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3 월 19 일

방일고객을 위한 대처
JR 서일본은 관광으로의 방일이 가능해져 공공교통기관의 이용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방일고객 대상 상품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2018 년에 개설된 싱가포르 지점은 2021 년 5 월말을 끝으로 폐쇄합니다.
●개요
１．방일고객 대상 상품 개정
（１）「JR-WEST All Area Pass」의 발매기간 연장 (2021 년 4 월 1 일~)

【별첨 1】

방일상황을 감안하여 2020 년 12 월 1 일~2021 년 3 월까지 발매하고 있던 「JR-WEST All Area Pass」를
4 월 이후로 기간을 연장합니다.
（２）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일 고객 대상 상품을 확대 (2021 년 4 월 1 일~) 【별첨 2】
특급 하루카의 자유석과 ICOCA 가 세트인 「ICOCA＆하루카」에 대해, 특급 하루카의 보통차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３）「간사이 에리어 패스」의 승차가능지역 확대 (2021 년 4 월 1 일)

【별첨 3】

일본의 정겨운 풍경이 진하게 남아있어 방일고객에게 인기있는 “미야마(美山)”지역으로 가는
버스환승역 히요시역까지 「간사이 에리어 패스」의 자유주유구간이 확대되며, 난탄시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２．싱가포르 지점 폐쇄
2015 년 7 월 1 일에 싱가포르 사무소를 개설, 2018 년 4 월 1 일에 지점화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당사의 거점으로써 영업활동을 해왔으나, 2021 년 5 월말(예정)을 끝으로 폐쇄합니다. 더불어 거점은
폐쇄하지만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프로모션,

판매촉진을

노력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제휴와 지견을 살려, 계속해서 현지 및 지역 여러분과 연계하여 유객촉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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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본 각지를 돌아볼 수 있는
「JR-WEST All Area Pass」의 발매기간 연장!
JR 서일본에서는 방일고객을 대상으로 2020 년 12 월부터 JR 서일본 전지역을 7 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JR-WEST All Area Pass」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 년 3 월말까지 판매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방일상황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합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이용기간 2020 년 12 월 1 일(화)~
2021 년 4 월 16 일(금)

【변경 후】
이용기간 2020 년 12 월 1 일(화) ~

발매기간

발매기간

2020 년 12 월 1 일(화)~
2021 년 3 월 31 일(수)

2020 년 12 월 1 일(화) ~

■ 참고 : 상품개요
１．상품명

JR 서일본 전지역패스(영어 명칭 : JR-WEST All Area Pass)

２．유효기간

7 일간

３．발매가격

４．주요 효력

해외 발매

인터넷 발매

성인

23,000 엔

성인

25,000 엔

아동

11,500 엔

아동

12,500 엔

JR 서일본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신칸센, 특급 보통차 지정석 및 보통차 자유석, 보통
열차, 교토 단고 철도, 지즈 급행, 서일본 JR 버스 및 주고쿠 JR 버스의 노선 버스, IR
이시카와 철도, AINOKAZE 토야마 철도, 노토 철도, JR 서일본 미야지마 페리, 대여
자전거 '에키린쿤'(전동자전거 포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유주유구간

５．특전

「JR-WEST All Area Pass」한정의 특전이 있습니다.

６．발매조건

일본국 이외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 국적의 손님으로, 90 일 이내의 단기체류자격의 손님
(발매시 여권을 확인합니다.)

７．발매장소
[해외발매] 해외의 여행 대리점 등에서 전자 교환증을 구입하여 JR 서일본 지정 역에서 교환
[인터넷 발매] JR-WEST ONLINE TRAIN RESERVATION（※）에서 구입하여 JR 서일본 지정역에서 교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영어, 중국어 번체자/간체자, 한국어, 태국어)
https://www.westjr.co.jp/global/en/ticket/pass/all/
※JR-WEST ONLINE TRAIN RESERVATION (영어, 중국어 번체자/간체자, 한국어)
https://www.westjr.co.jp/global/en/ticket/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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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일고객 대상상품 확대!
「ICOCA＆하루카」의 지정석 이용이 가능하게!
서일본에서는 특급 하루카의 자유석과 ICOCA ＆
가 세트인 「ICOCA＆하루카」는, 특급 하루카의 보통차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사전에 좌석을 예약하시면 혼잡을 피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①발매가격
【변경 후】
승차 에리어
오사카
교토・사가아라시야마
고베・산노미야・마이코
나라

