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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6세~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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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시 관광
순환버스A B C D

1일 승차권

니가타역⇔니가타항  
노선버스

〈sample〉 〈sample〉

〈sample〉

〈sample〉

1회 왕복

카페리 2등
승선 교환권

3일권

사도 도내 노선버스
무료 승차권

①니가타시 지역에서 ‘니가타시 관광순환 버스 1일 승차권’을 제시하시면  할인 및 선물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사도 지역에서 ‘사도 도내 노선버스 무료 승차권’을 제시하시면 할인 및 선물 등의 특전을 받을수 있습니다.
③사도 니가타 패스를 사도 관광협회의 각 안내소에 제시하시면 ‘전동 어시스턴트 자전거’를 기본  요금(2시간 500엔)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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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

No.

Car FerrySecond Class Cabin CouponRyotsu to Niigata

Car FerrySecond Class Cabin CouponNiigata to Ryotsu Niigata Station ⇔ Sado Kisen(Ferry Terminal)Return Bus Ticket

Date of departure

Please present this coupon at the ticket counter in order to receive the ferry ticket on the day of travel.

Please present this coupon at the ticket counter in order to receive the ferry ticket on the day of travel.

Please p lace th is ticket into the fare box located at the f r o n t  o f  t h e  b u s  when you get off.

Please p lace th is ticket into the fare box located at the f r o n t  o f  t h e  b u s  when you get off.

・This ticket is valid for 10 days from the day of travel.・We can upgrade your seat if we have a seat available. In this case 
.ylppa lliw se

grahc gniwoll
of eht

First Class  ・・・・・・・・・・・・・・・1,00 0 yenSpecial Class  ・・・・・・・・2,00 0 yenJetfoil  ・・・・・・・・・・・・・・・・・・・・・・・・・・2,00 0 yen

・This ticket is valid for 10 days from the day of travel.・We can upgrade your seat if we have a seat available. In this case the following charges will apply.First Class  ・・・・・・・・・・・・・・・1,00 0 yenSpecial Class  ・・・・・・・・2,00 0 yenJetfoil  ・・・・・・・・・・・・・・・・・・・・・・・・・・2,00 0 yen

/      (    :    ) Date of return
/      (    :    )

Departing
Returning

[Date of departure]   　  /    filled b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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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igata Kotsu

Bus Ticket Bus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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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Bandai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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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Bandai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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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Sa do Kisen)

Niigata
Port(Sa do K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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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lass  ・・・
・・・・・・・・・・・・1,000 yen

Special Class  
・・・・・・・・2,000 yen

Jetfoil  ・・・・・・・・・・・・・・
・・・・・・・・・・・・2,000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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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lass  ・・・
・・・・・・・・・・・・1,000 yen

Special Class  
・・・・・・・・2,000 yen

Jetfoil  ・・・・・・・・・・・・・・
・・・・・・・・・・・・2,000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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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세트 

　　　　

「JR EAST PAS
S」를

 구입한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알뜰 티켓

50% 할인 !!

 니가타시 중심에 위치한 수족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광지로 이동을 위해 공공 

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는 

관광순환버스입니다.

1일 승차권으로 여유 있는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조에쓰 신칸센의 종착역인

니가타역(반다이출구)과 사도로 가는 

현관이라 할 수 있는 니가타항(사도기선 

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버스입니다. 

소요시간 약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1회 왕복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가타항과 사도 료쓰항을 

연결하는 사도기선의 카페리 2등실 승선 

교환권 1회 왕복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도 2시간 30분의 선상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등실는 

좌석실과 의자 석으로 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3일간 

사도 섬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승차할 수 있는 

탑승권입니다. 관광지 바로 앞까지 가 

실수 있는 편리한 승차권입니다. 

¥４，０００
¥２，０００



도키메키 사도∙니가타관광권협의회
〒952-0011　니가타현 사도시 료쓰 에비스 384-11
E-mail:info@visitsado.com  http://www.sado-niigata.com

★판매 장소①니가타역 반다이 출구 관광안내센터
　우)950-0086  니가타현 니가타시 추오쿠 하나조노 1-1-1
　☎025-241-7914　시간：9:00～19:00

 ②사도기선 니가타항 종합안내소
 　우)950-0078  니가타현 니가타시 추오쿠 반다이지마 9-1
 　☎025-245-1234　시간：8:00～18:00

★아래에 해당하는 분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내의  JR EAST PASS(니가타, 나가노)를 
　　　　　　　소지하신 외국인에 한 합니다.
　　　　　　　구입 시 ‘JR EAST PASS’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SADO-NIIGATA PASS 구입 후. 

　　　　　　    니가타시관광 순환버스,    사도 도내 노선버스 무료 

                   승차권,    니가타 ⇔니가타항 노선버스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카페리 2등실을 이용하실 경우, 사도기선의 

                   니가타항과 료쓰항 창구에서 본 권을 승선권과 교환 후,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기선 카페리가  ‘전편 결항’시 외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연말연시(12월 28일~1월3일) 기간은 “니가타시 관광 
   순환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도내 노선버스 무료 승차권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연속하여 3일간유효합니다. 
・사도 도내 노선버스는 기간에 따라 운항경로가 변경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승선권은 가신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PASS는 일본 엔화(현금)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인포메이션
교통 기관 관광 정보 Sado-Niigata Pass

니가타 관광 
컨벤션 협회

사도 관광 나비니가타시 주유 버스사도 기선JR동일본

①니가타역 반다이 출구 관광안내센터

②사도 기선 니가타항 종합 안내소

니가타 역

반다이출구

반다이출구
버스터미널

니가타역 
반다이출구
 관광안내센터

파출소

조에쓰 신칸센

도키 멧세 주차장

호텔 닛코 니가타

주차장
주차장

시 나 노 강

사도 기선 
니가타항 종합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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