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전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용 및 입장, 승차 전에 지정의 「JR웨스트 레일 패스」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용 및 입장, 승차 전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화, 이메일 등으로 예약이나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JR웨스트 레일 패스 특전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약필수】라는 기재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예약이 없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것은 패스 1장당 패스의 유효 기간 중 1인, 1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패스 이용자에 한함） ●특전의 내용은 각 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는 2018년 3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유효기한 : 2018/4/1 ~ 2019/3/31  

JR서일본의 자유 승차권 'JR웨스트 레일 패스'는 실속 만점 특전이 가득!  
대상 시설에서 JR웨스트 레일 패스를 제시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양한 특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사카 지역(오사카부) 

오사카성 천수각 
입장료 할인 600엔→540엔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입장권 구입 시 패스 제시 ※중복 할인 불가 

만담가와 함께 떠나는/나니와 탐험 크루즈 
어른 승선료 500엔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일부 제외일 있음 

하루카스 300(전망대) 
입장료 10%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특별 이벤트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사카시립미술관 

입장료(기본요금)[일반: 300엔→150엔, 고등학생・대학생: 200엔→100엔] 
할인(학생증 제시 필요) 
※할인은 일반 전시에 적용됩니다. ※특별전 및 특별 진열 등의 요금은 별도입니다. 
※전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정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메다 스카이 빌딩 공중정원 전망대 입장료 10% 할인 

관광선 아쿠아 라이너 
아쿠아 라이너 유람 코스(약 60분) 20% 할인 
※구간 할인과 중복 사용 불가 ※할인은 1회에 한해 적용 

호텔 그란비아 오사카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및 음료비 결제시 10% 할인 
※일부 제외 ※조식, 포장, '스시 스시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토・아마노하시다테 지역(교토부) 

교토 철도박물관 
입장료 10%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교토 기모노 대여 유메야카타 
기모노·유카타 대여플랜은 10% OFF& 유메야가타 오리지널 굿즈 증정 
※옵션은 제외 

교토 수족관 
각 권종에서 10%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아라시야마 몽키 파크 이와타야마 입장료 할인(어른 100엔 할인, 어린이 50엔 할인) 

교토 전통산업 후레아이관 
전통 공예품의 노벨티 상품을 뽑는 캡슐 자동판매기 1회 무료 
※패스를 제시하시면 1인당 1회까지 

토에이 우즈마사 에이가무라 
입장료 할인(어른 2,200엔→2,000엔, 중・고등학생 1,300엔→1,200엔, 3세~초등학생 
1,100엔→1,000엔)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교토 정기관광버스 
우대할인요금 (1인당 300엔 할인) 
※패스를 창구에 제시, 패스를 제시한 본인 1명 한정 

JR 교토 이세탄 
상품 구입시 5% 할인 
※식품, 레스토랑 제외  
※일본 엔(현금), 유니온페이 카드 결제에 한함 

호텔 그란비아 교토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및 음료비 결제시 5% 할인 

미야마 가야부키노사토 '가지카소' 당일치기 입욕 요금 500엔→400엔 

아마노하시다테 뷰 랜드 
리프트, 모노레일 공통 왕복 승차료 할인(어른 850엔→700엔, 어린이 450엔→350엔) 
※패스 1장당 5인까지 이용 가능 

단고 해륙교통 
①아마노하시다테 관광선(왕복)과 아마노하시다테 케이블카(왕복) 세트권 
  어른 1,500엔→1,300엔 (어린이)750엔→650엔 
②이네 아마노하시다테 자유 이용권 어른 2,460엔→2,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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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히메지・기노사키 온천 지역(효고현) 

고베 포트 타워 

입장료 어른 100엔, 초・중학생 50엔 할인(어른 700엔→600엔, 초・중학생 
300엔→250엔) 
※고베 해양 박물관/가와사키 월드가 포함된 세트권은 제외 ※기타 할인과 중복 사용 
불가 

가자미도리노 야카타 
입장료 10%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호텔 팝인 아밍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및 음료비 결제시 10% 할인 

