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2 월 13 일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방일 외국인 여행객용 '다테야마 구로베 옵션권' 발매
~호쿠리쿠 신칸센으로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를 여행하자! ~

JR 동일본, JR 서일본에서는 방일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에 가실
때 편리한 '다테야마 구로베 옵션권'을 올해도 발매합니다.
이 상품은 호쿠리쿠 방면으로의 여행에 편리한 방일 외국인 여행객용 상품 '호쿠리쿠 아치 패스'
등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나가노역, 도야마역에서 저렴하게 알펜 루트를 방문할 수 있는
옵션권입니다.
일본 여행의 추억으로 북알프스 다테야마 연봉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파노라마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 상

품

명 다테야마 구로베 옵션권 [영문명: Tateyama Kurobe Option Ticket(One-way)]

◇ 이용

기 간 2019 년 4 월 15 일(월)~11 월 10 일(일)

◇ 발매

기 간 2019 년 4 월 13 일(토)~11 월 5 일(화) ※이용일 당일에는 발매하지 않습니다.

◇ 유효

기 간 5 일간

◇ 발매

장 소 [JR 동일본 지역]
·JR EAST Travel Service Center (도쿄역, 신주쿠역, 시부야역, 이케부쿠로역, 우에노역,
하마마츠초역, 하네다 공항역, 나리타 공항역, 공항 제 2 터미널역)
·나리타 공항역, 공항 제 2 터미널역
·뷰 플라자 나가노역
[JR 서일본 지역]
·오사카역, 신오사카역, 교토역, 가나자와역, 도야마역

◇ 발매

가격

어른(12 세 이상) 9,800

엔,

어린이(6 세~11 세) 4,900

엔

◇ 발매

조건

일본 이외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고객으로, 재류 자격이 90 일
이내의 단기 체류인 고객 ※발매 시에 여권을 확인합니다.

◇ 주요

효력

'나가노~덴테쓰토야마' 또는 '덴테쓰토야마~나가노'의 편도
·나가노~오기자와(알피코 교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간덴 아메닉스)
·오기자와~구로베댐(간사이 전력 주식회사)
·구로베코~다테야마(다테야마 구로베 간코 주식회사)
·다테야마~덴테쓰토야마(도야마 지방철도 주식회사) *( )는 운행 회사

※도쿄~호쿠리쿠 지역~오사카 구간은 방일 외국인용 상품 '호쿠리쿠 아치 패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다언어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영어) www.jrtateyama.com/e/ (중국어 번체자)www.jrtateyama.com/tc/
(중국어 간체자)www.jrtateyama.com/sc/ (한국어)www.jrtateyama.com/kr/

참 고 '호쿠리쿠 아치 패스'의 개요
◇ 상 품 명 '호쿠리쿠 아치 패스'(영문명: Hokuriku Arch Pass)
◇ 유효 기간 7 일간
◇ 발매 장소
[해외] ※일본 국내의 교환 장소에서 본 패스로 교환해야 합니다.
'재팬 레일 패스' 등을 발매하는 해외의 여행사, 여행 대리점 등
[일본 국내]
(동일본 지역)
○JR EAST Travel Service Center
나리타 공항역, 공항 제 2 터미널역, 도쿄 모노레일선 하네다 공항 국제선 빌딩역, 도쿄역,
신주쿠역, 시부야역, 이케부쿠로역, 우에노역, 하마마츠초역
○나리타 공항역, 공항 제 2 터미널역의 각 역
○뷰 플라자 시나가와역, 요코하마역, 나가노역
○나리타 국제공항 제 1 터미널 트래블 센터
(서일본 지역)
·간사이 공항역, 오사카역, 신오사카역, 교토역, 가나자와역, 도야마역의 각 역
◇ 발매 가격
해외 발매: 어른(12 세 이상) 24,000 엔, 어린이(6 세~11 세) 12,000 엔
일본 국내 발매: 어른(12 세 이상) 25,000 엔, 어린이(6 세~11 세) 12,500 엔
◇ 발매 조건
일본 이외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고객으로, 재류 자격이 90 일
이내의 단기 체류인 고객 ※발매 시에 여권을 확인합니다.
◇주요 효력 나리타, 하네다 공항~도쿄도 23 구 내~호쿠리쿠 지역~간사이 지역~간사이 공항의
특급(신칸센 포함), 급행열차, 보통열차의 보통차 지정석(특급 'HARUKA'는 보통차
자유석)의 승하차 자유
·무료 지역 내의 특급 '나리타 익스프레스'
·하네다 공항 제 2 빌딩~하마마츠초 구간의 '도쿄 모노레일'
·도쿄~가나자와 구간의 호쿠리쿠 신칸센, 가나자와~오사카 구간의 특급
'THUNDERBIRD'
·신오사카, 교토~간사이 공항 구간의 특급 'HARUKA'(자유석)
도쿄도 23 구 내의 JR 선, 게이한신 지역의 JR 선(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에쓰미호쿠선, 나나오선, 히미선, 조하나선, 다카야마 본선(도야마~이노타니),
오이토선(이토이가와~미나미오타리)
·IR 이시카와 철도, 아이노카제 도야마 철도, 노토 철도
■'호쿠리쿠 아치 패스'의 이용 가능 지역

현지 협력을 통해 '호쿠리쿠 아치 패스'를 구입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호쿠리쿠 지역의 관광
시설과 버스, 철도 등의 할인 및 선물 특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영어)2019 년 3 월 31 일까지 http://hokuriku-arch-pass.com/en/privilege.html
2019 년 4 월 1 일부터 http://www.westjr.co.jp/global/en/ticket/pass/benef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