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한국에서 야마구치로 추리 여행!
외국인 일본 방문 여행객을 위한 ‘ 명탐정 코난 야마구치 미스터리 투어’

개최에 대해

2017 년 6 월 21 일
명탐정 코난
막말 유신 야마구치
미스터리 투어
실행위원회
이번에 야마구치현과 JR 서일본이 합작하여, 타이완·한국에서 오시는 외국인 일본
방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에서도 인기가 높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 명탐정
코난’ 을 기용한 ‘ 명탐정 코난 야마구치 미스터리 투어’ 를 개최합니다.
올가을에 JR 그룹의 데스티네이션 캠페인※ 개최지가 될 ‘ 야마구치’ 를 무대로 개최!
야마구치 지역 5 곳(체크 포인트)의 관광지를 돌며 ‘ 명탐정 코난’ 의 세계에서
본격적인 추리를 즐기실 수 있는 투어입니다.
또한, 야마구치 지역의 관광 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드리며, ‘ 명탐정 코난’ 에서
유래한 기념품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4 곳의 보너스 스폿에서는 체크 포인트의 단서에 추가해 사건 해결을 위한
‘ 도움 힌트’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념핀 배지 선물과 코난 및 등장인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AR 기념 촬영 등 재미있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JR 그룹 6 개사와 지역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캠페인입니다.

1 실시 기간
2017 년 7 월 1 일 (토) ~ 2018 년 3 월 31 일 (토)
2 실시 지역
야마구치 지역 ※모든 포인트를 방문하려면 6~8 시간 소요됩니다.
3 투어 포인트
○ 명탐정 코난의 세계관을 체험!
야마구치 지역의 관광 명소를 돌아보며 추리의 단서를 모아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수수께끼 풀이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합니다.
○ 참가 조건은 JR 서일본의 외국인 여행객용 상품 ‘ 명탐정 코난 야마구치 패스’
구입!
① ‘ 야마구치 패스(3 일권 또는 5 일권)’
･ 교환증은 타이완, 한국의 주요 여행사에서 판매
･ JR 서일본 지정 구간 내 열차를 무제한으로 승하차할 수 있으며, 야마구치
지역의 관광 시설로의 2 차 액세스가 포함됨
※ 회사별로 판매 방법은 ‘ 야마구치 패스’ 단독 상품, 또는 항공권･숙박 등
세트 패키지 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여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 교환증은 일본 도착 후 JR 서일본의 지정 역에서 야마구치 패스 본권 및
수수께끼 풀이에 필요한 투어 키트로 교환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 코난 참가권’
･ JR 서일본의 지정 역에서 야마구치 지역이 포함된 JR 웨스트 레일 패스 (산요･산인
패스, 히로시마･야마구치 패스, 오카야마･히로시마･야마구치 패스)를 지참하신 분께
판매
･ 야마구치 지역 관광 시설로의 2 차 액세스, 수수께끼 풀이에 필요한 투어 키트가
포함된 2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지
‘ 명탐정 코난 야마구치 미스터리 투어’ 의 개요

1
2
3
4

개최 기간
개최 지역
출발 지역
투어의 흐름

2017 년 7 월 1 일 (토) ~ 2018 년 3 월 31 일 (토)
야마구치 지역
타이완, 한국

‘ 야마구치 패스(3 일권･5 일권)’ 로 참가
타이완,
한국의 여행사에서 ‘ 야마구치
패스’ 교환증을 구입

‘ 코난 참가권’ 으로 참가
JR 서일본의 지정 역※에서 구입
‘ 코난 참가권’ , ‘ 투어 키트’ 수령
※간사이공항역･오사카역･신오사카역･히로시
마역･신야마구치역･시모노세키역･하카타역

JR 서일본의 지정 역※에서 ‘ 교환증’ 과
‘ 야마구치 패스’ , ‘ 투어 키트’ 로 교환
※간사이공항역･오사카역･신오사카역･히로시
마역･신야마구치역･시모노세키역･하카타역

※야마구치 지역이 포함된 JR 웨스트 레일 패스
(산요･산인 패스, 히로시마･야마구치 패스,
오카야마･히로시마･야마구치 패스)를 지참하신
고객 한정

투어 키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야마구치 지역 5 곳의 체크 포인트※를 돌며 수수께끼를 푼다!
※하기･메이린 학사, 하기성 터(시즈키 공원), 쇼인 신사, 유다 온천 관광유람거점시설
‘ 기쓰네노아시아토(여우의 발자국)’
고잔 공원 앞 관광안내소
･ 각 체크 포인트에는 한국어 및 중국어(번체자)로 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투어 소요 시간은, 야마구치 지역에 도착한 후 모든 체크 포인트를 방문하는 경우 합계
6~8 시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4곳※의 보너스 스폿을 방문하면 멋진 특전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 수수께끼 풀기에 도움이 되는 ‘ 도움 힌트’ 를 받을 수 있음 (4곳 모두 공통 힌트입니다.)
○ 4곳 모두 각기 다른 디자인의 기념핀 배지를 선물. 전부 모으면 전용 케이스를 증정.
○ 코난 및 등장인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AR 기념 촬영 가능
※ [시모노세키 지역] 구 아키타 상회 빌딩
[우베 지역] 도키와 뮤지엄
[호후 지역] 호후시 마치노에키 우메테라스
[이와쿠니 지역] 이와쿠니시 관광교류소 ‘ 혼케 마쓰가네’