특급 하루카
승차구간
간사이공항―덴노지
간사이공항―신오사카
간사이공항―교토
간사이공항―신오사카
간사이공항―덴노지

ICOCA＆하루카
세트 발매가격
편도
왕복
3,200 엔
4,400 엔
3,600 엔
5,200 엔
3,800 엔
5,600 엔
3,700 엔
5,400 엔
3,600 엔
5,200 엔

ICOCA 소유 시의
하루카티켓 발매가격
편도
왕복
1,200 엔
2,400 엔
1,600 엔
3,200 엔
1,800 엔
3,600 엔
1,700 엔
3,400 엔
1,600 엔
3,200 엔

※성인 가격입니다. 아동가격은 없습니다.

②효력
【변경 전】
간사이공항에서 JR 서일본 특급 「하루카」
의 보통차 자유석 및 보통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간사이공항에서 JR 서일본 특급 하루카」
의 보통차 지정석 및 보통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상품개요
１．상품명 ICOCA&하루카 (영어명칭 : ICOCA＆HARUKA)
２．이용기간 2021 년 4 월 1 일(목) ~
３．발매기간 2021 년 4 월 1 일(목) ~
４．유효기간 편도타입 : 1 일간, 왕복타입 : 14 일간
５．주요 효력 [하루카 티켓 이용가능구간]
오른쪽 그림 참조
６．발매조건

일본국 이외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 국적의 손님으로, 90 일 이내의 단기체류자격의 손님
(발매시 여권을 확인합니다.)

７．발매장소
[국내발매] JR 서일본 지정역 또는 일본여행의 일부점포에서 발매 (상품에 따라 다름)
[인터넷 발매] JR-WEST ONLINE TRAIN RESERVATION（※）에서 구입하여 JR 서일본 지정역에서 교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영어, 중국어 번체자/간체자, 한국어, 태국어)
https://www.westjr.co.jp/global/en/ticket/icoca-haruka/
※JR-WEST ONLINE TRAIN RESERVATION (영어, 중국어 번체자/간체자, 한국어)

https://www.westjr.co.jp/global/en/ticket/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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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마」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간사이 에리어 패스」의 승차가능지역을 히요시역까지 확대!
JR 서일본에서는 간사이를 기점으로 한 마이크로 투어리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일본의 정겨운 풍경이 진하게
남아 방일고객에게 인기있는 「미야마」지역으로 가는 버스 환승역인 히요시역까지 「간사이 에리어 패스」의
자유주유구간이 확대되며, 난탄시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자유주유구간

■ 참고 : 상품개요
１．상품명 : 「간사이 에리어 패스」 (영어명칭 : Kansai Area Pass)
２．이용기간

2021 년 4 월 1 일(목) ~

３．발매기간

2021 년 4 월 1 일(목) ~

４．유효기간
５．발매가격

1 일간, 2 일간, 3 일간, 4 일간
유효기간
1 일간
2 일간
3 일간
4 일간

해외발매・국내발매・인터넷발매
성인 2,400 엔, 아동 1,200 엔
성인 4,600 엔, 아동 2,300 엔
성인 5,600 엔, 아동 2,800 엔
성인 6,800 엔, 아동 3,400 엔

６．주요 효력

JR 서일본의 보통열차 및 특급 「하루카」의 보통차 지정석을 최대 2 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 넘게 승차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차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７．발매조건

일본국 이외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 국적의 손님으로, 90 일 이내의 단기체류자격의 손님
(발매시 여권을 확인합니다.)

８．발매장소
[해외발매] 해외 여행대리점 등에서 「간사이 에리어 패스」의 교환증을 구입하신 뒤, JR 서일본 지정역
또는 일본여행 일부점포에서 교환
[국내발매] JR 서일본 지정역 또는 일본여행의 일부점포에서 발매
[인터넷 발매] JR-WEST ONLINE TRAIN RESERVATION（※）에서 구입하여 JR 서일본 지정역에서 교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영어, 중국어 번체자/간체자, 한국어, 태국어)
https://www.westjr.co.jp/global/en/ticket/
※JR-WEST ONLINE TRAIN RESERVATION (영어, 중국어 번체자/간체자, 한국어)
https://www.westjr.co.jp/global/en/ticket/over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