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rices and discounts listed are information as of September 2019. Please check on site for details
시설명 우대 내용 우대 내용

우대 조건

인근 IC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정기 휴일

＜사도 지역＞

1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관람비 할인 어른 300엔→240엔 사도지마 952-1505 사도시 아이카와 사카시타마치

20

0259-74-4312 8：30～17：00（입관은 16：30까

지）

12월～2월 토,공휴일

연말연시（12/29～1/3）

2 사도 금은산 가이던스 시설 ‘기라리우무 사도’ 관람료 할인 어른 300엔→250엔

어린이 150엔→100엔

※단체 할인 적용

사도지마 952-1562 사도시 아이카와 산초메 하마마

치18-1

0259-74-2215 8：30～17：00（전시실 최종 접수

16：30까지）

12/29～1/3

3 사적 사도 봉행소적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사도지마 952-1531 사도시 아이카와 히로마마치1-1 0259-74-2201 8：30～17：00（입관은16：30까지） 연말연시（12/29～1/3）

4 사적　사도금산 요금 할인 순금 소프트 아이스크림 350엔→30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사도지마 952-1501 사도시 시모아이카와1305 0259-74-2389 4월～10월　8：00～17：30　　　11

월～3월　8：30～17：00

휴무 없음

5 사도 박물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사도지마 952-1311 사도시 야하타2041 0259-52-2447 8：30～17：00（입관은 16：30까

지）

연말연시（12/29～1/3）

6 니보 역사민속자료관 관람비 할인 어른 200엔→160엔 사도지마 952-0106 사도시 니보우류우야492 0259-22-3117 8：30～17：00（입관은 16：30까

지）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12/1～2월 말일

7 사도 니시미카와 골드파크 관람비 할인 어른 800엔→720엔

어린이 700엔→63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사도지마 952-0434 사도시 니시미카와835-1 0259-58-2021 8：30～17：30 휴무 없음

8 아카도마리 향토자료관 관람비 할인 어른 200엔→160엔 사도지마 952-0711 사도시 아카도마리2458 0259-87-3141 8：30～17：00（입관은 16：30까

지）

연말연시（12/29～1/3）

9 오기야 요금 할인 매점을 이용하신 분

2,000엔 이상 구매시 5％ OFF

사도지마 952-0605 사도시 오기마치1950 0259-86-3666 9:00〜16:30 휴무 없음

10 리키야 관광기선 다라이부네(나

무통배)

승선요금 할인

어른 500엔→450엔

아이 300엔→270엔

사도지마 952-0605 사도시 오기마치1935 0259-86-3153 8:30〜17:00 휴무 없음

11 사도국 오기 민속박물관/센고쿠부네(운송선)전시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사도지마 952-0612 사도시 슈쿠네기270-2 0259-86-2604 8：30～17：00（입관은 16：30까

지）

12월～2월 월요일

연말연시（12/29～1/3）

＜무라카미・시바타 지역＞

1 온천・소바 반슈 이용요금 할인 어른 700엔→500엔

※신청자만 유효

닛토 도로

가미하야시 이와후네코IC

958-0037 무라카미시 세나미온센3-2-30 0254-50-7488 10:00～22:00（최종 접수 21:00） 비정기 휴무

2 무라쿄 가미하야시점 요금 할인 젤라토 더블 : 350엔→300엔 닛토 도로

가미하야시 이와후네코IC

959-3424 무라카미시 마키노메 스나야마

1262

0254-60-1122 10：00～19：00 둘째, 넷째주 수요일

（변경될 수 있음）

3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와타나베테이 저택 관람비 할인 어른 600엔→500엔

아이 250엔→200엔

※4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닛토 도로

아라카와 다이나이IC

959-3265 세키카와무라 시모세키904 0254-64-1002 9:00〜16:00 12/29～1/3

4 도로휴게소 ‘다이나이’ 요금 할인

무료 서비스

１）다이나이시 관광대사 ‘야라냥’ 특대형 인형：500엔 할인

２）다이나이시 관광대사  ‘야라냥’ 인형：100엔 할인

３）관내에서 구입하신 분께 다이나이 커피（핫에 한정함）1잔 무료

※2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닛토 도로

주조IC

959-2806 다이나이시 시모아카다니387-1 0254-47-2723 9:00～18:00 휴무 없음

5 시미즈엔 정원 관람비 할인 어른 700엔→600엔

초, 중학생 300엔→25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닛토 도로

세이로 시바타IC

957-0056 시바타시 다이에이초 7초메9-32 0254-22-2659 3월～10월  9:00〜17:00  　　　11월

〜2월  9:00〜16:30

기간중 없음

6 시바타 온천　아야메노유 이용요금 할인 어른 400엔→35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닛토 도로

