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설 사이트는 여기에서→

Let’s GO! OSAKA 캠페인

숙 박 체험 시설 먹거리 , 기타

※본 캠페인은 오사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osaka info 검색

점포명 / 시설명 특전 내용 등 기간 장소

1 호텔 플라자 오사카

레스토랑 4점포 10% 할인
레스토랑 4점포(가덴, 다이코엔, 크리스탈, 코르디알) 10% 할인　
※조식 제외
미네랄워터 선물
※단체 손님(투어객)은 제외

11/1~12/31 레스토랑 4점포(가덴, 다이코
엔, 크리스탈, 코디 얼)

2 리가로얄호텔
식사 할인권 배포
호텔 직영 레스토랑 10 점포 10% 할인.
할인 티켓 배부 장소(안내 데스크)에 여권을 제시하면 1인 1장 수령

11/1~12/20      
12/26~12/30

리가로얄호텔 내 All Day 
Dining Remone 외

3 게이 한나 플라자 호텔

게이 한나 플라자 호텔 스위트 룸 반액 캠페인
(3만엔을 반액에!)
게이 한나 플라자 호텔에서 하나뿐인 스위트룸을 반액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의 객실로 기념일 숙박에 최적입니다.(요금은 1박 2인 이용으로 세금, 봉
사료와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전화 예약 필수

11/4~12/31 게이 한나 플라자 호텔
TEL.0774-95-0101

4 신한큐 호텔 등

그랜드프런트오사카 ‘우메키타 플로어’에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 선물
그랜드프런트오사카 북관 6층 ‘우메키타 플로어’에서 23시 이후에 이용 가
능한 10% 할인 쿠폰을 우메다 지역의 한큐한신 그룹 호텔 및 다음의 QR코
드 사이트에서 드립니다. 

~2019/3/31 그랜드프런트오사카 북관
6층 ‘우메키타 플로어’

5
Swissôtel Nankai Osaka 호텔 숙박자에게 웰컴어메니티 및 식사권 선물 

호텔 체크인시 캠페인 사이트를 제시하면 웰컴어메니티(마카롱 3개) 및 호텔 내 모든 
레스토랑에서 사용 가능한 1,000엔 식사권을 드립니다. 2019/12/31

까지

Swissôtel Nankai Osaka

6 모든 고객에게 레스토랑 할인 
캠페인 사이트 제시하면 모든 레스토랑 15% 할인

Swissôtel Nankai Osaka내 
모든 레스토랑

7 도톤보리 ZAZA

주유 패스 소지 시
‘GOTTA’는 선착순 20명까지 관람 무료.
‘ZAZA 오와라이 라이브’는 인원수 관계없이 관람 무료.
주유 패스가 있다면 ‘GOTTA’는 선착순 20명까지 관람 무료. 
20명을 넘어도 1,000엔으로 관람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GOTTA’ ①11:00~ ②13:00~ ③15:00~ (각45 분)
※화요일은 정기휴일
‘ZAZA 오와라이 라이브’ ①11:30~ ②12:30~ ③13:30~
④14:30~ ⑤15:30~ (각 30분)
※성원에 힘입어 추가 공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H31/3/31 까지
나카자 구이다오레 빌딩 지하 
1층 도톤보리 ZAZA(구이다
오레타로가 있는 빌딩)

8 Ninja-Do
수리검 원 코인 체험
닌자의 무기로 유명한 수리검! 통상 5장 300엔의 수리검 체험을 5장에 원 코인 100엔
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9/20~11/25 Ninja-Do, Ninja-show ‘닌
자 다케토리 이야기’ 회장

9 기시와다 단지리 회관
대상자에게는 축제 부채 선물 및 입장료 할인 
(성인 600엔→400엔, 어린이 300엔→200엔)
※여권 제시 필수
※부채 선물은 재고 소진 시 종료(수량한정)

11/1~12/28 기시와다 단지리 회관

10 기시와다 성
대상자에게는 오리지널 클리어 파일 증정 및 입장료 할인 
( 성인 300 엔→ 210 엔 어린이 무료 ) 
※ 여권 제시 필수
※ 오리지널 클리어 파일 선착순 100 명

11/1~12/28 기시와다 성

11 아니모
유메카와 애니멀 파크

‘화이팅 오사카!’ 구호에 주스 1병 선물!
매장에서 ‘화이팅 오사카!’ 구호를 외쳐주신 분께 주스 1병을 드립니다.

