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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저렴하게 떠납시다！
【알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인하여 각 시설에서는 입장 제한, 영업시간 변경, 임시 휴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시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하신 휴 이용해 주십시오.「저렴한 표」구입 시,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
공항

게이한신

한신 전 노선에서 간사이 공항까지 가실 수
있는 매우 편리하고 저렴한 티켓입니다.

간사이공항 액세스 깃푸
【한신판】

게이한신 지역 나들이는 물론, 비지니스
이용에도 저렴하고 편리!

한큐한신 1day 패스

2022년 10월 1일(토)～2023년 3월 31일(금)
유효기간 2023년 4월 30일(일)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1,150엔(어른 한정）
발매기간

■유효구간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유효기간 발매기간 중 임의의 1일
발매금액 발매금액ㅤ어른 1,300엔ㅤ어린이 650엔
발매기간

■유효구간

한신전차 ▶각 역(고베고소쿠선 제외) → 오사카난바
난카이전철 ▶ 난바 → 간사이공항

한신전차 ▶ 전 노선
한큐전철 ▶ 전 노선
고베고소쿠 ▶ 전 노선 (니시다이 및 미나토가와 포함)

■발매처

■발매처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한신전차 서비스센터 (고베산노미야)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신카이치의 각 역장실 및 개찰구,
오사카난바역(어른 한정) (동쪽 특급권 발매소)、한신전차 서비스 센터 (고베산노미야)
※니시다이, 미나토가와 각 역 및 직원 부재시는 제외.

※ 이 승차권으로 간사이공항에서 한신전차 각 역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ㅤ 난카이전철에서 발매하는
「고베 액세스 깃푸」
를 이용해 주십시오.

교토

롯코산

인근 역에서 교토까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교토 산책에 안성맞춤인 티켓입니다.

롯코산·마야산으로 가는 전차·버스·케이블·
로프웨이가 세트로 구성된 실속 있는 티켓.

이이 고토 티켓 봄판
【한큐한신판】
【고베고소쿠판】

롯코·마야 레저 깃푸【한신판】

2022년 10월 1일(토)～2022년 12월 25일(일)
K!
CHEC
발매기간 중 임의의 1일
지도,
발매금액 【한큐한신판】
1,700엔 (어른 한정)
우대 정보는 교토시
교통국 HP를
【고베고소쿠판】1,900엔 (어른 한정)

발매기간

발매기간

유효기간

유효기간

발매중～11월 30일(수)
발매기간 중 임의의 1일
발매금액 어른1,950엔, 어린이1,000엔
■유효구간

K!

HEC

C
한신전차▶각 역(고베고소쿠선은 제외)～미카게 또는 고베산노미야 간의 왕복
의
롯코 산상 시설
고베시버스▶16계통(한신 미카게～롯코 케이블 시타) 왕복
특전 포함
ㅤㅤㅤㅤㅤㅤ18계통(산노미야역 터미널 앞[돌아오는 길
:지하철 산노미야역 앞]~마야 케이블 시타) 왕복
ㅤㅤㅤㅤㅤㅤ2계통(지하철 산노미야역～간논지) 왕복
롯코 케이블▶롯코 케이블 시타～롯코산조 왕복
마야 뷰 라인 (마야 케이블·마야 로프웨이) 왕복
롯코산조버스▶전 노선(승하차 자유)
롯코 마야 스카이셔틀 버스▶롯코 케이블 산조～마야 로프웨이 산조 간(승하차 자유)
※한신전차, 고베시버스 및 롯코 케이블·마야 뷰 라인은 각각 1번씩만 왕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야 뷰 라인은, 매주 화요일이 정기 휴일입니다.

■발매처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한신전차 서비스센터 (고베산노미야)

■유효구간

참조하세요.

【한큐한신판】아래 공통구간+한신전차 전 노선(고베고소쿠선은 제외)
【고베고소쿠판】 아래 공통구간+고베고소쿠선 전 노선(니시다이 및 미나토가와 포함)
【공통구간】 한큐전철 ▶ 전 노선(고베고소쿠선은 제외)
교토시교통국 ▶ 지하철·버스 전 노선(정기 관광노선은 제외)
교토버스 ▶ 교토시 균일제 구간 노선 및 야세·오하라 지역
ㅤㅤㅤㅤㅤ(구라마, 기부네 방면, 산간 노선, 계절 운행 노선 등 제외)

■발매처
【한큐한신판】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및 개찰구,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오사카난바역,고베고소쿠선의 각 역 및 직원 부재 시를 제외.
【고베고소쿠판】신카이치역 역장실 및 하나쿠마·고소쿠고베·신카이치·다이카이·
고소쿠나가타 각 역 개찰구. ※직원 부재 시는 제외.
2022년 10월 현재

고야산

고야산 내 시설 참배·기념품·식사 할인 등이 세트로 포함된 세계유산·
고야산을 즐길 수 있는 실속 있는 티켓입니다.