세이로 시바타IC

957-0013 시바타시 이타지키795-1 0254-26-1173 10:00〜21:00（최종 접수 20:30, 공휴

일은 6:00〜）

첫째, 셋째주 월요일

12/31,1/1

7 후키야 고지 기념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닛토 도로

세이로 시바타IC

957-0053 시바타시 주오초4-11-7 0254-23-1013 9:00〜17:00（최종 접수 16:30）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8 구 현지사 관사 기념관 관람비 할인 200엔→150엔 닛토 도로

세이로 시바타IC

957-0021 시바타시 이지미노4926 0254-23-2525 견학：9:00〜16:30

대관：9:00〜21:30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9 도검 전승관・아마타 아키쓰구 기념관 관람비 할인 어른 350엔→300엔

초, 중학생 150엔→100엔

닛토 도로

세이로 시바타IC

959-2338 시바타시 쓰키오카온센827 0254-32-1121 9:00〜17:00 수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10 스가타니 후도손(부동존)　스가타니지(절) 무료 서비스 컬러 소책자 100엔→무료

※신청자만 유효

닛토 도로

세이로 시바타IC

959-2511 시바타시 스가타니860 0254-29-2022 9：00～16：00 휴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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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ces and discounts listed are information as of September 2019. Please check on site for details
시설명 우대 내용 우대 내용

우대 조건

인근 IC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정기 휴일

11 시바타 총진수　스와 신사 경품 증정 고슈인(도장, 300엔）을 받으신 분께 신전에 올렸던 쌀을 선물

※고슈인을 받으신 분에 한함

닛토 도로

세이로 시바타IC

957-0055 시바타시 스와초1-8-9 0254-22-2339 9：00～17：00 휴무 없음

12 니가타현 지정 문화재 이치시마테이 저택 관람비 할인 어른 600엔→540엔

초, 중학생 300엔→250엔

닛토 도로

도요사카 니가타 히가시코

IC

959-2325 시바타시 텐노1563 0254-32-2555 4월〜11월：9:00〜17:00（최종 접수

16:30）

12월〜3월：9:00〜16:30（최종 접수

16:00）

수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니가타 ・아가 지역＞

1 물의 역  ‘뷰 후쿠시마가타’ 습지 관람비 할인 어른 400엔→300엔

초, 중, 고등학생 200엔→10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닛토 도로

도요사카 니가타 히가시코

IC

950-3324 니가타시 기타쿠 마에신덴 오쓰

493

025-387-1195 9:00～17:00（입관은 16：30까지）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12/28～1/4

2 니가타시 문화재　구 오자와 가 주택 관람비 할인 관람비 20％ 할인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닛토 도로

니가타 가메다IC

951-8068 니가타시 주오쿠 가미오카와마에

도리12-2733

025-222-0300 9：30～17：00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3 니가타시 역사박물관（미나토피아） 관람료 할인 일반 ３００엔→２４０엔

