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LORE 
KANSAI AREA 
ALL PASS

JR 승차권

※1회�한정�유효
※덴노지・신오사카역에서도�하차�가능

간사이�공항�특급�하루카 
편도�티켓

(간사이�공항역 → 교토역)
1 DAY 

스튜디오�패스

유니버설 
스튜디오�재팬

관광�시설�공통�이용권
(14개�시설)

유효�기간: 3일

ALL PASS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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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7,000엔

JR WEST RAIL PASS에�관한
자세한�정보는�여기서�확인하세요

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에�관한�자세한�정보는�여기서�확인하세요

상상을�초월하는�감동이�파크에서�기다린다!
각기�다른�표정의�다양한�에어리어는�감동으로�가득한�별천지.
할리우드의�초대작�영화를�테마로�한�라이드�어트랙션과�쇼, 시즌별�이벤트�등, 
세계�최고의�감동과�흥분으로�가득한�다채로운�엔터테인먼트에�아이들은�물론�어른들도�흠뻑�빠져든다.

※각�시설별로 1회만�사용할�수�있습니다.
※이용�후 2시간�이내에는�다음�시설을�이용할 
수�없습니다. 이�점�유의해�주십시오.
※이용할�수�있는�시설�목록은�뒷면을�참고해 
주십시오.

ALL PASS에�포함된�혜택

간사이�공항�특급�하루카�편도�티켓을 JR WEST RAIL TICKET으로도�변경할�수�있습니다. 

ALL PASS의�유효�기간은�에리어�패스�유효�기간에�관계없이 3일�간입니다. 간사이�공항�특급�하루카�편도�티켓�및�에리어�패스는�반드시 ALL PASS 유효�기간�종료일까지 
교환해�주십시오. 유효�기간�종료일까지�주의사항  교환하지�않을�경우�이용하실�수�없습니다.주의사항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USJ에서는� 위생� 강화� 대책을� 실시� 중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공식�웹사이트에서�확인해�주십시오.WIZARDING WORLD and all related trademarks, characters, names, and indicia are © & ™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Publishing Rights © JKR.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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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0,300엔간사이�에리어�패스 3DAY 세트�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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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석�승차�가능



오사카 시립 주택 박물관
『오사카 생활의 과거와 현재』 입장권

●영업 시간: 10:00-17:00(입장은 16:30까지)●정기 
휴 일: 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2021년 4월 
5-9일, 9월 1-17일　임시 휴관일 있음　●오시는 길: 
JR 덴마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약 7분
※2021년 9월부터 공사 진행으로 일부 층 입장 불가

오사카

그란비아 오사카
『티 라운지』 스위트 하모니

●제공 시간: 9:30~20:00
●정기 휴일: 연중 무휴
●오시는 길: JR오사카역에서 바로

오사카

교토 기모노 대여점 
유메야카타 고조 지점
기모노, 유카타 대여 플랜
(※고조 지점만 이용 가능)

●영업 시간: 10:00~18:00 ●정기 휴일: 연말연시
(12/31~1/3) ●오시는 길: JR 교토역에서 지하 철 
가라스마선 고조역에서 도보 3분 ●예약 가능(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1 DAY 스튜디오 패스

●영업 시간 및 정기 휴일: 웹사이트에서 확인
●오시는 길: JR 유니버설시티역에서 하차

오사카
ABENO HARUKAS 
OBSERVATORY

●영업 시간: 9:00~22:00
●정기 휴일: 연중 무휴
●오시는 길: JR 덴노지역 근처

오사카

우메다 스카이 빌딩
공중정원 전망대 입장권

●영업 시간: 9:30~22:30(마지막 입장 시간: 22:00)
●정기 휴일: 연중 무휴
●오시는 길: JR 오사카역에서 도보 7분

오사카

아라시야마 식도락 나들이 쿠폰
+란덴1일 자유 이용권

● 영업 시간 : (교환) 란 덴 ' 아 라시야 마 역 안 내 소' 
9:00~17:00
●정기 휴일: 연중 무휴
●오시는 길: JR 사가아라시야마역에서 도보 8분

교토

도에이 우즈마사 영화촌 입장권

●영업 시간: 9:00~17:00(3/1~11/30) 
9:30~17:00(12/1~2/28)
●정기 휴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오시는 길: JR 우즈마사역에서 도보 5분　

교토
교토 철도 박물관 입장권

●영업 시간: 10:00~17:30(마지막 입장 시간: 17:00)
●정기 휴일: 매주 수요일, 연말연시(임시 휴일 있음)
●오시는 길: 우메코지 교토니시역에서 도보 2분

교토
교토 SKY HOP BUS 
12시간 이용권

●운행 시간: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임시 휴일 
있음)
●운행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오시는 길: JR 교토역 (가라스마 출구) 도보 1분

교토

고베 누노비키 허브 가든 입장권 
+ 로프웨이 승차권

●영업 시간: (산로쿠역 4F 안내소) 9:30~16:45
●정기 휴일: 2021/1/16～2/26
●오시는 길: JR 신코베역에서 도보 5분

효고

아카시 지역 스시 쿠폰 '기술의 일품' 
2000엔 쿠폰
아카시 시내 11개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카시 지역 스시 쿠폰

● (교환) 아 카시 안 내소(PI O L E A K A S H I 서관): 
9:00~19:00(평일) 9:00~18:00(주말/공휴일)
●정기 휴일: 연중 무휴
●오시는 길: JR 아카시역

효고

나가하마 로망 패스포트
시내 16개 관광 시설 중 5개 시설을 
선택해 입장할 수 있는 패스포트입니다.

●영 업  시 간 :  ( 교 환 ) 나 가 하 마 역  관 광 안 내 소 ,  
9:15~16:45
●정기 휴일: 연말연시
●오시는 길: JR 나가하마역 내

시가
비와코오쓰 프린스 호텔
37층 레이크 뷰 식당 Biona 런치

●식사 시작 시간: 11:30～13:00 / 13:30～15:00
●정기 휴일: 연중 무휴
●오시는 길: JR 오쓰역에서 무료 셔틀 버스로 약 10분

시가
히코네, 치쿠부시마 항로
※히코네 항~치쿠부시마(왕복)

●운항 시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운항일: 3월 
1일~12월 첫째주까지는 매일, 그 다 음 날부터 2월 
말까지는 주말과 공휴일만 ●오시는 길: JR 히코네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약 8분, '히코네코' 정류장에서 하차

시가

이용할�수�있는�관광�상품(자세한�정보는�각�웹페이지에서�확인해�주세요.) ※시설�등에�있어서�임시�휴업이나 
　영업시간�변경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USJ에서는� 위생� 강화� 대책을� 실시 
중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공식�웹사이트에서�확인해�주십시오.

아라시야마 지역 가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도락 쿠폰과 란덴 1일 자유 승차권 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