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쓰에시 교통국

이즈모

마쓰에

이즈모시역

이즈모 스사

JR Oda Station

이즈모타이사 연락소

히노미사키・우류

구입한 날부터 3일간, 마쓰에・이즈모 지구의「마쓰에 시영 버스」「이치바타 버스」자유 승차권.

한 장으로 주요 관광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주유권입니다. 

판매 가격

ICOCA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

대/소인 가격 동일

（예금 500엔＋전자화폐 1,500엔）

ICOCA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

이용 가능한 곳 / 이용 가능한 노선

마쓰에시 교통국／이치바타버스 주식회사

환영합니다 마쓰에 이즈모

버스

마쓰에역

에토모

미쓰

마린프라자 앞

미호노세키 터미널

아쓰카・유시엔입구

다마쓰쿠리 온천

다이토역 앞

야쿠모샤코 차고

지쿠야 아라시마

이치바타버스 주식회사

대/소인 가격 동일

・왼쪽지도의 마쓰에 관내 및 이즈모 관내를
운행하는마쓰에 시영 버스・이치바타버스
전노선
・임시버스, 오키 기선 연결 버스, 고속 버스를
제외한 전선 노선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2,000엔 1,500엔



이용방법

이용상의 주의사항

상품에 관한 문의처

승차구(뒤 문)

버스 내릴 때버스 탈 때

승차구(앞 문)

승차 시, 승차구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파란색 IC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터치해
주세요.

하차 시, 운임함에 설치되어 있는 노란색 IC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터치해 주세요.

〒690-0038 시마네현 마쓰에시 헤이세이초1751-21
☎0852-60-1111
■영업시간

9:00～17:45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말 연시를 제외하다

판매소
마쓰에역 앞

JR마쓰에역

마쓰에테루사 2층 사무국

JR이즈모시역

버스 정거장

트윈 리브스 호텔 1층 프런트

전철
이즈모시 역

이즈모시역 앞

영업시간

■9：00～18：00 연중 무휴
영업시간

■8：30～17：00 연중 무휴

● 구입 시에는 여권 원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일본 국적 이외에 한함) 

※여권 사본・여권 이외의 증명서로는 주유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유 패스 운임(1500엔)은, ICOCA의 충전된 금액에서 지불됩니다.

●주유 패스는 ICOCA 이외의 카드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유패스 구입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주유패스 구입에 대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마쓰에시 교통국

이치바타버스 주식회사
〒690-0823 시마네현 마쓰에시 니시카와쓰초1656-1
☎0852-20-5200
■영업시간 9:00～17:45 연중 무휴

※

※트윈 리브스 이즈모에서는 ICOCA 카드 신규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트윈 리브스 이즈모에서 주유 패스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충전 잔액이 1500엔 이상 남아있는 ICOCA 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ICOCA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JR 이즈모시 역 매표기에서 새로 구입하시고,  충전잔액이 1500엔 미만인 경우에는 미리 1500엔 이상 충천을 해 주십시오.  

신규로 구입할 경우, 보증금(500)엔이 필요합니다. 

좋은 여행을! 

버스 정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