고, 대학생 ２００엔→１６０엔

초, 중학생 １００엔→８０엔

※초, 중학생은 토, 일, 공휴일→무료

※우대 특별 쿠폰 1장으로 ５명 유효

닛토 도로

니가타 가메다IC

951-8013 니가타시 주오쿠 야나기시마2-10 025-225-6111 ９：３０～１８：００（１０월 이후는

９：３０～１７：００）※관람권 판매

는 폐관 30분 전까지

매주 월요일（휴일이면 다음날）

공휴일 다음날

연말연시（12/28～1/3）

※임시 휴관 있음（2/3～2/10）

4 니가타시 미술관 관람료 할인 ①컬렉션전

　　일반 200엔→160엔

　　고, 대학생 150엔→110엔

　　초, 중학생 100엔→70엔

②기획전　단체 할인 적용

　　※중학생 이하 무료　1건당 5명까지 유효

닛토 도로

니가타 가메다IC

951-8556 니가타시 주오쿠 니시오하타초

5191-9

025-223-1622 9：30～18：00 월요일（임시 휴관 있음. 문의 바랍니다）

5 니가타시 만화・애니메이션 정보관 관람료 할인 상설전 20％ 할인（단체 할인 적용）

※1건당 5명까지 유효

반에쓰 도로

니가타 주오(중앙)IC

950-0909 니가타시 주오쿠 야치요2-5-7 반

다이시티BP2 1층

025-240-4311 11：00～19：00

（토, 공휴일은 10：00 개관, 최종 입장

은 18:30）

1/1（전시물 교환에 따른 임시 휴관 있음）

6 니가타시 만화의 집 경품 증정 하나노 고마치・사사 단고로 스티커 선물

※신청자에게만

반에쓰 도로

니가타 주오(중앙)IC

951-8063 니가타시 주오쿠 후루마치도리 6

반초 971-7

025-201-8923 11：00～19：00 수요일（경축일이면 그 다음 평일）

7 니가타시 수족관　마린피아 일본해 관람비 할인 어른 1500엔→1200엔

초, 중학생 600엔→480엔

유아 200엔→160엔

※1건당 5명까지

반에쓰 도로

니가타 주오(중앙)IC

951-8101 니가타시 주오쿠 니시후나미초

5932-445

025-222-7500 9：00～17：00（하계 변경 있음） 12/29～1/1

3월 첫째주의 목, 금요일

8 니가타 현립 자연과학관 관람비 할인 어른 570엔→47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반에쓰 도로

니가타 주오(중앙)IC

950-0948 니가타시 주오쿠 메이케미나미3-

1-1

025-283-3331 평일 9:30～16:30 토요일과 공휴일, 하

기 9：30～17：00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기타 개관일 달력에 근거함）

9 호농의 저택　북방 문화 박물관 관람비 할인 어른 800엔→70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반에쓰 도로

니쓰IC

950-0205 니가타시 고난쿠 소미2-15-25 025-385-2001 4월～11월 9:00〜17:00　　　　12월

〜3월 9:00〜16:30

휴무 없음

10 니쓰 철도자료관 관람비 할인 어른 300엔→240엔

고, 대학생 200엔→160엔

초, 중학생 100엔→80엔　※초, 중학생은 토, 일, 공휴일, 특별전시 기간은 무료

※1건당 3명까지 유효. 관람권 구입 전에  ‘도라와리(드라이브 패스)’ 특혜를 받고 싶

다고 미리 말씀해야 함

반에쓰 도로

니쓰IC

956-0816 니가타시 아키하쿠 니쓰히가시초

2-5-6

0250-24-5700 9：30～17：00（입관은16：30까지） 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11 사적 후르쓰하치만야마 야요이 언덕 전시관 경품 증정 내관해 주신 분께  ‘야요이노오카 전시관　오리지널 자석’을 선물 반에쓰 도로

니쓰IC

956-0846 니가타시 아키하쿠 가와가사와

264

0250-21-4133 10:00～17:00 월요일（다를 경우도 있음）

12 니쓰 미술관 관람비 할인  ‘돌아왔다！마법의 미술관’（6/15～9/1）

　일반 1000엔→800엔

  고, 대학생 500엔→400엔

 ‘새로운 형태 니가타현인 작가전 2019’（6/2～8/19）

　일반 700엔→560엔

　고, 대학생 300엔→240엔

※5명까지 유효(신청자  포함)

반에쓰 도로

니쓰IC

956-0846 니가타시 아키하쿠 가와가사와

109-1

0250-25-1300 10：00～17：00（관람권 판매는 16：

30까지）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13 야스다 요구르트　Y&Y GARDEN 요금 할인 Y&Y GARDEN 내의 와플하우스 메뉴 50엔OFF

※1건당 1그룹/1명 1개까지

반에쓰 도로

야스다IC

959-2221 아가노시 야스다733-1 0250-68-5151 9:00〜17:00 휴무 없음

14 구 사이토 가 별저 관람료 할인 어른 300엔→240엔

초, 중학생 100엔→80엔（초, 중학생은 토, 공휴일 무료）

※1조 5명까지 유효

반에쓰 도로

니가타 주오(중앙)IC

951-8104 니가타시 주오쿠 니시오하타초

576

025-210-8350 4월～9월　9：30～18：00

10월～3월　9：30～17：00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12/28～1/3 ※임시 휴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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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우대 내용 우대 내용

우대 조건

인근 IC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정기 휴일

15 도로휴게소‘니가타 후루사토무라’ 장터관 요금 할인 장터관 1F 인포메이션에서 식사, 쇼핑권 100엔권을 선물

※신청자에게만

호쿠리쿠 도로

니가타 니시(서)IC

950-1101 니가타시 니시쿠 야마다2307 025-230-3000 매점 9:30〜17:30

식당가 11:00〜15:00（LO）

휴무 없음

16 니가타시 이와무로 관광시설 이와무로야 요금 할인 저지소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300엔→250엔