유효기간
CK

CHE

!

절과 신사·시설의
우대권 포함

■유효구간
【 한 신 판 】 한신전차▶전 노선(고베고소쿠선은 제외)
난카이전철▶고야선 전 노선(난바～고야산、
시오미바시～기시노사토타마데)
난카이 린칸 버스▶고야산 내 전 노선(다테리선, 고야·류진선, 니후쓰히메선은 제외)
【고베고소쿠판】 상기 한신판의 유효구간+고베고소쿠 전 노선(한큐 고베산노미야, 니시다이 및 미나토가와 포함)

■발매처
【 한 신 판 】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및 개찰구,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오사카난바역, 고베고소쿠선의 각 역 및 직원 부재 시는 제외.
【고베고소쿠판】 신카이치 역장실 및 니시모토마치·고소쿠고베·신카이치·다이카이·
고소쿠나가타의 각 역 개찰구 ※직원 부재 시는 제외.

역사 산책에 편리한 한장!
사계졀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나라야마토지로.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유효기간 2023년 4월 30일(일)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한ㅤ신ㅤ판】1,900엔 (어른 한정) CHECK!
【고베고소쿠판】2,100엔 (어른 한정) 시설절과ㅤ신사·
발매기간

한신전차▶전 노선(고베고소쿠선은 제외)
고베시영지하철▶산노미야～다니가미
고베전철▶다니가미～아리마온센
한큐전철▶고베산노미야～롯코
롯코아리마 로프웨이▶아리마온센～롯코 산초
롯코산조버스▶로프웨이 산초～롯코 케이블 산조
롯코케이블▶롯코산조～롯코케이블 시타
고베시버스▶16계통(롯코 케이블 시타～한신 미카게)

■발매처
【한신판】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및 개찰구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ㅤ
※오사카난바역, 고베고소쿠선의 각 역 및 직원 부재 시는 제외.
【고베고소쿠판】신카이치 역장실 및 니시모토마치·고소쿠고베·신카이치·다이카이·
고소쿠나가타의 각 역 개찰구 ※직원 부재 시는 제외.

!

아리마, 롯코에
있는 시설의 우대권 포함
아리마 온천
‘킨노유(금의 온천)’
또는‘긴노유(은의 온천)’
의 입장권 포함

■발매처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한신전차 서비스센터 (고베산노미야)
※킨노유 휴관일ㅤ매달 제2·제4 화요일ㅤ※긴노유 휴관일 매달 제1·제3 화요일

기념품 매장, 롯코 아리마 로프웨이 등의 할인권도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아리마온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리마온천 다이코노유 쿠폰
【한신판】
발매기간
유효기간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발매기간 중 임의의 1일
K!
HEC

※단, 일요일·공휴일、휴일、설날(2023년1/1～3)
ㅤ휴관일(10/3、2023년１/10)、
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ㅤ

의 우대권 포함

【한신판】한신전차▶전 노선(고베고소쿠선은 제외)
긴키일본철도▶나라선(오사카난바～긴테쓰나라)、게이한나선(나가타～이코마)、
ㅤㅤㅤㅤㅤㅤㅤ교토선·가시하라선의 일부(교토～쓰쓰이), 이코마 케이블 전 노선
나라교통버스▶나라공원·니시노쿄·호류지 지구의 지정구간
【고베고소쿠판】상기 한신판의 유효구간+고베고소쿠 전 노선(한큐 고베산노미야, 니시다이 및 미나토가와 포함)

CK

CHE

■유효구간

아리마

나라·이카루가 1day 티켓
【한신판】
【고베고소쿠판】

아스카

발매중～12월 18일(일)
발매기간 중 임의의 1일
발매금액 2,400엔 (어른 한정)
발매기간

발매중～11월 30일(수)
유효기간 발매기간 중 임의의 1일
발매금액 【한ㅤ신ㅤ판】3,200엔 (어른 한정)
【고베고소쿠판】3,300엔 (어른 한정)
발매기간

