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  ４월  28일 

J R  G r o u p 

 

"JR 여행에서 찾은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해외에서 손님이 관광으로 일본에 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해외여행이 재개되었을 때 "일본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도록 JR Group 이 일체가 되어 해외 손님을 향해 일본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〇 "JR 를 이용한 여행에서 찾은 일본의 좋은 것"을 포스팅하는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실시해 

외국어로 일본의 매력을 공유합니다. 올려주신 사진 및 동영상은 캠페인 사이트에서도 

소개하겠습니다. 

 〇 참가해주신 손님 중에서 추첨으로 상품이 당첨되는 기획도 있습니다. 꼭 참가해서 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는 여행으로 떠나봅시다. 

 

１．캠페인 명칭 

 "#discoverjapan_jr -JR 여행에서 찾은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해주세요-" 

 

 

 

 

 

 

 

 

 

 

 

 

 

 

２．캠페인 내용 

  테마는 "JR 를 이용한 여행에서 찾은 일본의 좋은 것" 

일본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문화, 음식 등 매력(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 테마와 맞는 사진 

및 동영상을 해시태그 "#discoverjapan_jr"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사진, 

동영상은 캠페인 사이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JR 를 이용해 여행했을 때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참가 대상입니다. 

  

 

 

 

 



 〇응모 기간 

  2022 년 ４월 28 일(목)～ 2022 년 ８월 31 일(수) 

 

 〇캠페인 사이트 URL 

  https://www.discoverjapan-jr.com/en.html 

  2022 년 ４월 28 일 14：00 오픈 

   (일본어,영어) 

※참가자 본인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응모 대상입니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캠페인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３．상품 증정 기획의 대상자 

  일본 거주이며 인스타그램 캠페인에 참가하신 분 (일본어 외의 외국어로 올린 포스팅을 

조건으로 합니다) 

※상품 발송의 관계상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합니다. (단기체재로 입국한 분은 대상외입니다) 

※대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상품 추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４．상품 

  인스타그램 캠페인에 참가하신 분 중에서 JR 각사에서 추첨으로 5 명(합계 30 명)에게 상품(일본 각 

곳의 명산품 세트 등)을 증정합니다. 

※캠페인 공식 인스타그램(＠jrgroupinstacp)을 팔로우해 참가해주십시오. 

※상품 발송에 대해서는 당첨자 본인에게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드립니다. 

※상품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미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５．추천 티켓 안내 

  JR 각사에서는 일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할인 티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으니 꼭 이번 기회에 이용해주시고 철도 개업 150 년을 

맞이하는 일본의 열차 여행을 즐겨 보십시오. 상세 정보는 JR 각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일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할인 티켓 일례> 

JR 홋카이도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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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 동일본 "JR 동일본 패스 (도호쿠 지역)" 

https://www.jreast.co.jp/multi/pass/eastpass_t.html 

※이 외에 "JR 동일본 패스 (나가노·니가타 지역)" "JR 도쿄 와이드 패스"도 있습니다. 

JR 도카이 "JR Central Tourist Pass"(４종) 

   https://touristpass.jp/en/campaign/for_residents/ 

JR 서일본 "Kansai WIDE Area Excursion Pass" 

   https://www.westjr.co.jp/global/en/ticket/excursion/ 

JR 시코쿠 "JR SHIKOKU Pass 3DAYS" 

   https://shikoku-railwaytrip.com/pass3days-en.html 

JR 큐슈 "JR 큐슈레일패스" 

   https://www.jrkyushu.co.jp/english/kyushurailpass_limited/ 

https://www.discoverjapan-jr.com/
https://www.jrhokkaido.co.jp/global/korean/ticket/railpass/index.html
https://www.jreast.co.jp/multi/pass/eastpass_t.html
https://touristpass.jp/en/
https://shikoku-railwaytrip.com/pass3days-en.html
https://www.jrkyushu.co.jp/korean/kyushurailpass_limited/


６．기타 

 ・JR Group 은 모든 손님께서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JR 각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급거 캠페인의 변경, 중지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에 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상황과 일본 정부・자치체의 요청을 고려한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게재하고 있는 화상 등은 모두 이미지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