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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안내로 홋카이도의 자연을 즐기세요!

후라노선(아사히카와～후라노) 열차에서 '음성 안내' GPS 앱을 이용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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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노선은 아사히카와에서 후라노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비에이초에서는 밭과 신록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언덕 풍경을, 가미후라노초에서는 웅대한 도카치다케 연봉의 산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전원 풍경을,
나카후라노초와 후라노시에서는 대지를 물들이는 라벤더와 계절을 채색하는 꽃밭 등 차창 밖으로 펼쳐진
홋카이도만의 절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력 넘치는 후라노선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기간：2018년 8월 1일부터 일 년 내내
○실시구간：아사히카와～후라노
○실시내용： 소지하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무료 앱 'SkyDesk Media Trek'(후지 제록스㈜ 제공)를 다운로드하여 본

앱을 실행하시면, 시행 구간에 다가갔을 때 GPS로 위치를 인식하여 볼거리 개요를 4개 국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자동 음성 안내합니다.

○사용 이미지:

○'음성 안내' GPS 앱 다운로드:
다음 QR 코드를 통해 'SkyDesk Media Trek'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SkyDesk Media Trek APP
앱을 미리 다운로드

차에서 앱 실행
북 선택

위치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AppStore

Google Play

※다운로드 시 발생하는 통신비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음성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른 손님에게 폐 끼치지 않도록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거리
◆비에이 메르헨의 언덕

나무들 사이로 짧은 순간이지만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붉은 지붕 집이 보입니다. 이 언덕과 붉은 지붕 집 풍경은 비에이의 경관
중에서도 많은 사진 애호가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별명 '비에이 메르헨의 언덕'이라 불립니다.

◆나카후라노초영 라벤더원

호쿠세이야마 산은 나카후라노초 주민들의 상징이자 휴식 공간입니다. 이
비교적 급한 경사면은 여름에 '초영 라벤더원'으로 조성되어 경사면 가득
라벤더밭이 펼쳐지며, 관광 리프트에 올라 꽃밭을 내려다보는 공중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변신합니다.

○교통 안내

１．삿포로에서 아사히카와까지 특급열차로 약 1시간 25분
２．삿포로에서 다키카와까지 특급열차로 약 50분
다키카와에서 보통열차로 환승하여 후라노까지 약 1시간 10분

'음성 안내' GPS 앱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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