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레일 패스 특전（2016년 4월 1일～）
ＪＲ타워

●특전

JR TOWER 웰컴 쿠폰

●특전 이용방법

샘플
가게 이름

APIA,ESTA,paseo,STELLAR PLACE 의 인포메이션에서
홋카이도 레일 패스를 제시하시는 분(방일 외국인 여
행자 한정)께는"웰컴 쿠폰"(10매)을 증정해 드립니다.
구매 금액 2,000엔당100엔 할인 쿠폰1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PIA
ESTA
paseo
STELLAR PLACE

레스토랑

11:00-21:30
11:00-22:00
11:00-22:00
11:00-23:00

●시설정보
http://www.jr-tower.com/foreign
●쇼핑가이드（지도있음）
http://www.jr-tower.com/page/catalog/jrt_shoppingguide/

다이마루 삿포로
●특전

쇼핑

10:00-21:00
10:00-21:00
10:00-21:00
10:00-21:00

쇼핑 쿠폰권( 5％ 할인）

●특전 이용방법
다이마루 삿포로점 1층 인포메이션 카운터에서 홋카이
도 레일 패스를 제시하시는 고객님께 다이마루 삿포로
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증정합니다.
※일부 이용하실 수 없는 점포, 브랜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함께 드리는 이용설명서를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JR삿포로역 직결
●영업시간 연중무휴（1월 1일 제외）
지하1층～7층 10:00～20:00
８층 다이마루 레스토랑가 11:00 ～ 22:00
샘플
●URL
http://www.daimaru.co.jp.e.md.hp.transer.com/sapporo/index.html

비쿠카메라 삿포로점

●상품종류
●특전 면세는 물론, 7％ 추가 할인 비쿠카메라는 일본 최첨단의 카메라, 가전제품을 시작
으로 시계, 드럭스토어, 주류, 완구, 일용품, 안경, 골프・
●이용방법
스포츠 용품, 우모침구 등을 한 곳에서 경제적이고 실
면세 정산시 ‘홋카이도 레일 패스’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
속있는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
●오시는 길
※면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JR삿포로역에서 도보 ２분
※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이 있습니다.
※캠페인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시간
【서비스】
10:00～21:00
・호텔 배송：점포 부근의 호텔까지 최단 30분에 배송해
●URL
드립니다. 8,000엔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

홋카이도 시키사이칸점(기념선물)

http://www.biccamera.co.jp/shoplist/shop-015.html

●삿포로역 구내 지도

●특전
【홋카이도 시키사이칸점(기념선물)】

1회 2,000엔（세금포함)이상 구입시 ‘니세코워터 (500ml)’
1개 서비스
<대상점포> 우측에 기재된 홋카이도 시키사이칸・하코다테
역 홋카이도 시키사이칸

●특전 이용방법
아래의 공통쿠폰을 인쇄 후, 절취하여 홋카이도 레일 패스와 함께
정산시 제시해 주십시오.

홋카이도 레일 패스 Web 쿠폰

●URL（홋카이도 시키사이칸 ）
http://www.hkiosk.co.jp/shikisaikan/

홋카이도 레일 패스 Web 쿠폰

홋카이도 레일 패스 Web 쿠폰

홋카이도 시키사이칸 에서 2,000엔(세금포함)이상 구매시

홋카이도 시키사이칸 에서 2,000엔(세금포함)이상 구매시

홋카이도 시키사이칸 에서 2,000엔(세금포함)이상 구매시

‘니세코워터 (500ml)’ 1개 서비스

‘니세코워터 (500ml)’ 1개 서비스

‘니세코워터 (500ml)’ 1개 서비스

※ 이 티켓을 손님 각자가 인쇄하신 후 (Web화면 제시 불가),

※ 이 티켓을 손님 각자가 인쇄하신 후 (Web화면 제시 불가),

※이 티켓을 손님 각자가 인쇄하신 후 (Web화면 제시 불가),

홋카이도 레일 패스와 함께 판매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쿠폰으로 특전 상품과 교환해 드립니다.
※손님 한 분당, 한 점포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홋카이도 레일 패스와 함께 판매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쿠폰으로 특전 상품과 교환해 드립니다.
※손님 한 분당, 한 점포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홋카이도 레일 패스와 함께 판매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쿠폰으로 특전 상품과 교환해 드립니다.

