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일 외국인 대상 철도 패스 ‘ALL SHIKOKU Rail Pass' 판매 가격 개정 등의 안내 

2 0 2 3 년  3 월  2 4  일 

시코쿠여객철도주식회사 

 

ＪＲ시코쿠에서는 2012 년 4 월부터 시코쿠 지역 내 5 개 철도회사(도사쿠로시오철도(주), 아사해안철

도(주), 다카마쓰코토히라전기철도(주), 이요철도(주), 도사덴교통(주)) 및 쇼도시마페리(주), 쇼도시마올리

브버스(주)와 공동으로 방일 외국인 대상 시코쿠 광역 철도 패스인 ‘ALL SHIKOKU Rail Pass’의 발매를 

개시한 이래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방일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2023 년 5 월 20 일 발매분부터 ‘ALL SHIKOKU Rail Pass’의 가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별지 1) 또,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매 중인 ‘ALL SHIKOKU Rail Pass 전용 지정석 회수권’ 및 ‘

KAGAWA Mini Rail & Ferry Pass’도 가격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별지 2, 3)  

당사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시코쿠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 위의 철도 패스를 활용하여 시코쿠 지역 내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

다. 

 

1. 현재 및 개정 가격 

(1) ALL SHIKOKU Rail Pass(단위: 일본 엔(세금 포함)) 

타입 
현재 가격(2023 년 5 월 19 일까지) 개정 가격(2023 년 5 월 20 일부터) 

해외 판매 가격 국내 판매 가격 해외 판매 가격 국내 판매 가격 

3 일용 9,000 9,500 12,000 12,500 

4 일용 10,000 10,500 15,000 15,500 

5 일용 11,000 11,500 17,000 17,500 

7 일용 13,000 13,500 20,000 20,500 

※어린이(6 세~11 세) 요금은 반액입니다.  

 

(2) ALL SHIKOKU Rail Pass 전용 지정석 회수권(단위: 일본 엔(세금 포함)) 

타입 
현재 가격(2023 년 5 월 19 일까지) 개정 가격(2023 년 5 월 20 일부터) 

국내 판매 가격 국내 판매 가격 

1~7 일간용 1,000 1,200 

※어린이(6 세~11 세) 요금은 반액입니다.  

 

(3) KAGAWA Mini Rail & Ferry Pass (단위: 일본 엔(세금 포함)) 

타입 
현재 가격(2023 년 5 월 19 일까지) 개정 가격(2023 년 5 월 20 일부터) 

해외 판매 가격 국내 판매 가격 해외 판매 가격 국내 판매 가격 

2 일용 4,000 6,000 

※어린이(6 세~11 세) 요금은 반액입니다 



2. 실시 시기 

2023 년 5 월 20 일 판매분부터 

※이용 개시일이 2023 년 5 월 20 일 이후인 경우에도 2023 년 5 월 19 일까지 ＭＣＯ를 구입한다면 

개정 전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날짜는 ＭＣＯ를 판매하는 장소의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 조건 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공지에 관한 문의》 

시코쿠여객철도(주) 영업부 관광객유치전략실 인바운드 메일: inbound@jr-shikoku.co.jp 



별지 1 상품 개요 

 

1. 티켓 명칭 시코쿠 철도 공통 프리 패스(영문 명칭: ALL SHIKOKU Rail Pass) 

 

2. 발매기간   

(1) 해외 발매  발매일로부터 3 개월간 유효합니다. 

  교환은 이용 개시일 1 개월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2) 국내 발매  이용 개시일 1 개월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발매합니다.  

(3) ＪＲ서일본의 방일 외국인 대상 인터넷 예약 서비스 'JR-WEST ONLINE TRAIN RESERVATION' 

        이용 개시일 1 개월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발매합니다.  