■유효구간

아리마온천「킨노유」또는「긴노유」의 입장권과 공동우대권으로
”2대 관광 명소”아리마와 롯코를 만끽！

아리마·롯코 주유
1day 패스 [한신판]

고야산 1day 티켓
[한신판][고베고소쿠판]

나라

아리마
롯코

발매금액

C

롯코 아리마 로프웨이,
음식점 등 할인 특정 포함

2,650엔 (어른 한정)
※아리마온천 다이코노유 입장료 포함.
※발매금액에는 입탕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리마 온천
다이코노유（온천）
입장권 포함

■유효구간
한신전차▶전 노선(고베고소쿠선은 제외)고베시영지하철▶산노미야～다니가미
고베전철▶다니가미～아리마온센

■발매처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및 신자이케에
서 동쪽에 있는 각 역 개찰구, 오사카난바역(동쪽 특급권 발매소),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고베고소쿠선의 각 역 및 직원 부재 시는 제외.

지금도 귀중한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역사의 보물창고.
고대의 낭만이 넘치는 아스카지로 떠나보세요.

나라

고대의 낭만 아스카
당일치기 깃푸【한신판】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2023년 4월 30일(일)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1,900엔(어른 한정)
K!
CHEC
발매기간
유효기간

■유효구간

나라 교통버스 승차권,
렌터사이클의 할인,
시설·점포의 할인권을 선택
할수
있는 티켓 2장 포함

한신전차▶전 노선(고베고소쿠선은 제외)
긴키일본철도▶오사카난바～쓰루하시·오사카 아베노바시,
ㅤㅤㅤㅤㅤㅤㅤ야마토야기～가시하라진구마에～
ㅤㅤㅤㅤㅤㅤㅤ쓰보사카야마·야마토야기～사쿠라이
ㅤㅤㅤㅤㅤㅤㅤ※쓰루하시～야마토야기 간, 오사카 아베노바시～가시하라진구마에
ㅤㅤㅤㅤㅤㅤㅤㅤ간은 1번의 왕복 승차만 가능.(도중 하차 불가함)

■발매처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및 개찰구,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오사카난바역, 고베고소쿠선의 각 역 및 직원 부재 시는 제외.
※오사카 아베노바시역에서 긴테쓰선으로 승차하실 경우는 별도 지하철·JR선 등의 승차권이 필요합니다.

인년(호랑이띠)에는 한신, 긴테쓰를 타고
“호랑이의 사찰” 시기산으로! "시기산
조고손시지 절" 참배 시 편리합니다.

시기산 인년 <복을 부르는>
티켓【한신 연선 출발】

발매중～2022년 12월 30일(금)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2,350엔(어른 한정)
발매기간
유효기간

■유효구간
한신전철⇒모토마치(고베고속선 제외)~오사카 난바 왕복
긴키닛폰 철도⇒오사카 난바~다카야스야마 왕복
긴테쓰 버스⇒다카야스야마~시기산몬 왕복
※도중하차 시에 하차 후 구간은 무효가 됩니다.

■발매처
아마가사키, 고시엔, 미카게, 고베산노미야 각 역장실 및
한신전철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오사카 난바역(동쪽 특급권 매표소)
※고베고속선 각 역 및 역무원 부재 시 제외

고베

고베

토, 일, 공휴일 나들이에 이용할 수 있는 구간한정 실속
가득한 왕복 할인티켓입니다.

관광 쿠폰 [가이유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베의 휴일

(토, 일, 공휴일 고베고소쿠선 왕복 할인티켓）
【한신판】
토, 일, 공휴일 시각표 적용일 한정으로 발매
(첫차～23시)
유효기간 구입 당일에 한함
발매기간

발매금액

①오이시·니시나다·이와야·가스가노미치～니시모토마치·고소쿠고베·신카이치·미나토가와
②오이시·니시나다·이와야·가스가노미치～다이카이·고소쿠나가타·니시다이
③우오자키·스미요시·미카게·이시야가와·신자이케～니시모토마치·고소쿠고베·신카이치·미나토가와
④우오자키·스미요시·미카게·이시야가와·신자이케～다이카이·고소쿠나가타·니시다이
⑤아시야·후카에·오기～니시모토마치·고소쿠고베·신카이치·미나토가와
⑥아시야·후카에·오기～다이카이·고소쿠나가타·니시다이

300엔
350엔
400엔
450엔
500엔
550엔

※모두 어른 한정

■유효구간
구입한 역～지정역 간의 왕복 1회

■발매처
아시야～가스가노미치 및 니시모토마치～고소쿠나가타의 각 역 발매기
(고베산노미야·모토마치·니시다이·미나토가와의 각 역에서는 발매하지 않습니다.)ㅤ

아카시

아카시 시내(니시후타미역까지) 나들이를 위한 편하고
실속 있는 1일 무제한 승하차 가능한 티켓입니다.

