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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난카이 전철 
nest 난바점에서 수하물 임시 보관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nest 매장 사진 등을 자신의 SNS (Facebook, Wechat, Twitter, 
Instagram)에 올린 고객에게 노벨티를 배포 

9/21～ nest 난바점 

난카이 전철 한국의 유명 블로거에 의한 정보 전달 
9/21～ 
수시로 전달 

간사이 관광본부 
인스타그램 #welcomekansaijapan에 활기찬 간사이 지역의 모습이 
전해지는 영상의 제보를 촉진하는 전단지를 인포메이션센터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게 배포 

9/21 부터 개시 
간사이 각지의 
관광안내소에서 
배포 

오사카 관광국 

연예인 · 프로 스포츠 선수에 의한 정보 전달 
9/21 타이페이에서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 기자 회견  
9/30 KILORUN 오사카에서 정보 전달 (타이 TV)  
오사카 거주 프로 스포츠 선수의 동영상 전송 

  

쿄NAVI 
간사이 관광본부의 “Share the spirit of Kansai” 촉진에 대하여, 
관광안내소에서 유인물 배포 및 전단지 등으로 홍보 

준비완료 즉시   

미에현 

9월 26일부터 실시하는 인스타그램 투고캠페인을 긴테쓰 등과 
연계하여 집객 추진. 포스터, 전단지, 웹사이트에서 
「Welcome!KANSAI,Japan」 로고를 탑재. 긴테쓰연선 역 구내등에 탑재. 
우수한 투고사진에는 미에현지사상을 시작응로, 미에현특산품, 
미에현관광시설 티켓 등, 호화상품을 증정. 

제１회 9/26~12/3, 
제2회  12/4~3/3 

웹사이트(visitmie.j
p) 

긴테쓰부동산㈜ 
(하루카스) 

하루카스전망대 입장 방일외국인 중 SNS에 전망대의 매력을 사진으로 
발신한 사람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9/21-10/31 하루카스 전망대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①정보 제공＞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간사이공항 
공항 방문자를 대접하여 SNS로 공항의 상황이나 이벤트 정보 확산을 
요청함으로써 KIX 전면 복구를 PR 

9/25(화)-10/3(수) 

・간사이국제 
공항T1국제선도착
로비 
・JR・난카이 

간사이공항역광장
「여행 광장」 
 

간사이공항, 
앤트파이낸셜재팬 

간사이공항 내 알리페이 이용자에 대하여 소비자 환원 캠페인 
10/1～10/20 
(변경 가능성 있음) 

간사이공항 내 
알리페이 도입 
점포 (일부 제외) 

주식회사 간사이공항 
에이전시 

면세품 WEB 예약 5 % 할인. WEB 예약하고 교환권을 계산대에 제시한 
분에게 오리지널 상품 (지울 수 있는 펜 또는 노트) 한 개 증정  

9/27(목)～

10/31(수) 

없어지는 대로 종료 

간사이국제공항 
직영면세점 제1・2 
터미널 빌딩(KIX 

DUTY FREE 
본관북점, KIX 

DUTY FREE 
본관남점,  
KIX DUTY FREE 
제2터미널점) 

ANA 

간사이공항 인바운드 대책으로 간사이국제공항 발착 중국 노선(홍콩 
포함)에서 할인운임 추가 설정 
베이징, 다롄, 칭다오, 상하이, 항저우, 홍콩에서 간사이공항으로 오는 6개 
노선 7편에 대해서 적용 
 

＜판매기간＞ 
2018/9/27～

2018/10/24 
＜적용기간＞ 
2018/10/4～

2018/10/31 

ANA 

간사이공항 인바운드 대책으로 방일 외국인 대상 간사이공항 발착 국내 
운임 (ANA DISCOVER JAPAN FARE)을 가격 인하. 
하네다, 신치토세 후쿠오카, 오키나와, 이시가키, 미야코에서 
간사이공항으로 오는 6개 노선 16편에 대해서 적용 
 

9/27 발권부터 
10/27 발권까지 
10/26 이후 
탑승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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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저렴한 여행상품 구비＞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JAL 
간사이 지역에 대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유치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방콕, 
타이페이, 상하이 출발 간사이공항 행의 현행 최저가를 다시 최대 30% 인하 

발매 기간 : 각국의  
승인 취득 후부터 
10/31까지 
출발일 : 
10/1～12/15 

JAL 
 

간사이 지역에 대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유치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 오사카 
(이타미 · 간사이공항), 난키시라하마 발착 국내 노선의 방일 외국인 대상 국내 
운임(Japan Explorer Pass)을 약 30% 가격 인하 

