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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9 월 태풍 21 호에 따른 재해로 인해 운행이 중지되었던 간사이 공항선은 9 월 18 일(화) 첫 

열차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간사이 국제공항의 본격적인 복구에 맞추어 실시되는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에 JR 서일본도 참여하여, 역과 열차 내에서 해외에서 오신 고객을 맞이하고 해외에 간사이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입니다. 

아래의 추진 사항을 통해 간사이로의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1)간사이 공항역에서의 웰컴 드링크 교환권 선물 

·당사가 발매하는 방일 고객용 전용 상품을 이용하시는 고객 대상 

·선착순 10,000 명(1 인 1 회 한정) 

·9 월 21 일(금)부터 JR 서일본의 간사이 공항역 개찰구 내 카운터에서 교환권을 선물 

·세븐일레븐 키오스크 JR 간사이공항 3 번 승강장점(주식회사 제이알 서일본 데일리서비스네트 

운영)에서 교환권에 기재된 드링크와 교환 

(2)간사이 공항역에서 교토까지의 핸즈프리 관광 서비스 무료 제공 

·간사이 공항역에서 교토역 또는 교토 시내의 숙박 시설로 짐을 무료로 배송 

 (주식회사 제이알 서일본 마루닉스 운영) 

·선착순 2,000 명(단, 10 월 말일 종료) 

·1 인당 1 개를 무료 배송 

·9 월 21 일(금)부터 JR 서일본의 간사이 공항역 개찰구 내 카운터(Crosta 간사이공항)에서 짐 접수 

 (당사가 발매하는 방일 고객용 전용 상품의 티켓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후 2 시까지 접수하시면, 당일 오후 8 시 반 이후에 교토 시내 호텔 또는 오후 6 시~8 시에  

교토역에서 전달 

(3)간사이 공항역에 헬로키티 신칸센 웰컴 보드 설치 

·9 월 21 일(금)부터 JR 서일본의 간사이 공항역 개찰구 내에 설치 

(4)특급 하루카호에 승차하신 고객께 '헬로키티 상품' 등 선물 

·선착순 25,000 명(1 인 1 개 한정) 

·9 월 21 일(금)부터 JR 서일본의 간사이 공항역 개찰구 내 카운터(Crosta 간사이공항)에서 배부 

(특급 하루카호의 특급권 또는 방일 고객용 전용 상품의 티켓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리지널 헬로키티 클리어파일(10,000 장) 또는 노트 3 권 세트 

(15,000 세트)를 선물 

※재고 상황에 따라 선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간사이 공항 이용이 많은 동아시아의 미디어를 초청한 정보 발신 

·한국, 중국, 대만, 홍콩의 미디어를 초청 예정(11 월 이후 준비가 되면 바로)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에서 JR 서일본이 추진하는 사항 

JR西日本

西日本旅客鉄道株式会社



 

 

(6)간사이 지역 JR 서일본 호텔에서의 우대 서비스 

·'JR-WEST RAIL PASS'를 이용하시는 고객(1 인 1 회 한정) 

·10 월 1 일(월)~10 월 31 일(수) 

·대상 호텔 및 우대 내용 

  호텔 그란비아 교토: 직영 레스토랑 이용 시 원 드링크 서비스 

  호텔 그란비아 오사카: 직영 레스토랑 이용 시 원 드링크 서비스 

  호텔 그란비아 와카야마: 직영 레스토랑 이용 시 원 드링크 서비스 

  호텔 비스키오 오사카: 직영 레스토랑 이용 시 원 드링크 서비스 

  호텔 비스키오 아마가사키: 직영 레스토랑 이용 시 원 드링크 서비스 

               숙박 시 과자 선물 

  나라 호텔: 숙박 시 웰컴 드링크 서비스 

 

(7)오사카역에 오시는 고객께 오리지널 노벨티를 선물 

·'JR-WEST RAIL PASS'를 이용하시는 고객 

·10 월 1 일(월) 이후, 선착순 1,500 명(1 인 1 개 한정)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인포메이션(오사카역 3F 남북 연락교)에서 오리지널 클리어파일을 선물 

 

(8)‘특급 하루카호’로 교토역에 오시는 고객께 우대 서비스 

·교토역 주변의 백화점 및 상업시설에서 스마트폰 등의 화면을 표시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10 월 이후 준비가 되면 바로 실시 예정) 

·특전 제공 시설(예정) 

  제이알 교토 이세탄 

  교토역 앞 지하상가 Porta(포르타) 

  교토역 빌딩 전문상가 The CUBE(더 큐브) 