산노미야·아카시 시내 1day 티켓
한신·아카시 시내 1day 티켓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유효기간 2023년 4월 30일(일)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산노미야·아카시】1,100엔(어른 한정)ㅤ
【 한 신·아 카 시 】1,650엔(어른 한정)
발매기간

■유효구간
【산노미야·아카시】 고베고소쿠▶전 노선(한신 고베산노미야, 한큐 고베산노미야 및 미나토가와 포함)
산요전차▶니시다이～니시후타미
스마우라 산조 놀이공원▶로프웨이/카레이터 왕복승차권, 회전전망각 입장권 B코스
【한신·아카시】한신전차▶전 노선
고베고소쿠▶모토마치～니시다이
산요전차▶니시다이～니시후타미

■발매처
【산노미야·아카시】 고베산노미야·신카이치의 역장실 및 니시모토마치·고소쿠고베·
신카이치·다이카이·고소쿠나가타의 각 역 개찰구, 한신전차 서비스센터
(고베산노미야) ※직원 부재 시는 제외.
【한신·아카시】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신카이치의 각 역장실,
오사카난바역(동쪽 특급권 발매소),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히메지

고베 시가지 구역의 전차가 1일 무제한 승하차 가능한 티켓에 실속 있는

한신오사카-우메다·오사카난바～산요히메지 간 1일 무제한 승하차가
가능한 편하고 실속 있는 티켓입니다.

한신·산요
시사이드 1ay 티켓

고베 마치메구리
1day 쿠폰ㅤ
【고베 지역판】
【한신 확대판】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발매기간 중 임의의 1일
발매금액 【고베 지역판】1,000엔(어른 한정)
【한신 확대판】1,650엔(어른 한정)
발매기간
유효기간

■유효구간

■발매처
【고베 지역판】고베산노미야·신카이치의 역장실,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한신 확대판】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및
오사카난바역(동쪽 특급권 발매소),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다루미
마이코

다루미, 마이코 (아카시 해협 대교)
나들이에 편리합니다.

다루미·마이코 1day 티켓
【산노미야판】
【한신판】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2023년 4월 30일(일)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산노미야판】 900엔(어른 한정)ㅤ
【한ㅤ신ㅤ판】1,450엔(어른 한정)
발매기간
유효기간

■유효구간
【산노미야판】고베고소쿠▶전 노선(한신 고베산노미야·한큐 고베산노미야 및 미나토가와 포함)
산요전차▶니시다이～니시마이코
산요버스▶전 노선(단, 공동 운행노선의 고베시영 버스, 후타미선, 아카시 시내의
ㅤㅤㅤㅤㅤ60번대 계통, 고속 버스는 제외)
스마우라 산조 놀이공원▶로프웨이/카레이터 왕복승차권, 회전전망각 입장권 B코스
【한신판】한신전차▶전 노선
고베고소쿠▶모토마치～니시다이
산요전차▶니시다이～니시마이코
산요버스▶전 노선(단, 공동 운행노선의 고베시영 버스, 후타미선, 아카시 시내의
ㅤㅤㅤㅤㅤ60번대 계통, 고속 버스는 제외)

■발매처
【산노미야판】고베산노미야·신카이치의 역장실 및 니시모토마치·고소쿠고베·신카이치·
다이카이·고소쿠나가타의 각 역개찰구,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직원 부재 시는 제외.
【한신판】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신카이치의 각 역장실,
오사카난바역(동쪽 특급권 발매소),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히메지

산노미야에서 히메지까지의 나들이에는
이 티켓이 편리!

산노미야·히메지 1day 티켓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2023년 4월 30일(일)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2,200엔(어른 한정)

발매기간

유효기간

유효기간

■유효구간

■유효구간

■발매처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산노미야·신카이치의 각 역장실 및 개찰구,
오사카난바역(동쪽 특급권 발매소)、
한신전차 서비스센터 (고베산노미야)
※고베고소쿠선의 각 역 및 직원 부재 시는 제외.

