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운임과 거리제 운임 
Time based fare and Distance based fare  

 

① 시간제 운임（Time based fare） 

출고부터 입고까지의 주행시간에 출고 전 및 입고 후의 점검시간 등 2 시간을 더해 시간당 요금을 곱합 금액 

Time based fare to the run time from leaving the car barn to entering the car barn that mulity unit price of per 1hour  

시간제 운임 

Time based fare 

차종 

Bus Size 

상한금액 

Upper Limit 

하한금액 

Lower Limit 

1 시간당（per hour） 

 

30 분 미만은 절하 

Less than 30 minutes round-down 

30 분 이상은 절상 

Over 30 minutes round-up 

대형(Over 30 seats） JPY 7,680 JPY 5,310 

중형(Less than 30 seats） JPY 6,480 JPY 4,490 

소형(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JPY 5,560 JPY 3,850 

② 거리제 운임（Distance based fare） 

출고부터 입고까지의 주행거리에 킬로당 요금을 곱합 금액 

Distance based fare is to the mileage of from leaving the car barn to entering the car barn that mulity unit price of per 1hour 

거리제 운임 

Distance based fare 

차종 

Bus Size 

상한금액 

Upper Limit 

하한금액 

Lower Limit 

１km당（per km） 

 

10km미안은 10km로 절상 

Less than 10 km round up to 10 km 

대형(Over 30 seats） JPY 170 JPY 120 

중형(Less than 30 seats） JPY 150 JPY 100 

소형(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JPY 120 JPY 80 

 



운임의 계산방법 

The calculation of bus fare 

① 시간제 운임과 ②거리제 운임을 합산하여 운임을 산출 

The Bus based fare is total amount of time based fare and distance based fare. 

소형(Excet for the above-mentioned) 운임(The bus fare)：1시간(1hour)+8시간(8hour)+1시간(1hour）+（100km） 

「10시간(10 hour)*JPY3,850＝JPY38,500」+「100km*JPY80＝JPY8,000」 JPY46,500*1.08(TAX)＝JPY50,220 

The bus fare is JPY50,220(Lower Limit)〜JPY73,008(Upper Limit) 

Inspection 

１hour 

「영업소 출발」부터 「영업소 도착」까지의「운행시간」 Inspection 

１hour 

점검시간 점검시간 주행시간 8시간（The run time:8hours） 

영업소 출고 

Business Office Dep. 

영업소 입고 

Business Office Arr. 「영업소 출발」부터「영업소 도착」까지의「거리」 

출발 전 

점검시간 ① 시간제 운임(Time based fare) 

②  

주행시간은 

최저 3시간 보장 

 
도착 후 

점검시간 

② 거리제 운임 (Distance based fare) 

주행거리 100km（The run distance:10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