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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다 관광 전철 十和田観光電鉄

센다이 아오모리 고난 버스 弘南バス
미야기교통 宮城交通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센다이 히로사키 고난 버스 弘南バス

미야기교통 宮城交通
이와테현북 버스 岩手県北バス

고난 버스 弘南バス
이와테현북 버스 岩手県北バス

모리오카 히로사키 이와테교통 岩手県交通
고난 버스 弘南バス

이와테현북 버스 岩手県北バス
남부 버스 南部バス

이와테현북 버스 岩手県北バス
신호쿠 버스 秋北バス

7 모리오카 미야코/야마다・후나코시 허용 이와테현북 버스 盛岡 宮古／山田・船越 予約可 岩手県北バス
8 모리오카 구노헤・구지 불필요 이와테현북 버스 盛岡 九戸・久慈 不要 岩手県北バス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우고 교통 羽後交通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우고교통 羽後交通

아키타 중앙 교통 秋田中央交通
신호쿠 버스 秋北バス

12 센다이 오다테・가즈노 필요 신호쿠 버스 仙台 大館・鹿角 要予約 秋北バス
우고 교통 羽後交通

아키타 중앙 교통 秋田中央交通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센다이 아키타 아키타 중앙 교통 秋田中央交通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이와테현북 버스 岩手県北バス
이와테교통 岩手県交通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히가시니혼 급행 東日本急行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도와다 관광 전철 十和田観光電鉄

이와테현북 버스 岩手県北バス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이와테현북 버스 岩手県交通
히가시니혼 급행 東日本急行
이와테 급행 岩手急行

19 센다이 히라이즈미 히가시니혼 급행 仙台 平泉 東日本急行
20 센다이 미나미산리쿠・게센누마 불필요 미야코 버스 仙台 南三陸・気仙沼 不要 ミヤコーバス

이와테 교통 岩手県交通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이와테현 교통 岩手県交通

23 센다이 하나와키・기타카미 불필요 이와테현 교통 仙台 花巻・北上 不要 岩手県交通
24 센다이 토요마 불필요 히가시니혼 급행 仙台 とよま 不要 東日本急行

미야코 버스 ミヤコーバス
히가시니혼 급행 東日本急行

26 센다이 간나리 불필요 히가시니혼 급행 仙台 金成 不要 東日本急行
27 센다이 이치하사마 불필요 히가시니혼 급행 仙台 一迫 不要 東日本急行
28 센다이 이시마키 불필요 미야코 버스 仙台 石巻 不要 ミヤコーバス
29 센다이 가미 불필요 미야코 버스 仙台 加美 不要 ミヤコーバス
30 센다이 오오키 불필요 미야코 버스 仙台 大衝 不要 ミヤコーバス
31 센다이 고가와 불필요 미야코 버스 仙台 古川 不要 ミヤコーバス
32 센다이 고가와 불필요 JR 버스 도호쿠 仙台 古川 不要 ＪＲバス東北
33 센다이 나루코 불필요 미야코 버스 仙台 鳴子 不要 ミヤコーバス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야마코 버스 山交バス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센다이 사카타 쇼나이 교통 庄内交通
야마코 버스 山交バス
우고 교통 羽後交通
쇼나이 교통 庄内交通
우고 교통 羽後交通
쇼나이 교통 庄内交通
우고 교통 羽後交通
쇼나이 교통 庄内交通

39 센다이 무라타・자오・도갓타 불필요 미야코 버스 仙台 村田・蔵王・遠刈田 不要 ミヤコーバス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야마코 버스 山交バス

41 센다이 사카에・덴도 불필요 야마코 버스 仙台 寒河江・天童 不要 山交バス
42 센다이 신조 불필요 야마코 버스 仙台 新庄 不要 山交バス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야마코 버스 山交バス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야마코 버스 山交バス
야마코 버스 山交バス
쇼나이 교통 庄内交通