 

3. 유효기간  3 일간, 4 일간, 5 일간 및 7 일간  

 

4. 티켓의 내용 

○ＪＲ시코쿠 및 도사쿠로시오철도 전 노선의 특급열차 자유석과 쾌속 및 보통열차의 보통 차량 

자유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사해안철도, 다카마쓰코토히라전기철도, 이요철도 및 도사덴교통의 철도 및 궤도의 전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도시마페리의 다카마쓰-도노쇼 간 페리 항로 및 쇼도시마올리브버스의 전 노선(정기 관광버스는 

제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ＪＲ의 선라이즈세토 호, 이요철도의 ‘봇짱 열차’ 및 각 사의 버스 노선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쇼도시마페리의 경우, 고속선과 다카마쓰~도노쇼 간 이외의 항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사해안철도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운행하는 무로토 발착 편을 제외한 ＤＭＶ(철도와 

노선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당일 빈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불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단, 구입 방법에 

따라 취급 장소와 수수료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5. 개정 후의 가격 

타입 
해외 판매 가격 

국내 판매 가격 

인터넷 판매 가격 

성인 어린이 성인 어린이 

3 일용 12,000 6,000 12,500 6,250 

4 일용 15,000 7,500 15,500 7,750 

5 일용 17,000 8,500 17,500 8,750 

7 일용 20,000 10,000 20,500 10,250 

※어린이는 6 세~11 세입니다. 



 

6. 이용 자격 

‘단기 체류’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발매 장소 

(1) 해외 발매 

가. 발매 장소(교환증 발매) 

(가) ＭＣＯ 

해외의 일본항공, (주)JTB, (주)니혼여행, KNT-CT 홀딩스(주), 도부톱투어스(주) 및 

(주)JALPAK 의 지점 등 또는 그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여행 대리점 

(나) Ｅ－ＭＣＯ 

해외의 (주)니혼여행 지점 또는 그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여행 대리점 

나. 교환 장소 

워프 다카마쓰 지점, 워프 마쓰야마 지점, 워프 도쿠시마 지점, 워프 고치 지점, 워프 우메다 

지점, 다카마쓰역, 마쓰야마역, 도쿠시마역, 고치역, 고토히라초 역내 안내소(※) 및 TiS 오카야마 

지점 

※1. Ｅ－ＭＣＯ의 경우, 고토히라초 역내 안내소에서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2) 일본 국내 발매 장소(교환 장소) 

    【역】 다카마쓰역, 마쓰야마역, 도쿠시마역, 고치역 

【여행 센터】 워프 다카마쓰, 마쓰야마, 도쿠시마, 고치, 우메다의 각 지점  

【기타】 고토히라초 역내 안내소(고토히라역 내)   

(3) 인터넷 

가. 예약 및 발매 

ＪＲ서일본의 방일 외국인 대상 인터넷 예약 서비스 'JR-WEST ONLINE TRAIN RESERVATION' 

나. 수령 장소 

    워프 다카마쓰 지점, 워프 마쓰야마 지점, 워프 도쿠시마 지점, 워프 고치 지점, 워프 우메다  

지점, 다카마쓰역, 마쓰야마역, 도쿠시마역, 고치역 

 

 

 

 

 

 

 

 

 

 

 



별지 2 상품 개요 

 

1. 티켓 명칭     ALL SHIKOKU Rail Pass 전용 지정석 회수권 

 

2. 발매기간     이용 개시일 1 개월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발매합니다. 

 

3. 유효기간     동시에 이용하시는 ALL SHIKOKU Rail Pass 의 잔여 기간과 동일합니다. 

