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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다공항에서 도쿄・요코하마 방면의 교통을 담당하는 게이힌급행전철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23일(화)～2018년 3
월 31일(토) 기간 중 도쿄도심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 근교 리조트로 유명한 미우라 지역에서 Instagram(※1)을
이용한 ‘미우라 포토러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중 총 6곳에 설치된 포토 패널 중 3곳 이상에서 지정된 포토 패널과 포토 프롭스(※2)를 사용해 사진을 찍어, 지정
된 해시태그(#MIURAPHOTORALLY)를 붙여 자신의 Instagram에 업로드하해 미우라 반도의 Instagram 계정
(miura_keikyu_official)을 팔로우한 분 중 추첨으로 미우라 반도 쇠고기 브랜드인 ‘하야마규’ 등 멋진 상품을 선물로 드립
니다. 이번 패널은 미우라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의 형태가 비슷해 ‘이탈리아 국기 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도교 도심에서 약 1시간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우라 지역에서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며
찍은 사진은 SNS에 올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미우라 지역에서 찍은 근사한 사진으로 일본 여행의 멋진 추억을 남겨 보
시면 어떨까요. 
‘미우라 포터러리’의 상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사진 이미지 사진 이미지 포토 프롭스 이미지

◆미우라 포토러리의 상세 내용

1. 기간

2018년 1월 23일(화)～3월 31일(토)

2. 응모방법

(1) 미우라 지역의 총 6개 장소(아래)에 설치된 포토 패널 중 3곳 이상에서 지정된 포토 프롭스를 사용해 사진을 찍는다.
(2) 촬영한 사진에 해시태그(#MIURAPHOTORALLY)를 붙여 자신의 Instagram에 3곳 이상의 사진을 업로드한다.
(3) 미우라 반도의 공식 Instagram 계정(miura_keikyu_official)을 팔로우하면 응모 완료!

미우라 반도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miura_keikyu_official/

3. 상품

■ A상：하야마규 등심 스키야키용 고기(3～4인분) 추첨으로 다섯 분
■ B상：게이큐그룹 시설 커플 이용권 추첨으로 10커플 20명까지

Instagram(社)는 캠페인에 관여, 지원, 지지하지 않습니다.※1
포토 프롭스란 다양한 모티브를 붙인 막대로 사진을 장식하는 작은 소품입니다.※2

자신의 Instagram 계정 설정이 ‘공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당첨 발표는 엄선된 방법으로 추첨 후 게이힌급행전철 주식회사에서 당첨자에게 직접 연락드립니다.※

https://www.instagram.com/miura_keikyu_official/


하야마규 상품 이미지 그룹 시설 이미지

4. 장소

(1) 간논자키 게이큐호텔
(2) 간논자키 게이큐호텔 안 사설 SPASSO (목욕시설)

◎ 주소: 〒239-0811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하시리미즈2
◎ 교통: 게이큐선 ‘마보리카이간역’에서 버스, ‘간논자키 게이큐호텔・요코스카 미술관 앞’ 하차
◎ URL：

http://www.kannon-kqh.co.jp/eng/ (영어)
http://www.kannon-kqh.co.jp/ (일본어)
https://go-spasso.jp/ (일본어)

(3) 게이큐 아부라쓰보 마린 파크(수족관)

◎ 주소: 〒238-0225 가나가와현 미우라시 미사키마치 고아지로 1082
◎ 교통: 케이큐선 ‘미사키구치역’에서 버스, ‘게이큐 아부라쓰보 마린 파크’ 또는 ‘아부라쓰보’ 하차
◎ URL:

http://www.aburatsubo.co.jp/language/korean/ (한국어)
(4) 조가시마 게이큐 호텔

◎ 주소: 〒238-0237 가나가와현 미우라시 미사키마치 조가시마 693
◎ 교통: 게이큐선 ‘미사키구치역’에서 버스, ‘조가시마’ 하차
◎ URL:

https://www.misakikanko.co.jp/jyogashima/ (일본어)
https://www.japanican.com/en/hotel/detail/4249001/ (영어/JAPANiCAN)

(5) 호텔 게이큐 아부라쓰보 간초소
◎ 주소: 〒238-0225 가나가와현 미우라시 미사키마치 고아지로 1152
◎ 교통: 게이큐선 ‘미사키구치역’에서 버스, ‘게이큐 아부라쓰보 마린 파크’ 또는 ‘아부라쓰보’ 하차
◎ URL:

https://www.misakikanko.co.jp/aburatsubo/ (일본어)
https://www.japanican.com/en/hotel/detail/4248001/?ar=14&sar=1402 (영어/JAPANiCAN)

(6) 하야마 마리나
◎ 주소: 〒240-0112 가나가와현 미우라군 하야마마치 호리우치 50-2
◎ 교통: 게이큐선 ‘신즈시역’에서 버스, ‘하야마 마리나’ 하차
◎ URL: http://www.hayamamarina.com/ (일본어)

▼게이큐선 각 역에 대한 경로 검색은 이곳을 이용해 주세요. 
http://norikae.keikyu.co.jp/hnd-tokyo/norikae/N1?SR=D&USR=PC&OUTPUT=1&MODE=1 (영어)

별도 입장료가 필요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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