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홋카이도내 교통편 >도시간 버스 

삿포로⇔하코다테·도야·노보리베쓰·오타루·니세코 방면 

버스 노선 소요시간 운임 편수 버스회사 

삿포로-무로란 약2시간 30분 2,000엔 1일 16편 
주오버스·도난버스 

운행 

삿포로-다테 약2시간 30분 2,500엔 1일 1편 도난버스 

삿포로-노보리베쓰 
온천 

약1시간 40분 1,900엔 1일 1편 도난버스 

삿포로-도마코마이 약2시간 30분 1,270엔 25~60분 간격 
주오버스·도난버스 

운행 

삿포로-
하코다테(나나에 경유) 

하코다테까지 약5시간 
30분, 유노카와까지 
약5시간 50분 

4,680엔 
1일 8편(그 중 1편은 
야간운행) ※예약제 

주오버스·호쿠토코쓰·
도난버스 공동 운행 

삿포로-하코다테(직행) 
하코다테까지 약5시간, 
유노카와까지 약5시간 
30분 

4,400엔 
1일 6편(그 중 1편은 
야간운행) ※예약제 

홋카이도버스 

삿포로-니세코 
굿찬까지 약2시간 
30분, 니세코까지 
약3시간 

굿찬 1,780엔, 니세코 
2,180엔 

1일 3편 주오버스 

삿포로-도야코 
온천·도요우라(조잔케
이·루스쓰 리조트 경유) 

도야코 온천까지 
약2시간 40분, 
도요우라까지 약3시간 
20분 

도야코 온천 2,700엔, 
도요우라, 2,850엔 

1일 6편(그 중 1편은 
도요우라까지) 
※예약제 

도난버스 

삿포로-세타나 약4시간 10분 5,000엔 1일 1편 ※예약제 호쿠토코쓰 

삿포로-오타루 약1시간 5분 590엔 
5~20분 간격으로 
운행(토·일·국경일은 

10~25분 간격) 

주오버스·JR홋카이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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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도카치·구시로·네무로 방면 

버스 노선 소요시간 운임 편수 버스회사 

신치토세 공항-
오비히로·도카치가와(

밀키라이너) 

오비히로까지 약2시간 
45분, 도카치가와까지 
약3시간 15분 

오비히로 3,300엔, 
도카치가와 3,800엔 

1일 3편 
(그 중 1편은 오비히로 
까지)  ※예약제 

호쿠토코쓰·오비운 

관광 공동 운행 

삿포로-우라카와 약3시간 25분 2,850엔 1일 7편 ※예약제 주오버스 

삿포로-에리모 약4시간 3,500엔 1일 1편 ※예약제 JR홋카이도버스 

삿포로-히다카 약1시간 50분 2,550엔 1일 1편 도난버스 

삿포로-히로오 약4시간 40분 4,500엔 1일 1편 ※예약제 JR홋카이도버스 

삿포로-
오비히로·도카치가와 
온천 

오비히로까지 약3시간 
40분, 도카치가와 
온천까지 약4시간 
10분 

오비히로 3,670엔, 
도카치가와 온천 
4,000엔 

1일 11편(그 중 1편은 
도카치가와 온천까지) 
※예약제 

주오버스·호쿠토코쓰·
JR홋카이도버스·도카

치버스·다쿠쇼쿠버스 

공동 운행(문의는 
주오버스로) 

삿포로-구시로 약5시간 45분 5,610엔 
1일 4편 (그 중 1편은 
야간운행)   
 ※예약제 

주오버스·구시로버스·
아칸버스 공동 
운행(문의는 
주오버스로) 

삿포로-
네무로(야간운행) 

약7시간 15분 7,200엔 1일 1편 ※예약제 
호쿠토코쓰·네무로코

쓰 공동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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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아사히카와·아바시리·우토로 방면 

버스 노선 소요시간 운임 편수 버스회사 

삿포로-아시베쓰-
후라노 

약3시간 2,200엔 
아시베쓰까지 1일 1편, 
후라노까지 1일 
10편(1시간 1편) 

주오버스 

삿포로-
기타미·아바시리(비호
로·메만베쓰 경유) 

