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2 월 17 일 

 

 

방일 외국인용 레일 패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현재, 입국 규제 등으로 인해 일본 국외에서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안심하고 오실 수 있는 때를 대비하여 JR 홋카이도에서는 방일 외국인용 레일 

패스(이하 ‘패스’라 합니다)의 자동개찰기 대응, 발매기에서의 지정석 예약 서비스 개시 및 패스 

리뉴얼을 실시합니다. 또한 고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일본 국외 여행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패스의 e-티켓 교환권 취급을 개시합니다. 

 

1 원활한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1) 자동개찰기 대응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있는 유인 개찰로 패스를 제시하고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개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개찰이 가능해집니다. 

 

(2) 지정석 발매기에서의 지정석 예약 서비스 개시 

   지금까지는 JR 티켓 카운터(미도리노 마도구치)에서 지정석 예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JR 티켓 카운터 외에 '지정석 발매기'에서도 지정석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지정석 발매기 설치역】 2021 년 2 월 10 일 현재 

삿포로역(※)・소엔역(※)・고토니역・데이네역(※)・오타루역(※)・나에보역(※) 

시로이시역(※)・신삿포로역(※)・기타히로시마역(※) 

시마마쓰역(※)・치토세역(※)・미나미치토세역(※)・신치토세공항역(※)・이와미자와역(※) 

  도마코마이역(※)・시라오이역・히가시무로란역(※)・다테 몬베쓰역(※)・도야역(※) 

  노보리베쓰역(※)・신카와역(※)・하치켄역(※)・아이노사토 교육대학역(※) 

  아사히카와역・나요로역・왓카나이역・엔가루역・기타미역・아바시리역 

  신토쿠역・오비히로역・구시로역 

  신하코다테호쿠토역・하코다테역・고료카쿠역・기코나이역・오쿠쓰가루이마베쓰역 

 

※표시가 있는 역에 도입된 ‘콜센터 어시스턴트 서비스 지원 발매기(오렌지색)’에서도 지정석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상상품】 

 ‘홋카이도 레일 패스’ 

‘JR 동일본∙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JR 도호쿠∙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상기 서비스는 모두 2021 년 4 월 1 일 이후에 구입하시는 패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석 발매기 



 

2 패스 리뉴얼 실시 

(1)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의 신규 설정 

   인기인 후라노, 노보리베쓰로의 여행에 편리한 에리어 패스 2 종을 새로 발매합니다. 

상품명칭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 

상품내용 이용가능 지역 내의 보통･특급열차 자유석을 4 일간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용가능 

지역 

  

발매기간 2021 년 4 월 1 일부터 일 년 내내 

가격 

(어른) 

(일본 국외발매)  \8,000 

(일본 국내발매)  \8,500  ※어린이(6～11 세)는 반액 

(일본 국외발매)  \9,000 

(일본 국내발매)  \9,500  ※어린이(6～11 세)는 반액 

구입방법 (일본 국외발매) 일본 국외의 지정 여행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발매) 일본에 입국하신 후 JR 홋카이도의 발매장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발매 

장소 

삿포로역・신치토세공항역의 JR 정보 외국어 

안내데스크, 노보리베쓰역 

삿포로역・신치토세공항역의 JR 정보 외국어 

안내데스크, 아사히카와역 

 

(2) 홋카이도 레일 패스 등의 가격・효력 수정 

서비스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아래 패스의 가격・효력을 수정합니다. 

명칭 2021 년 3 월 31 일 

발매분까지  *1 

2021 년 4 월 1 일 

발매분부터  *1 

효력의 변경 

홋카이도 레일 패스 

7 일권 

\25,710 

(일본 국외･국내 동일금액) 

(일본 국외발매)  \25,000 

(일본 국내발매)  \26,000 

*2 

홋카이도 레일 패스 

5 일권 

\23,480 

(일본 국외･국내 동일금액) 

(일본 국외발매)  \19,000 

(일본 국내발매)  \20,000 

*2 

JR 동일본･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일본 국외발매)  \26,900 

(일본 국내발매)  \27,930 

\27,000 

(일본 국외･국내 동일금액) 

유효기간을 연속 

6 일간으로 변경 

JR 도호쿠･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일본 국외발매)  \19,750 

(일본 국내발매)  \20,790 

\24,000 

(일본 국외･국내 동일금액) 

유효기간을 연속 

6 일간으로 변경 

*1 어른의 가격입니다. 어린이(6-11 세)는 반액입니다. 

*2 추가요금이 필요한 열차가 있습니다. 

 

  ※홋카이도 레일 패스 3 일권, 플렉시블 4 일권은 2021 년 3 월 31 일을 기해 발매를 종료합니다. 

  ※상기의 패스는 모두 일본 이외의 정부 등이 발행한 여권을 보유하고, 입국 자격이 단기 체류이며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신 분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패스의 e-티켓 교환권 취급 개시 

 인터넷을 통한 패스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패스의 e-티켓 교환권(QR 코드) 취급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패스 교환권을 구입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집니다. 

 

(1) 대상상품 

‘홋카이도 레일 패스’,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 

(2) 발매기간 

   2021 년 4 월 1 일부터 ※발매 개시일은 여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3) 발매장소 

   일본 국외의 여행사 (KKday, 클룩, 마이리얼트립, Traveloka 등) ※향후 확대 예정 

(4) 구입방법 

   상기 발매장소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e-티켓 교환권(QR코드)을 지정된 JR 홋카이도의 교환 장소에서 제시하신 후 해당하는 

패스와 교환하시면 됩니다. 

 

 

 

 

 

 

 

 

 

※e-티켓 교환권 발급 시스템은 JTRweb Limited 사(이하 'JTR'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패스 효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R 홋카이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1 년 4 월 1 일부터) 

※교환권 구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각 여행사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JTRweb Limited 사에 대하여 

일본 내의 여행 관련 아이템을 취급하는 인터넷 예약 플랫폼. 세계 각국의 여행사와 

온라인 전용 여행사 약 3,000 사와 거래가 있으며, 당사는 JTR 과 제휴함으로써 JTR 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해 당사의 패스를 전세계의 고객에게 인터넷 상에서 

발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