800엔분의 관광쿠폰,
시티·루프버스 보트 루프 버스
1일 승차권의 할인권 포함

【고베 지역판】고베고소쿠▶전 노선(한신 고베산노미야, 한큐 고베산노미야, 니시다이 및 미나토가와 포함)
고베시영 지하철 ▶세이신·야마테선(신코베～신나가타)、
ㅤㅤㅤㅤㅤㅤㅤㅤ 카이간선 전 노선(산노미야·하나도케이 마에～신나가타)ㅤㅤ
고베 신교통▶포트아일랜드선 전 노선
【한신 확대판】상기 고베 지역판의 유효구간+한신전차 전 노선

발매기간

한신전차▶전 노선
고베고소쿠▶모토마치～니시다이
산요전차▶전 노선

K!

CHEC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2023년 4월 30일(일)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1,560엔 (어른 한정)
고베고소쿠▶전 노선(한신 고베산노미야·한큐 고베산노미야 및 미나토가와 포함
산요전차▶전 노선
스마우라 산조 놀이공원▶로프웨이/카레이터 왕복승차권, 회전전망각 입장권 (B코스)

■발매처
고베산노미야·신카이치의 역장실 및 니시모토마치·고소쿠고베·신카이치·다이카이·
고소쿠나가타의 각 역 개찰구, 한신전차 서비스센터(고베산노미야)
※직원 부재 시는 제외.

롯코산

오사카

마음껏 놀자！마음껏 타자！오사카 순회는 이것 하나로!
각 시설의 입장이 가능하며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점포가 가득！

스룻토 간사이 오사카 주유패스
【오사카 지역판】
발매중～11월 23일(수·공휴일)
발매기간 중 임의의 1일
※휴장일은 매주 목요일(단, 11/3은 영업)

발매중～2023년 3월 31일(금)
2023년 4월 30일(일)까지 임의의 1일
발매금액 【오사카 지역판】2,800엔 (어른 한정)
발매기간
유효기간

K!

■유효구간

※도중하차 시에 하차 후 구간은 무효가 됩니다.

CHEC

오사

카 인기
【오사카 지역판】한신전차 ▶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
시설 무료●
＋
ㅤㅤㅤㅤㅤ 오사카난바～아마가사키
할인 쿠폰 포함
오사카 메트로 ▶ 전 노선
오사카 시티 버스 ▶ 전 노선(일부 노선 제외)
한큐전철 ▶ 오사카-우메다～간자키가와·미쿠니·아이카와, 시모신조～덴진바시스지로쿠초메
긴키일본철도 ▶ 오사카난바～이마자토、
오사카아베노바시～야타
게이한전철 ▶요도야바시～센바야시、
나카노시마～덴마바시
난카이전철 ▶난바～사카이、
난바～나카모즈、
시오미바시～기시노사토타마데

■발매처
【오사카 지역판】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의 역장실 및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
사쿠라가와～데키지마의 각 역 개찰구 ※직원 부재 시는 제외

규슈
오이타

전철×버스×페리로 저렴하게 규슈로!

고베

매우 저렴하고 편리한 티켓입니다.

단간 페리
【한신전철판/가을·겨울판】
발매기간
유효기간

2022년 10월 1일(토)～2023년 3월 31일(금)
출발일로부터 연속 3일간
연말연시, 특별 운항편 등, 사전에 페리산후라와아 예약 센터
(0120-56-3268)까지 문의 맞추세요.

발매금액

2022년 10월 1일(토)～2023년 3월 31일(금)
2023년 4월 30일(일) / 까지 임의의 1일

어른 10,000엔ㅤ어린이 5,000엔

■유효구간
한신전철▶각 역(고베 고소쿠선은 제외)～미카게 왕복
고베 페리 버스▶한신전철 미카게～롯코 아일랜드 페리 승선장 왕복
페리 선플라워▶고베～오이타 항로 왕복

■발매처
오사카-우메다·아마가사키·고시엔·미카게·고베 산노미야의 각 역장실

※ 승선예정일까지 선플라워 페리의 예약창구(0120-56-3268)로 승선예약을 한 후에
ㅤ 구입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각 역에 비치한 팸플릿 또는 HP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 불가일은 페리 선플라워 예약 센터(0120-56-3268)까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간 한정으로 발매하는 표도 있습니다.
기획 승차권 이용시, 각 운송기관의 운송약관 등, 각 시설의 이용 약관 및 각 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정하는 약관 등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신전기철도 웹 사이트
(https://rail.hanshin.co.jp/ticket.otoku/)『약관 일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걸리는 통신료에 대해서는 고객 부담이 됩니다. 또한 환불은 유효기간 내,
미사용인 경우에 한하여 구입처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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