※이용 가능 시간 9:00～17:00

※1조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마키가타 히가시(동)IC

953-0104 니가타시 니시칸쿠 이와무로온센

96-1

0256-82-1066 9：00～19：00

매점 9：00～17：00

식당 11：00～14：00

족욕탕 9：00～18：30

첫째, 셋째주 수요일

＜야히코・산조 지역＞

1 농산물 직매장 야히코 요금 할인 소금 주먹밥 30엔 할인（정가 180엔을 150엔으로）

※신청자를 포함해서 3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산조 쓰바메IC

959-0323 야히코무라 야히코1121 0256-77-8578 10：00～18：00 휴무 없음

2 야마 카페 요금 할인 점심 ‘와(화)바구니 도시락’（￥2,000(세금 별도)） 10％OFF 호쿠리쿠 도로

산조 쓰바메IC

959-1351 가모시 나카마치4-15 0256-52-0104 11：30～17：00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3 도로휴게소 정원마을 호나이 요금 할인 카페 전품 50엔 할인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산조 쓰바메IC

955-0021 산조시 시모호나이4035 0256-38-7276 9:00～18:00 연말연시

＜나가오카・가시와자키 지역＞

1 미쓰케의 좋은 것들을 한자리에, 미라이 시장 요금 할인 1,000엔 이상 구입하신 분께 100엔 캐시백

※구입자 본인만

호쿠리쿠 도로

나카노시마 미쓰케ＩＣ

954-0052 미쓰케시 갓코초1-16-15 0258-62-7877 9：00～18：00 7월 31일

2 도로휴게소　에치고 이즈모자키　덴료의 마을 관람비 할인 시대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300엔

어린이 400엔→200엔

호쿠리쿠 도로

니시야마ＩＣ

949-4308 이즈모자키마치 오아자 아마제6-

57

0258-78-4000 9：00～17：00 첫째주 수요일（8월은 휴무 없음）

3 기무라 다도미술관 관람비 할인 １０％OFF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가시와자키IC

945-0841 가시와자키시 미도리초3-1 쇼운

산소 내

0257-23-8061 10：00～16：30 월요일

（경축일이면 다음날,12월～3월 동계는 휴관）

4 가시와자키 컬렉션 빌리지

향토완구관 치고노이에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초, 중학생 300엔→200엔

호쿠리쿠 도로

요네야마IC

949-3661 가시와자키시 오미가와181 0257-22-0777 9:30～17:00 수요일

5 가시와자키 컬렉션 빌리지

도이쓰안 아이 민예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초, 중학생 300엔→20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10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요네야마IC

949-3661 가시와자키시 오미가와181 0257-21-1199 9:30～17:30（11월, 12월은 ～16：

30）

수요일

（동계는 휴관：12월 상순～3월 상순）

6 가시와자키 컬렉션 빌리지

구로후네칸(흑선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초, 중학생 300엔→20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요네야마IC

949-3661 가시와자키시 오미가와181 0257-21-1188 9:30～17:00（11월, 12월은 ～16：30） 수요일

7 일본해 피셔맨즈 케이프 무료 서비스 고등어 샌드위치를 구입하신 분께 음료수（S)를 1잔 서비스 호쿠리쿠 도로

요네야마IC

949-3661 가시와자키시 오미가와133-1 0257-23-6293 9：00～18：00 휴무 없음

8 호쿠리쿠 자동차도（상행）요네야마SA 레스토랑 코너 무료 서비스 식사하신 분께 커피 1잔 무료 서비스

※1건당 1명 유효

호쿠리쿠 도로

요네야마SA

상행선

945-0855 가시와자키시 구지라나미 아자

와카미야코177

0257-22-7070 7:00～20:00 휴무 없음

9 호쿠리쿠 자동차도（하행）요네야마SA 레스토랑 코너 무료 서비스 식사하신 분께 커피 1잔 무료 서비스

※1건당 1명 유효

호쿠리쿠 도로

요네야마SA

하행선

949-3662 가시와자키시 가사시마 아자 미

도마에235

0257-26-2000 8:00～21:00 휴무 없음

10 니가타 현립 역사박물관 관람료 할인 가을 기획 ‘아, 이거 알아！하니와(식륜), 토우, 화염토우의 쇼와와 헤이세이’（9/14

～11/4）

일반 920엔→82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간에쓰 도로

나가오카IC

940-2035 나가오카시 세키하라마치 1초메

곤겐도2247-2

0258-47-6130 9：30～17：00（입관은 16：30） 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단 8/13은 폐관） 도라와리(드라이

