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sanin-tourism.com/ko/tourist_pass
전단지에 기재된 이용 안내(이용 가능 시설, 입장 할인 등)는 예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00엔 어린이 （만6세～11세까지）1‚000엔
1일권 패스（24시간） 3일권 패스（72시간）4,000엔 어린이 （만6세～11세까지）2‚000엔

판매 대상자/외국인 여행자 （체류 외국인 포함）

Visit San’in Tourist Pass시
마
네 

돗
토
리

관광객 여러분께
특가! 산인 지역 관광이 가능한 패스입니다!

Visit San’in Tourist Pass

호리카와 유람선

마쓰에성

마쓰에 포겔파크 라칸절　오백나한 미즈키시게루 기념관

돗토리 하나카이로

아오야마고쇼 향토관

Google Play・App Store로부터 앱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앱  다 운 로 드  경 로 를  구 입！！

아다치 미술관 유시엔 돗토리사구 모래미술관(1/7-4/중순 휴관)

©GOSHO AOYAMA／SHOGAKU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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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다운로드한

판매 금액

Visit San’in Tourist Pass특 가 !

우 대  시 설 도  많 이 있 어！！

Sanin Pass 검색

Sanin Pass 검색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마네　돗토리의
유료 관광 시설을



　　　　　자세한 내용은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쇼핑ㆍ체험ㆍ맛집 이용 시 본 패스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할인, 증정품 등) 이용 가능 시설은 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Visit San’in Tourist Pass 판매소

▲다이센

사가이미나토
14.유메미나토 타워

15.미즈키시게루 기념관

요나고
１1.다이센 히노카미다케 온천 고엔유인

12.돗토리 하나카이로
13.요나고 물새공원

구라요시
7.중국 정원 엔초엔

8.돗토리 20세기 배 기념관
9.구라요시 박물관　10.아오야마고쇼 향토관

마쓰에
20.유시엔　21.코코레토 다이콘지마 렌털 사이클(미니 벨로/하이브리드 자전거)
22.구게도 유람선　23.마쓰에 호란엔야전승관　24.무가 저택　25.메이메이안

26.고이즈미야쿠모 옛집　27.고이즈미야쿠모 기념관
28.마쓰에 호리카와 향토 맥주관(렌털자전거)　29.호리카와 유람선　30.마쓰에 포겔파크

31.마쓰에성　32.마쓰에 역사관　33.신지코 호수 유람선
34.시마네현립 미술관　35.야쿠모타츠 풍토기의 언덕　36.아베 에이시로 기념관

야스기
16.와코 박물관

17.야스기부시 연예관
18.아다치 미술관

19.야스기시 가노 미술관

돗토리
1.진푸카쿠　2.와타나베 미술관　3.와라베관

4.돗토리 민예 미술관　5.돗토리사구 모래미술관(1/7-4/중순 휴관)

6.우라도메 해안 섬 순회 유람선

오다
43.이와미긴잔 자료관

44.이와미긴잔 세계 유산 센터
45.라칸절　오백나한
46.니마 샌드 뮤지엄

이즈모
37.고진다니 박물관

38.이즈모 퀼트미술관
39.이즈모 문화 전승관(말차)
40.시마네현립 고대 이즈모 역사박물관

41.데젠 기념관
42.이즈모관광협회(렌털자전거)

E-mail : sanin@jga.co.jp 문의/연락은 이메일 주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영어로 진행, 답장에 사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가 시설, 수시 확대 중！최신 정보는 앱을 확인해 주십시오！

C

DE
A

B

마쓰에 요나고 구라요시 돗토리야스기이즈모
오다

사카이미나토

요나고 기타로 공항 돗토리 사구 코난 공항이즈모 엔무스비 공항

돗토리현시 마 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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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미나토

4명까지 가니라멘

1,296엔 ♡ ♡ ♡1,196엔
4명까지 마구로라멘

918엔 ♡ ♡ ♡818엔

마구로 라멘 혼포타이요켄
구라요시

야스기
지쿠요
1,000円以上お買い上げ
の方、四名様まで

抹茶一服サービス
（干菓子付）

당일치기 입욕 반액500엔 ♡ ♡ ♡250엔
식당 이용자 한정 단체 불가(5명 이내)

사기노유소
온천 입욕　７00엔 ♡ ♡ ♡５０0엔

마쓰에

아카가와라6호관
구와타 간장양조장
1000엔이상 구매시

５％할인

이즈모
관광 센터 이즈모 
고엔테라스

오다
오모리 관광 안내소
가이드 폰 무료 대여
(영・중・한 재고 한정 보유)