투어 종료 후에는, 최종 체크 포인트※에서 ‘ 해답’ 과 ‘ 기념품’ 을 선물
※이와쿠니시 관광교류소 ‘ 혼케 마쓰가네’ , JR 신야마구치역 관광안내소, 호후시 마치노에키
우메테라스, 야마구치 우베 공항 국제선 면세점, JR 시모노세키역 관광안내소

‘ 명탐정 코난 야마구치 레일패스’ 의 개요
１ ‘ DETECTIVE CONAN Yamaguchi Rail Pass (야마구치 패스)’
패스’ )
(1) 설정 기간
2017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3 월 31 일까지
(2) 발매 기간
･ 3 일권: 2017 년 6 월 1 일부터 2018 년 3 월 29 일까지
･ 5 일권: 2017 년 6 월 1 일부터 2018 년 3 월 27 일까지
※ 승차일 1 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발매
(3) 발매 금액
유효
기간
3 일권
5 일권

어른

어린이

8,500 엔
11,500 엔

4,250 엔
5,750 엔

(이하 ‘ 야마구치

(4) 상품 내용
① 지역 내의 산요신칸센(3 일권은 ‘ 고다마호’ 에 한함), 특급열차 및 보통열차의
보통차 자유석, 주고쿠 JR 패스(지정 노선)･보초 교통(지정 노선)･산덴 교통(지정
노선)･JR 서일본 미야지마 페리로 유효 기간 내에 한해 무제한 승하차 가능.
② 별도 좌석 지정석권을 구입하면 SL 야마구치호 등의 지정석으로도 승차 가능.
③ ‘ 야마구치 패스’ 의 승차권을 제시하면 하기･메이린 학사에는 한 번만, 하기성
터(시즈키 공원)에는 몇 번이고 입장 가능.
（자유 주유 존）
하기･메이린 센터
센자키
히가시하기

하기

마스다
나가토시

아키요시다이

나카토유모토

신칸센(3일권은 고다마호만 이용 가능)
JR선
주고쿠 JR 버스
보초 버스
산덴 교통
슈퍼 하기
하기 순환 마루 버스
미야지마 페리

쓰와노
아키요시

아키요시 동굴
오다추오

야마구치

미네

유다 온센

하카타

고쿠라

시모노세키 하타부 신시모노세키 아사

오노다

우베

신야마구치

호후 도쿠야마 구시가하마

이와쿠니

미야지마구치

히로시마

나가토모토야마

(5) 발매･교환 장소
[발매 장소]: 한국, 타이완 여행사
[교환 장소]: 간사이공항역, 오사카역, 신오사카역, 히로시마역, 신야마구치역,
시모노세키역, 하카타역

２ ‘ DETECTIVE CONAN Yamaguchi Rail Pass (코난 참가권)’
(1) 설정 기간
2017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3 월 31 일까지
(2) 발매 기간
2017 년 6 월 1 일부터 2018 년 3 월 29 일까지
※승차일 1 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발매
(3) 발매 금액
유효
기간
3 일권

어른

어린이

1,200 엔

600 엔

(이하 ‘ 코난 참가권’ )

(4) 상품 내용
① 야마구치 지역을 포함하는 JR 웨스트 레일 패스※와 세트 판매
※대상 상품: 산요･산인 패스, 히로시마･야마구치 패스, 오카야마･히로시마･야마구치 패스
② 지역 내 주고쿠 JR 버스(지정 노선)･보초 교통(지정 노선)･산덴 교통(지정
노선)에 유효 기간 내에 한해 무제한 승하차 가능.
③ ‘ 코난 참가권’
티켓을 제시하면 하기･메이린 학사에는 한 번만, 하기성
터(시즈키 공원)에는 몇 번이고 입장 가능.

하기･메이린 센터

하기

히가시하기

주고쿠 JR 버스
보초 버스
산덴 교통
슈퍼 하기
하기 순환 마루 버스

나가토시
아키요시다이

쓰와노
아키요시
아키요시 동굴
오다추오

야마구치
미네
유다 온천

(5) 발매 장소: 간사이공항역, 오사카역, 신오사카역, 히로시마역, 신야마구치역,
시모노세키역, 하카타역
３ 구입 자격
일본 국외의 정부 등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는 분(일본 체류일수가 90 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에 한해
교환권 구입이 가능하며 패스 교환 시 여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