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로 떠나 는

Enjoy
Hokkaido

당일치기 여행
【공통내용】
■가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대금은 대인/만 12세이상 12세미만(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6세미만의 손님은 시설이 정해놓은 시설사용료・식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에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의 JR지정석・식사권이 필요한 경우는 어린이 요금이 필요합니다.
■■포함내역/（공통）각 코스 일정표에 표기된 왕복ＪＲ요금（여행상품용 할인요금 적용）、소비세등
포함 ( 단 ,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실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 택시 플랜：왕복 택시요금, 입장료（대인 한정）
・노보리베쓰 온천：왕복 버스요금, 당일치기 입욕요금（점심식사・타월 포함）
■여행일정은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요리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요금을 지불하신 손님에 대해서는
시설에 따라 ‘어린이용 요리’ 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중의 일정은, 같은 그룹내에서 동일한 열차 및 설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관광시설의 만실, 교통기관 등의 만석 및 여행일정에 포함되는 시설의 상황(식사준비 또는 시설의
영업시간 등)에 의해, 예약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폰권류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재발행 해드리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사용 쿠폰류의 환불은 해드리지 않으므로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JR당일치기 여행 패키지는 출발일 10일전 이후의・출발일・교통기관 이용일 등의 변경은 하실 수
없습니다.
■구매하신 곳 이외의 장소에서는 환불하실 수 없습니다.

【열차 이용 안내】
★이 팸플릿에서 안내해 드리는ＪＲ승차권은 여행상품용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통상적인ＪＲ권과는
취급내용이 다르므로 양해바랍니다.
★승차하시는 열차가 한정되어 있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 팜플렛에 기재된 열차 이외의 이용은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기 안내는 한정열차의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여행을 신청하실 때에는 희망 승차일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행이 있으신 손님께서는 모두 동일 열차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열차의 지정석이 만석으로 인해 자유석을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 차액은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팸플릿 및ＪＲ승차권면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도중하차는 하실 수 없습니다. 도중하차 지정역
이외의 역에서 하차하시는 경우, 그 이후의 승차권은 무효 처리됩니다.

【지정석 변경에 대하여】
★전화에 의한 변경, 열차내에서의 변경, 승차일의 변경 등은 하실 수 없습니다.
★출발하시는 그룹 내의 일부 손님만의 변경은 하실 수 없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출발 그룹
전원의 티켓이 필요합니다.
〈출발일 전까지〉
●구입 점포에서 영업시간 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출발 당일・여행중〉
●예약이 완료된 열차의 출발 1시간 전까지 JR홋카이도역(신칸센역 제외) 및 트윙클 플라자에서
영업시간 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예약이 완료된 열차의 출발 1시간 이후에는 지정석의 변경은 하실 수 없습니다.

판 매 장소

삿포로역
구내�안내도

▇ 삿포로역：JR여행센터 (트윙클 플라자) 삿포로 지점, JR여행센터 (트윙클
플라자) 삿포로 남쪽출입구 지점
※삿포로역의JR티켓 카운터 (미도리노 마도구치)와 JR정보 외국어
안내데스크에서는 이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하코다테역, 아사히카와역, 오비히로역, 구시로역：JR여행센터 (트윙클 플라자)
▇ 신치토세공항역：JR정보 외국어 안내데스크
▇ 그 외 홋카이도내 각역

홋카이도
삿포로
관광안내소

서쪽�콩코스 JR여행센터 (트윙클�플라자) 삿포로�지점 동쪽�콩코스
総合案内所

?

발권기

발권기

JR정보�외국어�안내데스크

개찰구

개찰구

서쪽 JR티켓�카운터
(미도리노�마도구치)

동쪽�콩코스

서쪽�콩코스

JR여행센터 (트윙클�플라자) 남쪽�출입구�지점

아사히카와
열차한정

철도경찰

동쪽 JR티켓�카운터
(미도리노�마도구치)

ACCE SS M A P

아사히야마 동물원 택시 플랜
■최소출발인원／2인 ■당일 신청 OK

왕복JR

삿포로역

＋

아사히야마
동물원 택시 왕복

특급Lilac・Kamui호
・특급 Lilac아사히야마 동물원호
（열차한정）

아사히카와
역
자유석 또는 지정석 ★

＋

아사히카와

아사히야마 동물원
입장권(대인 한정)

택시

개인택시에 한해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삿포로

편안하게 계속 앉아서
가실수 있습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

※중학생 및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

개인택시에 한해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카와
역

JR

특급Lilac・Kamui호
・특급 Lilac아사히야마 동물원호
（열차한정）

자유석 또는 지정석 ★

택시

삿포로역

★지정석은 편도500엔의 추가요금이 필요합니다.（만6세～11세는 250엔） ※돌아오시는 시간은 출발하실때의 택시에서 반드시 운전수를 통해 예약해 주십시오.