발매 기간 : 9/28～ 
12/12 (탑승 3일 
전까지 구입 가능) 
탑승 기간 : 
10/1～12/15 

JAL 
홍콩에서 간사이 지역으로 오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 유치를 위해 홍콩 – 
간사이공항 간의 임시 대체 항공편을 운항 
 

출국 : 홍콩 출발 
10/17 (새벽) - 
간사이 도착 (아침 
도착) 
귀국 : 간사이 출발 
10/21 (저녁) – 홍콩 
도착 (밤 도착) 

중국동방항공 
여행 일정에 간사이공항이 포함된 고객에게 대체 항공편을 수수료 면제로 
수배 

상해항공 
여행 일정에 간사이공항이 포함된 고객에게 대체 항공편을 수수료 면제로 
수배 

춘추항공 
오사카 특별 할인 캠페인 실시 (상하이발, 정저우발, 시안발, 우한발, 충칭발, 
양저우발) 

일본호텔협회 
전국여관호텔생활위생동업
자조합연합회 
일본여관협회 
전일본시티호텔연맹 

간사이 2부4현의 숙박 시설의 사장 등 70 명과 교토의 마이코, 간사이 
2부4현의 대표적인 캐릭터 및 마스코트에 의한 방일 관광객 마중 

9/21 10:30～12:30 
간사이공항 T1 
국제선 도착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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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니시니혼 여객철도 간사이공항역에서 웰컴 드링크 교환권 증정 9/21～ 
JR 니시니혼 

간사이공항역 

개찰구 내 카운터 

니시니혼 여객철도 
간사이공항역에서 교토역 또는 교토 시내의 숙박 시설에 1인당 한 개 짐을 무료로 

택배 배송 
 

9/21～10월 말 
JR 니시니혼 

간사이공항역 

개찰구 내 카운터 

니시니혼 여객철도 
간사이공항역에 헬로키티 신칸센 웰컴 보드 설치 
 

9/22이후 

준비되는 대로 

JR 니시니혼 

간사이공항역 

개찰구 

니시니혼 여객철도 
특급 열차 하루카호 탑승 고객에게 "헬로키티 상품” 등 증정 
 

9/21～ 
JR 니시니혼 

간사이공항역 

개찰구 내 카운터 

긴키닛폰 철도 
10/2 (화)～선착2,000명, 긴테쓰나라역에서 여권을 제시한 사람에 기념품(사슴센베) 

증정 
10/2～ 긴테쓰나라역 

긴키닛폰 철도 
9/23(일)～10/31(수), Kintetsu Rail Pass(1day패스, 2day패스 제외)를 매입하고 

긴테쓰나라역을 방문한 사람에 나라 연관상품 (어름 : 눈 행주, 어린이 : 시카마루군 

키홀더)를 증정 
9/23～10/31 긴테쓰나라역 

난카이 전철 
간사이 지역으로의 고객 유치를 홍보한 래핑광고를 특급 열차 라피트에 실시하여 

인바운드 여객에 대한 PR를 실시 
10월 중순 예정 라피트 1 편성 

난카이 전철 
해외 여행사 및 항공사와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는 라피트 특급권 포함 승차권 
(기획승차권)에서 좌석의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실시 

9/23～10/31 
간사이공항역 

특급권 발매 창구 

난카이 전철 간사이공항역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노벨티를 배포 9/21 예정 간사이공항역 

한큐 전철 관광안내소나 주요 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에게 노벨티 상품을 제공 9/21～ 
우메다・

가와라마치 

관광안내소 등 

한큐 전철 캠페인 로고가 들어간 측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 준비되는 대로 
전 노선 총15개 

편성 정도 

한큐 전철 캠페인 로고를 사용하여 우메다역을 장식 준비되는 대로 우메다역 

한큐 전철 역사 내 점포 등에 캠페인 로고를 부착 준비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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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역 내 교통 이용 촉진＞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한큐 전철 
외국인 여행객이 많은 역(아라시야마역 등)과 관광안내소(우메다 · 
가와라마치)에 캠페인 로고를 사용한 웰컴 보드를 설치 

준비되는 대로 

아라시야마역, 
우메다・

가화라마치 
관광안내소 

한큐 전철 캠페인 기간 중의 인바운드 대상 기획승차권의 가격 할인을 검토 

한신 전철 
고베산노미야역 구내 한신전철서비스센터 (카테고리 2)를 방문하여 "한신 
투어리스트패스"를 구입한 분에게 노벨티 상품을 제공 

준비되는 대로 
관광안내소 
(고베산노미야역) 