유효기한：2016.4.1～2017.3.31

유효기한：2016.4.1～2017.3.31

※손님 한 분당, 한 점포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한：2016.4.1～2017.3.31

ＪＲ타워호텔 닛코 삿포로

●대상점포

●특전 레스토랑 이용 10%OFF（요리・음료 공
통）
●특전 이용방법

조식

런치

－

11:30-14:00

17:30-22:00
(라스트오더 20:30)

ＳＫＹ Ｊ（레스토랑, 바）

6:30-10:00

11:3014:30(마지막 입장시간)

17:30-21:00 (라스트오더21:00)
바 21:00-24:00 (라스트오더23:30)

단쵸（일본요리）

7:00-10:00

11:30-14:30
Sat./Sun 11:30-15:00

17:30-21:30
(라스트오더 21:00)

7:00-10:30
10:30-11:30은 커피숍
（조식 휴업시는 9:00-）

11:30-14:30
14:30-19:00
(애프터런치)

-

미쿠니삿포로（프렌치）

※정기휴일 화요일

세리나（카페）

대상 점포에서 계산시 홋카이도 레일 패스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금 및 카드 결제에 한함. 기타 할인・마일리지 이용과의 병용불가

●URL

※일부 할인대상외 상품이 있습니다.

호텔 닛코 노스랜드 오비히로

디너

http://www.jrhotels.co.jp/tower/korean/

●대상점포
조식

●특전 레스토랑 이용 10%OFF（요리・음료 공
통）

Ｊ차이나（중화요리）

대상 점포에서 계산시 홋카이도 레일 패스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금 및 카드 결제에 한함. 기타 할인・마일리지 이용과의 병용불가

●URL

●특전 이용방법

런치

6:3010:00(마지막 입장시간)

오로라（바）

11:3014:30(마지막 입장시간)

디너
17:30-21:00
（라스트오더 20:30）

10:00-22:30(라스트오더 22:00)/바 타임 17:00-

http://www.jrhotels.co.jp/obihiro/korean/

※일부 할인대상외 상품이 있습니다.

치토세 아울렛몰 Rera
●특전

Rera 오리지널 3색볼펜

●특전 이용방법
RERA내 여행센터에서 홋카이도 레일 패스를 제
시하시면 ‘Rera 오리지널 3색볼펜’을 1인당 1개
(１회에 한하여）증정.
Rera여행센터（TEL：0123-21-8100）

샘플

●오시는
길 JR미나미치토세 역에서 도보3분
●영업시간
10:00-19:00(가을 - 봄)
10:00-20:00(봄 - 가을)
(일부 음식점은 11:00 ～)
●URL
http://www.outlet-rera.com/

우스산 로프웨이

●오시는 길
‘JR도야역’에서 도남버스 ‘도야호 온천행’으로 15분, 종
●특전 왕복요금 할인
점 ‘도야호 온천 버스터미널’하차
●이용방법
‘도야호 온천 버스터미널’에서 도남버스 ‘쇼와신산행’으
접수처에서 ‘홋카이도 레일 패스’를 제시해 주십 로 15분, 종점 하차 ※‘쇼와신산행’은 동절기 운휴
시오.
●영업시간
어른
1,500엔 → 1,350엔
하절기 8:15～18:45
어린이 750엔 →
680엔
동절기 9:00～16:00
※또한, 시설내의 매점, 레스토랑에서 사용가능한 ●URL
300엔（어린이 150엔）쿠폰 포함
http://wakasaresort.com/usuzan/

Heart Land Ferry
●특전

２등 승선운임 10％할인
종이 공예품 증정

●이용방법

（종이 공예품）

티켓 카운터에서 ‘홋카이도 레일 패스’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항로
왓카나이⇔리시리・레분 항로
에사시・세타나⇔오쿠시리 항로
※승선권의 구입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해주시 ●URL
기 바랍니다.
http://www.heartlandferry.jp/

JR Hokkaido Rent-a-car & Lease(렌터카)
●특전

최대 30% 할인!

예: A등급( 24 시간,7월-8월)
12,420엔

특별 가격 （엔）
※ 소비세
6 시간
4-6월,
9-3월

8,690엔
3일전까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삿포로 역

※통상 가격

※통상 가격

●특전 이용방법

●홋카이도내 영업소

※보험료（별도요금）

12 시간
24시간
24시간
이후 1일
6 시간
12 시간

7월-8월

24시간
24시간
이후 1일

https://www.ekiren.co.jp/phpapp/en/jr_pass/

히가시무로란 역

오타루 역 (하기간 영업) 오비히로 역

S

A

MV

WA

(compact)
정원5영

(mini station wagon or
standard) 정원5영

(mini van)
정원7영

(wagon)
정원7-8영

3,780
3,780
4,910

4,910
5,670
6,800

6,040
6,800
8,310

9,820
10,580
14,360

4,150

5,670

6,800

10,580

5,670
5,670
7,180

6,420
7,180
8,690

7,560
8,690
10,580

13,230
15,490
18,900

도마코마이 역

5,290

7,560

8,310

14,360

아바시리 역

아사히카와 역

구시로 역

미나미치토세 역

신치토세 공항

기타미 역

후라노 역
(하기간 영업)

하코다테 역
도야 역
노보리베쓰 역

비에이 역
(하기간 영업)
신하코다테호쿠토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