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対象：外国人観光客　※日本人は対象外
대상 : 외국인 관광객  *일본인은 대상외

돗토리·시마네의 
편리한 교통패스

3일간 교통
프리패스

판매처 및 문의：주식회사 JTB        sanin@jga.co.jp（답장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12세이상） ･･･････ 2,500엔
어린이（6세∼ 11세） ･････ 2,000엔
小人（6～11歳）…2,000円
만 5시 이하 :어른 한 1명에 어린이 1명 무료.2명째 부터는 유료입니다. 
（５歳以下について・大人１名につき１名無料。２人目からは有料となります。）

大人（12歳以上）…2,500円

2020년
3월13일까지 판매!
※최종 승차 기간:2020년3월15일까지
2020年3月13日まで販売！

※最終乗車期限：2020年3月15日まで 

《판매가격》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鳥取・島根　便利な交通パス〉

〈3日間交通
フリーパス〉

"島根県東部エリア＆鳥取県エリアの路線バス＆ローカル鉄道"３日間乗り放題パス

購入方法：現金　もしくは、クレジット　　現金支払い：観光案内所やホテルなど（アプリ内チケットオフィスを確認してください。）
クレジット決済：アプリ内決済（トランスポートパス購入画面を確認してください。）　※払い戻し等の詳細についてはアプリをご覧ください。

시마네 동부지역·돗토리 지역 島根東部エリア・鳥取エリア

●

●

●

●
●

鳥取砂丘

国宝松江城

宍道湖

出雲大社
●

●

●

앱을 다운로드!
（뒷면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앱

시마네현 동부지역&돗토리현 지역의 노선버스 및 로컬 철도"
3 일동안  무제한 사용가능 패스

구입 방법: 현금 또는 카드결재
현금 결재 :관광안내소 및 호텔 등(앱에서 티켓 판매소를 확인해 주세요)
카드 결재: 앱에서 결재（교통패스 구입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환불 등 자세한 사항은 앱에서 확인해 주세요. 

●
이즈모 대사

신지코

국보 마쓰에 성

야에가키 신사

아오야마고쇼 향토관

다이센
미토쿠산 산부쓰지 절 국보 나게이레도 불당

돗토리 사구

八重垣神社

大山

미즈키시게루 기념관
水木しげる記念館

青山剛昌ふるさと館

国宝 三徳山三佛寺国宝投入堂

이용가능한 노선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앱 내의 교통 패스 이용을 확인하십시오.

ご利用可能な路線については、裏面もしくは、アプリ内トランスポートパ
スのご利用についてをご確認ください。

돗토리 꽃회랑
とっとり花回廊

●
유시엔
由志園

돗토리 코난 공항
鳥取コナン空港

요나고 키타로 공항
米子鬼太郎空港

이즈모 엔무스비 공항
出雲縁結び空港



Visit Sanin Tourist Passアプリで観光スポットを周遊しよう！

無料クーポン、山陰の地図、経路検索、
観光施設情報が使えます。

アプリ内にお得な観光周遊パスも販売中

Sanin Pass

3일간 교통
프리패스 3日間交通

フリーパス
TRANSPORT  PASS
対象（ご利用できるバス・列車）

TRANSPORT  PASS 対象外
（ご利用できないバス・列車）　

　【列車】　　　・JRと智頭急行の全路線

　【バス】　　　・高速バス

　　　　　　　・ご利用可能な町営・市営バスを除く市町村が運営するコミュニティバス

　　　　　　　・空港連絡バス（倉吉駅～鳥取空港行きリムジンバス）

　　　　　　　・鳥取砂丘コナン空港周遊バス

　　　　　　　・大山る～ぷバス

　　　　　　　・皆生温泉→足立美術館直行バス

　　　　　　　・皆生温泉⇔境港直行バス

　　　　　　　・臨時運行バス（イベント等で運行している特殊バス）

　　　　　　　・鳥取湯村温泉 ゆめぐりエクスプレスバス

　　　　　　　・定期観光バス

ATTRACTION PASS

교통 패스 대상(이용 가능한 버스 ·철도)

