에만 발매
2. 실시 기간
2019 년 3 월 16 일(토)부터 연중

(참고) Greater Tokyo Pass 에 관해
1. 발매 가격
어른 7,200 엔, 어린이 3,600 엔
※모두 세금 포함 가격
※‘SAKURA Campaign’기간 외에도 같은 가격입니다.
2. 발매 대상
방일 외국인 여행자만 해당
3. 발매 방법
하기의 발매 장소에서 여권으로 외국인 여행자임을 확인한 후 발매합니다. 그때,
승차권면에 여권과 같은 사인을 기입해야 합니다.
4. 이용 가능 지역
12 사・국의 철도・궤도선 및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의 51 사・국의 일반 버스
노선.
※참고자료 1・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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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 장소】
◆나리타공항
・게이세이선 :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
(나리타공항 제 1 터미널역/나리타공항 제 2•제 3 터미널역)
・게이세이선 : Skyliner 티켓 카운터
(나리타공항 제 1 터미널역/나리타공항 제 2•제 3 터미널역)
공항
・게이세이선 : 나리타공항 터미널빌딩 내 도착 층 카운터
◆하네다공항
・게이큐선: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게이큐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게이큐선:하네다공항 국내선 터미널역 개찰구
지역

역
아카사카미쓰케역
아사쿠사역
이다바시역
이케부쿠로역
우에노역
우에노오카치마치
역
에비스역
오테마치역
오모테산도역
긴자역

도쿄
23 구

시나가와역
시부야역
신오차노미즈역
신주쿠역

신주쿠니시구치역
신바시역
세이부신주쿠역

노선
도쿄메트로
도부선
도쿄메트로
세이부선
도쿄메트로
도부선
게이세이선
도쿄메트로
도에이
지하철
도쿄메트로
도쿄메트로
도쿄메트로
도쿄메트로

발매 장소
정기권 판매소
도부 관광안내센터 아사쿠사
정기권 판매소
세이부 이케부쿠로 관광 안내소
정기권 판매소（마루노우치선/유라쿠초선）
도부 관광안내센터 이케부쿠로
Skyliner 티켓 카운터 (게이세이 우에노역)
정기권 판매소 ・ 여객 안내소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정기권 판매소
정기권 판매소
여객 안내소
정기권 판매소 ・ 여객 안내소
・다카나와 출구 개찰구
게이큐선
・게이큐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게이오선
정기권 판매소
시부야 “CHIKAMICHI” 종합 인포메이션
도큐선
〈WANDER COMPASS SHIBUYA〉
도쿄메트로 정기권 판매소
・오다큐여행서비스센터, 신주쿠 서쪽
오다큐선
・오다큐여행서비스센터, 신주쿠 남쪽
게이오선
정기권 판매소
도쿄메트로 정기권 판매소 ・ 여객 안내소
도에이
역장사무실
지하철
도쿄메트로 정기권 판매소
도에이
역장사무실
지하철
세이부선
특급권 파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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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몬역
다카다노바바역
도쿄역
도초마에역