한신 전철 
간사이국제공항 국제선도착로비 프로모션 에리어에서, 연선 관광자원「나다 
양조장」PR캠페인(일본주 시음, 앙케이트)를 무료 참가 실시 
 

10/17 
 

간사이공항 T1 
프로모션 
스페이스 

한신 전철 
자사 노선 내 터미널역 구내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전단지 및 
노벨티를 배포 (참가비 무료) 

준비되는 대로 조정중 

한신 전철 캠페인 로고가 들어간 측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 준비되는 대로 
전 노선 총 5개 
편성 정도 

한신 전철 캠페인 기간 중의 인바운드 대상 기획승차권의 가격 할인을 검토 준비되는 대로 - 

오사카 메트로 
오사카 메트로 난바역 구내에서 해외로부터 방문한 여행자(오사카주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본 고유의 가라폰 추첨을 개최 

9/23 ～ 9/25 
10/1 ～ 10/7 

오사카 메트로 
난바역 구내 

오사카 메트로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환영 포스터 및 환영 현수막 설치 
 

9/21～ 순차적 
게시 (한 달 정도) 

신오사카, 
우메다, 난바, 
신사이바시, 
덴노지(R1), 
다니마치 4초메, 
오사카항, 
코스모스퀘어, 
닛폰바시, 
덴가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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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오사카 버스협회 버스 차량에 로고 스티커를 부착. 포스터를 영업소,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 
9월중 
준비되는 대로 

오사카 부내의 
버스 차량, 
영업소, 버스 
터미널 

오사카 택시협회 택시 차량에 로고 마크 스티커를 붙여 홍보 
9월중 
준비되는 대로 

오사카 부내의 
택시 차량 

원코인 택시협회 택시 차량에 로고 마크 스티커를 붙여 홍보 
9월중 
준비되는 대로 

오사카 부내의 
택시 차량 

젠오사카 개인택시협회 택시 차량에 로고 마크 스티커를 붙여 홍보 
9월중 
준비되는 대로 

오사카 부내의 
택시 차량 

협회미소속 
법인택시사업자 

택시 차량에 로고 마크 스티커를 붙여 홍보 
9월중 
준비되는 대로 

오사카 부내의 
택시 차량 

점보페리 주식회사 
인바운드 여행자(개인)에 대해 여객운임 할인 (고베～쇼도시마 간) 
2 등여객운임 : 1,990엔→1,400엔, 어린이 여객운임 : 990엔→700엔 

2018/10/1～
2018/10/31 

고베산노미야 
페리터미널・ 
쇼도시마 
사카테항 

주식회사 ＯＭ 고베 
인바운드 여행자(개인)에 대해 여객운임 할인 
대인 여객운임 : 1,850엔→500엔, 어린이 여객운임 : 930엔→250엔 
캠페인 기간 중, 기념품 증정(소진 시 종료) 

2018/4/1～
2019/3/31 

난카이 페리 
스룻토 KANSAI 2day · 3day 티켓 (해외 여행자용) 공통 우대 쿠폰 기획 할인. 
공통 우대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2등 여객 운임을 30 % 할인 

연중 

일본장거리페리협회 
“Japan Ferry Pass21"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대 21간 일본 
장거리페리협회에 가맹중인 페리협회가 운항하는 국내 14개 항로에 최대 
6회까지 이용 가능한 승선권을 21,000엔에 발매 

특히 없음 (각 
페리 회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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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상세 특전 기간 장소 

킨키일본철도㈜ 
10/2(화)~선착3,000명 긴테쓰 나라역에서 여권을 
제시한 사람에 사슴센베 증정 

기념품(사슴센베) 10/2~ 긴테쓰 나라역 

킨키일본철도㈜ 
9/23(일)~10/31(수), Kintetsu Rail Pass(1day패스, 
2day패스 제외)를 매입하고 긴테쓰 나라역에 내방한 
고객에 나라와 연관된 상품을 증정 

나라와 연관된 상품 
(상세미정. 사슴 무늬 행주 등 
고려) 

9/23-10/31 긴테쓰 나라역 

나라교통㈜ 
9/23(일)~10/31(수), 정기관광버스에 승차한 고객에 
기념품세트 증정. 

