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2 월
7 일
서 일 본 JR 버 스 주 식 회 사

JR 고속버스

'교토역(가라스마 출입구)~아리마 온천'선을
호평에 부응하여 3 월 1 일부터 증편합니다!
☆교토를 아침에, 아리마 온천을 저녁에 출발하는 편을 새로이 운행. 교토에서
아리마 온천을 당일치기 여행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 일정에 편리한 시간대는 현행 1 왕복에 더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1 왕복을 증편합니다.
☆오사카역・신오사카역, 산노미야 버스터미널・신코베역에서 아리마 온천까지의
노선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운드 고객으로부터 교토 ・ 오사카 ・ 고베
지역을 여행하실 때 편리하다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１．시각표 개정 실시일
2018 년 3 월 1 일(목)

２．새로운 시각표
■'교토역(가라스마 출입구)~아리마 온천'선(아리마 익스프레스 교토호)
〇평일은 2 왕복,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 왕복 운행합니다.
교토역 출발

아리마 온천
도착

아리마 익스프레스 교토 1 호[매일 운행]

8：40

아리마 익스프레스 교토 3 호[매일 운행]

14：10

아리마 익스프레스 교토 301 호【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운행】

→

9：50
15：20

15：00

16：10

아리마 온천

교토역 도착

출발
아리마 익스프레스 교토 2 호[매일 운행]
아리마 익스프레스 교토 302 호【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운행】
아리마 익스프레스 교토 4 호[매일 운행]

10：40

→

11：50

11：25

12：35

16：10

17：20

〇 교토역 가라스마 출입구(중앙 개찰구)를 나와 바로 앞 승강장에서부터 운행. JR 과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도 매우 편리합니다.

3．요금
(편도・성인 1 명)
교토역~아리마 온천

보통 운임

사전구매 7

1,800 엔

1,400 엔(400 엔저렴)

〇 '사전구매 7'은 7 일 전까지 구입하면더 저렴한 할인 제도입니다.
〇교통계 IC 카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이 지역 여행을 교통계 IC
카드로 즐기시는 인바운드 여행객께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itaca. PASMO, Suica, manaca, TOICA
PiTaPa, ICOCA, 하야카켄, nimoca, SUGOCA

4．승차권 구매
〇인터넷 구매
인바운드 여행객은 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사이트 '일본 고속 버스넷(Japan Expressway Bus Net)'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〇전화 예약
서일본 JR 버스 전화예약센터
0570-00-2424 [영업시간 10:00～19:00(연중무휴)]
※예약 후에 편의점 또는 버스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〇창구 구매
오사카・
교토・
산노미야 등의 버스승차권센터뿐만 아니라 주요 여행회사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〇아리마 온천에서는 아리마 온천 관광안내소와 주요 료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〇４열 시트・
하이데커 차량(화장실 있음)으로 운행합니다.
〇 JR 고속버스는 교토역 외에도 오사카역 ・신오사카역, 산노미야 버스터미널 ・
신코베역에서 아리마 온천까지의 노선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운드
고객으로부터 교토 ・오사카 ・고베 지역을 여행하실 때 편리하다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편도・성인 1 명)
보통 운임

사전구매 7

1,370 엔

1,000 엔(370 엔 저렴)

1,230 엔

1,000 엔(230 엔 저렴)

오사카역~아리마 온천
(평일 3 왕복,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5 왕복)
신오사카역~아리마온천
(매일 2 왕복)
산노미야 버스터미널~아리마
온천
(평일 5 왕복,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7 왕복)

770 엔

700 엔(70 엔 저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