고베 해양박물관/가와사키 월드 
입장료 어른 100엔, 초・중학생 50엔 할인(어른 600엔→500엔, 초・중학생 
250엔→200엔) 
※포트 타워가 포함된 세트권은 제외 ※기타 할인과 중복 사용 불가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 
입장료 20% 할인 
※기타 할인 및 서비스와 중복 사용 불가 

히메지성 니시오야시키 정원 코코엔 
입장료 20% 할인(어른 300엔→240엔, 초・중학생 150엔→120엔) 
※기타 할인 및 서비스와 중복 사용 불가 

자전거 대여 (기노사키온천 여관협동조합) 
자전거 대여 2시간 이용 보통 타입(400엔) 및 전동・스포츠 타입(500엔) 50엔 할인 
단, 연장 요금은 일반 요금 ※패스를 소지하신 분에 한해 이용 가능 

기노사키 온천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SOZORO 
・도요오카 시내 노선버스 1일 자유 이용권 'Zentan Green Pass(젠탄 그린 패스)'를 
일반 어른 500엔→450엔으로 제공 
・SOZORO 체험 투어를 신청하시면 선물 증정 

이즈시 에이라쿠칸 
어른 300엔, 학생 200엔(초･중학생 이하 무료)을 어른 240엔, 학생 160엔 ※단체 할인 
있음 

이즈시 관광협회 기모노 대여 10% 할인 

정보관 천공의 성 다케다 성터 손수건 증정 

나라 지역(나라현) 

나라 교통 노선버스 
나라 교통 노선버스 1일 자유 이용권 10%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나라 호텔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및 음료비 결제시 10% 할인 
※조식에는 이용 불가 
※JR웨스트 레일 패스 1장당 2인까지 이용 가능 

이가우에노 지역(미에현) 

이가류 닌자 박물관 
입장료 할인(어른: 756엔→594엔 어린이: 432엔→324엔) 
※둔갑술 상연 쇼는 요금 별도  ※패스 1장당 4인까지 1회에 한해 이용 가능 

구마노 고야・시라하마 지역(와카야마현) 

와카야마성 

・와카야마성 천수각 입장료 어른 410엔→300엔, 어린이 200엔→150엔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와카야마 역사관 공통 입장권으로 와카야마 역사관도 입장 가능 
・기념품 센터에서 기념품 구입 시 5% 할인 
・와카야마 관광 안내소에서 요시무네군 캐릭터 상품 증정 

호텔 그란비아 와카야마 
호텔스 카페 '패스워드', 일본 요리 ' 마리', 뷔페 레스토랑 다이닝 '뮤'의 식사 및 음료비 
결제시 10% 할인 

구시모토 해중공원 
구시모토 해중공원 입장료 1,800엔→1,440엔 
해중공원 레스토랑 식사비 결제시 10% 할인, 바다거북 먹이 선물(200엔 상당) 

※유효기한 : 2018/4/1 ~ 2019/3/31  



가나자와 지역(이시카와현) 

가나자와 가타니 '금박 붙이기 체험' 10% 할인 

고코유이(心結) 기모노 대여 가나자와역 앞점 1일 관광 기모노 대여 10% 할인 

성하 도시 가나자와 순회버스 호쿠테쓰 패스 1일 자유 이용권 500엔→450엔 

가나자와 출발 미쓰보시카이도 버스 편도 코스・왕복 코스 모두 20% 할인 

구로베・다테야마 지역(도야마현) 

와쿠 라이너 
'와쿠 라이너 자유 이용권' 20%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아이노쿠라 민족관/아이노쿠라 전통산업관 일반 입장료에 단체 할인 요금 적용(350엔→260엔) 

고카야마 민속관/염초관 일반 입장료에 단체 할인 요금 적용(300엔→240엔) 

세계유산버스 
모든 세계유산버스 자유 이용권 20%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쓰루가・도진보 지역(후쿠이현) 

후쿠이현 공룡박물관 
입장료 720엔→620엔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도진보 유람선 
승선권 어른: 200엔 할인 어린이: 100엔 할인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게이후쿠 버스 '도진보 2일 자유 이용권', '도진보・에이헤이지 2일 자유 이용권' 20% 할인 

리라 포트 입장료 50% 할인(어른 1,000엔/어린이 500엔→어른 500엔/어린이 250엔) 

니혼카이 사카나마치 하시고메시(음식점 탐방) 쿠폰(3장 묶음 1,500엔) 20% 할인 

구룻토 쓰루가 순회버스 
구룻토 쓰루가 순회버스 1일 자유 이용권 어른・어린이 20% 할인 
(어른 500엔→400엔, 어린이 250엔→200엔) 

요코칸 정원 
①입장료 210엔→160엔, ②후쿠이시립 향토역사박물관과 공통권 340엔→250엔 
※공통권은 후쿠이시립 향토역사박물관에서 신청 가능. 

