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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JR서일본에서는 방일 재개에 대비하여 방일철도상품 및 지역 관광 콘텐츠를 e티켓으로 

해외판매 및 수입체제정비 등을 위하여, 해외의 e티켓발급회사 “JTRweb Limited”와 자본업무 

제휴를 실시하여 디지털화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판매 체제 구축을 위해 

2003년에 중국에 설치한 “상해대표처”는 2022년 5월말(예정)에 폐쇄됩니다. 

   

[개요] 

 １．JR서일본그룹과 JTRweb Limited의 자본업무제휴 안내 

ＢtoＢ를 위한 e티켓 발급회사 “JTRweb Limited”와 자본업무제휴를 실시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는 디지털화 추진 및 지역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당사의 레일패스와 세트로 번들상품조성 및 판매 강화하여, 방일여행객의 서일본 지역으로 

유객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에서 안내 

 

 ２．상해대표처 폐쇄안내 

정부에서 내건 “관광입국”을 구현하여 간사이 및 서일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중국에 상해대표처를 개설하여 여행사 등으로 정보발신 및 방일관광 여행객의 서일본 

지역으로 유객을 진행해왔습니다. , 

이번 “JTRweb Limited”와의 자본업무제휴로 인해 효율적인 판매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도전했던 온라인으로 여행사와의 대응도 정착되었으므로, 

2022년5월말(예정)을 끝으로 “상해대표처”는 폐쇄됩니다. 더불어 거점은 폐쇄되지만 온라인 

및 SNS 등으로의 정보발신, 판매촉진은 계속되며, 현지 및 지역 담당자와 제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방일 여행객을 위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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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JR서일본 이노베이션즈 

주식회사 일본여행 

JTRweb Limited 

 

JR서일본그룹과 JTRweb Limitied와의 자본 및 업무 제휴안내 

～인바운드 여행객 유치 및 국내여행객 이용촉진을 위한 연계～ 

 

 주식회사 JR서일본 이노베이션즈(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대표이사 오쿠노 마코토)와 JTRweb 

Limited (홍콩, CEO Hui Wan Sang, 이하 “JTR”)은 다음과 같이 출자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대표이사 하세가와 카즈아키, 이하 

“JR서일본”) 및 주식회사 일본여행 (도쿄도 츄오구, 대표이사 코야노 요시테루)은 JTR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JTR은 BtoB플랫폼으로 e티켓 발권시스템을 통해 해외 여행사 약800곳 (제휴 판매점을 

포함하여 약3,000곳)이상과 시스템 제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일관광여행객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JR서일본그룹은 “중기경영계획2022”에 있어 방일고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면에서의 앞선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JTR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의 많은 여행사에게 온라인으로 JR서일본의 레일패스 및 관광시설, 체험 콘텐츠, 음식 

등의 관광상품과 세트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여행을 기대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더욱 쾌적하고 

재미있는 여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JTR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광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맞이하여 각종 서비스의 확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정보 발신 구조를 

구축하고,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해 국내외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출자개요 

출자목적  

・e티켓 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관광 디지털화 (비대면, 비접촉화 추진)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와 철도를 세트로 한 상품을 해외 AGT에게 제공하여,  

여행객 유치확대 및 철도 이용촉진 

・일본여행에 있어서 일본국내에서의 e티켓화 실현 

출자방법 기존 주주와의 상대거래를 통한 주식획득  

 

■회사개요 

회사명 JTRweb Limited 

소재지 Room 2A, 14/F, Chun Wo Comm. Centre, 23-29 Wing Wo Street, Central, Hong Kong 

대표 CEO Hui Wan Sang 

설립 2013년 9월 

사업내용 

○국내외 e티켓발권시스템 구축 

○여행회사와 관광시설을 잇는 플랫폼사업 

 （관광 콘텐츠 및 JR서일본 “방일여행객 대상상품”의 BtoB판매 등） 

○BtoC대상 사이트 운영대행, 앱 개발 등 

 

■JR서일본그룹, 일본여행, JTR 연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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