브 패스) 실시기간인 7/15, 9/16, 23, 10/14, 11/4은 개관

11 요모기히라 온천 이즈미야 무료 서비스 음료 1잔 서비스 간에쓰 도로

나가오카IC

940-1122 나가오카시 요모기히라마치

1508-2

0258-23-2231 7：00～23：00 비정기 휴무

하나노야도 여관　요모야마칸 무료 서비스 생맥주, 소주 칵테일 각종, 음료수, 데운 술 중에서 1잔 서비스

※신청자를 포함해서 4명까지 유효

※예약시에 <도라와리(드라이브패스)>의 특혜를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셔야 함

간에쓰 도로

나가오카 미나미코시지 스

마트IC

940-1122 나가오카시 요모기히라마치 코

130-1

0258-23-2121 15:00〔체크인〕～10:00〔체크아웃〕 비정기 휴무

12 사라(주락)의 마을 아사히야마 경품 증정 500엔 이상 구매하신 분께 ‘에치고 일품’ 미니 선물

※신청자만

간에쓰 도로

나가오카 미나미코시지 스

마트IC

949-5412 나가오카시 아사히584−3 0258-92-6070 10:00〜19:00 휴무 없음

3 / 6 ページ

http://furusatomura.pref.niigata.jp/
https://www.iwamuroya.com/
https://www.e-yahiko.com/sho/chokubaisho-yahiko
https://www.yamazyu.com/yamacafe
https://honai-gardens.com/
http://www.city.mitsuke.niigata.jp/18271.htm
http://www.shidax.co.jp/tenryo/
http://sadoukan.jp/
http://www.colle-vill.com/chigo/
http://www.colle-vill.com/chigo/
http://www.colle-vill.com/aimingei/index.html
http://www.colle-vill.com/aimingei/index.html
http://www.colle-vill.com/kurofune/index.html
http://www.colle-vill.com/kurofune/index.html
https://www.nfcnet.co.jp/
https://www.driveplaza.com/sapa/1080/1080266/1/
https://www.driveplaza.com/sapa/1080/1080266/2/
http://nbz.or.jp/
http://www.yomoogi-izumiya.com/
http://www.yomoyama.co.jp/
http://www.asahi-shouzi.co.jp/shop_buppan/naga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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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우대 내용 우대 내용

