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IKYU TRAVEL SIM」 판매 개시！

2018/02/02

하네다공항에서 도쿄・요코하마 방면의 교통을 담당하는 게이힌급행전철 주식회사(이하 게이큐전철)는 방일 외국인 여
행자 대상 SIM카드 ‘KEIKYU TRAVEL SIM Japan Travel SIM Special Edition powered by IIJmio’(이하 ‘KEKYU TRAVEL
SIM’)를 2018년 2월 7일(수)부터 발매합니다. 
‘KEKYU TRAVEL SIM’은 하네다공항 국제선터미널역 3층 7-ELEVEN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게이큐노선 및 아사쿠사
바시, 히가시긴자 등에 위치한 숙박특화형 호텔 ‘게이큐 Ex Inn’ 전관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IM 카드 상세내용】
https://t.iijmio.jp/en/index.html （영어）

https://t.iijmio.jp/chs/index.html （간체자）

https://t.iijmio.jp/cht/index.html （번체자）

https://t.iijmio.jp/ko/index.html （한국어）

https://t.iijmio.jp/th/index.html （태국어）

English 簡体中文 繁體/正體

https://t.iijmio.jp/en/index.html
https://t.iijmio.jp/chs/index.html
https://t.iijmio.jp/cht/index.html
https://t.iijmio.jp/ko/index.html
https://t.iijmio.jp/th/index.html
https://www.haneda-tokyo-access.com/en/info/news/20180202.html
https://www.haneda-tokyo-access.com/cn/info/news/20180202.html
https://www.haneda-tokyo-access.com/tc/info/news/20180202.html


「KEIKYU TRAVEL SIM」판매 장소

점포명 주소 웹사이트

1
7-ELEVEN 게이큐ST
하네다공항 국제선터미널
점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쿠
코 2-6-5

http://www.haneda-tokyo-
access.com/kr/wingairpor
t/taxfree.html

2

게이큐 Ex Inn 오모리카
이간역 앞

도쿄도 시나가와구 미나
미오이 3-32-1

http://www.keikyu-
exinn.co.jp/hotel/omorikai
gan/languages/en.html

3
게이큐 Ex Inn 시나가와·
신반바역 북쪽 출구

도쿄도 시나가와구 키타
시나가와 2-18-1

http://www.keikyu-
exinn.co.jp/hotel/shinban
ba/languages/en.html

4

게이큐 Ex Inn 아사쿠사
바시역 앞

도쿄도 다이토구 아사쿠
사바시 1-27-9

http://www.keikyu-
exinn.co.jp/hotel/asakusa
bashi/languages/en.html

http://www.haneda-tokyo-access.com/kr/wingairport/taxfree.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omorikaigan/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shinbanba/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asakusabashi/languages/en.html


점포명 주소 웹사이트

5
게이큐 Ex Inn 요코하마
역 동쪽 출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 구 긴코초 5-7

http://www.keikyu-
exinn.co.jp/hotel/yokoha
ma/languages/en.html

6
게이큐 Ex Inn 가마타 도쿄도 오타구 가마타 5-

28-18
http://www.keikyu-
exinn.co.jp/hotel/kamata/l
anguages/en.html

7
게이큐 Ex Inn 시나가와
역 앞

도쿄도 미나토구 다카나
와3-13-3

http://www.keikyu-
exinn.co.jp/hotel/shinaga
wa/en/index.html

8
게이큐 Ex Inn 다카나와 도쿄도 미나토구 다카나

와 4-10-8
http://www.keikyu-
exinn.co.jp/hotel/takanaw
a/languages/en.html

9
게이큐 Ex Inn 아키하바
라

도쿄도 다이토구 아키하
바라 2-1

http://www.keikyu-
exinn.co.jp/hotel/akihaba
ra/languages/en.html

10
게이큐 Ex Inn 게이큐 가
와사키역 앞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스나고 1-3-1

http://www.keikyu-
exinn.co.jp/hotel/kawasa
ki/languages/en.html

11
게이큐 Ex Inn 시나가와·
센가쿠지역 앞

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3-
11-26

http://www.keikyu-
exinn.co.jp/hotel/sengaku
ji/languages/en.html

12

게이큐 Ex Inn 히가시긴
자

도쿄도 추오구 쓰키지 2
초메 15-14

http://www.keikyu-
exinn.co.jp/hotel/higashig
inza/languages/en.html

13

게이큐 Ex Inn 요코스카
리서치파크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히카리노오카 7-2

http://www.keikyu-
exinn.co.jp/hotel/yokosuk
a-yrp/languages/en.html

14
게이큐 Ex Inn 하네다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 5-

5-14
http://www.keikyu-
exinn.co.jp/hotel/haneda/
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yokohama/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kamata/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shinagawa/en/index.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takanawa/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akihabara/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kawasaki/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sengakuji/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higashiginza/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yokosuka-yrp/languages/en.html
http://www.keikyu-exinn.co.jp/hotel/haneda/languages/e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