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2 월 17 일 

JR 그룹 

 

 

 2019 년 12 월 18 일에 안내해 드렸던 ‘재팬 레일 패스’ 인터넷 판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시작일 및 서비스 명칭 등이 결정되어 알려드립니다. 

 

 

１ 서비스 시작일 
  2020 년 6 월 1 일(월) 

※ 서비스 시작 시각은 2020 년 4 월 이후 안내 사이트(https://japanrailpass.net/)를 통해 

공지합니다. 

             사이트 화면 예시 

 

２ 서비스 명칭 및 사이트 URL 주소 

‘JAPAN RAIL PASS Reservation’ 

(https://www.japanrailpass-reservation.net) 

※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３ 서비스 내용 

・ 구매 당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용을 시작하는 ‘재팬 레일 패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2020 년 6 월 1 일에 구매할 수 있는 ‘재팬 레일 패스’는 2020 년 6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1 일까지 기간 내에 이용을 시작하는 패스입니다. 

・ 본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4 시 00 분부터 오후 11 시 30 분(일본 표준시)까지입니다. 

※ 서비스 시작일의 서비스 시작 시각은 안내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 본 서비스로 ‘재팬 레일 패스’를 구매하시면 본 서비스를 통해 지정석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 지정석 예약은 본 서비스로 ‘재팬 레일 패스’를 구매하신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는 ‘재팬 레일 패스’의 종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용은 구매일 기준 만 6 세 이상, 만 12 세 미만인 고객에 한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만 

12 세는 어른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 ‘재팬 레일 패스’ 이용법 등은 안내 사이트(https://japanrailpass.ne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일본을 제외한 정부 등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 체류’ 입국 자격을 통해 

관광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신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보통칸 그린(일등)칸 

구분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7일간 33,610엔 16,800엔 44,810엔 22,400엔 

14일간 52,960엔 26,480엔 72,310엔 36,150엔 

21일간 66,200엔 33,100엔 91,670엔 45,830엔 

‘재팬 레일 패스’ 인터넷 판매 서비스 시작일 등 관련 안내 

https://www.japanrailpass-reservation.net/


４ 이용 예시(지난번 안내 내용을 다시 게재합니다) 

 

 

 

 

 

 

 

 

 

※ 본 서비스로 ‘재팬 레일 패스’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 

당 사이트에서 지정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②부터는 해외에서 교환권 구매, 일본 국내 발매 및 인터넷 판매 등 구매 방법과 관계없이 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５ 주의 사항 

・ 본 서비스를 통해 구매자 본인분과 함께 본 서비스 이용 자격을 충족하는 동행인이 이용하는 

‘재팬 레일 패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매 시 등록하신 동행인을 제외한 다른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구매자 본인분을 포함하여 최대 6명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로 구매하신 ‘재팬 레일 패스’는 이용하기에 앞서 역 등의 매표소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재팬 레일 패스’ 수령 시에는 이용 자격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동행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여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를 통해 ‘재팬 레일 패스’ 구매를 완료하였더라도 이용 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구매 완료 후 재차 ‘재팬 레일 패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용 기간이 일부라도 중복되는 

‘재팬 레일 패스’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시간대가 중복되는 지정석 예약 등, 실제 승차할 수 없는 일정 내의 지정석은 예약할 수 

없습니다. 

 

 

６ 기타 

・본 서비스의 시작 시각 및 이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4월 이후 안내 

사이트(https://japanrailpass.net/)를 통해 공지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해외 거주자이며 일본 국적을 소지하신 분이 이용하는 ‘재팬 레일 패스’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자이며 일본 국적을 소지하신 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교환권을 구매해 주십시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해 드렸던 

교환권 발매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상기 이후의 발매와 관련한 내용은 차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역마다 발매기의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① ‘재팬 레일 패스’ 

구매 및 지정석 예약 

② 역 등의 지정 매표소에서 

재팬 레일 패스 등을 수령 

③ 자동개찰기 이용 가능 

③ 지정석 발매기 또는 역 매표소에서 지정석권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