쓰루가 아카렌가 창고 
①오리지널 메모장 선물 
②디오라마관 입장료 20% 할인(어른 400엔/어린이 200엔→어른 320엔/어린이 160엔) 

에치젠 철도 1일권 1,000엔→900엔 

※유효기한 : 2018/4/1 ~ 2019/3/31  

JR웨스트 레일 패스 추천 명소 & 특전 북 



오카야마・구라시키 지역(오카야마현) 

오카야마성 
천수각 입장료 20% 할인(어른: 300엔→240엔)(어린이: 120엔→100엔) 
※패스를 제시하시면 1인당 1회에 한함 

OKAYAMA Ichi Ban Gai・SUN STATION TERRACE 
OKAYAMA 

SUN STATION TERRACE관 쇼핑 시 전 품목 10% 할인 

센코지 로프웨이 어른 편도 320엔→280엔, 어른 왕복 500엔→450엔 

돈키호테 오카야마역 앞점 
면세 8%에 5,000엔 이상 200엔, 10,000엔 이상 500엔, 30,000엔 이상 2,000엔 추가 
할인 및 특별 상품 증정(혜택 내용은 주고쿠・시코쿠 지역 점포 한정) 

오카야마 고라쿠엔 
입장료 20% 할인 어른: 400엔→320엔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미쓰이 아울렛 파크 구라시키 

관내 약 50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 쿠폰' 및 5,000엔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00엔 쇼핑권 증정 
※패스 1장당 1인까지 적용 
※1인 1회에 한함 
※교환은 영업시간에 한합니다. 
※영업시간은 시설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모모타로 가라쿠리 박물관 
입장료 100엔 할인  
※유아(5세 이상)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그룹 전체가 싱글 패스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깃코도 미관지구점 
구라시키 명과 '무라스즈메' 굽기 체험 10% 할인 
보통 사이즈 3개 600엔→540엔 
점보 사이즈 1개(찹쌀 경단 포함) 1,200엔→1,080엔 

구라시키 기모노 고마치 
오리지널 데님 컵받침 증정 
(이용 플랜 요금에 맞춰 400엔~600엔 전후의 데님 컵받침 증정) 

호텔 그란비아 오카야마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및 음료비 결제시 10% 할인 
※기타 할인과 중복 사용 불가 

히로시마 지역(히로시마현) 

슛케이엔 
입장료 할인 260엔→200엔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히로시마 '메이플 스카이' 25% 할인 

세토우치 씨 라인 
편도 승선료 할인 1,850엔→1,500엔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빅 카메라 히로시마역 앞점 
면세에 7% 추가 할인 
※일부 품목 제외 

히로시마 미술관 
단체 할인 요금 적용 
※기타 할인과 중복 사용 불가 

히로시마현립 미술관 
특별전 100엔 할인 
※히로시마현 미술전 제외 

미야지마 로프웨이 
승차료 1,800엔→1,500엔 
※패스 1장당 1인에 한해 적용 ※기타 할인과 중복 사용 불가 

오케이코 재팬 
(3 체험) Okeiko Japan 오리지널 미야지마 오스나야키 '오초코(작은 술잔)'                                                                               
(2 체험 또는 1 체험) Okeiko Japan 오리지널 글자를 새긴 미야지마 미니 주걱 고리 

호텔 그란비아 히로시마 
메인 바 '메이 플라워' 식사 및 음료비 결제시 10% 할인 
※술 보틀 구입 제외 
※JR웨스트 레일 패스 1장당 2인까지 이용 가능 

시모노세키・이와쿠니 지역(야마구치현) 

해협 유메 타워 전망 요금 50% 할인(어른 600엔→300엔, 초・중학생 300엔→150엔) 

