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19 년  9 월  18 일 

교 토 시  교 통 국  

게이한 전기철도 주식회사  

서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방일 고객을 위한 ‘간사이 패스’ 상품의 발매 
~ 교토의 주요 관광지를 더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패스! ~ 

 
 

 

 

 

 

 

 

 

1 상 품 명    ‘간사이 패스’(영문명: Kansai Area Pass) 

2 발매  기간    2019 년 10 월 1 일(화) ~ 2020 년 9 월 30 일(수) 

3 유효  기간    1 일간, 2 일간, 3 일간, 4 일간 

4 주요  효력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교토, 고베, 히메지, 나라로 가는 특급 ‘하루카’, 

쾌속 및 보통열차의 자유석, 서일본 JR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토 시영 지하철의 ‘지하철 1 일권(Kansai Area Pass)’ 및 게이한 전철의 

‘교토 관광 승차권[Kansai Area Pas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 발매  가격    어른 1 인당 요금. (  ) 안은 어린이 요금 

유효 기간 해외 발매 일본 국내 발매 인터넷 발매 

1 일간 2,300 엔(1,150 엔) 2,400 엔(1,200 엔) 2,350 엔(1,170 엔) 

2 일간 4,600 엔(2,300 엔) 4,800 엔(2,400 엔) 4,750 엔(2,370 엔) 

3 일간 5,600 엔(2,800 엔) 5,800 엔(2,900 엔) 5,750 엔(2,870 엔) 

4 일간 6,600 엔(3,300 엔) 6,800 엔(3,400 엔) 6,750 엔(3,370 엔) 

         ※일본 국내 발매: 어른(12 세 이상), 어린이(6~11 세) 

※일본 국내에서의 발매 및 교환 장소 등은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6 구입  자격    일본국 이외의 정부 등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단기 체재’에 

해당하는 재류 자격을 지닌 분에 한해 구입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광 시설이나 버스 등의 할인, 선물 증정과 같은 특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R 서일본의 상품 소개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ww.westjr.co.jp/global/kr/ticket/pass/kansai/) 

  
 

교토시 교통국, 게이한 전기철도 주식회사, 서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는 방일 

고객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는 ‘간사이 패스’에 교토 시영 지하철, 게이한 전철의 각 

1 일 승차권 혜택을 추가하여 오사카, 교토, 고베, 히메지, 나라 등 간사이 지역의 광역 

관광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관광 도시 교토의 주요 관광지를 한층 편리하고 알뜰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패스의 매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교토 역과 관광지 사이를 교토시 버스로 이동했던 고객은 이 새로운 패스로 교토 

시영 지하철, 게이한 전철, JR 을 이용하여 교토 시내 중심부의 혼잡을 피하면서 보다 

편하게 관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京都市交通局 

 

 



 

■‘간사이 패스’의 교환 및 발매 장소 

1 해외 교환증 발매 장소 

   ‘재팬 레일 패스’ 등 방일 외국인 여행자 상품을 발매하고 있는 해외 여행사 및 여행대리점 등 

 

2 일본 국내 교환 장소(12 곳) 

○JR 서일본의 교토 역, 신오사카 역, 오사카 역, 나라 역, 간사이공항 역, 와카야마 역, 산노미야 역 

○TiS 교토점, TiS 오사카점, TiS 산노미야점 

○Travel Service Center OSAKA, Travel Service Center SHIN-OSAKA 

 

3 일본 국내 발매 장소, 인터넷 발매 수취 장소(30 곳) 

○JR 서일본의 쓰루가 역, 교토 역, 니조 역, 우지 역, 신오사카 역, 오사카 역, 교바시 역, 

쓰루하시 역, 덴노지 역, 신이마미야 역, 벤텐초 역, 니시쿠조 역, 나라 역, JR 난바 역, 

간사이공항 역, 고베 역, 신코베 역, 산노미야 역, 히메지 역, 와카야마 역 

○간사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간사이 공항, 간사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교토 

○TiS 교토점, TiS 교토니시구치점, 간사이 비즈니스 트래블 지점, 서일본 국제 여행 지점,  

TiS 신오사카점, TiS 오사카점, TiS 덴노지점, TiS 산노미야점 

○Travel Service Center OSAKA, Travel Service Center SHIN-OSAKA 

  ※인터넷 발매의 수취는 JR 서일본의 역(니조 역, 쓰루하시 역, 벤텐초 역 제외)에서만 가능 

 

■1 일 승차권의 교환 장소 

1 교토 시영 지하철 ‘지하철 1 일권’ 교환 장소 

  ○시버스・지하철안내소,  

교 KOKO Welcome Center, 교토 시영 지하철 모든 역 

  

2 게이한 전철 ‘교토 관광 승차권’ 교환 장소 

   ○산조 역, 도후쿠지 역, 후시미이나리 역, 우지 역 

    ※도후쿠지 역, 우지 역은 게이한 전철의 역에서만 가능 

 

 

■‘간사이 패스’의 이용 가능 지역 
 
 
 
 
 
  
 

 

본권 

게이한 전철 

교환권 

교토 시영 

지하철 교환권 

간사이 패스  
본권 1 장당  
교환권을 각 1 장씩  
발행합니다. 

왼쪽에 기재된 각 교환 장소에서  
교환권과 1 일 승차권을 교환합니다. 

교환권 발행 이미지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