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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안내로 홋카이도의 자연을 즐기세요!

센모선(구시로～아바시리) 열차에서 '음성 안내' GPS 앱을 이용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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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모선은 구시로에서 아바시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도쿄도 23개 구가 모두 들어갈 정도의 면적을 가진 일본
최대의 습원, 구시로 습원. 일본에서 28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도 등재되었습니다. 기타하마역은 ‘오호츠크해에 가장 가까운 역’ ,
그리고 ‘유빙에 가장 가까운 역’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매력 넘치는 센모선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기간：2019년 4월 26일부터 일 년 내내
○실시구간：구시로～아바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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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누먀역
지금은 무인역이 되었지만, 예전에 역무원이 있었던 시절에는 먹이를 주어 두루미가 날아오는 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먹이를 찾아 역 주변에 두루미가 찾아옵니다. 운이 좋으면 역에서나 차창 너머로 두루미를, 또한 겨울에는 큰고니도 볼 수 있습니다.

◆기타하마역
승강장 바로 옆에 펼쳐지는 웅대한 오호츠크해. 한겨울이 되면 머나먼
아무르강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 다다른 유빙이 바다를 가득 메운, 유빙 벌판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옆에 설치된 전망대에 오르면 오호츠크해와
시레토코 연산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통 안내

１．삿포로에서 구시로까지 특급열차로 약 4시간 10분
２．삿포로에서 아바시리까지 특급열차로 약 5시간 30분

'음성 안내' GPS 앱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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