대여 1그룹에 보증금 1,000엔 필요

반납 시에 돌려 드립니다 16:30까지 반납

오리지널 기름 
종이 증정

돗토리
지오컴스
1시간

２，０００엔 ♡ ♡ ♡

１，０００엔

마쓰에 야스기 이즈모 요나고 구라요시
로바타 카바
야스기 역전 본점・마쓰에 이세미야 점・이즈모 점・
요나고 공항 터미널 점・요나고 점・구라요시 점

생맥주 한 분에 1잔서비스
(타서비스와 병용 불가)

호리카와 코마치
마쓰에 기모노 렌털

패스포트

구입자

한정!

기모노, 유카타 렌털료 25%할인

4,320엔 ♡ ♡ ♡3,240엔

돗토리 시마네 유료 관광 시설 MAP
마쓰에 호리카와 향토 맥주관

이즈모관광협회
코코레토 다이콘지마

Visit San’in Tourist Pass

우대 특진 혜택(예） ※우대 특진 혜택 이용에 관해서 조건 (시간 인원수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대 시설도 있습니다 쇼핑 체험 맛집

이 패스로
렌털 사이클도

무료!

2018 년 8 월 3 일 현재

마쓰에 뉴 어번 호텔
〒690-0845 시마네현 마쓰에시 니시차마치40-1[24시간 영업　휴업/무휴] 

마쓰에 국제 관광안내스 
〒690-0003 시마네현 마쓰에시 아사히마치６６５ JR마쓰에역 북쪽 출구[영업/9:00～18:00  휴업/무휴]

마쓰에 엑셀 도큐
〒690-0003 시마네현 마쓰에시 아사히마치590[24시간 영업　휴업/무휴]
유시엔
〒690-1492 시마네현 마쓰에시 야쓰카초 하뉴1260-2[영업/9:00～17:00　휴업/무휴]

마쓰에

다마쓰쿠리 온천 관광안내스
〒699-0201 시마네현 마쓰에시 다마유쵸 다마쓰쿠리32-7[영업/9：00～17：00　휴업/연말 연시]
야스기 료코
〒692-0011 시마네현 야스기시 야스기초1966-22[영업/월~금9:00～17:30  지구9:00～12:00  휴업/일요일 ・ 공휴일]　
시마네 현립 고대 이즈모 역사 박물관
〒699-0701 시마네현 이즈모시 다이샤초 기즈키히가시99-4(이즈모 다이샤 동쪽 인근)
[영업/9:00～18:00(11월~2월 9:00~17:00)　휴업/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제 3의 화요일이 공휴일 인　
경우는 다음날이 휴관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 4 화요일(2018년9월 11월)]

야스기

이즈모

호텔 하베스트 인 요나고
〒683-0036 돗토리현 요나고시 야요이쵸８-２７[24시간 영업　휴업/무휴]

베이사이드 스퀘어 가이케 호텔
〒683-0001 돗토리현 요나고시 가이케 온센4-21-1[24시간 영업　휴업/무휴]

가이케 온천 료칸조합
〒683-0001 돗토리현 요나고시 가이케 온센３-1-１[영업/9:00～18:00　휴업/무휴]

요나고 기타로 공항 국제안내소
〒684-0055 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사이노카미쵸 １６３４[영업/국제선 도착시]

요나고

요나고

사카이미나토시 관광안내소
〒684-0004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다이쇼마치２１５ 미나토사카이교류관1층[영업/9:00～18:00　휴업/무휴]

사카이미나토 국제여객터미널
〒684-0034 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쇼와마치９-２３ DBS크르즈훼리 도착시만（금요일9：00）

코난 탐정사 후루사토관
〒689-2221 돗토리현 도하쿠군 호쿠에이초 유라슈쿠１４１４[영업/9:30～17:30　휴업/무휴]

구라요시 역내 관광안내소
〒682-0021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아게이195 구라요시역1층[영업/9：00～17：00  휴업/1월1일]

호쿠에이초 관광안내소
〒689-2221 돗토리현 도하쿠군 호쿠에이초 유라슈쿠573-1[영업/9:00～17:15　휴업/연말 연시]

요나고시 국제 관광안내스
〒683-0036 돗토리현 요나고시 야요이쵸 JR요나고역 구내[영업/9:00～18:00　휴업/연시]

사카이미나토

구라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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