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12 월 17 일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방일 외국인 여행객 대상 철도 패스 JR 동일본 패스 등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사장: 후카사와 유지, 이하 'JR 
동일본)는 지금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수요에 부응해서 지역별로 다양한 철도 패스를 판
매해 왔지만, 이용 시 창구나 개찰구에서 대면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이번에 자동 개찰기 이용, 지정석 매표기에서의 구입과 지정석 예약에 관한 서비스를 JR 동
일본이 판매하는 모든 철도 패스에 도입하여 보다 빈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JR 동일본이 판매하는 철도 패스의 효력과 가격을 일부 변경합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 여러분께 창구에 줄을 서지 않고 승차권을 구입하고 지정석을 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속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１. 빈틈 없는 서비스 확충에 대하여 
(1) 자동 개찰기(신칸센 및 재래선) 이용이 가능 

철도 패스 이용 지역 내의 자동 개찰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존 2021 년 4 월 발매분부터 
철도 패스를 대면으로 확인하고 
개찰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동 개찰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２) 지정석 매표기에서의 셀프 구입이 가능 

일부 역*의 지정석 매표기에 여권 스캐너를 설치해서 이용자(본인)의 여권을 
스캐너에 대고 지정석 매표기에서 철도 패스를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존 2021 년 4 월 발매분부터 
지정 창구에서 여권 등을 
확인하고 철도 패스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JR 동일본의 지정석매표기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21 년 4 월 여권 스캐너 설치 예정 역: 도쿄, 우에노,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 
시나가와, 하마마쓰초, 요코하마, 미토, 나리타공항, 공항제 2 빌딩, 센다이, 야마가타, 
후쿠시마, 모리오카, 하치노헤, 아오모리, 아키타, 니가타, 나가노, 마쓰모토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3 월경)에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https://www.jreast.co.jp/kr/) 
※발매 장소는 철도 패스별로 다릅니다. 
 
 

 

※일부 이용하실 수 없는 자동 개찰기도 있습니다. 

※(JR 동일본 관내의)여권 스캐너가 설치된 지정석 

매표기에 한합니다. 

※창구 상담 및 구입도 계속 가능합니다.  
※로고 이미지가 붙은 지정석 매표기가 표시입니다. 여권 스캐너 

로고 이미지 



 

(３) 지정석 매표기에서의 지정석 예약이 가능 
지정석 매표기에 철도 패스를 삽입하고 유효 지역 내의 지정석(신칸센 및 

재래선)을 예약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존 2021 년 4 월 발매분부터 
창구에서 지정석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JR 동일본의 지정석 매표기에서도 
지정석을 예약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부 발행 장소 발행의 철도 패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서비스 대응표 

패스 명칭 (1)자동 개찰 

기이용 

(２)지정석매표기 

에서의 셀프 구입  

(３) 지정석매표기 

에서의 지정석 예약 

JR 동일본 패스 

(도호쿠 지역) 
◎ ◎ ◎ 

JR 동일본 패스 

(나가노·니가타 지역) 
◎ ◎ ◎ 

JR 도쿄 와이드 패스 〇 ◎ 〇 

N'EX 도쿄 왕복 티켓 〇 ◎ 〇 

호쿠리쿠 아치 패스 〇 ◎ 〇 

JR 동일본・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 ◎ ◎ 

JR 도호쿠・

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 ◎ ◎ 

【범례】〇：이미 이용할 수있는 서비스、◎：2021 년 4 월 발매 분부터 이용할 수있는 

서비스 

 
  



 

                           

 

                                         

２. 가격 등 변경에 대하여  
2021 년 4 월 이후 발매하는 JR 동일본 철도 패스의 가격 및 효력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JR 도쿄 와이드 패스 및 N'EX 도쿄 왕복 티켓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패스 명칭 변경 전 어른 가격 
 (단위: 엔) 

변경 후 어른 가격 
 (단위: 엔) 

기타 변경 사항 

JR 동일본 패스 

(도호쿠 지역) 

해외 발매 19,350 
일본 발매 20,360 

20,000*1 - 단기 체류 자격 유무에 관
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연속 타입*2 (5 일간)으로 
변경됩니다. 

JR 동일본 패스 

(나가노·니가타 지역) 

해외 발매 17,310 
일본 발매 18,330 

18,000*1 

호쿠리쿠 아치 패스 해외 발매 24,440 
일본 발매 25,460  

해외 발매 24,500 
일본 발매 25,500 

- 특급하루카의 지정석을 이
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JR 동일본・

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해외 발매 26,900 
일본 발매 27,930 

27,000*1 - 연속 타입*2 (6 일간)으로 
변경됩니다. 

JR 도호쿠・

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해외 발매 19,750 
일본 발매 20,790  

24,000*1 - 유효기간을 1 일 연장하

고, 연속 타입*2 (6 일간)으
로 변경됩니다. 

*1해외・국내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2연속 타입: 이용 개시일 이후 연속해서 지정 유효기간 일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본인)의 여권 확인은 계속 필요합니다.  
 
3. 새로운 서비스 개시 및 가격 개정일에 대하여 
일본시간 2021 년 4 월 1 일 발매분부터  
※2021 년 3 월 31 일까지에 구입하신 철도 패스는 대상이 아니며, 옛 가격 및 서비스 
내용이 적용됩니다. 
  