기념품 세트(frixion 펜, 메모장) 9/23-10/31 

긴테쓰 
나라안내소 
또는 
JR나라안내소 

나라교통㈜ 
9/23(일)~10/31(수), 자유승차권(1,000엔 또는 1,500엔) 
매입자에 기념품 증정 

기념품 세트(frixion 펜 또는 
메모장) 

9/23-10/31 

긴테쓰 
나라안내소 
또는 
JR나라안내소 

7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스룻토 KANSAI협의회 

KANSAI THRU PASS(２day, 3day Ticket) 
※해외 여행객의 전철, 노선버스, 지하철 등 프리승차권. 
국내에서는 여권 제시하면 매입가능 
패스 제시 또는 우대 쿠폰으로 특전 시설 약 300 관광 시설에서의 우대 혜택 

2018/10/1～ 케이한신 각처 

스룻토 KANSAI협의회 

KANSAI THRU PASS과 대만의 신간「小氣소년 2018 관서유랑」과 타이업. 
신간을 매입하고 , KANSAI THRU PASS를 매입한 사람에, 고베 시티루프 1 
승차권 증정.  
선착 1,500명 

2018/10/4～
2019/3/31 

대만 지정 
여행사에서 
매입 
※ezTravel시유
망, 가락여유, 
대만킨키국제여
행사 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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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난카이전철 
 
도톤보리 지역 매장에서 Alipay 총 결제 금액이 300 위안을 초과하면 다음 
구매 30 위안 캐쉬백 쿠폰을 선물하는 캠페인에 난바역도 참가 

9/20～10/20 난바역 창구 

킨키일본철도 

9/21(금)～10/31(수), SNS에서 특정 키워드를 붙여 킨키 연선 여행 사진을 
게시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쌍 2 쌍 4 인분 쉐라톤 미야코 호텔 오사카 
숙박권, KINTETSU RAIL PASS plus, 아베노바시 터미널 빌딩 전망대 
입장권을 선물 

9/21～10/31 

Osaka Metro 
인바운드 고객이 많은 역 10 역 및 SIC (subway Information counter)의 
개찰 창구 접객 카운터에 「미니 웰컴 보드」를 설치 

10/1～10/30 
순차 설치 

신오사카, 우메다, 
난바, 신사이바시, 
덴노지 (R1), 다니 
마치 욘초메, 
오사카 항, 코스모 
스퀘어, 니혼바시, 
텐카챠야 

Osaka Metro 전 역 구내 방송에서 3 언어 (영 · 중 · 한)의 웰컴 방송을 실시 10/1～10/30 전역 

Osaka Metro 
인바운드 고객이 많은 역 7 역의 개찰구 직원 및 서비스 관리자가 인바운드 
고객 대응시 「종이학」 선물 

10/8～10/30 

신오사카, 우메다, 
난바, 신사이바시, 
니혼바시, 덴노지, 
텐카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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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난카이 전철 난바시티 · 난바파크스의 할인 쿠폰 배포 
1부 : 9/23~ 
2부 : 10/1~ 

간사이공항역 
티켓 교환 
전용카운터 

난카이 전철 
시티 · 파크스 SNS (Weibo·WeChat)에 의한 정보 전송. 
SNS 팔로우 화면 제시시 난바시티, 난바파크스의 할인 쿠폰 배포 
 

9/21～ 
수시로 전달 

난바시티 · 난바 
파크스 
인포메이션 

난카이 전철 
한국의 유명 블로거의 블로그 기사 화면 제시시 난바시티, 난바 파크스의 
할인 쿠폰 배포 

9/21～ 
수시로 전달 

난바시티 · 난바 
파크스 
인포메이션 

한큐 전철 
아라시야마역에서 개최하는 이벤트를 리바이벌 플랜의 일환으로 설정하여 
실시 

9/22 이후 아라시야마역 

루미너스크루즈 주식회사 
인바운드 여행자(개인)에 대해 여객운임 할인 
어른 여객운임 : 3,240엔→2,600엔, 어린이 여객운임 : 1,620엔→1,300엔 

2018/9/25～ 
10/31 

고베항 
나카톳테이의 
승선권 발행 
장소 

비와코 기선 
간사이국제공항을 이용하고 당사 소정의 설문조사(오쓰항에서 실시)에 
회답해 준 인바운드 FIT 여행자에게 할인 승선 실시 

9/22(토)～ 
10/31(수) 

비와코 
하마오쓰항 

비와코 기선 
간사이국제공항을 이용하고 당사 소정의 설문조사(오쓰항에서 실시)에 
회답해 준 인바운드 FIT 여행자에게 선물 증정 

9/22(토)～ 
10/31(수) 