11/1~12/30 아니모
유메카와 애니멀 파크

12 PIRATES OF OSAKA
크루즈 평일 반액 캠페인
기간 동안 평일 13시~16시 시간대 편에 한해 승선 요금 반액
성인/ 1,000엔→500엔(12세 이상)
어린이/ 800엔→400엔(4세 이상) ※3세 이하는 무료

티켓 부스
오사카시 주오구 도톤보리 
1-5-7 B1F

13 Joshin
할인 서비스
은련 카드, VISA카드, 해외 발행 JCB 카드를 제시하거나, WechatPay, Alipay로 결제
하면 5% 추가 할인.
TV 게임기 본체는 제외. ※방일 해외 여행자에 한합니다. 8% 면세까지.

2019/3/31 까지 오사카후 내 
Joshin 모든 점포

14 Samurai Café
갑옷 무료 체험 ‘Samurai Armor Experience’ 
Samurai Café를 관람 후 영화와 연극 등에서 실제로 사용된 갑옷을 입고 본인의 카메
라나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11/1~12/31 Samurai Café

15 사카이 리쇼노모리
전시 관람(무료)과 유레이 다도 체험 20% 할인
전시 관람 무료(통상 요금 성인 300엔)
유레이 다도 체험 20% 할인(통상 요금 성인 500엔)

2019/12/31
까지 사카이 리쇼노모리

16 사카이시 박물관

화이팅 오사카! 세계 문화 유산을 오사카에!
고분과 역사의 도시 사카이를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자 캠페인①
①닌토쿠천황릉 고분 VR 투어
    외국인 여행자 특별 가격 500엔(통상 800엔) 
②여권을 제시하면 입장료 무료(통상 요금 일반 200엔, 특별전 기간 중에는 500엔)
※접수카운터에서 여권 제시 필수.
다국어판 ‘사카이 관광 가이드북’도 함께 이용해 주십시오.(영어, 간체, 번체, 한국어)

2019/12/31
까지 사카이시 박물관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s://plazaosaka.com/ko
https://www.rihga.com/kr
https://www.gfo-sc.jp/umekita-floor/
https://www.swissotel-osaka.co.jp/?p=23726
https://osaka-info.jp/ko/page/kishiwada-danjiri-kaikan
https://osaka-info.jp/ko/page/kishiwada-castle
https://osaka-info.jp/ko/page/animo
http://pirates-of-osaka.com/dotonbori-en/
http://samuraicafe.jp/
http://www.sakai-rishonomori.com/en/
https://osaka-info.jp/ko/page/sakai-museum
https://hotel.keihanna-plaza.co.jp/
http://www.vitalartbox.com/zaza/
http://ninja-do.com/
https://shop.joshin.co.jp/global/index.php?lang=ko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숙 박 체험 시설 먹거리 , 기타

※본 캠페인은 오사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포명 / 시설명 특전 내용 등 기간 장소

17 사카이역 관광 안내소(1 층)
다이센 공원 관광 안내소

화이팅 오사카! 세계 문화 유산을 오사카에!
고분과 역사의 도시 사카이를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자 캠페인②
관광 자전거 대여
외국인 여행자 무료(통상 전동 보조 자전거 500엔, 일반 자전거 300엔)
※접수카운터에서 여권 제시 필수.
다국어판 ‘사카이 관광 가이드북’도 함께 이용해 주십시오.(영어, 간체, 번체, 한국어)

2019/12/31
까지

사카이역 관광 안내소(1층) 
및 다이센 공원 관광 안내소

18 사카이 시립 마치야 역사관 
야마구치가문 주택

여권을 제시하면 야마구치가문 주택 입장료가 무료!
여권을 제시하면 입장료 무료(통상 요금 200엔)

2019/12/31
까지

사카이 시립 마치야 역사관 
세이가쿠인

19 사카이 시립 마치야 역사관 
세이가쿠인

여권을 제시하면 세이가쿠인 입장료가 무료!
여권을 제시하면 입장료 무료(통상 요금 100엔)

2019/12/31
까지

사카이 시립 마치야 역사관 
세이가쿠인

20 관광 안내소
‘이즈미사노 마치도코로’

혜택이 듬뿍! 일본 문화 체험
기간 동안 관광 안내소 ‘이즈미사노 마치도코로’에서 1인당 2,000엔 이상 구입하면 통
상 1,000엔의 기모노 체험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1/1~12/25

관광 안내소
‘이즈미사노 마치도코로’
오사카후 이즈미사노시 우에
마치 3-8-12

21 일반사단법인
한난시 관광 협회

활기차게! ‘한난시’　
방일 인바운드 빈손 관광 반액 캠페인!!
기간 동안 한난시에 방문해 주신 방일 인바운드 고객에 한하여 수하물 보관과 대여 자
전거 세트를 원 코인 500엔에 OK!(통상 수화물 보관 500엔, 대여 자전거 500엔) 게다
가, 1인 1병의 미네랄워터와 다국어(영어, 한국어, 간체, 번체) 관광 지도 선물.
※해당 일시는 평일 9:00~17:00(11/2, 9, 20, 21, 23, 12/3, 10, 18, 26은 제외)
접수 시 여권을 제시해 주십시오.
협회에 방문한 고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의 충전이 무료.

