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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 옵션권”을 올해도 발매합니다! 
～“JR 칸토에어리어 패스”와 “GALA 옵션권”으로 GALA 유자와 스키장에 가 보자～ 

 

 

 

 

 

 

 

◇ 이용기간 2013 년 12 월 21 일 - 2014 년 5 월 6 일 
◇ 발매기간 2013 년 11 월 21 일 - 2014 년 5 월 6 일 
◇ 유효기간 1 일간 
◇ 취급장소 ○JR역…나리타쿠코역, 구코다이2비루역 

○여행 서비스 센터(View Plaza)…시나가와역, 시부야역, 신주쿠역, 이케부쿠로역, 
우에노역, 요코하마역 

○JR 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도쿄역, 도쿄 모노레일선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나리타쿠코역, 구코다이2비루역 

◇ 발매가격 어른(12 세 이상) 1,000 엔, 어린이(6～11 세) 500 엔 

◇ 구입  및 이용조건 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 국적의 이용객으로 “JR 칸토에어리어 패스”와 동시구입 
또는 “JR 칸토에어리어 패스”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JR 칸토에어리어 패스” 구입 시에는 여권을 확인합니다. 

◇ 주요 효력 “JR 칸토에어리어 패스”의 유효기간 내에 “JR 칸토에어리어 패스”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조에츠 신칸센의 "조모코겐역과 GALA 유자와역” 구간의 
보통칸 지정석을 왕복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경로는 조에츠 신칸센으로 
한정합니다) 

◇ 특   전    GALA 유자와 스키장의 안내카운터에서 “JR 칸토에어리어 패스”를 제시하시면  
  다음 특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전①] 눈놀이를 즐기시는 이용객에게는 GALA 유자와 “곤돌라권이 포함된 썰매놀이 세트”(왕복 
곤돌라권+썰매/장화/장갑 세트)를 어른 900 엔/어린이 600 엔에 제공합니다.(평상시 
요금:어른2,400엔/어린이1,400엔) 

    [특전②] 본격적인 스키를 즐기는 손님에게는 “GALA 리프트권이 포함된 사물함 이용권 세트”(“리프트 
1일권”+“사물함 이용권”+“스키대여 10% 할인”)를 어른3,000엔, 어린이1,500엔에 제공합니다. 
(평상시 요금:어른5,500엔/어린이3,200엔) 

    [특전③] “SPA  GALA 온천”을 어른 1,000 엔, 어린이 600 엔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평상시 
요금:어른1,300엔/어린이800엔) 

[참고] 
“도쿄역 - GALA 유자와역”의 왕복 신칸센 요금비교(일반시즌/보통칸 지정석) 

평상시:어른13,800 엔→어른9,000 엔*  

*JR 칸토에어리어 패스(8,000 엔)와 GALA 옵션권(1,000 엔)을 구입한 경우 
 
 상기 정보는 11 월 하순부터 다국어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어)http://www.jreast.co.jp/kr/ 
 

JR 동일본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해 특별기획 승차권 “JR 칸토에어리어 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승차권을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GALA 유자와 스키장에 가실 때에 
편리한 옵션권으로 “조모코겐역과 GALA 유자와역 구간”의 왕복티켓인 “GALA 옵션권”을 기간 
한정으로 판매합니다. 
이번 기회에 “JR 칸토에어리어 패스”와 세트로 “GALA 옵션권”을 이용하시어 GALA 유자와 

스키장에서 스키와 눈놀이를 마음껏 즐겨 주십시오. 

4,800 엔이나 저렴하게 GALA 에 갈 수 있습니다! 

 

http://www.jreast.co.j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