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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 전용 「할인티켓」 등에 대해 

 

 

 

 

 

 

１．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 전용 「할인티켓」에 대해  

○ 2014 년 4 월 1 일자 발매 티켓부터 「JR 칸토에어리어 패스」의 할인내용변경 및 가격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JR EAST PASS」「N’EX 도쿄 직행 티켓(편도)」에 대한 변경예정은 없습니다. 

＜2014 년 4 월 1 일자 발매 티켓의 정보입니다＞（밑줄 친 부분이 변경내용） 

상품명 JR EAST PASS JR 칸토에어리어 패스 
N’EX 도쿄 직행 티켓 

(편도) 

팸플릿 

이미지 

 00 

 

 

 

 

 

 

할인내용 

JR 동일본 전 노선의 

신칸센과 특급열차 등을 

임의로 정한 5 일간 무제한 

승차 가능한 

할인티켓입니다. 

간토 에리어의 JR 동일본 

신칸센과 특급열차 등을 3 일간 

무제한 승차 가능한 

할인티켓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ＪＲ ・ 도부 상호직통 특급열차 

(「닛코호」「기누가와호」「스페시아 

기누가와호」 등)의 보통칸 

지정석에도 승차할 수 있습니다. 

나리타쿠코 ・ 구코 

다이 2 비루(나리타 

공항/공항 제 2 터미널)에서 

도쿄방면으로 「나리타 

익스프레스호（N’EX）」의 

보통칸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는 편도 타입의 

할인티켓입니다. 

발매가격

（예정） 

어른（12 세 이상） 22,000 엔 

어린이（6 세~11 세）11,000 엔 

어른（12 세 이상）  8,300 엔 

어린이（6 세～11 세） 4,200 엔 

어른（12 세 이상） 1,500 엔 

어린이（6 세～11 세）750 엔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4 일간의 

유효기간내 임의의 5 일 

（플렉시블 5 일간） 

연속 3 일간 1 일간 

※발매가격은 철도사업법에 근거하여 기획, 준비 중인 것으로 예정 가격입니다. 기획안이 확정되면, 

다시 당사의 다국어 홈페이지에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승차권은 1 년 내내 발매하는 상품입니다. 구매 또는 교환시에 여권을 확인합니다. 

※「Suica&N’EX」「Suica&Monorail」는 2014 년 3 월 31 일 자 발매분을 마지막으로 종료합니다. 

JR 동일본에서는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 전용 할인티켓 「JR EAST PASS」「JR 

칸토에어리어 패스」「N’EX 도쿄 직행 티켓(편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4 년 4 월 1 일부터 상품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해외에서 오신 고객이 즐거운 JR 동일본 

열차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체제 및 정보서비스를 충실히 재정비 하겠습니다. 



２．「JR 동일본 여행서비스센터（도쿄 모노레일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영업시간 확대 

 2014 년 4 월 1 일부터 도쿄 모노레일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 「JR 동일본 여행서비스센터」의 

개점시간을 앞당겨 이른 아침이나 오전에 도착하신 고객이 일본 도착 후에 바로 승차권류를 교환・

구매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합니다. 

 

◇JR 동일본 여행서비스센터（도쿄 모노레일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 

4 월 1 일부터의 영업시간 ： 7 시 45 분～18 시 30 분  

 

※3 월 31 일까지의 영업시간은 11 시～18 시 30 분입니다. 

 

３．다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2014 년 4 월 1 일부터 JR 동일본 다국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어） http://www.jreast.co.jp/kr/ 

 

４．외국인 전용 지정석 예약서비스 「JR-EAST Train Reservation」 

2014 년 5 월 중순 이후, 외국인 전용 지정석 예약서비스 「JR-EAST Shinkansen Reservation 」의 

명칭을 변경하여 「JR-EAST Train Reservation」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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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