TOHOKU HIGHWAY BUS TICKET 이용 가능한 노선 목록

№ 予約예약 バス会社버스 회사

日本語

起点 ⇔ 終点

韓国語

기점　 종점

2 仙台 弘前 要予約필요

1 仙台 青森 要予約필요

불필요

4 盛岡 弘前 不要불필요

3 盛岡모리오카 青森아오모리 不要

불필요

6 盛岡모리오카 大館오다테 不要불필요

5 盛岡모리오카 八戸하치노헤 不要

9 仙台센다이 横手・大曲요코테・오마가리 要予約필요

필요

11 秋田아키타 能代노시로 不要불필요

10 仙台센다이 横手・湯沢요코테・유자와 要予約

불필요

14 仙台 秋田 要予約필요

13 秋田아키타 横手・湯沢요코테・유자와 不要

불필요

16 仙台센다이 八戸하치노헤 要予約필요

15 仙台센다이 盛岡모리오카 不要

필요

18 仙台센다이 一関이치노세키 不要불필요

17 仙台센다이 遠野・釜石도노・가마이시 要予約

불필요

22 仙台센다이 気仙沼・大船渡게센누마・오후나토 要予約필요

21 仙台센다이 江刺・水沢에사시・미즈사와 不要

35 仙台 酒田 要予約필요

불필요

34 仙台센다이 上山가미노야마 不要불필요

25 仙台센다이 佐沼（登米）사누마 (도메) 不要

필요

37 鶴岡쓰루가오카 本荘혼조 不要불필요

36 仙台센다이 本荘혼조 要予約

불필요

40 仙台센다이 米沢코메자와 不要불필요

38 酒田사카타 本荘혼조 不要

필요

44 仙台空港센다이 공항 山形야마가타 不要불필요

43 仙台센다이 山形蔵王야마가타 자오 要予約

불필요45 山形야마가타 鶴岡・酒田쓰루오카・사카타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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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予約예약 バス会社버스 회사

日本語

起点 ⇔ 終点

韓国語

기점　 종점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신 조반 교통 新常磐交通

47 고리야마 후쿠시마 불필요 후쿠시마 교통 郡山 福島 不要 福島交通
48 기타카타 고리야마 불필요 아이즈 버스 喜多方 郡山 不要 会津バス

야마가타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야마코 버스 山交バス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후쿠시마 교통 福島交通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후쿠시마 교통 福島交通
미야기 교통 宮城交通
신 조반 교통 新常磐交通
후쿠시마 교통 福島交通
JR 버스 도호쿠 ＪＲバス東北
아이즈 버스 会津バス

54 센다이 공항 아이즈와카마쓰 불필요 아이즈 버스 仙台空港 会津若松 不要 会津バス
후쿠시마 교통 福島交通
아이즈 버스 会津バス

56 아이즈와카마쓰 노자와 불필요 아이즈 버스 会津若松 野沢 不要 会津バス
57 이와키 아이즈와카마쓰 불필요 신 조반 교통 いわき 会津若松 不要 新常磐交通
58 이와키 고리야마 불필요 신 조반 교통 いわき 郡山 不要 新常磐交通

후쿠시마 교통 福島交通
아이즈 버스 会津バス

60 미나미소마 가와마타・후무시마 불필요 후쿠시마 교통 南相馬 川俣・福島 不要 福島交通
61 미나미소마 후쿠시마 불필요 도호쿠 액세스 南相馬 福島 不要 東北アクセス

후쿠시마 교통 福島交通
아이즈 버스 会津バス
후쿠시마 교통 福島交通
아이즈 버스 会津バス

64 센다이 미나미소마 불필요 도호쿠 액세스 仙台 南相馬 不要 東北アクセス
65 오제누마 아이즈코겐오제구치 불필요 아이즈 버스 尾瀬沼山峠 会津高原尾瀬口 不要 会津バス
66 센다이 아키우 불필요 미야기 교통 仙台 秋保 不要 宮城交通
67 히로사키BT 아오모리 공항 불필요 고난 버스 弘前BT 青森空港 不要 弘南バス
68 혼하치노헤역 미사와 공항 불필요 도와다 관광 전철 本八戸駅 三沢空港 不要 十和田観光電鉄