11/1~12/27
평일 9:00~17:00

난카이 전철 오자키역 앞
한난시 관광 협회 사무소

22 오사카 수상 버스

유람선 할인
오사카 주유패스 아쿠아 라이너 승선 가능 ( 아쿠아 라이너 정기편에서 오사카 
주유패스로 승선 가능 )
일본인 대상으로 실버 할인 (65 세 이상 또는 2 명이 120 세 이상인 경우 30% 
할인 ) 실시

 ~3/19

23

TSUKIHITEI

식사 대금 10% OFF
※여권 제시. 다른 할인, 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TSUKIHITEI (Namba)

24
TSUKIHITEI 
(Uehonmachi)

25 TSUKIHITEI (Tennoji)
26

EDOGAWA

EDOGAWA (Namba Walk)
27 EDOGAWA (Uehonmachi)
28 EDOGAWA (Tennoji)

29
EDOGAWA (Abeno 
Harukas Dining)

30
EDOGAWA (Hankyu 
Sanbangai)

31 AYAKAZI AYAKAZI
32

HYAKURAKU
HYAKURAKU

33
HYAKURAKU (Tennoji 
Shinoise)

34 SHISENSANKAN (Abeno 
Harukas Dining)

SHISENSANKAN (Abeno 
Harukas Dining)

35 SOLARE DONO SOLARE DONO

36
간사이 국제공항 직영 면세점
KIX DUTY FREE

WEB 예약 5%+교환권
(사진) 제시하면 오리지널 상품 증정
WEB 예약한 분으로, 교환권(사진)을 계산대에 제시하면 오리지널 상품(프릭션 볼펜 혹은 
노트) 1개 증정
※할인 대상(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등 일부 제외 품목 있음)
※오리지널 상품은 소진 시 종료(수량 한정)
※선착순 300명까지
PC사이트용
https://www.kixdutyfree.jp/ComMainVisual.aspx?file=2018pre   
스마트폰 사이트용
https://www.kixdutyfree.jp/sp/ComMainVisual.aspx?file=2018pre

11/1~12/31
소진 시 종료
(수량 한정)

간사이 국제공항 직영 면세점
제1, 2 터미널 빌딩
(KIX DUTY FREE 본관 북점, 
KIX DUTY FREE 본관 남점, 
KIX DUTY FREE 제2터미널 
빌딩점)

37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먹거리 쿠폰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루쿠아 오사카 혹은 다이마루 우메다점 등 100개 이상의 점포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전 팸플릿(계산 시 10% OFF 등)과 특별 제작한 클리어 파일을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3F 인포메이션에서 선착순 1,500명에게 드립니다.
스마트폰 대응 사이트(영어, 번체, 간체 한국어 대응)에서도 특전 이용이 가능합니다.
※  ･‘JR-WEST RAIL PASS’를 이용하는 고객

･10월1일(월) 이후, 선착순 1,500명(1인 1개)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인포메이션(오사카역 3F 남북 연결교)에서 오리지널 클리어 파
일 및 오사카 스테이션 내 주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전북을 선물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URL을 확인해 주십시오.

11/1~12/31
특전 이용 가능 기간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각 시설

38 게이한 백화점
방일 외국인 고객 전용의 특별 쿠폰 증정
서비스 카운터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게이한 백화점 모리구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15% 우대 쿠폰을 증정

~12/31 게이한 백화점 모리구치점

39 아식스 스토어 기간 한정 방일 해외 여행객 대상 할인 서비스
여권 제시로 면세+5% 할인

11/1~12/31 아식스 오사카 신사이바시
아식스 스토어 오사카

http://www.sakai-tcb.or.jp/korean/service/index.html
http://www.city.sakai.lg.jp/kanko/rekishi/bunkazai/bunkazai/shokai/bunya/kenzobutu/yamaguchike.html
http://www.city.sakai.lg.jp/kanko/rekishi/bunkazai/bunkazai/seigakuin.html
http://trans.kankou-izumisano.jp/LUCIZUMI/ns/tl.cgi/http%3a//www.kankou-izumisano.jp/news/1492740599170.html?SLANG=ja&TLANG=ko&XMODE=0&XPARAM=q,&XCHARSET=UTF-8&XPORG=,&XJSID=0
http://www.kintetsu-rs.com/details/groupbrand/tsukihi/
http://www.kintetsu-rs.com/details/groupbrand/edogawa/
http://www.kintetsu-rs.com/details/shop/310
http://www.kintetsu-rs.com/details/groupbrand/hyakuraku/
http://www.kintetsu-rs.com/details/shop/347
http://www.kintetsu-rs.com/details/shop/317
https://www.kixdutyfree.jp/ComMainVisual.aspx?file=2018pre
https://osakastationcity.com/kr/
https://www.keihan-dept.co.jp/moriguchi/international/korean/
http://hannan-tb.jp/en/
https://www.asics.com/jp/ja-jp/mk/shoplist/holder/asics-store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숙 박 체험 시설 먹거리 , 기타