■여행요금／대인 1인 ※（ ）의 요금은 만 6~11세 요금

삿포로역
출도착

아사히야마
동물원

4인1대

3인1대
2인1대

개장기간・개장시간

기간

4/28-10/15

10/16-11/3
8/10~8/16

A기간

7,200 엔（4,000엔）
7,800 엔（4,400엔）
8,800 엔（5,300엔）

화상제공：아사히카와시�아사히야마�동물원

시간

9:30-17:15 (16:00까지 입장가능)

9:30-16:30 (16:00까지 입장가능)
9:30~21:00 (20:00까지 입장가능)

B기간

8,000 엔（4,400엔）
8,600 엔（4,800엔）
9,600 엔（5,700엔）

●출발일／

A) 2018년5월7일~8월2일, 8월17일~9월30일
B) 2018년4월28일~5월6일, 8월3일~8월16일

※중학생은 대인 요금에서 800엔 할인됩니다.

아사히카와역 앞 북쪽・남쪽 출입구 택시
승강장에 정차되어 있는 모든 개인 택시에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등에
※택시는 운전수를 포함하여 5명이 정원입니다.
※개인택시 이외에는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노란색으로 ‘개인’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특급 Lilac
아사히야마동물원호를
이용하실�수�있습니다！
운행일：
2018년
6월2,3,9,10,16,17,23,24,30일,
7월1,7,8,21,22,28,29일,
8월4,5,18,19,25,26일

노보리베쓰
열차한 정

■최소출발인원／1인 ■출발 3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보리베쓰온천 세키스이테이에서 당일 온천입욕과 런치

노보리베쓰온천

눈앞에 펼쳐지는 대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대온천탕.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느긋한 온천욕을 즐기실 수 있는 노천탕.
자연과 한몸이 되는 듯한 온천에서 즐거운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발일／2018년4월1일~9월30일

왕복JR

＋

＋

식사

■여행요금／대인 1인 ※( )의 요금은 만 6~11세 요금
삿포로역
출도착

ACCESS MAP

입욕

삿포로

9,200엔（6,600엔）

노보리베쓰

※출발 제외일：4/27~5/6, 7/14,15, 8/3~16, 9/15,16,22,23
※출발당일은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지）

〈비치물품 등〉

목욕타올

페이스타올

암반욕

유카타

맛사지

피부미용

※암반욕・맛사지・피부미용은 유료입니다.

〈입욕·휴식·식사〉
입욕

〈역에서 오시는 방법〉
노보리베쓰역에서 아시유이리구치행 버스로 약 25분,
족욕탕 입구 하차 도보로 약 1분

휴식

노보리베쓰역에서 노보리베쓰 온천행 버스로
약 20분 노보리베쓰 온천 하차 도보로 약 15분

삿포로역

특급열차
（열차 한정）

자유

식사

노선버스

노보리베쓰

노천탕포함 대온천탕 11：00～18：00
（매주 월·화요일 노천탕 이용 13:30 ～）
（월～토요일의 10：00～14：00는 일부 욕조가 청소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중에는 이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탭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버스)

휴게실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12：00～18：00

레스토랑 또는 식당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12：00～13：00

노보리베쓰 온천
온천욕·점심식사·휴식·자유시간

JR
노선버스

(도난버스)

노보리베쓰

식사（이미지）

버스

특급열차
（열차 한정）

자유

식사

삿포로역

이시카리나베, 사시미정식 등

상황에 따라 요리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 안내（하기 시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행
노보리베쓰역앞 출발
노보리베쓰온천 도착
아시유이리구치 도착

8:58
9:20
—

도난버스

9:32 10:04 10:20 10:57 11:20
9:52 10:20 10:34 11:17 11:36
—
—
—
—
10:47

도난버스
하행
—
—
—
—
—
—
—
—
아시유이리구치 출발
16:56
15:47
노보리베쓰온천 출발 14:55 15:20 15:35 15:56 16:20 16:40 17:05 17:30 18:02 18:15
노보리베쓰역앞 도착 15:07 15:32 15:47 16:14 16:32 16:52 17:23 17:42 18:14 18:27

※노선버스는 상기의 시간 이외의 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열차의 안내

삿포로⇔노보리베쓰 구간은 열차 한정, 자유석 한정입니다.

