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h 이용고객 한정!

Peach Northern 홋카이도 프리 패스
Peach 신치토세도착편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북 방면 및
아사히야마 동물원, 후라노, 비에이까지 넓은 지역을 둘러보실 분들께 유리한 티켓.
프리 에어리어 내의 특급, 쾌속, 보통열차(보통차)의 자유석을 4일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매기간

2018 년 3 월 31 일까지

예매 티켓은 발매하지 않습니다. (구입하신 날부터 이용개시) .
탑승 당일 이용하실 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2018 년 4 월 3 일까지

발매장소

신치토세공항 역

© Peach Aviation

http://www.ﬂypeach.com/pc/kr

Peach항공 신치토세공항 도착편 탑승권을 도착 당일 미도리노마도구치(JR티켓창구)에 제시해야 함.

유효기간

4일

요

대인

금

12,500

JPY

6-11세

6,250

JPY

25세 이하
2017년 10월 1일 -11월 30일

발매기간

예매 티켓은 발매하지 않습니다. (구입하신 날부터 이용개시) .탑승 당일 이용하실 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2017년 10월 1일 -12월 3일

요

12-25세

금

10,000

※창구에서 발매하는 경우에는, 공적 증명서(여권 등)에
JPY 의해 연령을 확인하고 발매합니다.

프리구간
왓카나이

※프리 에어리어 내의 특급,쾌속, 보통열차(보통차)의 자유석을 4일간

루모이
오타루

시로이시 이와미자와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카가와
아사히카와

삿포로

다키카와

※구입하실 때 탑승 당일의 Peach 탑승권을 제시해 주세요.

비에이

※프리 구간 이외 구간에 승차하실 경우에는 그 구간의 승차권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보통차 자유석 이외의 다른 좌석을 이용하시는 경우, 지정석 특급요금

후라노

신치토세공항
오이와케
미나미치토세

등 별도 요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티켓 사용개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열차 지연ㆍ운행 불능 등의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또유효기간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특전
렌터카 특전
이용기간：2017년10월1일-2018년4월3일（일부 제외일이 있습니다.）
차종 클래스：「S」클래스 24시간ㅤ5,000엔（면책보상료 포함·반납시 급유 필요없음）
「A」클래스 24시간 6,500엔（면책보상료 포함·반납시 급유 필요없음）
※「청년 할인（25세이하）」４WD지정무료, 드라이브맵 증정, FM트랜스미터 무료대여.

대상 영업소：아사히카와
인터넷으로 예약：http://www.jrh-rentacar.jp/phpapp/topics/disp_topics.phtml?topics_no=131
다른 특전도 있습니다.

Peach 이용고객 한정!

Peach Eastern 홋카이도 프리 패스

Peach 신치토세도착편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도토 방면
및 아사히야마 동물원, 후라노, 비에이까지 넓은 지역을 둘러보실 분들께 유리한
티켓.프리 에어리어 내의 특급, 급행, 쾌속, 보통열차(보통차)의 자유석을 5일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매기간

2018 년 3 월 31 일까지

예매 티켓은 발매하지 않습니다. (구입하신 날부터 이용개시) .
탑승 당일 이용하실 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2018 년 4 월 4 일까지

발매장소

신치토세공항 역

© Peach Aviation

http://www.ﬂypeach.com/pc/kr

Peach항공 신치토세공항 도착편 탑승권을 도착 당일 미도리노마도구치(JR티켓창구)에 제시해야 함.

유효기간

5일

요

대인

금

15,500

JPY

6-11세

7,750

JPY

25세 이하
발매기간

2017년 10월 1일 -11월 30일

예매 티켓은 발매하지 않습니다. (구입하신 날부터 이용개시) .탑승 당일 이용하실 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2017년 10월 1일 -12월 4일

요

12-25세

금

12,000

※창구에서 발매하는 경우에는, 공적 증명서(여권 등)에
JPY 의해 연령을 확인하고 발매합니다.

프리구간
다키카와 아사히카와

오타루 삿포로 시로이시

이와미자와

아바시리

※구입하실 때 탑승 당일의 P each 탑승 권 을 제 시 해
주세요.

※프리 에어리어 내의 특급,쾌속, 보통열차(보통차)의
자유석을 5일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에이
※ 프리 구간 이외 구간에 승차하실 경우에는 그 구간의
가와유온천
유바리
승차권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후라노
※보통차 자유석 이외의 다른 좌석을 이용하시는 경우,
신치토세공항
마슈
※
지정석 특급요금 등 별도 요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구시로 시쓰겐 ※티켓 사용개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열차 지연ㆍ
미나미치토세 오이와케 신유바리 신토쿠
네무로 운행 불능 등의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또 유효기간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오비히로 구시로 히가시쿠시로
시레토코 샤리

*네무로선「히가시시카고에」〜「신토쿠」구간은 2016년8월에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운전을 보류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은 철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특전
렌터카 특전
이용기간：2017년10월1일-2018년4월4일（일부 제외일이 있습니다.）
차종 클래스：「S」클래스 24시간ㅤ5,000엔（면책보상료 포함·반납시 급유 필요없음）
「A」클래스 24시간 6,500엔（면책보상료 포함·반납시 급유 필요없음）
※「청년 할인（25세이하）」４WD지정무료, 드라이브맵 증정, FM트랜스미터 무료대여.

대상 영업소：아사히카와、기타미 、아바시리 、오비히로 、구시로
인터넷으로 예약：http://www.jrh-rentacar.jp/phpapp/topics/disp_topics.phtml?topics_no=131
다른 특전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