69 아키타역 아키타 공항 불필요 아키타 중앙 교통 秋田駅 秋田空港 不要 秋田中央交通
70 혼조 기사카타 불필요 우고 교통 本荘 象潟 不要 羽後交通
71 혼조 요코테 불필요 우고 교통 本荘 横手 不要 羽後交通
72 혼조 아키타 불필요 우고 교통 本荘 秋田 不要 羽後交通
73 유자와 요코테 불필요 우고 교통 湯沢 横手 不要 羽後交通
74 유자와 요코보리 불필요 우고 교통 湯沢 横堀 不要 羽後交通
75 오마가리 요코테 불필요 우고 교통 大曲 横手 不要 羽後交通
76 오마가리 가쿠노다테 불필요 우고 교통 大曲 角館 不要 羽後交通
77 가쿠노다테 다자와 불필요 우고 교통 角館 田沢湖 不要 羽後交通
78 모리오카역 앗피코겐 불필요 이와테현북 盛岡駅 安比高原 不要 岩手県北
79 하나마키 공항 앗피코겐 허용 이와테현북 花巻空港 安比高原 予約可 岩手県北
80 센다이공항 마쓰시마 허용 이와테현북 仙台空港 松島 予約可 岩手県北

81 모리오카 하치만타이 불필요 이와테현북 盛岡 八幡平 不要 岩手県北

82 아오모리 공항 아오모리역 불필요 JR 버스 도호쿠 青森空港 青森駅 不要 ＪＲバス東北

아오모리 도와다 호 불필요 JR 버스 도호쿠 青森 十和田湖 不要 ＪＲバス東北

아오모리 스카유 불필요 JR 버스 도호쿠 青森 酸ヶ湯 不要 ＪＲバス東北

84 하치노헤 도와다 호 겨울에
는 필요 JR 버스 도호쿠 八戸 十和田湖 冬は要 ＪＲバス東北

85 모리오카 구지 불필요 JR 버스 도호쿠 盛岡 久慈 不要 ＪＲバス東北

86 니노헤 구지 불필요 JR 버스 도호쿠 二戸 久慈 不要 ＪＲバス東北
87 모리오카 이와이즈미 불필요 JR 버스 도호쿠 盛岡 岩泉 不要 ＪＲバス東北
88 후쿠시마 공항 고리야마 불필요 후쿠시마 교통 福島空港 郡山 不要 福島交通
89 고리야마 우라반다이 그란데코 필요 후쿠시마 교통 郡山 裏磐梯グランデコ 要予約 福島交通
90 고리야마 아다타라 필요 후쿠시마 교통 郡山 あたたら 要予約 福島交通
91 후쿠시마 미노와 스키장 필요 후쿠시마 교통 福島 箕輪スキー場 要予約 福島交通
92 시로가와역 하토리 스키장 불필요 후쿠시마 교통 白河駅 羽鳥湖スキー場 不要 福島交通
93 후쿠시마 쓰치유온청 불필요 후쿠시마 교통 福島 土湯温泉 不要 福島交通
94 니혼마쓰 다케온천 불필요 후쿠시마 교통 二本松 岳温泉 不要 福島交通
95 후쿠시마 다카유온천 불필요 후쿠시마 교통 福島 高湯温泉 不要 福島交通
96 다다미역 오쿠아이즈 불필요 아이즈 버스 只見駅 奥会津 不要 会津バス
97 아이즈와카마쓰 아루쓰 반다이 불필요 아이즈 버스 会津若松 アルツ磐梯 不要 会津バス
98 고리야마 아루쓰 반다이 필요 아이즈 버스 郡山 アルツ磐梯 要予約 会津バス
99 모리오카역 하나마키 공항 불필요 이와테현 교통 盛岡駅 花巻空港 不要 岩手県交通
100 액티브 리조트 미야기자오 자오카리타 산초 불필요 미야코 버스 アクティブリゾーツ宮城蔵王 蔵王刈田山頂 不要 ミヤコーバス
101 시로이시자오역 액티브 리조트 미야기자오 불필요 미야코 버스 白石蔵王駅 アクティブリゾーツ宮城蔵王 不要 ミヤコーバス

오른쪽 일본어는 한국어와 같은 내용입니다.

46 仙台센다이 富岡・広野・いわき토미오카・히로노・이와키 要予約필요

50 仙台센다이 福島후쿠시마 不要불필요

49 仙台센다이 山形 不要불필요

불필요

52 福島후쿠시마 いわき이와키 不要불필요

51 仙台센다이 郡山・須賀川고리야마・스카가와 不要

불필요

55 福島후쿠시마 会津若松아이즈와카마쓰 不要불필요

53 仙台센다이 会津若松아이즈와카마쓰 不要

불필요

62 白河시라가와 大内宿오오치주쿠 不要불필요

59 郡山기타카타 会津若松아이즈와카마쓰 不要

불필요

83

63 大内宿오우치주쿠 若松와카마쓰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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