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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등
초등학생 이상은 승차 한 번마다 100엔입니다. 
 ・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실 경우에도 요금은 각 노선마다 100엔입니다.
 ・ 교통용 IC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승객과 동반 시 2 명까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받습니다. 
①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만 승차할 경우
②초등학생 이상의 승객과 동반하는 경우 3명부터 요금을운임을 받습니다.

미나토구 커뮤니티버스 승차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미나토구에 거주하시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무료 승차권을 교부합니다.
  (문의처 : 각 지구종합지소 구민과 보건복지계)
 ・ 도쿄도 실버패스(고령자 승차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할인 혜택이 있는 정기권을 판매합니다.
 ・ 각 노선 1개월 4,200엔 / 3개월 11,970엔 ※차량 안에서 예약을 받은 후 추후 교부합니다.

‘치이버스’, ‘오다이바 레인보우 버스’ 공통 1일 승차권을 판매합니다. (1장 500엔)
 ・ 토, 일, 공휴일, 8/13~8/15, 12/29~1/3에 한해 차량 안에서 판매합니다.
 ・ ‘치이버스’, ‘오다이바 레인보우 버스’ 모든 노선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마치 루트 타마치역 동쪽입구 ⇔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구간 한정 당일 환승권을 발행합니다.
 ・ 타마치역 동쪽입구에서 미나토파크 시바우라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당일 환승권을 발행합니다.
 ・ 미나토파크 시바우라에서 승차 시는 시바 루트 타마치역 동쪽입구에서 타마치 루트로 환승 가능한 당일 환승권을 발행합니다.

●차량
 ・ 정원  중형버스 56명(좌석 26, 입석 30), 소형버스 35명(좌석 11, 입석 24)
 ・ 휠체어 승객은 중형버스 2대, 소형버스 1대 대응 가능합니다.
 ・ 모든 차량이 저상버스입니다.

●협조 안내
 ・ ‘치이버스’는 모든 좌석이 노약자석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 출발 직후의 버스, 신호등에서 정차중인 버스 등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버스에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 버스에 뛰어 올라타시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거나 다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장애인도우미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승차할 수 없습니다.
 ・ 휠체어 승하차 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료용 전동 스쿠터는 안전 관리 문제상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 고액지폐(2,000엔 이상 지폐)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잔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안에서는 휴대폰을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설정하시고 통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차 시 버스가 완전히 멈춰선 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정류장 및 차량 안에서 금연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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