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큐선과 미나토미라이선의 구간 한정 무제한 승차!

PASMO PASSPORT와 리퍼런스 
페이퍼를 받는다.
※리퍼런스 페이퍼는 반드시 휴대하여 주십시오.

기획 승차권 중 한 가지의 금액
※PASMO PASSPORT의 구입 가격 2000엔 중 1500엔은 알뜰 티켓 구입 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3의 티켓 사용 시의 주의점

KEIKYU TIC로

여권를 제시한다.

PASMO PASSPORT를 가지고 계신 분

당일 구매만 가능

도중 하차

자유 구간 내：가능

구간 외 사용

별도로 해당 구간의 보통 여객 운임을 지불합니다. 

환불 방법

유효기간 내에서 미사 용 시에만 발 매 장소에서 환 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220엔)

도쿄～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발매 장소

Keikyu Tourist Information Center (Shinagawa)

발매 금액

어른：820엔  어린이：410엔

유효 기간

발매일 당일에 한함

내용(구간 포함)

게이큐선 센가쿠지역～요코하마역 간의 자유 승차권

미나토미라이선 전 노선 자유 승차권

하네다~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발매 장소

Keikyu Tourist Information Center (Haneda Airport

Terminal 3)

발매 금액

어른：720엔  어린이：360엔

유효 기간

발매 당일에 한함

내용(구간 포함)

게이큐선 하네다공항 제1· 제2터미널역～

요코하마역 간의 자유 승차권

미나토미라이선 전 노선 자유 승차권

발매 장소

Keikyu Tourist Information Center (Haneda Airport 

Terminal 3)

Keikyu Tourist Information Center (Shinagawa)

발매 금액

어른：860엔  어린이：430엔

유효 기간

발매일 당일에 한함

내용(구간 포함)

게이큐선 하네다공항 제1 · 제2터미널역～

게이큐 가마타역 간의 자유 승차권

게이큐선 센가쿠지역～

요코하마역 간의 자유 승차권

미나토미라이선 전 노선 자유 승차권

하네다~도쿄~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PASMO PASSPORT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

하네다〜도쿄〜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하네다〜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도쿄〜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기획 승차권의 구매 방법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28일간입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무효가 됩니다.

1～3의 티켓을 구매하시려면 
PASMO PASSPORT가 필요합니다.

발매 금액 2,000엔(1,500엔분 충전) +수수료 500엔

게이큐 전철 정보는 여기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PASMO PASSPORT
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필요 없습니다.

영업 시간：평일 9:00 ～ 19:00 토·일, 공휴일 9:00 ～ 17:00(일본 
시간)
질문이 있을 때는 게이큐(게이큐 전철)로 전화 주십시오.
일본인 직원이 동시통역으로 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게이큐(게이큐 전철)  03-5789-8686
※일본 국외에서 전화를 거실 때：+81-3-5789-8686

도쿄～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하네다~도쿄~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하네다~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구매 방법（HOW TO PURCHASE）
PASMO PASSPORT 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을 위한 기획 

승차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MORE INFORMATION)
자세한 것은 게이큐 안내 센터에 문의하시거나 KEIKYU TIC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어른 ¥820  어린이 ¥410  

어른 ¥860  어린이 ¥430  

어른 ¥720  어린이 ¥360  

요코하마 베이
에어리어

1DAY
할인 승차권

돈을 지불한다. (현금만 가능)

중 한 가지를 선택

기획 승차권 중 한 가지의 금액

PASMO PASSPORT  2,000엔
(1,500엔 충전+수수료 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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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MO PASSPORT 는 관동지방, IC 카드가 이용 

가 능한 철도·버스 이용, 그리고 가맹점에서 전자 

화폐로써 물건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단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28일간입니다.

※ 사 용 하 실  때 는  반 드 시  리 퍼 런 스  페 이 퍼 를  

휴대하여 주십시오.

PASMO®

PASMO PASSPORT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야마시타 공원

바다 경치나 화단의 장미가 볼거리로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관동 대지진(1923 년)의 

부흥 사업으로 시내의 기와와 자갈 등을 매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어묵과 닭꼬치, 선술집 등 저렴한 가게가 즐비한 

음식점 거리가 있어 이 지역의 서민적인 정취를 찾아 

여성 고객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노게야마 공원·

동물원도 인기입니다.

노게 지역

요코하마 개항으로 일본으로 들어 온 화교 2 세, 3 

세, 4 세가 “음식”과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리입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중국 잡화나 건축미를 

찾아서 걸어보는 즐거움도 각별합니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서양 문화의 영향을 비추는 돌로 깐 길의 거리에는 

개성 넘치는 가게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선택하시는 건 어떠세요?

