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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큐전철은 2019 년 9 월 1 일(일)부터 방일 외국인 전용 기획 승차권 “YOKOHAMA BAY 

AREA １DAY PASS”를 발매합니다. 

“YOKOHAMA BAY AREA １DAY PASS”는 일본인이 하루 종일 관광해도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진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 지구”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이 관광할 때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게이큐선과 미나토미라이선 승차권을 세트로 

구성한 방일 외국인 전용 1 일 자유 승차권(3 권종)입니다. 또한 구입 시 발행되는 레퍼런스 

 



페이퍼를 제시하면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 지구의 특정 점포 및 시설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KOHAMA BAY AREA １DAY PASS”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9 월 1 일(일) 동시에 발매되는 

외국인 전용 IC 카드 “PASMO PASSPORT ”가 필요합니다. “PASMO PASSPORT ”는 기존의 

“PASMO”와 같은 IC 카드 대응 철도 및 버스 승차 외에 전자 화폐 기능으로 쇼핑 시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충전을 통해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YOKOHAMA BAY AREA １DAY PASS ”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UR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haneda-tokyo-access.com/kr/info/discountticket.html 

 

PASMO PASSPORT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pasmo.co.jp/visitors/kr/ 

 

http://www.haneda-tokyo-access.com/kr/info/discountticket.html
https://www.pasmo.co.jp/visitors/kr/


 별 지  

“YOKOHAMA BAY AREA １DAY PASS” 안내 

1. 명칭 

(1) Haneda-Yokohama Pass 

(2) Haneda-Tokyo-Yokohama Pass 

(3) Tokyo-Yokohama Pass 

 

2. 발매일 

2019 년９월１일(일) 

 

3. 유효기간 

발매 당일 한정 

 

4. 내용 

(1) Haneda-Yokohama Pass 

・ 게이큐선 “하네다공항 국내선 터미널”～“요코하마”역 간의 자유 승차권 

・ 미나토미라이선 전 구간 자유 승차권 

【이용 이미지】 하네다공항 입국 후,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 지구에서 하루 산책 후 

동일 지구의 호텔에 숙박하는 분 등 

(2) Haneda-Tokyo-Yokohama Pass 

・ 게이큐선 “하네다공항 국내선 터미널”～”게이큐 가마타”역, “센가쿠지”～”요코하마” 

역 간 자유 승차권 

・ 미나토미라이선 전 구간 자유 승차권 



【이용 이미지】 하네다공항 입국 후,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 지구에서 하루 산책 후 

도쿄도 내 호텔에 숙박하는 분 등 

(3) Tokyo-Yokohama Pass 

・ 게이큐선 “센가쿠지”～”요코하마”역 간 자유 승차권 

・ 미나토미라이선 전 구간 자유 승차권 

【이용 이미지】 도쿄도 내 호텔에 숙박하면서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 지구에서 하루 

관광을 하는 분 등 

 

5. 발매 장소 

(1) Haneda-Yokohama Pass 

게이큐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이하 게이큐 TIC)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2) Haneda-Tokyo-Yokohama Pass 

게이큐 TIC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게이큐 TIC 시나가와역 

(3) Tokyo-Yokohama Pass 

게이큐 TIC 시나가와역 

 

6. 발매 금액  ※현금 구매만 가능합니다 

(1) Haneda-Yokohama Pass 

어른 : 720 엔 (부가세 포함) 

어린이 : 360 엔 (부가세 포함) 

(2) Haneda-Tokyo-Yokohama Pass 



레퍼런스 페이퍼 ※이미지 

어른 : 860 엔 (부가세 포함) 

어린이 : 430 엔 (부가세 포함) 

(3) Tokyo-Yokohama Pass 

어른 : 820 엔 (부가세 포함) 

어린이 : 410 엔 (부가세 포함) 

 

7. 우대 혜택 

구입 시 발행되는 레퍼런스 페이퍼를 제시하시면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 지구 내의 시설 및 점포 등에서 

“YOKOHAMA BAY AREA １DAY PASS”전용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고객 문의처 

게이큐 안내 센터  TEL 03-5789-8686/045-441-0999 

（평일９:00～19:00  토・일・공휴일９:00～17:00） 

※영업시간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