비와코 
하마오쓰항 

오사카 수상버스 

① 여권 제시 할인 (아쿠아라이너 정기편 (주유 코스) 및 산타마리아의 
데이크루즈에 여권을 제시하면 외국 국적자는30% 할인 승선 가능) 
② 오사카 주유 패스 아쿠아라이너 승선 가능 (아쿠아라이너 정기편을 오사카 
주유 패스로 승선 가능) 
③ 산타마리아를 승선한 사람 모두에게 산타마리아 오리지널 포스트카드 
증정 
이상 3 가지입니다. 
일본인에게는 실버 할인 (65세 이상 또는 짝으로 합하면 120세 이상일 경우 
30% 할인) 실시 

① 9/21 ～ 10/31 
② 10/1 ～ 3/19 
③ 9/21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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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철도 10개 회사 
간사이경제연합회 
간사이관광본부 

KANSAI ONE PASS 구매자의 우대 혜택을 계속함 
(관광 시설, 레스토랑 등 290 건) 

계속 

잇폰마쓰 해운 KANSAI ONE PASS  제시로 “돈보리 리버크루즈” 승선료 할인 연중 

다자에몬바시 
선착장 
후쿠시마항 
(호타루마치)  

잇폰마쓰 해운 KANSAI ONE PASS  제시로 “돈보리 리버재즈보트” 승선료 할인 연중 
미나토마치 
선착장 

잇폰마쓰 해운 KANSAI ONE PASS  제시로 "만담가와 가는 나니와 탐험크루즈” 승선료 할인 
연중 
(일부기간 제외) 

미나토마치 
선착장 

반 PR 
KANSAI ONE PASS 제시로 “황금의 일본 목조선 오사카조고자부네” 승선료 
할인 

연중 
오사카성의 
해자 

오사카 수상버스 KANSAI ONE PASS  제시로 "산타마리아“ 승선료 할인 연중 덴포잔 

오사카 수상버스 KANSAI ONE PASS 제시로 "아쿠아라이너” 승선료 할인 연중 
오사카조항 
기타 

비와코 기선 KANSAI ONE PASS 제시로 "미시간크루즈 · 지쿠부시마크루즈” 승선료 할인 연중 
오쓰항 
나가하마항 
이마즈항 

오미마린 KANSAI ONE PASS  제시로 ＂다케이시마크루즈” 승선료 할인 연중 히코네항 

오미마린 KANSAI ONE PASS 제시로 “지쿠부시마크루즈” 승선료 할인 연중 히코네항 

수이고노사토마루야마 KANSAI ONE PASS  제시로 정기선 ∙ 전세선 승선료 할인 연중 
오미하치만시 
마루야마 (수향 
지대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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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사업자 또는 

단체명 

게이한호텔즈＆
리조쓰(주) 

다와와짱이 10월중에 교토타워 외부로 
나가서 10,000개의 교토타워 전망권을 증정 
아울러 교토 관광 안내 팜플렛도 배포 

준비되는 대로 
시작 
10/31까지 배포 
(사용 기한은 
11/9까지) 

미정 

케이한호텔즈＆리조트
㈜ 

기간중, 10,000매의 교토타워 전망권을 증정. 
타와와쨩 또한 10월에는 교토타워에서 
외부로 출장하여 배포를 실시. 함께, 교토 
관광안내 팜플렛도 배포 

배포는 간사이공항 내・간사이공항 
주변시설을 중심으로, 
인바운드관광객이 많은 
킨키권내에서 실시. 
교토타워・타와와쨩 뿐만 아니라 
교토 전체 관광 프로모션으로 
연결한다. 

준비완료 즉시 
개시 
10/31까지 배포 
(사용기한은 
11/9까지) 

미정 

케이한호텔즈＆리조트 
호텔케이한 

간사이 공항을 경유하여, 케이한호텔그룹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타워전망대 
초대권 증정 

프론트 체크인 시에 확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경우, 티켓을 배포 

준비완료 즉시 
개시 
12/31까지 배포 
(사용기한은 
1/9까지) 

