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홋카이도 철도 140년. 뜻 깊은 해를 맞아 ‘Hamanasu’ 편성을 선보입니다!

관광 열차와 이벤트 열차, 성수기의 임시 열차로서 다목적 차량(261계 5000번대 특급 기동차) 

‘Hamanasu 편성’을 홋카이도 철도 140년을 맞는 올가을에 드디어 선보입니다. 

10월 하순부터 11월에 걸쳐서는 각 방면을 오가는 특급 열차로서 운행합니다.

1. 선보일 차량의 개요

　○차량 형식：261계 5000번대 특급 기동차

　○편성 명칭：‘Hamanasu’ 편성(5량 편성)

■익스티어리어(Exterior) ■보통차(2 ～ 5호차）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꽃인 
‘하마나스(해당화)’를 표현한 
색상입니다.

전좌석에 노트북이나 휴대폰 충전 등에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 공중 
무선 LAN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호차

‘Hamanasu 라운지’ (자유 공간) 다목적실 겸 개별실 판매 카운터

이벤트 등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목적실이며, 가운데에 테이블이 
있고 2명이 마주 보고 앉으실 수 
있는 개별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2. 각 방면 운행에 대하여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토요일・일요일에 삿포로에서 아바시리, 구시로, 하코다테, 왓카나이 

방면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Hamanasu 편성’으로 운행합니다. 

지정석 외에 자유석도 마련합니다. 홋카이도 레일 패스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이 기회에 꼭 

‘Hamanasu’ 편성으로 여행을 즐기세요.

(1)각 열차의 운행일, 운행구간

‘홋카이도 철도 140년 기념’으로 아래의 정기 열차를 ‘Hamanasu’ 편성으로 운행합니다.

(2)볼거리

‘홋카이도 철도 140년’을 기념하여, 종착역에서 마중 이벤트 등을 열고, 열차 안에서 역 인근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벤트 등도 실시합니다.

하코다테

왓카나이

삿포로

아사히카와

구시로

아바시리

○2020년 10월 24일(토), 25일(일)

특급 ‘Okhotsk 1호’ 삿포로6:56 ⇒ 아바시리12:17

특급 ‘Taisetsu 4호’  아바시리12:35 ⇒ 아사히카와16:19

○2020년 10월 31일(토), 11월 1일(일)

특급 ‘Ozora 3호’ 삿포로 8:51 ⇒ 구시로13:20

특급 ‘Ozora 8호’ 구시로13:42 ⇒ 삿포로18:03

○2020년 11월 7일(토), 8일(일)

특급 ‘Hokuto 6호’  삿포로8:32 ⇒ 하코다테 12:23

특급 ‘Hokuto 19호’ 하코다테17:51 ⇒ 삿포로 21:36

○2020년 11월 14일(토), 15일(일)

특급 ‘Soya’ 삿포로7:30 ⇒ 왓카나이 12:40

특급 ‘Sarobetsu 4호’ 왓카나이13:01 ⇒ 아사히카와 16:48

3. 특급 ‘Soya’・‘Sarobetsu’의 ‘Hamanasu 편성’ 운행에 대하여

아래의 특급 ‘Soya’・‘Sarobetsu’를 ‘Hamanasu’ 편성으로 운행합니다.

열차명 출발 도착 운행일 

특급 Soya 
삿포로 

7:30 

왓카나이 

12:40 2020 년 11 월 28,30 일 

2020 년 12 월 2,4,6,8,10,12,14,16,18,20,22,24,26,28,30 일 

2021 년 1 월 1,3,12,14,16,18,20,22,24,26,28,30 일 

2021 년 2 월 1,3,5,7,9,11,16,18,20,22,24,26,28 일 

특급 Sarobetsu 4 호 
왓카나이 

13:01 

아사히카와 

16:48 

특급 Sarobetsu 3 호 
아사히카와 

20:06 

왓카나이 

23:47 

특급 Sarobetsu 2 호 
왓카나이 

6:36 

아사히카와 

10:19 2020 년 11 월 29 일 

2020 년 12 월 1,3,5,7,9,11,13,15,17,19,21,23,25,27,29,31 일 

2021 년 1 월 2,4,13,15,17,19,21,23,25,27,29,31 일 

2021 년 2 월 2,4,6,8,10,12,17,19,21,23,25,27 일 

특급 Sarobetsu 1 호 
아사히카와 

13:35 

왓카나이 

17:23 

특급 Soya 
왓카나이 

17:46 

삿포로 

2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