  교토 라멘코지, 와쇼쿠코지 

  호텔 그란비아 교토 

 

(9)교토역 주변의 백화점 및 상업시설에서 ‘알리페이(Alipay)’를 이용하신 고객께 특전 제공 

·교토역 주변의 백화점 및 상업시설에서 바코드 결제 '알리페이'를 이용하신 고객께 매장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특전 쿠폰을 배포 

(10 월 이후 준비가 되면 바로 실시 예정) 

·대상 시설(예정) 

  제이알 교토 이세탄 

  교토역 앞 지하상가 Porta(포르타) 

  교토역 빌딩 전문상가 The CUBE(더 큐브) 

 

 

 JR 서일본 그룹에서는 호텔과 역 쇼핑센터 등에서 'JR-WEST RAIL PASS'를 이용하시는 

고객께 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지 '특전 개요' 참조) 



 

 

（별지） 

 

 

 

 

 

 

 

 

 

 

 

 

 

 

 

 

 

【헬로키티 신칸센 웰컴 보드(이미지)】 

 

 

 

 

【간사이 공항역 개찰구 내 카운터】 

[Crosta 간사이공항] 

주식회사 제이알 서일본 마루닉스 운영 

영업 시간: 8 시~20 시 

➣웰컴 드링크 교환권 배부 

➣핸즈프리 관광 서비스 접수 

➣헬로키티 상품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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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나

라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WEST RAIL PASS 제시

JR 서일본 렌터카&리스JR‐WEST RAIL PASS 제시

별지: 특전 개요

당

사

 

구

역

 

전

역

렌터카 이용 요금 10% 할인

렌트 사이클 이용료 무료

히

로

시

마

호텔 그란비아 히로시

마

JR-WEST RAIL PASS를 소지하신 분은 메인 바 '메이플라워'에서의 식사 요금 10% 할인

※보틀 구입 제외

※JR-WEST RAIL PASS 1장당 2인까지 이용 가능

오

카

야

마

산스테 오카야마 산스테관 쇼핑 시 전 상품 10% 할인

호텔 그란비아 오카야

마

JR-WEST RAIL PASS를 소지하신 분은 관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요금 10% 할인

※기타 할인과의 병용 불가

나라 호텔

JR-WEST RAIL PASS를 소지하신 분은 다이닝룸 '미카사', 일본요리 '하나기쿠'의 식사

요금 10% 할인

※조식은 할인 불가

※패스 1장당 2인까지 할인 대상

와

카

야

마

호텔 그란비아 와카야

마

JR-WEST RAIL PASS를 소지하신 분은 호텔즈 카페 '패스워드', 일본요리 '마리', 뷔페

레스토랑 '미유(μ)'(3개 점포)의 식사 요금 10% 할인

교

토

교토역 빌딩
JR-WEST RAIL PASS를 소지하신 분께 일본 전통 손수건 '데누구이'를 선물

장소: 교토역 빌딩 2F 인포메이션(10:00am-7:00pm)

교토 이세탄

JR-WEST RAIL PASS를 소지하신 분은 상품 요금 5% 할인

※식품, 레스토랑 제외

※일본 엔화(현금), 유니온페이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정

호텔 그란비아 교토 JR-WEST RAIL PASS를 소지하신 분은 관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요금 5% 할인

덴노지 MIO
본관 3F 또는 플라자관 2F 서비스 코너에서 관내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면 일본 전통

손수건 '데누구이'를 선물

호텔 비스키오 아마가

사키

JR-WEST RAIL PASS를 소지하신 분은

관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요금10% 할인

※대상 점포/테라스 레스토랑 '웨스트 리버 카페'

크로스트

에키 마르셰 오사카

호텔 그란비아 오사카
관내 레스토랑의 식사 요금 10% 할인(일부 제외 상품 있음)

※조식, 테이크아웃, 초밥 스시만(sushiman) 제외

JR 서일본 그룹의 「JR-WEST RAIL PASS」 특전예（2018년도）

이용조건 시설명 특전 내용

오

사

카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특전

전용 사이트의 쿠폰 페이지

제시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특전으로 할인 또는 선물을 제공

시설마다 특전이 다르므로 특전의 상세 사항은 전용 WEB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osakastationcity.com/coupon/en/

LUCUA/LUCUA1100

호텔 비스키오 오사카
이탈리안 키친 “베르데 캇사”에서의 식사 요금 10% 할인

※(주) 드립 엑스 카페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다이마루 우메다점

우마이모노 플라자

ALBi

JR-WEST RAIL PASS특전의상세사항은전용사이트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www.westjr.co.jp/global/en/ticket/pass/benefits/(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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