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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기 휴가, 골든 위크, 공휴일인 화요일은 개관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관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매 요금
(전날까지)

당일 요금



















당관에서는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고 세븐일레븐, 로손, 미니스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첩 등, 각종 이용권, 각종 입장 할인권 등을 소지하신 분은 사전에 입장권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직접 당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계, 211계, E233계 전동차의 모의
운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뎃파쿠 연간 자유이용권'은 판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The Railway Museum raﬄe App'
으로 추첨(토요일 및 휴일)



물품보관함(유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관 1F 차량 스테이션 입구에서 시작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음 식을 먹거나 흡연하 는 경우 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술은 일부 음식점에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등의 동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조견(시각장애인 안내견, 도우미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의 동반은 가능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 선전, 물품 판매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 진 또는 비디오 촬 영은 개인적으 로 사 용하 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촬영이 금지되는 전시(특별전시, 기획전시 등)가
있습니다.

●

삼각대, 일각대, 셀카봉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시물 등 시설의 폐쇄, 중지로 인한 입장료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

박 물 관 안 에 서 부 상 이 나 도난 을 당 한 경 우 , 본
박물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관내에서 뛰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전시물을
파손하는 등 민폐 행위를 금지합니다.

●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박물관의 주의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에 표시된 가격은 모두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본 가이드 기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유료 체험 프로그램(The Railway Museum Raﬄe App.에 의한 추첨제)


Download the Railway Museum Raﬄe App for your chance to win!



'The Railway Museum Raffle App'
으로 추첨

'The Railway Museum raffle App'
으로 추첨(토요일 및 휴일)

운전은 초등학생 이상,
1대 3명까지 승차 가능.

미취학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요







'The Railway Museum Raffle App'
으로 추첨

'The Railway Museum Raffle App'
으로 추첨

'The Railway Museum Raffle App'
으로 추첨



※체험 프로그램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이상(1~4학년은
보호자 동반 필요, 미취학 아동은
옆 좌석에서 견학 가능)



'The Railway Museum Raffle App'
으로 추첨



※'The Railway Museum Raffle App'을 통한 추첨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