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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힌 급행전철 주식회사(본사: 요코하마시 니시구, 사장: 하라다 카즈유키 이하 

게이큐전철)는 2020 년 1 월 24 일(금)부터 4 월 12 일(일)까지 미우라 해안의 가와즈 벚꽃과 

요코하마 오오카가와 강변에 피는 왕벚꽃을 알리기 위해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2020 년 1 월 25 일(토) 구정을 기점으로 중국, 대만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방일 외국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우라 해안에서 2 월부터 3 월까지 약 1 개월간 꽃을 

즐길 수 있는 조기 개화 품종인 가와즈 벚꽃, 3 월부터 4 월에 걸쳐 만개 시기를 맞는 

오오카가와 강변의 왕벚꽃 등, 게이큐 노선 주변 벚꽃 명소 홍보를 올해도 실시합니다.  

본 프로모션은 올해로 3 회째를 맞이하며, 구체적으로는 방일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개찰구 부근과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및 시나가와역 

게이큐 관광 안내소에 만개한 벚꽃을 이미지화한 장식물을 설치하는 동시에 PASMO 

PASSPORT 및 대상 기획 승차권, 이벤트 전단지 등을 제시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미우라 

해안과 오오카가와의 각 지점에서 오리지널 벚꽃 디자인 부채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게이큐 전철과 YADOKARI㈜의 연계 사업인 타이니 하우스를 활용한 복합 

시설  



「Tinys Yokohama Hinodecho」와 제휴하여 이벤트 전단지를 제시하면 생맥주를 100 엔 

할인받을 수 있는 우대 기획도 실시합니다.  

게이큐 전철은 앞으로도 방일 외국인에게 게이큐 노선 주변의 ‘벚꽃’홍보를 통해 게이큐 

그룹의 이용 촉진을 도모해 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배부처 

 국토교통기자회, 토키와 클럽, 레저 기자 클럽, 요코스카시정 기자 클럽， 

 

 

미우라 해안의 가와즈 벚꽃 요코하마・오오카가와 강변의 벚꽃 



별 지 

벚꽃 시즌의 방일 외국인을 위한 프로모션 안내 

１．기간  2020 년１월 24 일(금)～４월 12 일(일) 

２．내용 

（1）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및 게이큐 관광 안내소의 장식 

  미우라 해안의 가와즈 벚꽃과 요코하마・오오카가와 강변의 왕벚꽃 등을 이미지화한 

장식을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의 2 층 개찰구 부근 및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게이큐 관광 안내소 카운터, 시나가와역 게이큐 관광 안내소 입구 등에 설치합니다.  

 

 

 

 

 

 

 

 

（2）오리지널 벚꽃 디자인 부채 증정 

 가．미우라 해안 가와즈 벚꽃 

  미우라카이간역 및 미사키구치역에서 「미사키 마구로 티켓」, 「Misaki Maguro 

Pass」승차권, 행사 전단지(인터넷 상의 화면도 가능) 중 하나를 제시하는 외국인 고객 

선착순 1,000 명에게 오리지널 벚꽃 디자인 부채를 드립니다.  

 ※증정 기간：2020 년１월 24 일(금) ~ 3 월 8 일(일) 

작년 벚꽃 장식 모습 



 나．요코하마・오오카가와 

  「Tinys Yokohama Hinodecho」에서 「요코하마 1DAY 티켓」승차권, 「PASMO PASSPORT」, 

행사 전단지(인터넷 상의 화면도 가능) 중 하나를 제시하는 외국인 고객 선착순 

500 명에게 오리지널 벚꽃 디자인 부채를 드립니다.  

 ※증정 기간：2020 년 3 월 21 일(토) ~ 4 월 12 일(일) 11：00~21：00 

 

 

 

 

 

（3）「Tinys Yokohama Hinodecho」 제휴 우대 이벤트 

2020 년 3 월 21 일(토) ~ 4 월 12 일(일) 기간 중 오오카가와 행사 전단지를 지참하신 

고객에게 「Tinys Yokohama Hinodecho」 시설 내의 「Tinys Living Hub」에서 생맥주를 

100 엔 할인해 드립니다.  

 

 

 

 

 

 

 

 

오리지널 벚꽃 디자인 부채 이미지 

（미우라 해안 가와즈 벚꽃） 



３．행사 안내 사이트 

가．미우라 해안 가와즈 벚꽃 

영 어 http://www.haneda-tokyo-access.com/en/sakura-shopping-2020/ 

번체자 http://www.haneda-tokyo-access.com/tc/sakura-shopping-2020/ 

간체자 http://www.haneda-tokyo-access.com/cn/sakura-shopping-2020/ 

한국어 http://www.haneda-tokyo-access.com/kr/sakura-shopping-2020/ 

※영어・번체자 사이트는 1월24일(금) 10:00 오픈 예정, 간체자・한국어 사이트는 순차적으로 

공개 

 

나．요코하마・오오카가와 왕벚꽃 

영 어 https://www.haneda-tokyo-access.com/en/sakura-2020/ 

번체자 https://www.haneda-tokyo-access.com/cn/sakura-2020/ 

간체자 https://www.haneda-tokyo-access.com/tc/sakura-2020/ 

한국어 https://www.haneda-tokyo-access.com/kr/sakura-2020/ 

※3 월 2 일(월) 10:00 오픈 예정 

끝 

https://www.haneda-tokyo-access.com/en/sakura-2020/
https://www.haneda-tokyo-access.com/cn/sakura-2020/
https://www.haneda-tokyo-access.com/tc/sakura-2020/
https://www.haneda-tokyo-access.com/kr/sakura-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