모토마치 쇼핑가

미나토미라이선 노선 주변,
요코하마 지역 등 관광 스폿

인쇄물 1권에 각 시설 한 사람당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우대 특전
우대 특전을 이용하실 때에 상기 중 한 가지 기획 승차권이 

기재된 리퍼런스 페이퍼를 각 시설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미나토미라이

여기

게이큐선

미나토미라이선

도착 로비(2F)

요코하마

모토마치·추카가이

신타카시마

미나토미라이
퀸즈 스퀘어

바샤미치

니혼 오도리

퍼시피코 요코하마

요코하마 스타디움

미나토미라이선으로 환승

센가쿠지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

하네다공항 

제1· 제2터미널

게이큐 카마타

모토마치·추카가이

시나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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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큐선역

미나토미라이선역

미나토미라이선

하네다~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하네다~도쿄~요코하마 구간 할인 승차권

요코하마요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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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버스 승선 터미널

마린 루즈, 마린 셔틀, 씨 버스 승선 터미널

마린 루즈, 마린 셔틀, 
씨 버스 승선 터미널

마린 루즈, 
마린 셔틀 승선 터미널

구매 가능한 장소(KEIKYU TIC)와 승차 가능 구간

10:00 ～17:00

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 다음 평일에 휴관)

공통권 100엔 할인

（일반 600엔→500엔, 만 65세 이상 400엔→300엔, 

초·중·고등학생 300엔→200엔）

단독 관람권 50엔 할인

（일반 400엔→350엔, 만 65세 이상 250엔→200엔,

초·중·고등학생 200엔→150엔）

※초·중·고등학생의 토요일 특별 요금(공통권 100엔)

은 할인 대상 외

 범선 닛폰마루·요코하마 미나토 박물관
이용 완료

영업 시간

정기 휴일

특전

3

닛폰 유센 히카와마루
이용 완료

10:00 ～17:00 （입장시간16:30）영업 시간

월요일(공휴일일 때는 다음 평일 휴관)정기 휴일

일반: 300엔→250엔 

만65세 이상: 200엔→150엔

※5명까지 유효

특전

5

10:00 ～19:00

없음

승선 요금 10% 할인

마린 루즈·마린 셔틀·씨 버스　

운항 시간 10：00 ～21：00

주식회사 포트 서비스
（마린 루즈·마린 셔틀· 씨 버스） 이용 완료

영업 시간

정기 휴일

특전

2

 【레스토랑 오션】

런치    11：30 ～15：00 (L.O. 14:30)

디너    17：00 ～21：30 (L.O. 20:30)

【바 라운지 씨 멘즈 클럽】

티 타임     14：00 ～17：00

바 타임     17：00 ～23：30 (L.O. 23:00)

레스토랑 오션 디너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음료 시설 이용  1회 계산 시 10% OFF

※10명 이상의 단체는 이용 불가

※다른 할인과 병용 불가

【레스토랑 오션】나비오스 요코하마 1F

【바 라운지 씨 멘즈 클럽】 나비오스 3F 이용 완료

영업 시간

정기 휴일

특전

4

11：00 ～22：00(L.O. 21：15)

런치 타임    11：00 ～15：00

카페 타임    15：00 ～17：30

  디너 타임    17：30 ～22：00

매주 월요일  객석 46석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화요일이 정기 휴일입니다.

디너 타임 17시 반～22시 5% OFF

M’s Table
이용 완료

영업 시간

정기 휴일

특전

6

Haneda Airport
Terminal 3

Shinagawa

역사 를 느끼게 하 는 외관으 로 촬영 스폿으 로 도 

추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 점포, 

카페,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빨강 벽돌 창고C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높이 296m 의 타워 건물을 중심으로 사무실, 호텔, 

쇼핑몰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시설. 맑은 날은 전망 

플로어에서 후지산도 보입니다.

B

게이큐 뮤지엄

‘실물’을 보 고, 만져보 고, 즐긴다 를 컨셉으 로 한 

게이큐 그룹의 매력이 가득한 뮤지엄. 다양한 전시 

및  체 험 을  제 공 하 여  온 가 족 이  즐 길  수  있 는  

시설입니다.

A

D

E

F

G

다카나와구치

여기

3

5 2

2
4

6

2

2

10:00 ～17:00 (최종 입장은 16:30까지)영업 시간

매주 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연말연시 및 특정일
정기 휴일

특전
게이큐의 오리지널 용품을 드립니다.

직원에게 레퍼런스 용지를 보여주십시오.

1 게이큐 뮤지엄
이용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