아바시리까지 약6시간 

기타미 5,190엔, 
비호로 5,600엔, 
메만베쓰 5,900엔, 
아바시리 6,210엔 

1일 10편(그 중 1편은 
야간운행, 1편은 
기타미까지) ※예약제 

주오버스·기타미버스·
아바시리버스 공동 
운행 

삿포로-
왓사무·시베쓰·나요로 

시베쓰까지 약3시간 
10분, 나요로까지 
약3시간 40분 

왓사무 2,350엔, 
시베쓰 2,650엔, 
후렌·나요로 2,950엔 

1일 4편 (월요일 ~ 
금요일) , 1일 5편 
(토·일·국경일) 
※예약제 

주오버스·도호쿠버스 
공동 운행 

삿포로-샤리-우토로 
샤리까지 약6시간 
15분, 우토로까지 
약7시간 

샤리 7,000엔, 우토로 
8,000엔 

1일 2편(그 중 1편은 
야간운행) ※예약제 

주오버스·샤리버스 
공동 운행 

삿포로-아사히카와 약2시간 25분 2,000엔 20~30분 간격 
주오버스·JR홋카이도
버스·도호쿠버스 공동 
운행 

삿포로-몬베쓰 
직행 버스 약4시간 
40분, 아사히카와 
경유 약5시간 30분 

4,790엔 
1일 4편 (그 중 1편은 
아사히카와 경유), 1일 
6편(2월)  ※예약제 

주오버스·JR홋카이도
버스·도호쿠버스·호쿠
몬버스 공동 운행 

삿포로-에사시 약5시간 5,800엔 1일 1편 ※예약제 소야버스 

삿포로-엔가루 약4시간 3,870엔 1일 2편 ※예약제 
주오버스·도호쿠버스·
기타미버스 공동 운행 

삿포로-신토쓰카와 약1시간 50분 1,430엔 1일 1편 주오버스 

삿포로-다키카와 약1시간 50분 1,300엔 25~65분 간격 주오버스 

삿포로⇔왓카나이 방면 

버스 노선 소요시간 운임 편수 버스회사 

삿포로-
루모이(다키카와 경유 
또는 후카가와 경유) 

직행 버스 약2시간 
40분, 다키카와 / 
후카가와 경유 
약3시간 

2,300엔 1일 11편 주오버스 

삿포로-도요토미 
(고속도로 경유) 

약5시간 
루모이 2,300엔 
하보로 3,900엔 
도요토미 5,900엔 

도요토미 까지 1일4편 
하보로 까지 1일1편 
※예약제  

엔간버스 

삿포로- 하보로 
(하마마스, 마시케 
경유) 

약3시간 10분 
루모이 2,300엔 
하보로 3,900엔  

1일 1편 엔간버스 

삿포로-왓카나이 약5시간 50분 6,000엔 
1일 6편(그 중 1편은 
야간운행) ※예약제 

소야버스·긴레이버스 
공동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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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카와⇔도카치·도토 방면 

버스 노선 소요시간 운임 편수 버스회사 

아사히카와-오비히로 
(노스라이너) 

약3시간 40분 3,150엔 
후라노 경유 1일 3편 
소운쿄 경유 1일 1편 
※예약제 

도호쿠버스·도카치버
스·다쿠쇼쿠버스 공동 
운행 

아사히카와-소운쿄-
아칸호-
구시로(선라이즈 
아사히카와·구시로호) 

아칸코 온천까지 
약5시간, 구시로까지 
약6시간 30분, 
소운쿄-아칸호에서 
약3시간 30분 

아칸코 온천 4,580엔, 
구시로 5,300엔, 
소운쿄-
아칸호에서3,260엔 

1일 2편 ※예약제 
도호쿠버스·아칸버스 
공동 운행 

아사히카와-엔가루 약2시간 30분 2,150엔 1일 2편 
도호쿠버스·기타미버
스 공동 운행 

아사히카와-
다키노우에-몬베쓰 

다키노우에까지 
약2시간 20분, 
몬베쓰까지 약3시간 

다키노우에 2,550엔, 
몬베쓰 3,100엔 

1일 4편 ※예약제 도호쿠버스 

아사히카와-
에사시(특급 에사시호) 

약3시간 30분 4,100엔 1일 2편 ※예약제 
도호쿠버스·소야버스 
공동 운행 

아사히카와-온네유-
기타미(특급 
세키호쿠호) 

온네유까지 약2시간 
40분, 기타미까지 
약3시간 30분 

온네유 2,850엔, 
기타미3,500엔 

1일 4편 ※예약제 
도호쿠버스·기타미버
스 공동 운행 

구시로⇒기타미·네무로 방면 

버스 노선 소요시간 운임 편수 버스회사 

구시로-네무로(특급 
네무로호) 

약2시간 45분 
2,190엔 토·일·국경일 
한정 1일 왕복 승차권 
3,000엔 

1일 3편 ※예약제 
구시로버스·네무로코
쓰 공동 운행 

구시로-
기타미(센포쿠호) 

약3시간 3,300엔 1일 2편 ※예약제 
기타미버스·아칸버스 
공동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