【출발하실때 이용 가능한 열차（자유석 한정)】
삿포로 출발

Suzuran 2호
Super Hokuto 8호

※열차의 시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7:30
9:32

노보리베쓰 도착

【돌아오실때 이용 가능한 열차（자유석 한정）】
Suzuran 9호
Suzuran 11호

8:44
10:43

●이 여행은 홋카이도 여객철도 주식회사(이하 '당사')가 여행을 기획하여 실시하며 여행자는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① 신청과 계약성립
소정의 여행 신청서에 기입하신 후, 다음에서 정하는 신청금을 지불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청금

16:53
18:39

18:11
19:55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여행조건(요약)과 각 코스의 안내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신청시에 자세한 여행조건과 개인정보의 취급의 설명을 서면으로 드리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여행조건(요약)

여행대금 (1인)

삿포로 도착

노보리베쓰 출발

30,000엔 미만
6,000엔

60,000엔 미만
12,000엔

100,000엔 미만
20,000엔

※그러나 여행요금이 6,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여행요금의 전액입니다.

150,000엔 미만
30,000엔

150,000엔 이상

여행대금의 20%

●당사 및 당사의 수탁영업소(이하 '당사 등')는 전화, 우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하여 여행계약의 예약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일 이내에 신청서와

신청금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사는 신청을 무효화하여 취급합니다. 여행대금은 여행개시일의 14일
전까지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②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

각 코스마다 명시한 운송기관의 운임·요금, 숙박비, 식사비, 소비세 등의 세금 및 별도로 명시한 그 외의 비용 등.

③여행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각 코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교통비 등의 제비용, 개인적 제반비용, 옵션여행(별도요금)의 대금 등.
④취소요금 등

계약 성립 후, 여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1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표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취소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복수 인원이 참가하는 여행 중 일부의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경우, 참가하는

여행자가 운송·숙박 기관 등의 (1대·1객실에 해당하는) 이용 인원수 변경에 대한 차액을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출발일의 변경, 운송·숙박 기관 등 일정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여행 전체의 취소로
간주하며 소정의 취소료를 받습니다.

⑤여행 안내원 (가이드)

여행 안내원 동행이라 기재된 코스를 제외한 모든 코스는 여행 안내원을 동반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자가 여행에
필요한 쿠폰류를 드립니다. 단, 여행 서비스를 제공을 받기 위한 수속은 여행자 본인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일

1. 11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해제
여행개시일의
2. 10～8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해제
전일부터 기산하여
3. 7～2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해제
4.이용개시일의 전일 해제
5.이용개시일 당일 해제（6 제외）
6.이용개시일 후 해제 또는 연락없이 불참가

취소료

무료
여행대금의 20%
여행대금의 30%
여행대금의 40%
여행대금의 50%
여행대금의 100%

※옵션 여행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하는 취소료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⑥통신계약

당당사 등은 당사 등이 제휴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원의 서명 없이도 여행대금, 취소료 등을 결제할 수
있다’ 는 조건으로 ‘전화, 팩시밀리 또는 그 이외의 통신수단을 통한 여행신청’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여행업자 등으로 인하여 취급하는 카드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여행조건·여행대금의 기준일

이 여행조건은 2018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또한, 여행대금은 2018년 3월 1일 현재의 유효한 운임·요금·
규칙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당사 등은 여행신청 시 제출된 여행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손님 여러분과의 연락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외에도 손님 여러분이 신청하신 여행에서 운송・숙박기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배 및 그 서비스의 수령을 위한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 당사의 여행 계약상의 책임,
사고 시의 비용 등을 담보로 하는 보험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 또한 여행지의 토산품점에서 손님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들 운송・숙박기관 등, 보험회사, 토산품점 등에
대하여 손님 여러분의 이름 등을 사전에 전자적 방법 등으로 송부하여 제공합니다. 여행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들 개인 데이터의 제공에 대하여 손님 여러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