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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도쿄 와이드 패스」의 발매에 대해서 

～"JR 칸토에어리어 패스"가 이용 가능지역을 확대 편성하여 새로워집니다!!～ 

 
 

 

 

 
 

 

１．「JR도쿄 와이드 패스」의 발매에 대해서 

◇ 발매기간 2015 년 11 월 19 일～연중 

◇ 이용기간 2015 년 12 월 19 일～연중 

◇ 유효기간 3 일간 

◇ 발매장소 ○JR 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역,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  

도쿄 모노레일 하네다쿠코 고쿠사이센비루 공항역, 도쿄역, 신주쿠역 

○JR매표소(Midori-no-madoguchi)…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역,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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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역, 미토역 

◇ 발매가격 어른(12 세 이상) 10,000 엔, 어린이(6 세～11 세) 5,000 엔 

◇ 발매조건 외국 여권을 소지하신 외국 국적자 

※구매 시 여권을 확인합니다. 

◇ 주요혜택 이용 가능지역 내에서 JR 동일본 전 노선, 후지 큐코선 전 노선, 이즈 큐코선 전 노선, 

도쿄 린카이 고속철도 전 노선, 도쿄 모노레일 전 노선, 조신 전철 전 노선 및 

사이타마 신도시교통선(뉴셔틀) ”오오미야~테츠도 하쿠부츠칸“ 구간의 특급(신칸센 

포함)∙급행∙보통열차의 보통칸 지정석을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또, JR 

동일본과 도부철도 간 상호 노선 운행을 하고 있는 다음의 특급열차 「닛코호」 

「스페시아 닛코호」 「키누가와호」 「스페시아 키누가와호」 등의 보통칸 지정석에도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지역 

 
 
 
 
 
 
 
 
 
 
 
 
 
 
 

 

JR 동일본에서는 2015 년 11 월 19 일부터 일본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실속 있고 

저렴한 승차권 「JR 도쿄 와이드 패스」를 발매합니다. 현재 발매 중인 칸토 지역의 신칸센, 특급열차 

지정석이 3 일간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는 승차권 「JR 칸토에어리어 패스」로 새롭게 바뀌어, 도쿄 

린카이 고속철도선과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에치고유자와역 및 GALA 유자와역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지산, 카루이자와, 닛코 방면 등, 외국인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오다이바나 일본의 스노우 리조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야부사」호, 「고마치」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특급권 등이 필요합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후지 급행선 내에서 운행되는 ‘후지산 

특급’의 1호 차를 승차하는 경우에는 착석 

정리권이, ‘후지 등산 전차’를 승차하는 

경우에는 착석권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별도 요금) 

※도부선내에서 발착하는 도부 상호직통 

특급열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시마 사카 스타지아므역, GALA 

유자와역은 임시영업합니다. 



２．「JR 칸토에어리어 패스」의 종료에 대해서 

「JR 도쿄 와이드 패스」의 발매개시와 함께, 현재 발매 중인 「JR 칸토에어리어 패스」는 2015 년 12 월 

18 일 발매분을 마지막으로 판매 종료합니다. 

(참고)「JR 칸토에어리어 패스」에서 「JR 도쿄 와이드 패스」로 변경된 사항 

JR 칸토에어리어 패스 JR 도쿄 와이드 패스 

금액 
어른   8,300 엔 

어린이 4,200 엔 

어른  10,000 엔 

어린이 5,000 엔 

새로 추가된 JR 선 ― 

조에츠 신칸센 「조모코겐～에치고 

유자와」 「에치고 유자와～GALA 

유자와」 

※GALA 유자와역은 겨울철과

봄철에만 영업 

조에츠선 「도아이～에치고 유자와」 

새로 추가된 민영 

철도 
― 

도쿄 린카이 고속철도 전 노선 

새로 추가된 

발매장소 
― 여행 서비스 센터(View Plaza) 미토 

３．GALA 유자와에서의 이용 특전에 대해서 
GALA 유자와 스키장의 안내 카운터에서 「JR 도쿄 와이드 패스」를 제시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전 ①】 
눈 놀이를 즐기고 싶은 고객님께는 GALA 유자와 「곤돌라권 포함 썰매 놀이세트」(왕복 

곤돌라권＋썰매 ・장화 ・장갑 세트)를 어른 1,300 엔 ・어린이 1,000 엔에 제공합니다. (정상 가격 어른 
2,600 엔・어린이 1,550 엔） 
【특전 ②】 
본격적으로 스키를 즐기고 싶은 고객님께는 「GALA 리프트권 포함 로커 세트」(「리프트 1 일권」＋「로커 
이용권」＋「스키렌탈 10% 할인권」＋「스쿨 10% 할인권」)를 어른 3,100 엔, 어린이 1,550 엔에 제공합니다. 
(정상 가격 어른 5,600 엔・어린이 3,300 엔) 

【특전 ③】 
「SPA 갈라 온천」를 어른 1,000 엔, 어린이 600 엔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가격 어른 1,300 엔・
어린이 800 엔) 

※「JR 동일본 패스」를 제시하셔도 같은 특전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일본을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을 위해 다언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http://www.jreast.co.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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