교통 패스 대상외(이용 불가능한 버스 ·철도)
[기차]* JR 전선·지즈급행 전노선
[버스]* 고속 버스
　　   * 이용가능한 초· 시  운영버스를 제외한 시,초,손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버스 
　　   * 공항 리무진 버스 (구라요시 역~돗토리 코난 공항행 리무진 버스)
　　   * 돗토리사구  코난 공항 주유 버스
　　   * 다이센 루프 버스
　　   * 가이케 온천→아다치 미술관 직행 버스
　　   * 가이케 온천⇔사카이미나토 직행 버스
　　   * 임시 운행 버스 (이벤트 등으로 운행하는 특수 버스)
   　　* 돗토리-유무 라 온천 유메구리 익스프레스버스
   　　* 정기 관광버스

앱으로 관광 스포트를 주유 하자!

먼저 앱을 다운로드 하자!

앱에서는 관광에 이득이 되는 
주유패스도 판매중

무료쿠폰, 산인의 지도, 경로검색, 
관광시설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まずは、アプリをダウンロードしよう！

〈島根県東部エリア〉

路線バス

一畑バス

松江市交通局

レイクライン

空港連絡バス

米子鬼太郎空港⇔松江駅

出雲縁結び空港⇔松江駅

出雲縁結び空港⇔松江しんじ湖温泉駅

出雲縁結び空港⇔玉造温泉

出雲縁結び空港⇔出雲市駅

出雲縁結び空港⇔出雲大社

隠岐汽船接続バス

松江駅⇔七類港 

松江駅⇔境港

鉄道

一畑電車

〈鳥取県内〉

路線バス

日本交通

日ノ丸自動車

空港連絡バス

鳥取コナン空港⇔鳥取駅

米子鬼太郎空港⇔米子駅

米子鬼太郎空港⇔松江駅

市営・町営バス

岩美町営バス

八頭町営バス「さんさんバス」

若桜町営バス「おにっ子バス」

鳥取市循環バス「くる梨」

ループ麒麟獅子バス

米子市循環バス「だんだんバス」

米子市淀江町巡回バス「どんぐりコロコロ」

鉄道

若桜鉄道（郡家駅⇔若桜駅）※他の区間は乗れません。

<시마네현 동부지역>

◆ 노선 버스 ◆

* 이치바타 버스

* 마쓰에시 교통국

* 레이크라인

◆ 공항 리무진 버스 ◆

* 요나고 키타로 공항⇔마쓰에 역

* 이즈모 엔무스비공항⇔마쓰에 역

* 이즈모 엔무스비 공항⇔마쓰에 신지코 온천역

* 이즈모 엔무스비 공항⇔다마쓰쿠리 온천

* 이즈모 엔무스비 공항⇔이즈모시 역

* 이즈모 엔무스비 공항⇔이즈모 대사

◆ 오키 기선 연락 버스 ◆

*마쓰에 역 ⇔시치루이 항

* 마쓰에 역 ⇔사카이미나토

◆ 철도 ◆

* 이치바타 전철

〈鳥取⇔島根〉

路線バス

米子⇔松江線

松江・境港シャトルバス

<돗토리⇔시마네>

◆ 노선 버스 ◆

* 요나고 ⇔마쓰에 선

* 마쓰에·사카이미나토 셔틀버스

<돗토리현 내>

◆ 노선 버스 ◆

* 일본 교통

* 히노마루 자동차

◆ 공항 리무진 버스 ◆

* 돗토리 코난 공항⇔돗토리 역

* 요나고 기타로 공항⇔요나고 역

* 요나고 키타로 공항⇔마쓰에 역

◆ 시·초 운영 버스 ◆

* 이와미초 운영 버스(마을 버스)

* 야즈초 운영 버스 「산산 버스」

* 와카사초 운영 버스「오닛코 버스」

* 돗토리시 순환버스「구루나시」

* 루프 기린지시 버스

* 요나고시 순환버스 「단단 버스」

* 요나고시 요도에초 순회버스 「돈구리 고로코로」

◆ 철도 ◆

* 와카사 철도 (고오게 역 ⇔와카사 역)※  다른 구간은 승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