 

 
참고: 방일 외국인 여행객 대상 JR 동일본 판매 철도 패스 

2021 년 ４월 이후의 상품 개요 
 
 JR 동일본 패스(도호쿠 지역) 

 
 
 

 
*해외・국내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JR 동일본 패스 (나가노·니가타 지역) 

가격 20,000 엔(어린이 10,000 엔)* 

구입 자격 일본국 이외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 
※단기 체류 자격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효력 자유 이용 지역 내의 JR 동일본(BRT 포함), 

이즈급행 전 노선, 도쿄 모노레일 전 노선, 

아오이모리철도 전 노선, IGR 이와테 

은하철도 전 노선, 센다이공항철도 전 노선 

특급(신칸센 포함)∙급행열차∙보통열차(쾌속 

포함)의 보통차 지정석 및 JR∙도부 상호 

직통특급 '닛코호', '스페시아 닛코호', 

'기누가와호', '스페시아 기누가와호' 등 

특급열차의 보통차 지정석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JR 버스의 일부 노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속 5 일 
※발행일로부터 14 일간 중 임의의 5 일 
 (플렉시블 타입)에서 연속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 18,000 엔(어린이 9,000 엔)* 

구입 자격 일본국 이외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 
※단기 체류 자격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효력 자유 이용 지역 내의 JR 동일본, 이즈급행 전 

노선, 도쿄 모노레일 전 노선, 호쿠에쓰급행 

전 노선, 

에치고토키메키철도(나오에쓰~아라이 구간) 

특급(신칸센 포함)∙급행열차∙보통열차(쾌속 

포함)의 보통차 지정석 및 JR∙도부 상호 

직통특급 '닛코호', '스페시아 닛코호', 

'기누가와호', '스페시아 기누가와호' 등 

특급열차의 보통차 지정석을 자유롭게 



 

                           

 

                                         

 
 

 
 
 
 
 

*해외・국내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JR 도쿄 와이드 패스 

 

 
 
 
 
 
 

 
N'EX 도쿄 왕복 티켓 

 
 
 
 
 
 

이용이 가능합니다. JR 패스의 일부 노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속 5 일 
※발행일로부터 14 일간 중 임의의 5 일 
(플렉시블 타입)에서 연속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 10,180 엔(어린이 5,090 엔) 

구입 자격 일본국 이외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 

효력 자유 이용 지역 내의 JR 동일본, 후지급행 전 

노선, 이즈급행 전 노선, 도쿄임해고속철도 

전 노선, 도쿄 모노레일 전 노선, 조신전철 전 

노선, 사이타마신도시교통(뉴 셔틀) 

'오미야~철도박물관 구간) 특급(신칸센 

포함)∙급행열차∙보통열차(쾌속 포함)의 

보통차 지정석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JR∙도부 상호 직통특급 

'닛코호', '스페시아 닛코호', '기누가와호', 

'스페시아 기누가와호' 등 특급열차의 보통차 

지정석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속 3 일 

가격 4,070 엔(어린이 2,030 엔) 

구입 자격 일본국 이외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 

효력 나리타공항역∙공항제 2 빌딩역에서 도쿄 

전철 특정 구간까지 '나리타 익스프레스호'의 

보통차 지정석을 왕복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14 일간 중 1 왕복 



 

호쿠리쿠 아치 패스 
※JR 서일본과의 공동 판매 상품입니다.  

 
 

 

 

 

 

  

가격 해외 가격 24,500 엔(어린이 12,250 엔)/일본 국내 가격 25,500 엔(어린이 12,750 엔) 

구입 자격 일본국 이외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 체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분 

효력 자유 이용 지역 내의 호쿠리쿠 신칸센(도쿄~가나자와 구간) 및 JR 

동일본∙JR 서일본∙도쿄 모노레일 전 노선∙노토철도(나나오~와쿠라온센 구간) 

특급∙급행∙보통(신쾌속∙쾌속 포함)열차의 보통차 지정석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급 하루카호의 보통차  지정석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통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아이노카제토야마철도(도야마~다카오카 구간) 및 IR 

이시카와철도(가나자와~쓰바타 구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이노카제 라이너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속 7 일간 



 

                           

 

                                         

 JR 동일본・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JR 홋카이도와의 공동 판매 상품입니다. 
 

*해외・국내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JR 도호쿠・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JR 홋카이도와의 공동 판매 상품입니다. 
 

 
 

*해외・국내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가격 27,000 엔(어린이 13,500 엔)* 

구입 자격 일본국 이외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 체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분 

효력 자유 이용 지역 내의 JR 동일본(BRT 포함)과 

함께 JR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삿포로, 오타루 

지역, 이즈급행, 도쿄 모노레일, 

아오이모리철도, IGR 이와테 은하철도, 

센다이공항철도 특급(신칸센 

포함)∙급행열차∙보통열차(쾌속 포함)의 보통차 

지정석 및 JR∙도부 상호 직통특급 '닛코호', 

'스페시아 닛코호', '기누가와호', '스페시아 

기누가와호' 등 특급열차의 보통차 지정석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연속 6 일간 
※발행일로부터 14 일간 중 임의의 6 일 
(플렉시블 타입)에서 연속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 24,000 엔(어린이 12,000 엔)* 

구입 자격 일본국 이외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 체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분 

효력 자유 이용 지역 내의 JR 동일본(BRT 포함)과 

함께 JR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삿포로, 오타루 

지역, 아오이모리철도, IGR 이와테 은하철도, 

센다이공항철도 특급(신칸센 

포함)∙급행열차∙보통열차(쾌속 포함)의 보통차 

지정석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연속 6 일간 
※발행일로부터 14 일간 중 임의의 5 일 
(플렉시블 타입)에서 연속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