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 Fuyu - no -Shitsugen Train

SL Fuyu-no-Shitsugen Train
(Kushiro Sta. - Shibecha Sta.)

Train layout

SL冬季濕原號

There is a café on Car No.2.

釧路站～標茶站 구시로역~시베차역 구간

列車編成 2號車廂設有Café 편성 2호차는 카페카입니다.

Operating dates:

For Shibecha

Jan. 25, 26, Feb. 1-11, 14-16, 21-24, 29,Mar. 1, 2020

Direction

行駛方向 진행 방향

開往標茶 시베차행

行駛日期／
2020年1月25、26日，2月1～11、14～16、21～24、29日，3月1日

운행일／

Car No. 5

Car No. 4

Car No. 3

Car No.2

Car No.1

Steam locomotive

5號車 5호차

4號車 4호차

3號車 3호차

2號車 2호차

1號車 1호차

SL

2020년 1월25, 26일, 2월1～11, 14～16, 21～24, 29일,3월1일

Ticket price
票價(釧路～標茶)

Café available

設有Café 카페카

For Kushiro

(Kushiro - Shibecha)

요금（구시로～시베차 구간）

Direction

行駛方向 진행 방향

開往釧路 구시로행

Basic fare ticket / 基本車票 / 승차권

¥

1,290

Reserved seat ticket
指定席車票 / 지정석권

*Prices for one way. Half price for children (age 6-11).
※單程票價 兒童半價 ※편도 요금. 어린이（6세～11세）는 반액.

¥

840

Timetable
Kushiro
釧路
구시로

운행시각
Higashi
kushiro
東釧路

Kushiro
Shitsugen
釧路濕原

히가시쿠시로

구시로시쓰겐

Tōro

Kayanuma

Shibecha

塘路
도로

茅沼
가야누마

標茶
시베차

11:05Dep. 11:12Dep. 11:38Dep. 11:58Dep. 12:12Dep.
15:40Arr.

Car No. 5

Car No. 4

Car No. 3

Car No.2

Car No.1

SL

5號車 5호차

4號車 4호차

3號車 3호차

2號車 2호차

1號車 1호차

15:33Dep. 15:07Dep. 14:48Dep. 14:25Dep.

12:35Arr.

14:00Dep.

Free Wi-Fi is available on the train.
車內有提供WiFi服務。
열차 내에서 WiF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on-smoking train
全車禁菸 / 전차량 금연

※운행일, 시각, 편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차 역에 따라 열리지
않는 문도 있으 므 로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전차량 지정석이므 로 승차
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본 책자의 정보는 2019년 10월 1일 현재의 것입니다.
변경될 경우도 있으 므 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책자의 사진은 이미지이므 로 실제와
다소 다 를 수도 있습니다.

Ryuhyo Monogatari Train

請遵守這裡的
注意事項

All reserved seating
全車指定席 / 전차량 지정석

*Operating dates, timetable and the number of car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Some doors may not open at some stations. Please listen to
in-car announcement carefully. *Reservation is required before boarding as
the train is all reserved seating. *The information is current as of October 1,
2019. Please check the latest information as it may be changed. *The
image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s and may diﬀer from the actual situation.
※行駛日期、時刻、列車編成有可能未經預告即逕行變更。 ※在部分停靠站有些車
門無法開啓，請留意廣播指引。 ※全車均為指定席，乘車前必須先行訂位。※本簡介
刊載內容為2019年10月1日之資料，日後有可能略有變更，敬請確認。※本簡介之照
片僅供參考，實際上可能略有差異。

[Important Notes] To customers who take pictures
【중요한 안내】사진 촬영을 하시는 손님께
【重要通知】敬致拍照的旅客
Please follow
these notes.

Café available

設有Café 카페카

*Please purchase reserved seat tickets for SL Fuyu-no-Shitsugen Train at JR Ticket
Counter (Midori-no-madoguchi) after you enter Japan.
*Advanced reservations for reserved seats cannot be made on [JR-EAST Train Reservation].
※SL冬季濕原號的指定席券，請於入境日本後，在JR售票處（Midori-no-madoguchi）購買。
※透過「JR東日本網路訂票系統」，無法事先預約指定席。
※SL Fuyu-no-Shitsugen Train은 일본에 입국하신 후, JR역(JR티켓 카운터 (미도리노 마도구치))
에서 지정석권을 구입해 주십시오.
※‘JR 동일본 열차 예약 ’에서는 지정석을 사전에 예약하실 수 없습니다.

時刻表

Steam locomotive

이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