간사이권(교토・시
가) 케이한호텔 
그룹 
※케이한호텔즈＆
리조트 각 호텔 및 
호텔 케이한 교토 
그란데 점 

호텔케이한 
대욕장 초대권을 매일 선착순 5객실 
외국관광객에 증정 

・호텔케이한 유니버설・타워점내 
대욕장 배포 
・체크인 시, 매일 선착순 5객실 
고객에 배포 

준비완료 즉시 
개시 
10/31까지 배포 

호텔케이한 
유니버설・타워 

아리에타호텔 오사카 
호텔 Web 예약 사이트 (외국 사이트)에 
할인 숙박 플랜 판매 

숙박 대상 기간 
9/30 (일)~11/2 
(금)까지의 숙박 

아리에타호텔 
오사카 

리가로열호텔 

호텔 직영 레스토랑 10개 점포 10% 할인 
할인 티켓 배부 장소(안내 데스크)에서 
여권을 제시시  
한 사람 당 한 장 배포 

9/21 ～ 10/31 
리가로열호텔 내 
올데이다이닝리 
모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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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호텔플라자 오사카 
고객 1인당 한 개 생수 증정  
레스토랑 10% 할인(조식 제외) 
※단체객(투어객)은 제외 

10/1 ～ 10/31 

레스토랑 4개 
점포 (가덴 · 
다이코엔・크리
스탈・ 
코디얼) 

세인트레지스호텔 오사카 

평상시 숙박 요금보다 10% 할인 
※ 객실 수가 한정된 플랜입니다. 
※ 다른 우대 특전과의 병용은 할 수 없습니다. 
※ 취소 정책 : 예약 전날 18:00까지 취소된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취소된 경우 하루 
이용분(1박)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9/21 ～ 10/31 
세인트레지스호
텔 오사카 

주식회사 
재팬홀리데이트래블 

단체 · FIT 상품을 각각 해외 여행사에 대해 할인하는 시책을 실시 

Hotels.com Hotels.com의 LINE 공식 계정 사용자에게 오사카, 교토, 고베를 홍보 10월 
Hotels.com 
LINE Official 
Account  

Expedia.jp 익스피디아의 TVCM에서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오사카를 홍보 
10/11～12월 
(예정) 

간토 · 후쿠오카 
지역에서 
온에어 

긴테쓰 리테일링 음식 대금을 10% 할인 10/1～10/31 음식점 12점포 

주식회사 Global Seed 
나리타야 오사카 미나미점 

할랄 푸드 맞춤 라면 가게에서 
닭고기 튀김의 S 사이즈를 무료로 제공 

9/21～10/31 
나리타야 
오사카 
미나미점 

아마미온천 난텐엔 
이 플랜으로 기간중 방문한 고객에게 음료 하나와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HP 외국어 사이트에서 예약하십시오. 

9/21～10/31 
아마미온천 
난텐엔 

아니모 
유메카와 애니멀 파크 

매장에서 "힘내자 오사카!"의 구호를 말해 준 고객에게 주스 하나 증정 
9/21～10/15 
(평일 한정) 

아니모유메카와 
애니멀 파크 

13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사카이리쇼노모리 
전시 관람 무료 (평상시 요금 어른 300엔) 
류레이테이차 20% 할인 (평상시 요금 어른 500엔) 

9/21～10/31 
사카이리쇼노모
리 

공익재단법인 야마모토 
노가쿠도 

관람 가격을 할인 
당일티켓 4,000엔→3,000엔 (2018/9/21) 
정면석 4,500엔→3,500엔, 측면석・2층석 3,000엔→2,000엔 (2018/10/13) 

2018/9/21, 
2018/10/13 

도톤보리 ZAZA 

주유 패스 제시시  
선착순 20명까지 Food MUSICAL "GOTTA“ 관람 무료. 
20명을 넘어도 1,000엔으로 관람 가능한 캠페인 실시 
「GOTTA」① 11：00 ～ ② 13：00 ～ ③ 15：00 ～(각 45분) 
※화요일만 정기휴일 
「ZAZA 개그 라이브」① 11：30 ～ ② 12：30 ～ ③ 13：30 ～ 
④ 14：30 ～ ⑤ 15：30 ～(각 30분) 
※호평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9/3/31 

나카자쿠이다오
레 빌딩 지하 1 
층 도톤보리 
ZAZA 
(쿠이다오레타로
가있는 빌딩) 
 

닌자도 수리검 체험을 5개 100엔으로 할인(평상시 5개 300엔) 9/20～11/25 

닌자도, 닌자 쇼 
“닌자다케토리
모노가타리” 
행사장 

관광 환대 플라자 
“이즈미사노마치도코로” 

기간중 관광 환대 플라자 “이즈미사노마치도코로”에서 1인당 2,000엔 이상 
구입하면 평상시 1,000엔인 기모노 체험을 무료로 실시 

9/21～10/31 

관광 환대 
플라자 
“이즈미사노마
치도코로”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우에마치３-８-
12 