가나가
와현

니혼바시역
메이지진구마에 <하라주쿠>역
오다와라역
요코하마역

도에이
지하철
도쿄메트로
도쿄메트로
도에이
지하철
도쿄메트로
도쿄메트로
오다큐선
게이큐선

오에도선 역장사무실
정기권 판매소
정기권 판매소

・

여객 안내소

역장사무실
정기권 판매소
정기권 판매소
오다큐여행서비스센터, 오다와라
게이큐전철 중앙 개찰구

5. 이용 방법
■철도
유인 개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개찰기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궤도선・일반 버스 노선
승무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여권 제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환불
사용개시 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해 구입 장소에서 수수료(220 엔)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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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참고 1
‘Greater Tokyo Pass’의 이용 가능 지역에 관해
■12 사・국의 철도・궤도선
오다큐 전선, 게이오 전선, 게이세이 전선※, 게이큐 전선, 소테츠 전선,
세이부 전선, 도큐 전선, 도쿄 메트로 전선, 도에이 지하철, Tokyo Sakura Tram(도덴
아라카와선) , 도부 전선, 미나토 미라이선, 요코하마 시영지하철 전선
주의) 유료 특급 열차, 좌석 지정 열차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별도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게이세이선은 승차 구간에 Narita SKY ACCESS (게이세이 다카사고역~나리타공항
제 1 터미널역 간)를 포함할 경우는 이하의 역간 사이만 이용 가능:
①호쿠소선 구간(신시바마타역~인바니혼이다이역간)을 제외한 게이세이선 각 역과
나리타유카와역, 나리타공항 제 2 제·3 터미널역 또는 나리타공항역의 상호간
②인바니혼이다이역~나리타유카와역~나리타공항 제 2 제·3 터미널역~나리타공항
제 1 터미널역의 각 역 상호간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의 51 사・국의 일반 버스 노선
Toei Bus, Tokyu Bus, Keio Dentetsu Bus, Kanto Bus, Seibu Bus, Kokusai Kogyo Bus,
Odakyu Bus, Keihin kyuko Bus, Keisei Bus, Tobu Bus Central, Tatchikawa Bus,
Nishi Tokyo Bus, Hitachi motor transportation, Keio Bus Higashi, Tokyu Transses,
Keisei Town Bus, Keio Bus Minami, Keio Bus Chuo, Keio Bus Koganei,
Yokohama Municipal Bus, Kanagawa Chuo Kotsu, Kawasaki Tsurumi Rinko Bus,
Kawasaki City Bus, Sotetsu bus, Kanagawa Chuo Kotsu West, Enoden Bus Fujisawa,
Kanagawa Chuo Kotsu East, Enoden Bus Yokohama, Kominato Railway, Chibakotsu,
Tobu Bus East, Chiba Chuo Bus, Toyobus, Bando Bus, Tokyo BayCity Koutsu,
Narita Airport Transport, Chiba Kaihin Kotsu, Chiba Nairiku Bus, Chiba Rainbow Bus,
Chiba Green Bus, ChibaCityBus, Heiwa Kotsu, Aska Kotsu, Keisei Transit Bus,
Chiba Seaside Bus, Tobu Bus West, Ibakyu Motor, Kawagoe Motor, Asahi Motor,
Seibu Kanko Bus, Kokusai Juo
※ 좌석 정원제 버스(고속버스, 공항 액세스 버스, 정기 관광버스 등), 심야 급행
버스, 각 자치체의 커뮤니티 버스, 대상 버스 사업자 이외와의 공동 운행 계통 등
일부 노선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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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Greater Tokyo Pass 대상 지역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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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Greater Tokyo Pass 협의회에 관해
1. 조직 명칭

Greater Tokyo Pass 협의회

2. 설

립

2018 년 2 월 28 일

3. 회

장

무로야 마사히로(게세이전철 주식회사 상무이사 철도본부장)

4. 가맹사・국
●철도 사업자(12 사・국)
오다큐전철주식회사
게이힌큐코전철 주식회사
도큐전철 주식회사
도부철도주식회사

게이오전철주식회사
사가미 철도 주식회사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
요코하마 고속 철도 주식회사

게이세이주식회사
세이부철도주식회사
도쿄도 교통국
요코하마시 교통국

●버스 사업자(51 사・국)
Toei Transportation

TOKYU BUS CORPORATION

Keio Dentetsu Bus Co.,Ltd.

KANTO Bus Co., Ltd.

SEIBU BUS Co.,Ltd.

Kokusai Kogyo Company Limited

ODAKYU BUS Co., Ltd.

Keihin Kyuko Bus Co., Ltd.

Keisei Bus Co., Ltd.

TOBU BUS CENTRAL CO.,LTD.

TACHIKAWABUS CO.LTD

Nishi Tokyo Bus Co.,Ltd.

Hitachi Motor Transportation Co.,Ltd. Keio Bus Higashi Co.,Ltd.

TOKYU TRANSSES CORPORATION

Keisei Town Bus Inc.

Keio Bus Minami Co.,Ltd.

Keio Bus Chuo Co.,Ltd.

Keio Bus Koganei Co.,Ltd.

Transportation Bureau, City of Yokohama Kanagawa Chuo Kotsu Co.,Ltd.

KAWASAKI TSURUMI RINKO BUS Co.,LTD Kawasaki City Bus

Sotetsu Bus Co.,Ltd.

Kanagawa Chuo Kotsu West Co.,Ltd. Enoden Bus Fujisawa Co.,Ltd.

Kanagawa Chuo Kotsu East Co.,Ltd.

Enoden Bus Yokohama Co.,Ltd.

Kominato Railway Co., Ltd.

Chibakotsu co.,ltd.

TOBU BUS EAST CO.,LTD.

Chiba Chuo Bus Co., Ltd.

toyobus corporation

BANDO BUS inc.

Tokyo BayCity Koutsu Co., Ltd.

Narita Airport Transport Co.,LTD

Chiba Kaihin Kotsu Co., Ltd.

Chiba Nairiku Bus Co.,Ltd.

Chiba Rainbow Bus Co., Ltd.

Chiba Green Bus Co., Ltd.

ChibaCityBus Co.,Ltd.

HEIWA KOTSU Co., Ltd.

ASKA KOTSU Co., Ltd.

KEISEI TRANSIT BUS Co.,Ltd.

chiba seasidebus corporation

TOBU BUS WEST CO.,LTD.

IBAKYU Motor Corporation

Kawagoe motor corporation

ASAHI Motor Corporation

SEIBU KANKO BUS Co.,Ltd.

Kokusai Juo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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