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일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체류 외국인 여러분께 추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철도로 여행하자.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 철도 패스를 기간 한정으로 설정합니다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사장: 후카사와 유지, 이하 'JR 

동일본')는 일본국 발행 이외의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간 한정의 실속있는 철

도 패스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을 판매합니다.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은 JR 동일본 관내의 신칸센이나 특급 등을 설정 기간 중의 연속된 3일간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에 체류하시는 외국 국적 외국인 여러분께서도 도호쿠・동일본 등 지역

을 여행하며 일본의 철도와 각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안심하게 즐기시고, 각지의 매력
과 안심이 되는 여행을 실감해 보십시오. 

1. 상품 개요
- 상품 명칭: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
- 이용 기간: 2020년 10월 16일(금)~2021년 ２월 28일(일)

- 발매 기간: 2020년 10월 16일(금)~2021년 ２월 26일(금)

- 판매 가격: 12,000엔(어린이 6,000엔)

- 구입 자격: 일본국 발행 이외의 여권을 소지하신 분

- 효력:   JR 동일본 관내의 신칸센이나 특급 등을  

설정기간 중의 연속된 3일간 자유롭게 이용 

- 자유 이용 구간: 도호쿠∙야마가타∙아키타∙조에쓰∙

호쿠리쿠 신칸센（도쿄-조에츠묘코）, 

 JR 동일본 노선(BRT 포함),  

아오이모리철도 노선, IGR 이와테 

은하철도 노선, 산리쿠철도 노선, 에치고 

토키메키철도 노선 

(묘코코겐-나오에쓰 구간), 

시나노철도 노선 

【자유 이용 구간】 

재해등의 영향으로 운행을 중단하고있는 구간・열차가 있습니다 



 

 
 
 

2. 구입 및 수령 방법 
（1） JR 동일본 창구(JR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 View Plaza 등)에서 구입 
   JR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도쿄역, 우에노역, 신주쿠역, 시나가와역, 시부야역, 이케부쿠

로역, 하마마쓰초역, 나리타공항역, 공항제 2터미널역, 도쿄 모노레일 하네다공항제 3터미널
역, 센다이역의 각 JR 동일본 방일여행센터, JAPAN RAIL CAFE（ 도쿄역야에스중앙구
치）, JR EAST Welcome Center마츠모토（마츠모토역）,및 요코하마, 니가타, 나가노, 모리
오카, 아키타의 각 View Plaza 
- 구입 장소는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jreast.co.jp/kr/ticketwindow/) 

（2） 웹 사이트에서 구입 및 수령 
- 아래의 WAmazing 웹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웹 사이트 개설 및 웹 사이트에서의 판매 개시는 10월 16일 10시부터를 예정） 
영어권:  https://www.wamazing.com/ticket/tickets/wrp2020 
대만(번체자):  https://tw.wamazing.com/ticket/tickets/wrp2020 
홍콩(번체자):  https://hk.wamazing.com/ticket/tickets/wrp2020  
간체자: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주십시오 
 
 
 
 
 
 

 

 

 

 

 

 
 
 

（3） 기타 
- 레일 패스를 수령한 후, 창구나 지정석 매표기에서 지정석 티켓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및 유효 구간 내라면 자동 개찰기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의 상징 디자인 
'Explore Tokyo and Beyond'의 캐치 프레이즈에는 도쿄를 기점으로 해서 도호쿠 신에쓰까지 

 신칸센으로 안전하고 안심하게 새로운 여행 목적을 찾으러 떠나 보시길 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

다. 

▶중국어(간자체) 사이트 QR 코드 

접속하실 때에는 위챗(WeChat) 앱이 필요합니다. 

- 우에노역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에서 티켓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10월 17일부터 수령 개시 예정) 
≪참고≫ WAmazing에서의 구입부터 티켓 수령까지의 흐름(이미지) 

 
그대로 패스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WAmazing 웹 사이트에서 예약 및 결제 

⇒결제 후 QR 코드를 부여 

 

 

 

 

 

 

 

 

 

 

 

 

고객 본인이 전용 단말기에서 수령 

⇒수령 시에 전용 단말기(수령기)에서 QR 

코드와 여권을 확인 

 

  

이미지  

 

구입 

 

수령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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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홍보 전개 및 판촉 활동 
이번에 발매하는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을 중심으로 체류 외국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당사의 인바운드 여행객 대상 철도 패스 판촉 활동을 실시합니다. 

（1）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 전용 웹 페이지의 개설 
(URL: https://www.eastjapanrailway.com/pass/)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지 등을 제안한 웹 페이지를 

개설합니다. 

（2） 트레인 채널 등과 함께 SNS나 인기 미디어의 특집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 체류 외국인에게 사랑받는 인기 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발신합니다. 

- 일본 최대의 방일 관광 미디어 'MATCHA'에서 특집 '인생 최고의 관광지 GoToTravel 캠페
인'과 연계하여 정보를 발신합니다. 

（3） 인기 YouTuber를 통해 LIVE로 정보를 송출하여 매력 있는 도호쿠 콘텐츠를 발신합니다. 
실제로 'JR EAST Welcome Rail Pass 2020'을 이용하여 도호쿠를 관광하면서 정보를 라이
브로 송출. 추천 콘텐츠 등을 실감나게 소개합니다. 

（4） 해외 온라인 여행사(이하 'OTA')와의 연계 
해외의 철도 패스 판매에 협력하고 있는 OTA에서 동일본 관내의 관광 정보를 발신하고, 철
도 패스 및 패스와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판매합니다. 
 

https://jp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astjapanrailway.com%2Fpass%2F&data=02%7C01%7Cchie-sugawara%40jreast.co.jp%7C1e40d43c3e95416639f108d86445a122%7Cb230699217184f1c8d81e650c06ad00c%7C1%7C0%7C637369597554014299&sdata=LLJazVyOYiFATv7bIyiAJOVdrri7S9Z9Sf9J%2BxfgTx8%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