Sakura cook 
오사카・혼마치 스튜디오 

기간중 Sakura cook에서 요리 교실을 수강한 사람에게 수제 "젓가락 받침"  
또는 "컵 받침"을 1인당 하나씩 드립니다. 
※ 동반 어린이 등은 특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21～10/31 
Sakura cook 
오사카・혼마치 
스튜디오 14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사업자 또는 

단체명 

일반사단법인 한난시 
관광협회 

기간중 한난시를 방문한 방일 인바운드 고객에 한하여 수화물 
보관과 자전거 대여를 묶어서 동전 500엔으로 OK! (평상시 수화물 
보관 500엔 · 자전거 대여  500엔) 또한, 1인당 생수 한 개와 
다국어 (영 · 한 · 중(번체) · 중(간체) 관광맵을 증정 
※ 대응 시간은 평일 9:00 ~ 17:00 (9/28 · 10/10 · 18 · 24 일은 
제외) 
접수시 여권을 제시하십시오. 
협회 내방 고객은 휴대 전화 · 태블릿 등의 충전 무료 

9/20 ～ 10/31 

난카이 전철 
오자키역 앞 
한난시 
관광협회사무소 

기시와다 단지리회관 
(대인 600엔→400엔, 소인 300엔→200엔) 
※ 여권 제시가 필요 
※ 부채의 배포는 품절시 종료 

9/21～10/31 
기시와다 
단지리 회관 

긴테쓰 백화점 
기간중, 여성복 · 남성복을 구입 후 3.5 층에 있는 외국인 고객 
살롱에서 면세 수속을 한 고객 중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식품 
샘플 열쇠고리를 증정 

9/23～9/30 
아베노하루카스 
긴테쓰본점 

다카시마야 

선물 증정 기획으로 검토중 
캠페인 로고의 스크린샷을 면세 수속시 제시한 방일 외국인 
고객에게 선물 증정 
선물 내용은 현재 검토중 

9월 말경(조정중)
～10/31(수) 

다카시마야 
오사카점 

오사카 관광국 오사카 주유패스 구매자의 우대 혜택(78건) 계속   

오사카 관광국 

오사카 주유패스 혜택을 확대 
무료 입장/체험 51개 시설 
특전 28개 시설 
매장 할인 74개 점포 
※ 확대를 검토중 

  

간사이공항 · 
우메다 · 난바 
안내소 
오사카 메트로 
전체 역 

스위스호텔 난카이 오사카 호텔 숙박자에 웰컴 어매니티 및 식사권 증정 

호텔 체크인 시 캠페인사이트 
제시하면, 
웰컴어매니티(마카롱３개) 및 
호텔내 모든 레스토랑에서 
이용가능한 1,000앤 식사권 
증정 

10/31 까지 
스위스호텔 
난카이 오사카 

스위스호텔 난카이 오사카 레스토랑 할인 
캠페인사이트 제시하면, 모든 
레스토랑 15%할인 

10/31 까지 
호텔내 모든 
레스토랑 15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리바이벌 플랜(10월16일 시점) 



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사업자 또는 

단체명 

오사카 캐슬 호텔 
메뉴 주문시 여권제시로 적용 
(할인권 배포 없음) 

호텔 직영 카페 
Bar Time 10％ 할인 

10/31 까지 
Café Le Port 
(호텔 1층) 

호텔 그랑비아 오사카 「JR-WEST RAIL PASS」이용객에 적용 
레스토랑 이용시  
음료 한잔 서비스 
(1인 1회 한정) 

10/1(월)~10/
31(수) 

호텔 직영 레스토랑 

오사카 메리엇 미야코 
호텔 

간사이 지구 호텔에서, 간사이공항 경유 
숙박자에 레스토랑 우대 할인권 배포 

레스토랑 우대 이용 (요율들은 각 
호텔에서 설정) 

10월~ 간사이 지역 호텔 

오사카 메리엇 미야코 
호텔 

인바운드 고객에 대한 각종 정책의 실시 

모객 목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한할인요금 설정과, 불안정한 
항공편 상황을 감안한 캔슬요금 
면제 등의 정책 (내용은 각 호텔에 
따라 다르다) 

당분간   간사이 지역 호텔 

웨스턴 호텔 아와지 레스토랑 조식, 석식 할인적용 
호텔 직영 레스토랑 5곳 
요리 5％할인 

10/1~10/31 

3층 일본요리 아유미 
2층 로비라운지 루춀라 
2층 파인다이닝「부페」 
2층 
파인다이닝「스페셜리테」 
2층 
파인다이닝「철판구이」 

카가이로 
기간중 내점 방일고객 중 
코스요리(5,000~)예약고객 

드링크 한잔 서비스 10/1~10/31 
카가이로 오사카성 점 
(호텔 뉴 오타니 3Ｆ) 

주식회사 하리쥬 기간중 내점 방일고객 중 접수자 커피 또는 홍차 제공 기간중 
오사카시 추오구 
도톤보리1-9-17 
하리쥬 그릴 

오사카 치쿠요테이 
기간중 내점 방일고객 중 캠페인을 통해 
내점한 고객 

총액의 10% 할인 
내점 시, 제시하여 주십시오. 

