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사이 에리어 패스 판매가격 및 상품효력 개정 내용에 대하여 

 

１ 개요 

・ 현행의 간사이에리어패스의 JR 선・서일본 제이알버스의 무제한이용에 더하여, 교토시영지하철 

1일권과 게이한전철 1일승차권(KYOTO SIGHTSEEING PASS)의 교환권이 각 1장씩 추가됩니다. 

・ 간사이에리어패스 본권과 교환권을 일일승차권의 지정 교환장소에 제시하시면, 1 일승차권으로 

교환해드립니다. 

 

２ 자유이용구간 

 

 

 

 

 

 

 

 

 

 

 

 

 

 

 
 



３ 양식 

  １명 분에 대해, 다음의 4장을 발권합니다. 

・간사이에리어패스 본권 

000

-00

*The automatic ticket gates can be

used. *JR-WEST RAIL PASS use is \2,300(A)
limited to foreign nationals who

are visiting Japan under the entry 

status of “temporary visitor.” 

○○．○○．○○　○○駅

KANSAI AREA PASS 1Day
ＪＲ－ＷＥＳＴ　ＲＡＩＬ　ＰＡＳＳ

（４－　） 00000－00 Ｃ００

関西エリアパス／１日間
　-7.10
当日限り有効

ＭＣＯ引換　（はるか自由席利用可能）

 

・이용시의 주의점 

*When using a JR-WEST RAIL PASS(the PASS), you must carry your
 passport and you must present it to a attendant if requested.
*The PASS cannot be reissued in the event that it is lost or stolen.
*Once you have started using the PASS, the validity period cannot be
 extended, nor will any refund be issued, even if train services are
 additional costs incurred, such as alternative transportation costs
 or accommodation suspended or delayed for any reason.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usage area, refund conditions, and
 other particulars of each pass, please see our website.

 ■https://www.westjr.co.jp/global/en/

■Information■ 　　　　（000-00）　2019.-7.-10　○○駅　00000-00

 

・게이한전철 1일승차권（KYOTO SIGHTSEEING PASS）교환권 

｜ Keihan Railway
｜ Voucher(Adult)

Exchange locations  ： Sanjo station , Tofukuji station
    　                 Fushimi-inari station , Uji station

　●ATTENTION●
・Exchange is limited once during the valid period.
・Must be presented with passes when exchanging.
※パス本券の有効期間中１回に限り引換。本券を伴う場合に限り引換可能。

JR-WEST RAIL PASS専用　（000-00）　2019.-7.-10　○○駅　00000-00
■ＫＹＯＴＯ　ＳＩＧＨＴＳＥＥＩＮＧ　ＰＡＳＳ　（１Ｄａｙ）■

京阪電鉄引換券／おとな

 

・교토시영지하철 1일승차권 교환권 

｜Kyoto City Subway
｜Voucher(Adult)

Exchange locations  ： ・Kyoto City Bus & Subway Information Center
    　                 ・京KOKO Welcome Center
    　                 ・All subway station offices
　●ATTENTION●
・Exchange is limited once during the valid period.
・Must be presented with passes when exchanging.
※パス本券の有効期間中１回に限り引換。本券を伴う場合に限り引換可能。

■ＫＹＯＴＯ　ＣＩＴＹ　ＳＵＢＷＡＹ　１Ｄａｙ　Ｐａｓｓ■

京都市交引換券／おとな

JR-WEST RAIL PASS専用　（000-00）　2019.-7.-10　○○駅　00000-00

 

 

 



４ 1일승차권 교환 시의 조건 

・1 일승차권은 총 2 회 교환이 필요합니다. (MCO 에서 간사이에리어패스 본권으로 교환, 각 

승차권의 교환장소에서의 교환) 

・교환은 간사이에리어패스 본권의 유효기간내에 가능합니다.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환권상당의 금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교환권을 분실・손상 등을 한 경우, 1일승차권으로 교환해 드리지않습니다. 

  ・1일승차권으로의 교환은 아래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①KYOTO SIGHTSEEING PASS（게이한패스 교토 1일） 

      산죠역(三条 条 ), 도후쿠지역(東福寺条 ),후시미이나리역(伏見条 荷条 ),우지역(宇治条 ) 

    ②교토시영지하철 1일승차권 

      교토시영버스・지하철안내소, 쿄(京) KOKO Welcome Center, 교토시영지하철의 모든 역 

 

５ 1일승차권 이용 시 조건 

  ・이용은 교환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교환일 다음 날부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게이한전철 프리미엄 차량에 승차하는 경우, 별도 프리미엄 차량 요금이 필요합니다. 

・게이한전철의 라이너에 승차하시는 경우, 별도 라이너 요금이 필요합니다. 

 

６ 기타 

  각 1일승차권의 상세내용은 아래 WEB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KYOTO SIGHTSEEING PASS（게이한전철）］ 

https://www.keihan.co.jp/travel/en/tickets/special/kyoto-osaka 

   ［교토시영지하철 1일승차권］ 

https://www2.city.kyoto.lg.jp/kotsu/webguide/en/ticket/regular_1day_card_tika.html 

https://www.keihan.co.jp/travel/en/tickets/special/kyoto-osaka
https://www2.city.kyoto.lg.jp/kotsu/webguide/en/ticket/regular_1day_card_tika.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