우대 조건

인근 IC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정기 휴일

13 간에쓰 자동차도로（상행）에치고 가와구치SA 레스토랑 코너 무료 서비스 식사하신 분께 커피 1잔 무료 서비스

※1건당 1명 유효

간에쓰 도로

에치고 가와구치SA

상행선

949-7513 나가오카시 니시카와구치 아자

사와이리4420

0258-89-2100 8:00～21:00 휴무 없음

14 간에쓰 자동차도로（하행）에치고 가와구치SA 레스토랑 코너 무료 서비스 식사하신 분께 커피 1잔 무료 서비스

※1건당 1명 유효

간에쓰 도로

에치고 가와구치SA

하행선

949-7513 나가오카시 니시카와구치 아자

사와이리4375

0258-89-3131 7:00～20:00 휴무 없음

＜에치고쓰마리・우오무라 지역＞

1 양조장 견학 에치고유키쿠라칸 경품 증정 1,000엔 이상 구매하신 분께 계절 경품 선물 간에쓰 도로

고이데IC

946-0216 우오누마시　스하라1643 025-297-2777 9：00～16：00 휴무 없음

2 오쿠타다미 호수 유람선 승선료 할인 승선 요금 １０％ 할인

　①주유(둘러보기)코스 980엔

　②긴잔다이라 코스 1,250엔

　③오제구치 코스 1,250엔 （어른요금）

※소비세 개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만

간에쓰 도로

고이데IC

946-0082 우오누마시 유노타니이모가와 아

자 오시마1317-3

025-795-2242 9:00～17:00 휴무 없음

3 핫카이산 케이블카 승차료 할인 왕복 승차 할인

　　　　〜9/30：어른 1,800엔→1,500엔

　　　　　　　　　　어린이 900엔→750엔

10/1〜11/10：어른 2,200엔→1,900엔

                        어린이 1,100엔→950엔

※1건당 1회, 5명까지 유효

간에쓰 도로

무이카마치IC

949-7121 미나미우오누마시 야마구치1610 025-775-3311 평일 8:20〜16:00（하행 16:20）

토, 공휴일 8:00〜16：20（하행

17:00）

기간중 휴무 없음（〜11/10까지）

4 센주 온천　센넨노유 무료 서비스 대여 수건 무료 서비스

※신청자만

간에쓰 도로

무이카마치IC

948-0144 도카마치시 미나쿠치자와121-7 025-768-2988 10：00～22：00　※접수는 21：30까

지

휴무 없음（점검에 의한 임시 휴관 있음. 문의 바랍니다）

5 도로휴게소　크로스텐　도카마치 요금 할인 소프트 아이스크림（350엔） 100엔 OFF

※신청자만

간에쓰 도로

무이카마치IC

948-0003 도카마치시 혼초 로쿠노 1초메

71-26

025-757-2323 9：00～18：00 둘째주 수요일

6 에치고쓰마리 사토야마 현대미술관 ‘기나레’ 관람비 할인 어른 800엔→700엔

초, 중학생 400엔→300엔

간에쓰 도로

무이카마치IC

948-0003 도카마치시 혼초6-1 025-761-7767 10：00～17：00 수요일

7 에치고토카마치 고지마야 소바점 무료 서비스 식사하신 분께 맛있는 천연수 ‘우오누마의 물’ 500ｍl 선물 간에쓰 도로

무이카마치IC

948-0082 도카마치시 혼초4-16-1 025-757-3155 10：30～20：00 수요일

8 우오노 마을 요금 할인 구입 상품 5％할인

※신청자를 포함해서 2명까지 유효

※쌀, 껌, 소프트 아이스크림, 레스트랑 음식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함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간에쓰 도로

시오자와 이시우치IC

949-6425 미나미우오누마시 우바시마신덴

699

025-783-6788 평일 9：00～18：00

토, 공휴일 8：00～19：00

휴무 없음

9 기요쓰 협곡 터널 입장료 할인 어른 600엔→550엔

아이 300엔→250엔

※신청하신 분을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간에쓰 도로

시오자와 이시우치IC

949-8433 도카마치시 고이데 025-763-4800 8：30～16：30 휴무 없음（동계는 휴업기간 있음）

10 히나노야도 여관 지토세 무료 서비스 숙박하신 분께 저녁 식사 시에 생맥주 1잔 서비스

※예약시에 <도라와리(드라이브 패스)>의 특혜를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셔야 함

간에쓰 도로

시오자와 이시우치IC

942-1432 도카마치시 마쓰노야마유모토

49-1

025-596-2525 14:00（체크인）〜10:00（체크아웃） 비정기 휴무

11 시설 마쓰다이 ‘노부타이’ 관람비 할인 노부타이・향토자료관 공통 관람권

어른 600엔→500엔

간에쓰 도로

시오자와 이시우치IC

942-1526 도카마치시 마쓰다이3743-1 025-595-6180 10：00～17：00 수요일

무료 전시기간 있음（7/1～8/2,9/24～10/11）

이 기간중의 향토자료관 관람비는 별도로 300엔이 필요.

12 뉴 그린피아 쓰난 이용요금 할인 어른 500엔→400엔

초등학생 300엔→20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간에쓰 도로

시오자와 이시우치IC

949-8313 쓰난마치 아키나리12300 025-765-4611 9:00～21:00 휴무 없음

13 류가쿠보 온천　류진노야카타 이용요금 할인 어른 600엔→500엔

어린이 300엔→200엔

간에쓰 도로

시오자와 이시우치IC

949-8204 쓰난마치 오아자 마치7031 025-765-5888 10：00～21：00 화요일

14 이시우치 융그파르나스 이용요금 할인 어른 900엔→70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간에쓰 도로

