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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한정으로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를 재류 외국인 고객님에게도 발매합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해외의 고객님이 일본에 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홋카이도의 매력을 해외에 발신하기 위한 대처로서 방일 외국인의 

고객님을 위한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와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의 2 상품을 

재류 외국인 고객님에게도 발매합니다. 또한,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SNS 에 투고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JR 홋카이도에서는 고객님이 안심코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꼭 이번 기회에 패스를 이용해 주시고  함께 홋카이도 

철도여행의 매력을 발신합시다! 

 

1 재류 외국인 고객님 에리어 패스 발매에 대하여 

(1) 대상상품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 

(2) 발매기간 

  2021 년 10 월 1 일～2022 년 3 월 31 일 

(3) 이용기간 

2021 년 10 월 1 일～2022 년 4 월 3 일 (3 월 31 일 이용 개시 분까지)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발매 방법・발매 장소 

  일본 이외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아래의 발매 장소에서 

발매합니다. 구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발매 장소》 

상품명칭 발매 장소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발매 가격 8,500 엔) 

삿포로역・신치토세공항역의 JR 정보 외국어 안내데스크, 

노보리베쓰역의 JR 티켓 카운터 (미도리노 마도구치)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 

(발매 가격 9,500 엔) 

삿포로역・신치토세공항역의 JR 정보 외국어 안내데스크, 

아사히카와역의 JR 티켓 카운터 (미도리노 마도구치) 

     상품 효력에 대해서는 별지 외에 JR 홋카이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jrhokkaido.co.jp/global/korean/ticket/railpass/index.html) 

https://www.jrhokkaido.co.jp/global/korean/ticket/railpass/index.html


2 선물 캠페인에 대하여 

(1) 실시기간 

  2021 년 10 월 1 일～2022 년 3 월 31 일 

  이용 개시일이 2022 년 ３월 31 일까지인 패스만 해당됩니다. 

(2) 캠페인 내용 

  ① 기간 동안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와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를 구입하시는 고객님에게(※) 

’오리지널 포스트 카드’를 1 인당 1 장 증정합니다. 

    (※)패스를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님(방일 외국인 및 재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또한 포스트 카드의 사진을 촬영해 ‘#삿포로노보리베쓰에리어패스’ 

‘#삿포로후라노에리어패스’를 붙여 자신의 SNS 에 투고해 주신 고객님에게 

‘JR 홋카이도 오리지널 굿즈’ 및 ‘JR Tower 전망실 T38 입장권+케이크 세트 

교환권’을 빠짐없이 선물합니다. 

 

 

 

 

 

 

 

(3) 대상이 되는 SNS 

  Facebook, Instagram, Twitter, 웨이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jrhokkaido.co.jp/global/pdf/k-areapass-campaign.pdf) 

  

3 JR 홋카이도 공식 SNS 에 대한 안내 

JR 홋카이도에서는 SNS 를 통해 홋카이도의 제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 보십시오. 

(이미지) 

(이미지) 

(투고 이미지) 

(오리지널 굿즈의 일례) 

여행지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 

SNS 에서 가족･친구와 

공유하자! 

(이미지) 

https://www.jrhokkaido.co.jp/global/pdf/k-areapass-campaign.pdf


(별지)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 상품 개요 

 

【유효기간】 

연속 4 일간 

 

【주요 효력】 

이용가능 지역 내의 특급열차, 쾌속열차, 보통열차의 자유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석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석특급권 또는 지정석권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매 조건】 

 일본 이외의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에서 일본으로 ‘단기체재' 입국자격으로 입국하고 

있을 것. 

 ※2021 년 10 월 1 일～2022 년 3 월 31 일까지는 일본 이외의 여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및 이용가능 지역】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 

어른 8,500엔 (어린이 6～11세 반액)※       어른 9,500엔 (어린이 6～11세 반액)※ 

 

 

 

 

 

 

 

 

 

 

 

 

 

 

 

 

 

 

※재류 외국인 고객님에게는 일본 국내발매 가격으로 발매합니다(일본 국외발매 가격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