히노야마 로프웨이 

어른 왕복 500엔→450엔, 편도 300엔→270엔 중・고등학생 왕복 500엔→400엔, 편도 
300엔→270엔 
초등학생 왕복 250엔→200엔, 편도 150엔→120엔 유아 왕복 250엔→160엔, 편도 
150엔→100엔 

시모노세키시립 시모노세키 수족관 '가이쿄칸' 입장료 어른: 300엔 할인, 초・중학생 200엔 할인, 유아 100엔 할인 

해협 뷰 시모노세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분에게 소프트 드링크 1잔 서비스 

※유효기한 : 2018/4/1 ~ 2019/3/31  

JR웨스트 레일 패스 추천 명소 & 특전 북 



하카타 지역(후쿠오카현) 

오미야게 혼포 
오리지널 '신칸센 수건' 1장 증정 
※면세(5,000엔 이상) 이용 고객에 한함 

규슈 철도기념관 입장료 20% 할인 

모지항 레트로 전망실 입장료 20% 할인 

고쿠라성 입장료 20% 할인 ※단, 8월~2019년 3월까지 공사로 입장 불가 

고쿠라성 정원 입장료 20% 할인 

사라쿠라산 케이블카 요금 16% 할인 

'하카타 마치야' 후루사토관 입장료 200엔→150엔 할인 

쇼후엔 책갈피 증정  

후쿠오카 타워 입장료 20% 할인 및 엽서 증정 

이즈모 지역(시마네현) 

국보 마쓰에성 

입장료 50% 할인(어른 560엔→280엔, 어린이 280엔→140엔) 
※8월 1일부터 어른 요금에 한해 개정, 입장료 50% 할인(어른 670엔→340엔, 어린이 
280엔→140엔) 
※패스를 제시하시면 이용 가능 

아다치 미술관 개인 입장료 2,300엔→1,150엔 

구룻토 마쓰에 호리카와 유람선 승선료 할인(어른 1,230엔→820엔, 어린이 610엔→410엔) 

유시엔 
입장료 할인 어른 800엔→400엔, 초・중・고등학생 400엔→200엔 
오리지널 비누 증정 

마쓰에 포겔 파크 
입장료 할인: 어른(고등학생 이상) 일반 1,540엔→1,080엔 어린이(초・중학생) 일반 
770엔→540엔 
※레일 패스를 제시하시면 할인 

이즈모타이샤 신사・고대 이즈모 역사박물관 
[고대 이즈모 역사박물관] 입장료 할인 [상설전] 어른 610엔→300엔, 대학생 
410엔→200엔, 초・중・고등학생 200엔→100엔 [기획전] 50% 할인  
오리지널 엽서 증정 

이와미 긴잔 유적 
[세계유산센터] 입장료 할인 어른 300엔→200엔, 초・중학생 150엔→100엔 [류겐지 
절 산책] 어른 410엔→200엔, 초・중학생 200엔→100엔  

돗토리・요나고 지역(돗토리현)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관 
・입장료 100엔 할인 ・외국인 10인 이상일 경우 입장료 50% 할인 ・전시 
스페이스(유료) 입장객에게 '명탐정 코난 오리지널 엽서' 증정 

돗토리 사구 모래 미술관 패스를 제시하시면 본인 및 동반객 1인 입장료 100엔 할인 

구라요시 시라카베도조군・20세기 배 기념관 입장료 어른(16세 이상) 300엔→150엔, 어린이(7~15세) 150엔→70엔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 외국인 입장객은 모두 50% 할인.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 오리지널 캔뱃지 증정 

루프 기린 사자 버스 
노벨티 상품 제공(캔뱃지 및 그림엽서 세트) ※500개 한정 루프 기린 사자 버스 
차내에서 증정 

돗토리 하나카이로 
입장료 할인 어른 1,000엔(4월~11월)→500엔 700엔(12월~3월)→350엔, 초・중학생 
500엔(4월~11월)→250엔 350엔(12월~3월)→170엔 

기타 

JR 서일본 렌터카  렌터카 이용료 10% 할인 

자전거대여 '에키린쿤'  자전거 대여 이용료 무료 

※유효기한 : 2018/4/1 ~ 20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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