유자와IC

949-6372 미나미우오누마시 이시우치 아자

쓰치도946

025-783-7888 5:30〜23:00（8:00〜10:00는 청소 시간

이므로 이용 불가）

휴무 없음

15 유자와 고원 케이블카/알프스 마을 왕복 승차권 할인어른 2,000엔→1,800엔

어린이（초등학생까지） 1,000엔→90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간에쓰 도로

유자와IC

949-6101 유자와마치 오아자 유자와490 025-784-3326 8：40～17：00 휴무 없음

16 유자와 그랜드 호텔 기리노유 무료 서비스 로비라운지에서 쓸 수 있는 커피권 선물 간에쓰 도로

유자와IC

949-6101 유자와마치 유자와2494 025-784-2351 〔입관시간〕 7：00～21：00 비정기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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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riveplaza.com/sapa/1800/1800166/1/
https://www.driveplaza.com/sapa/1800/1800166/2/
http://www.yukikura.com./
http://okutadami.co.jp/
http://www2.princehotels.co.jp/amuse/hakkaisan/
http://www.machidukuri-kawanishi.com/sennennoyu/
https://cross10.or.jp/
http://smcak.jp/
https://hegisoba.info/
http://www.uono.co.jp/
http://nakasato-kiyotsu.com/tunnel
https://chitose.tv/
http://www.echigo-tsumari.jp/facility/base/nohbutai
https://new-greenpia.com/
https://www.ryugakubo.com/
http://www.yungparunas.com/
http://www.yuzawakogen.com/
http://yuzawagrandhotel.jp/spa/


The prices and discounts listed are information as of September 2019. Please check on site for details
시설명 우대 내용 우대 내용

우대 조건

인근 IC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정기 휴일

17 호텔 후타바 무료 서비스 숙박하신 분께 술 또는 주스 1병 서비스 간에쓰 도로

유자와IC

949-6101 유자와마치 유자와419 025-784-3357 14:00（체크인）〜11:00（체크아웃） 비정기 휴무

18 NASPA 뉴 오타니 이용요금 할인 당일치기 온천 대중탕

어른 1100엔→900엔

어린이 600엔→500엔

※1건에 5명까지 유효

간에쓰 도로

유자와IC

949-6101 유자와마치 유자와2117-9 025-780-6111 8：00～17：00　※청소시간이 변경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 바랍니다

12/2～12/6

19 유자와마치 역사민속자료관 ‘유키구니칸(설국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초, 중학생 250엔→20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간에쓰 도로

유자와IC

949-6101 유자와마치 유자와354-1 025-784-3965 9:00～17：00（최종 입관 16：30） 수요일

20 유자와 뉴 오타니 이용요금 할인 당일치기 온천

어른 1000엔→900엔

어린이（만4세～만12세） 500엔→400엔

※대여 수건은 모두 유료

간에쓰 도로

유자와IC

949-6101 유자와마치 유자와330 025-784-2191 10：30～20：00 청소시간 있음. 문의 바랍니다

＜묘코・조에쓰지역＞

1 우노하마 닌교칸(인어관) 관람비 할인 어른 550엔→495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오가타 스마트IC

949-3102 조에쓰시 오가타쿠 구구도하마

241-8

025-534-6211 10:00〜21:30（11월〜3월은 〜21:00）  

2 유키다루마 온천　유키노유 관람비 할인 어른 600엔→550엔

초등학생 500엔→45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조에쓰IC

942-0534 조에쓰시 야스즈카쿠 스가와 유

키다루마코겐

025-593-2041 11:00〜18:00（토, 공휴일은 20:00） 월요일（동계는 휴무 없음）

3 옥취원・ 다니무라 미술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고등학생 이하 300엔→20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이토이가와IC

941-0054 이토이가와시 교가미네2-1-13 025-552-9277 9：00～16：30（최종 접수 16：00） 12월〜3월 중순 화요일（경축일이면 다음날）

