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라노 단풍 명소 NO.1  

 

후라노 로프웨이 9 월 중순 ～10 월 중순 

맵 코드 919 552 449 *28   전화번호：0167-22-1111 

 

출처：신 후라노 프린스 호텔     

영업시간： 2017 년 6 월 17 일 (토) ～ 2017 년 10 월 15 일 (일)  

영업시간： 8:00A.M.～4:00P.M.（6/17～7/14・8/21～9/15）  

영업시간： 8:00A.M.～7:00P.M.（7/15～8/20）  

영업시간： 7:00A.M.～4:00P.M.（9/16～10/15）  

운행 간격 20 분 

요금：대인￥1,900（편도￥1,300） / 어린이（초등학생까지）￥950（편도￥600）  

※ 악천후시 운행 정지 

http://www.princehotels.co.jp/furano-area/summer/activity/index03.html 

모리노 토케이 (숲의 시계*자상한 시간 까페) 및 닌구르 테라스 위치 

 



단풍 명소 NO.2 

 

토카치다케 온천 지구 9 월 중,하순경～10 월 상,중순경 

맵 코드  901 872 318*55  전화번호 0167-39-4111  

 

 

 

 

토카치다케 온천 (료운각) 十勝岳温泉（凌雲閣）맵 코드  901 872 318*55 1280m 일본 최고 높이인 온천! 

홈페이지：http://www.n43.net/onsen/tokachidake/  

 

 



단풍 명소 NO.3 

 

비에이 시로가네 온천 지구   9 월 중,하순 ～ 10 월 상,중순 

맵 코드  796 182 575*30    전화번호 0166-22-1543 

 

출처：北海道上川郡美瑛町白金 

 

흰 수염 폭포 맵 코드  796 182 575*30 

 

 

 

 



 

청의 호수  青い池 

맵 코드 349 569 814*88   

 

홈페이지：http://www.biei-shiroganeonsen.com/spot_midokoro.html 

 

단풍 명소 NO.4 

 

후라노시 토리누마 공원 富良野市鳥沼公園  

맵코드 349 007 622*00 

 



 

 

추천 꽃 밭 NO.1  

 

칸노 팜（카미후라노）  9 월～10 월 중순 

맵 코드 349 45 9528    전화번호 0167-45-9528 

 

홈페이지：http://www.kanno-farm.com/ 

 

추천 꽃 밭 NO.2 

 

사계채의 언덕（비에이） 9 월～10 월 중순 

맵 코드 349 701 155*36   전화번호 0166-95-2758 

 

홈페이지：http://shikisainooka.jp/ 



추천 꽃 밭 NO.3 

 

팜 토미타 （나카후라노）  9 월～10 월 중순 

맵 코드 349 276 804*00    

 

 

 

 

 

 

 

 



추천 꽃 밭 NO.4 

 

로쿠고 전망대（후라노）   9 월～10 월 초순 

맵 코드 550 774 846*71  

 

 

추천 이벤트 NO.1  

 

후라노 와인 포도 축제 

맵 코드 349 032 312*25    전화번호 0167-23-3388 

9 월 3 일 (일) 10:00 – 16:00   JR 후라노 역 옆 광장   

9 월의 포도 수확기에 맞춰 열리는 후라노 와인 포도 축제!  

후라노산 치즈 퐁듀, 후라노산 각종 와인과 후라노에서 수확된 제철 야채로 만든 음식들을 맛 볼 수 있습니다.  

축제때는 10 인에 한해 포도 밟기 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천 이벤트 NO.2  

  

후라노 치즈 축제  

맵 코드 550 840 171*82   전화번호 0167-23-1156 

2017 년 9 월 17 일  10:00 – 15:00  

후라노 치즈 공방에서 열리는 후라노 치즈 축제는 후라노 치즈로 만든 여러 음식들을 맛 볼수 있으며, 

여러게임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furano-cheese.jp/ 

  

 

추천 이벤트 NO.3 

 

비에이 센츄리 라이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며 달리는 비에이의 자전거 이벤트!  

일정：2017 년 9 월 23 일,24 일  

주소：「비에이쵸 체육공원」美瑛町丸山１丁目 1-9  

교통：JR 비에이 역에서 도보 약 19 분, 자동차로 약 7 분 

홈페이지：http://www.enjoy-biei.com/centuryride/course/index.html 

 

추천 이벤트 NO.3 

 

시무캅푸 단풍 축제 

맵 코드 694 513 125*28  

일정：2017 년 10 월 1 일 10:00 – 14:00  

주소：시무캅푸무라 농촌공원 占冠村 占冠村農村公園 (자연체감 시무캅푸 미치노에키 옆) 

홈페이지：http://www.shimukappu.com/event/ 

 

 



 

가을 체험 （10 월 하순경까지） 

 

아소비야      주소 : 富良野市学田三区 4746番地  TEL：0167-22-0534 

http://www.asobiya.jp/  

              EMAIL：info@asobiya.jp     계류 낚시등..  

 

알파인        주소 : 富良野市北の峰 14-6 TEL：0167-22-1311 

http://www.alpn.co.jp/taiwan/s-menu/index.html  

              EMAIL：alpine@m6.dion.ne.jp  계류 낚시, 캐니어닝 등.. 

 

Sportpia      주소：富良野市北の峰 18-1，北の峰 Termina1 옆 TEL：0167-22-1935 

  캐니어닝, 자전거등.. 

http://spfurano.com/summer.html 

 

플라잉 돌핀  주소  富良野市清水山 greenland。TEL：0167-23-1421 

계류 낚시, 래프팅등..   http://www.dolphins.gr.jp/ 

 

MPG 소라치  플라이트 체험, 모터 패러글라이딩  http://www1.odn.ne.jp/~syadan-hk/mpg/ 

 

 

유마            승마, 승마 임간 코스 

  주소 : 후라노 시  

http://yuma-horseback.com/  

                

Little Tree     래프팅등 계절별 다양한 액티비티 

                주소 : 南富良野町金山 400-1 

                http://www.little-tree.jp/portfolio_page/tr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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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furano.com/summ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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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노 및 비에이 근교 가을 사진 *9 월 하순 – 10 월 하순,11 월 초순경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