※본 캠페인은 오사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포명 / 시설명 특전 내용 등 기간 장소

40 아식스 타이거 기간 한정 방일 해외 여행객 대상 할인 서비스
여권 제시로 면세+5% 할인

11/1~12/31 아식스 타이거 신사이바시

41

한큐 투어리스트 센터 
오사카 , 우메다

500 엔 쿠폰 선물
‘한큐 투어리스트 센터 오사카, 우메다’에서 ‘HANKYU TOURIST PASS’ 또는 
‘HANSHIN TOURIST PASS’를 구입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게 ‘그랜드프런트오사카 
숍&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엔 쿠폰 및 ‘하비스 PLAZA/PLAZA E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엔 쿠폰을 드립니다.
※3,000엔 이상의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소진 시 종료
(수량한정/선착순 

1500명)

한큐 투어리스트 센터 
오사카, 우메다

42

철도 버스 ‘HANKYU TOURIST PASS’ ‘HANSHIN TOURIST 
PASS’를 특별 가격으로. 
HANKYU TOURIST PASS 1Day가 700엔(통상 800엔)
HANKYU TOURIST PASS 2Day가 1,200엔(통상 1,400엔)
HANSHIN TOURIST PASS가 500엔(통상 700엔)

~2019/3/31

한큐 투어리스트 센터 오사
카, 우메다
간사이 관광 정보 센터(간사
이 국제 공항 내) 등

43 HARUKA300
SNS 캠페인
HARUKA300에 입장한 방일 외국인 중 전망대의 매력적인 사진을 SNS에 올려주신 모든 
분에게 선물 증정

11/1~12/31 HARUKA300

44 키린도
키린도 화이팅 오사카! 응원 캠페인
결제 시 계산대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면세 금액 합계 1만엔 이상 구매 시 3% 할인, 면
세 금액 합계 3 만엔 이상 구매 시 5% 할인 캠페인

11/1~12/31 북 신사이바시점, 사카이스지
혼마치점, ekimo 난바점

45 HANKYU TRAVEL

일본차(페트병) 선물
오사카(우메다, 난바) 출발 교토 일일 버스 투어 (WOW BUS!! 코스 
NO : Y006Z1)에 참가하는 고객님께 차내에서 일본차(페트병)를 1인 
1병 선물!
※12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스 내용: 오른쪽 QR 코드　　  　　　　　　　　　　　　　　　　　　　　　

~12/28 출발

46 긴테츠 그룹
홀딩스 ( 주 )

HARUKA300 입장권
아시아나 항공과 제휴하여 아시아나 항공이 선정한 여행사의 오사카 여행 상품에 
HARUKA300 입장권 증정 ( 선착순 200 명 )

11 월 이후 예정 중

47 ( 주 ) 긴테츠 백화점
아베노 하루카스 긴테츠 본점

매일 선착순 50명 노벨티 증정
기간 동안 부인복, 신사복을 구입하신 후 3.5층 외국인 고객 살롱에서 면세 수속을 받
으신 선착순 50명의 고객님께 노벨티 증정.

11/1~12/31

아베노 하루카스 긴테츠 본점
윙관 3.5 층
외국인 고객 살롱

48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
가이유칸 ･HARUKA300
JR･ 한신전차 ･ 게이한전차

특별 세트권 기간 한정 판매
특설 캠페인 사이트에서 확인
재고 소진 시 종료 【QR 코드】

11/19~12/31

http://www.hankyu.co.jp/global/kr/help/tourist_center/index.html
https://www.abenoharukas-300.jp/kr/observatory/
http://traveltojapan.hankyu-travel.com/en/tour/detail_d.php?p_course_id=Y006Z1&p_hei=99
https://www.abenoharukas-300.jp/kr/observatory/
http://abenoharukas.d-kintetsu.co.jp/special/foreign/index-kr.html
https://www.asicstiger.com/jp/ja-jp/store/asicstiger-osaka-shinsaibashi
https://www.kirindo-shop.com/manage/shop/shop_list.html?r=%E5%A4%A7%E9%98%AA%E5%BA%10C
https://osaka-info.jp/ko/page/campaign-lets-go-osa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