 

4. 티켓의 내용 

○ＪＲ시코쿠선 및 도사쿠로시오철도선에서 ’ALL SHIKOKU Rail Pass’를 사용할 때 특급열차 또는 

보통열차의 보통 차량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는 4 매짜리 회수권입니다. ’ALL SHIKOKU Rail Pass’와 

동시에 사용하시는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단, 선라이즈세토 호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매의 ‘ALL SHIKOKU Rail Pass’로 여러 권의 회수권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표지권을 소지하지 않고 한 장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매의 회수권으로 1 인당 1 개 열차 1 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2 개 이상의 특급열차를 

갈아타는 경우에도 1 개의 열차로서 특급 요금이 계산되는 열차 및 구간에 대해서는 도중에 

역에서 나가지 않는 한 1 매의 회수권으로 2 개 이상의 열차 좌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ＪＲ 시코쿠 역의 미도리 창구나 미도리 매표기 플러스, 워프 지점 또는 도사쿠로시오철도 

나카무라·스쿠모·아키의 각 역에서 승차하기 전에 지정을 받으십시오. 좌석 지정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전 차량 지정석인 열차는 좌석 지정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 열차를 놓친 경우, 해당 회수권은 무효가 됩니다. 

○환불은 표지권이 있고 모든 회수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 개시일 또는 유효기간 내(좌석 

지정을 받았다면 지정 열차 출발 시간까지 취소한 경우)인 경우에 한해 수수료 220 엔을 받고 

발매 장소에서 환불해 드립니다.  

 

5. 개정 후의 가격 

4 매짜리 1 세트   성인 1,200 일본 엔（12 세 이상）, 어린이 600 일본 엔（6 세~11 세） 

 

6. 발매 장소 

워프 다카마쓰 지점, 워프 마쓰야마 지점, 워프 도쿠시마 지점, 워프 고치 지점, 워프 우메다  

지점, 다카마쓰역, 마쓰야마역, 도쿠시마역, 고치역 

 

 

 

 

 

 

 



간온지 다도쓰 

고토히라 

가와라마치 

다카마쓰 

다카마쓰칫코 

시도 

나가오 히케타 

도노쇼항 

쇼도시마 올리브 버스 

시코쿠 여객철도 

다카마쓰코토히라 전기철도 

쇼도시마 페리（페리에 한함） 

쇼도시마 올리브 버스（모든 선） 

다카마쓰항 

고토덴 시도 

고토덴 고토히라 

별지 3 상품 개요 

 

1. 티켓 명칭        KAGAWA Mini Rail & Ferry Pass 

 

2. 발매기간 

(1) ＭＣＯ 발매    발매로부터 3 개월간 유효합니다.  

교환은 이용 개시일 1 개월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2) 국내 발매    이용 개시일 1 개월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발매합니다.  

 

3. 유효기간        2 일간 

 

4. 티켓의 내용 

○ＪＲ시코쿠선의 다카마쓰~간논지, 고토히라, 히케타 간의 특급열차, 쾌속열차, 보통열차의 보통 

차량 자유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카마쓰코토히라전기철도의 전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도시마페리의 다카마쓰항~도노쇼항 간의 페리 항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도시마올리브버스의 전 노선(정기 관광버스는 제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ＪＲ의 선라이즈세토 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쇼도시마페리의 경우, 고속선이나 다카마쓰~도노쇼 간 이외의 항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환불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발매 장소(교환 장소)에서 수수료 660 엔을 

받고 환불해 드립니다.         

 

 

 

 

 

 

 

 

 

 

 

 

 

 

 

5. 개정 후의 가격 

성인 6,000 일본 엔（12 세 이상）, 어린이 3,000 일본 엔（6 세~11 세） 



 

6. 이용 자격 

   단기 체류’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발매 장소 

(1) 해외 발매 

가. 발매 장소(교환증 발매) 

(가) ＭＣＯ 

해외의 (주)JTB, (주)니혼여행, KNT-CT 홀딩스(주), 도부톱투어스(주) 및 (주)JALPAK 의 지점 등 

또는 그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여행 대리점 

(나) Ｅ－ＭＣＯ 

해외의 (주)니혼여행 지점 또는 그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여행 대리점 

나. 교환 장소 

  와프 다카마쓰지점 및 다카마쓰역 

(2) 일본 국내 발매 장소(교환 장소) 

와프 다카마쓰지점 및 다카마쓰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