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라노·비에이 레일 티켓
삿포로에서 프리 구간(후라노･비에이 지역)까지의 왕복 및 프리 구간의 무제한 승하차가 세트로 구성된 티켓

삿포로 출발 어른 7,400엔 어린이(6-11세) 3,700엔※

발매기간: 2022년 3월 29일~10월 28일　     이용기간: 2022년 4월 29일~10월 31일

(유효기간 4일간)

A권
삿포로→프리 구간

특급열차

보통차 자유석

(편도 1회 한정)

B권
프리 구간 

무제한 승하차
+

오는편

프리 구간 내 보통열차 자유석을 무제한 승하차

(Furano Biei Norokko Train 자유석도 이용 가능)

프리 구간→삿포로

특급열차 보통차 자유석(편도 1회 한정)

+

이용 방법

삿포로~프리 구간은 1회 왕복에 한합니다.
유효기간 내라도 2회 이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의

프리 구간 내에서만 이용하시는 분께 추천

아사히카와역에서 출발하는 후라노･비에이 당일치기 여행 등에 최적입니다.

프리 구간

가는편

오는편
＆

1

2

3

구입하면 A권(가는편 티켓), B권(프리 구간+오는편 티켓), 

안내권의 3장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권(가는편 티켓)은 프리 구간 내 첫 하차역에서 회수됩니다.

A권(가는편 티켓)이 회수된 후, B권(프리 구간+오는편 티켓) 

1장으로 프리 구간 내를 무제한 승하차!

B권(프리 구간+오는편 티켓)으로 삿포로역까지 돌아와 주십시오.

2,800엔  어린이(6-11세) 1,400엔

발매기간: 2022년 3월 29일~10월 31일

이용기간: 2022년 4월 29일~10월 31일

라벤더 1일 티켓 유효기간: 1일간

삿포로역

삿포로→프리 구간 　A권(가는편 티켓)으로 1회 한정

프리 구간→삿포로 B권(프리 구간+오는편 티켓) 으로 1회 한정

'Furano Biei Norokko 
Train'의 자유석도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1일
~8월 28일 기간에 
영업합니다.

※네무로선(신토쿠~히가시시카고에 구간)은
2016년 8월에 발생한 태풍 피해로 인해
버스 대행 수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쿠토라역

※

아사히카와역

다키카와역

비에이역

비바우시역

가미후라노역

라벤더 꽃밭역

나카후라노역

후라노역

※프리 구간까지의 왕복은 특급열차 보통차 자유석을 편도 1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 구간이 아닌 곳에서 도중 하차하면 남은 구간이 무효 처리됩니다.
※일단 다키카와역에서 프리 구간 밖으로 나가면 다시 프리 구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는 프리 구간입니다. 'Furano Biei Norokko Train/자유석', 보통열차 
　자유석을 무제한으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삿포로~프리 구간 왕복으로 특급열차 보통차 지정석을 이용하실 경우, 편도 
　요금에서 530엔을 추가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urano Biei Norokko Train' 지정석은 840엔을 추가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 구간 내는 열차 운휴 및 지연에 따른 환불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기재된 금액은 2022년 4월 현재 금액입니다.

JR 티켓의 알뜰한 혜택 https://www.furanotourism.com/kr/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6-11세) 특별 티켓　가격: 1,000엔        유효기간: 4일간

발매기간: ①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용기간: ① 2022년 4월 29일～ 7월 3일
                 ② 2022년 8월 1일～ 10월 28일                                ② 2022년 9월 1일～ 10월 31일
구입 조건: ‘후라노・비에이 레일 티켓’ 어른용과 동시구입 (어린이 특별 티켓의 단독구입은 불가). 동시에 구입하신 어른의 티켓과 같은 여정(프리 구간 내
                      포함)으로 이용. 어른의 티켓 1장당 어린이 특별 티켓은 2장까지 구입 가능. JR홋카이도 내 ‘JR티켓 카운터’ 및 주요 여행사 등에서 발매(지정석
                      발매기에서는 발매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