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코스

오전편은 매일 운행

신 후라노 프린스 호텔 9:00

Naturwald 호텔 9:09

ＪＲ후라노역 앞 9:20 ＪＲ후라노역 앞 10:10 ＪＲ후라노역 앞 11:20

후라노 와인공장 9:25 후라노 와인공장 10:15 후라노 와인공장 11:25

캄파나 롯카테이 ↓ 캄파나 롯카테이 10:17 캄파나 롯카테이 11:27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10:19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11:29

팜 토미타 9:40 팜 토미타 10:35 팜 토미타 11:45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10:50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12:00

캄파나 롯카테이 ↓ 캄파나 롯카테이 10:52 캄파나 롯카테이 12:02

후라노 와인공장 ↓ 후라노 와인공장 10:54 후라노 와인공장 12:04

ＪＲ후라노역 앞 10:00 ＪＲ후라노역 앞 11:04 ＪＲ후라노역 앞 12:14

ＪＲ후라노역 앞 13:10 ＪＲ후라노역 앞 14:10 ＪＲ후라노역 앞 15:10 ＪＲ후라노역 앞 16:10

후라노 치즈 공방 13:20 후라노 치즈 공방 14:20 후라노 치즈 공방 15:20 후라노 치즈 공방 16:20

바람의 가든/숲의 시계 카페/닌

구르테라스      (도착)
13:27

바람의 가든/숲의 시계 카페

/닌구르테라스(도착)
14:27

바람의 가든/숲의 시계 카페/

닌구르테라스   (도착)
15:27

바람의 가든/숲의 시계 카페/

닌구르테라스    (도착)
16:27

바람의 가든/숲의 시계 카페/닌

구르테라스      (출발)
13:45

바람의 가든/숲의 시계 카페

/닌구르테라스      (출발)
14:45

바람의 가든/숲의 시계 카페/

닌구르테라스      (출발)
15:45

바람의 가든/숲의 시계 카페/

닌구르테라스      (출발)
16:45

후라노 치즈 공방 13:50 후라노 치즈 공방 14:50 후라노 치즈 공방 15:50 후라노 치즈 공방 16:50

후라노 마르쉐 13:56 후라노 마르쉐 14:56 후라노 마르쉐 15:56 후라노 치즈 공방 16:56

ＪＲ후라노역 앞 14:03 ＪＲ후라노역 앞 15:03 ＪＲ후라노역 앞 16:03 ＪＲ후라노역 앞 17:03

오후편은 주 4일 운행   월수금일&7/15, 8/15

　운행기간 2017년 7/3(월) - 8/15(화)　 A코스（월수금일）　어른1,500엔 　　어린이（6세-12세）1,000엔　

　　　　　　　　　　　　　　　      　　　　　　　　　 B코스 （화목토)　　 어른 2,000엔 　　어린이（6세-12세）1,500엔　



B코스

신 후라노 프린스 호텔 9:00

Naturwald 호텔 9:09

ＪＲ후라노역 앞 9:20 ＪＲ후라노역 앞 10:10 ＪＲ후라노역 앞 11:20

후라노 와인공장 9:25 후라노 와인공장 10:15 후라노 와인공장 11:25

캄파나 롯카테이 ↓ 캄파나 롯카테이 10:17 캄파나 롯카테이 11:27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10:19 팜 토미타 11:29

팜 토미타 9:40 팜 토미타 10:35 팜 토미타 11:45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10:50 후라노 포도 과즙 공장 12:00

캄파나 롯카테이 ↓ 캄파나 롯카테이 10:52 캄파나 롯카테이 12:02

후라노 와인공장 ↓ 후라노 와인공장 10:54 후라노 와인공장 12:04

ＪＲ후라노역 앞 10:00 ＪＲ후라노역 앞 11:04 ＪＲ후라노역 앞 12:14

ＪＲ후라노역 13:10

글래스 포레스트 유리공방

＆주워온 집(도착)
13:40

글래스 포레스트 유리공방

＆주워온 집(출발)
14:25

로쿠고의 숲 (도착) 14:35

로쿠고의 숲 (출발) 15:00

후라노 오르골 당 (도착) 15:10

후라노 오르골 당 (도착) 15:30

로쿠고 전망대 （차창）

후라노 잼원

호빵맨 숍(도착)
15:40

후라노 잼원

호빵맨 숍(출발)
16:15

고로의 돌 집(도착) 16:20

고로의 돌 집(출발) 16:50

ＪＲ후라노역 17:30

Naturwald 호텔 17:45

신 후라노 프린스 호텔 18:00

이 로쿠고행 버스는 주3일 운행   화목토　※7/15 (토) & 8/15 (화)는 로쿠고행 버스는 운행 하지 않습니다.

（오전편은 매일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