12/29〜1/3

4 비취원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고등학생 이하 300엔→200엔

※신청자를 포함헤사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이토이가와IC

941-0055 이토이가와시 렌다이지2-11-1 025-552-9277 9:00〜16:30（최종 접수 16:00） 12월〜3월 중순

5 이토이가와 홋사 마그나 박물관 관람비 할인 어른 500엔→400엔

초자가하라 고고관과의 공통관람권　600엔→500엔

※고등학생 이하 무료

※1건에 5명까지 유효

호쿠리쿠 도로

이토이가와IC

941-0056 이토이가와시 이치노미야1313

（미야마고엔 나이）

025-553-1880 9:00〜17:00（최종 접수 16:30） 12월～2월의 월요일과 경축일 다음날

6 레스토랑 요들 가나야 요금 할인 1,000엔 이상 이용하신 분, 1명당 100엔 OFF 조신에쓰 도로

조에쓰 다카다IC

943-0893 조에쓰시 오누키2-17-40 025-523-0681 11：00～22：00 화요일

7 에신의 마을 야스라기소 여관 관람비 할인 당일치기 관람비

어른 520엔→320엔

초등학생 310엔→11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조신에쓰 도로

아라이 스마트ＩＣ

944-0124 조에쓰시 이타쿠라쿠 구구노

1624-1

0255-78-4833 당일치기 목욕 10：00～20：00 화요일（공휴일이면 영업함）

8 도로휴게소 아라이　구비키노 정보관 요금 할인 커피(핫)　150엔→100엔

소프트 아이스크림　250엔→200엔

　조신에쓰 도로

아라이 스마트ＩＣ

944-0075 묘코시 이노야마58-1 0255-70-1021 9:00～21:00（매점은 9：30～16：

30）

휴무 없음

9 롯데 아라이 리조트 요금 할인 어드벤처 패스 할인

어른 4,800엔→4,300엔

만4세〜초등학생 2,800엔→2,500엔

※신청자를 포함해서 3명까지 유효

　조신에쓰 도로

아라이 스마트ＩＣ

944-0062 묘코시 료젠지1966 0255-75-1177 〜9/23は9:00〜17:00（최종 접수

16:00）

9/24〜11/4は9:00〜16:00（최종 접수

15:00）

※어드벤처 영업시간입니다

기간중 휴무 없음

10 아카쿠라소 여관 무료 서비스 숙박하신 분께 향토술, 주스류, 에스프레스 커피 중 하나를 서비스

※전화 예약시에만 가능, 예약시에 ‘도라와리(드라이브 패스)’ 특혜를 받고 싶다고 미

리 말씀하셔야 함

조신에쓰 도로

묘코 고겐(고원)IC

949-2111 묘코시 아카쿠라30 0255-87-2043 15:00（체크인）〜10:00（체크아웃） 비정기 휴무

11 아카쿠라 호텔 이용요금 할인 어른1,000엔→800엔 조신에쓰 도로

묘코 고겐(고원)IC

949-2111 묘코시 아카쿠라486 0255-87-2001 10：00～20：00（들러가기 목욕） 비정기 휴무

12 호텔 다이코 이용요금 할인 당일치기 이용요금 100엔 할인

800엔→700엔

조신에쓰 도로

묘코 고겐(고원)IC

949-2111 묘코시 아카쿠라온센402 0255-70-4195 11:00〜21:00（당일치기 목욕） 휴무 없음

13 묘코 고원 맥주원 다토라칸 무료 서비스 식사하신 분　음료수（드링크바） 서비스

※그룹 전원이 대상

조신에쓰 도로

묘코 고겐(고원)IC

949-2112 묘코시 이케타이라2452 0255-86-2600 17：30～21：00（LO 20：00） 휴무 없음

14 온천카페　랜드마크 묘코 고원 관람비 할인 어른 관람비 100엔 OFF（어린이와 시니어분은 제외함）

※신청자를 포함해서 5명까지 유효

조신에쓰 도로

묘코 고겐(고원)IC

949-2112 묘코시 세키가와2413-11 0255-86-5130 10:00〜22:00 휴무 없음（봄 가을에 점검, 수리에 의한 휴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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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tel-futaba.com/
https://www.naspa.co.jp/
http://www.e-yuzawa.gr.jp/yukigunikan/
https://www.yuzawa-newotani.jp/
http://www.ningyokan.jp/
https://www.yukidaruma-kogen.com/spa.html
http://gyokusuien.jp/
http://gyokusuien.jp/
http://gyokusuien.jp/
http://gyokusuien.jp/
http://www.city.itoigawa.lg.jp/fmm/
https://jodel-kanaya.com/
http://yasuragisou.com/
http://www.eki-arai.com/
https://www.lottehotel.com/arai-resort/ja.html
https://akakuraso.com/
http://www.akakura-hotel.com/
https://www.h-taiko.net/
http://www.alpen-blick.com/blog/tatra/
http://www.onsencafe.com/


The prices and discounts listed are information as of September 2019. Please check on site for details
시설명 우대 내용 우대 내용

우대 조건

인근 IC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정기 휴일

15 묘코 고원 비지터센터 경품 증정 기념품 선물

※1그룹（4명까지）1회만 유효

조신에쓰 도로

묘코 고겐(고원)IC

949-2112 묘코시 세키가와2248-4 0255-86-4599 9:00～17：00 12월～3월은 매주 수,목요일

16 캐너디언 하우스 요금 할인 숙박하시는 어른분께만 500엔 관내 이용권 선물

※전화 또는 메일로 직접 예약예약만 가능, 예약시에 ‘도라와리(드라이브 패스)’ 특혜

를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셔야 함

조신에쓰 도로

묘코 고겐(고원)IC

949-2106 묘코시 다구치1394 0255-87-2186 7:00〜20:00 비정기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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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yokovc.jp/
http://www.canadian-h.com/faciliti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