10/1~10/31 

오사카시 키타구 
우메다3-1-1 
사우스 게이트 
빌딩16Ｆ 
오사카 치쿠요테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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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사업자 또는 단체명 

㈜ 케이한유통시스템즈 
페어 기간중 대상 점포 구매 방일관관객에 
특전 증정 

기념품 증정, 할인 등 

9/29~10/7(케
이한 시티몰) 
9/28~10/8(케
이한 몰) 

케이한 시티몰(케이한전차 
텐만바시역 연결빌딩) 
케이한 몰(케이한전차 
쿄바시빌딩) 

㈜ 케이한유통시스템즈 
외국인 관광객 중 교토타워 호텔 숙박자를 
대상으로, 상업시설 '교토타워 샌드' 에서 
이용가능한 상품권을 배포 

선착순 100명에 500엔 상품권을 
배포 

10월상순~ 
소진 시 
종료 

교토타워 호텔(배포 장소) 
교토타워 샌드(이용 장소) 

㈜케이한 더 스토어 
안스리(アンスリー) 편의점 일부점포에서, 
케이한の 인바운드 티켓을 제시하면, 
기념품 증정 

「달려라! 철인형 케이한전차  
3000계」를 각점포 선착순 
100명에 증정 

9/25~ 
소진 시 
종료 

안스리(アンスリー) 
편의점 요도야바시점, 
지하철 요도야바시점, 
기온시죠점 

㈜케이한 백화점 외국인 여행객 전용 쿠폰 배포(모리구치점) 
전용 쿠폰을 제시하면 
5％~15％OFF 
(케이한 백화점 모리구치점) 

10/1~12/31 
케이한 백화점 
모리구치점 

주식회사 임프리젼 
오사카・도톤보리를 명물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일4회 무예약 참가가능한 
45분간의 나이트 워킹 투어 

투어 통상요금1,000엔의 반액인 
500엔에 제공 
(접수 시 캠페인사이트 제시하면 
할인) 

캠페인 
기간중 

접수장소 : 도톤보리 
이치비리암 점내 

신사이바시BIGSTEP 

Big Beer Step part9 
10/13(토), 14(일) 양일간 크래프트 비어 
파티 
각종 크래프트 비어 비교시음 

  10/13~14 

 
신사이바시 BIGSTEP 
대계단 
 

주식회사 우메모리 
본점 

우메모리 초밥학교 입학 개인고객 에, 
초밥만들기 체험요금 할인 

체험요금6,000엔(세금별도)→5,00
0엔(세금별도) 

9월25일~10
/31 

  

사회의료법인 
레이메이카이 
검진센터・키타데 

10월1(월)~12월26일(수) 중, 건강검진 
수검자에 안티에이징 링겔을 통상가격보다 
20%할인 제공 

6,000엔 ~ 10,000엔의 각종 
링겔코스를, 통상가격의 20%할인. 
※링겔만 시술하는 경우, 
16,000엔 ~ 20,000엔에서 
20％할인 

10/1~12/26 

사회의료법인 
레이메이카이 키타데 
병원 
 (와카야마현 고보시 
유카와초 다카라 728-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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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사업자 또는 단체명 

유아사간장(유) 
내점한 인바운드 단체관광객에 미니 
유아사간장 증정 

사전예약 후 방문한 인바운드 
단체관광객에 유아사 간장 70ml보틀을 
대인1명당 1개씩 증정 

기간 없음 
유아사간장・쿠요쿠라 
(와카야마현 아리다군 
유아사초1464) 

난킨마치 탄생 150년 
기념 사업 실행 위원회 

구 거류지의 일각을 보행자 천국으로 
하여, 고베시내의 유명 중화요리점 
등이 입점. 또한, 유명셰프가 
효고현의 식자재를 사용한 라이브 
쿠킹쇼를 개최 

라이브 쿠킹쇼 실연 후, 선착순 50명에 
요리 판매 

10/13~14 
고베시 추오구 
아카시마치(다이마루백화
점 고베점 동측) 

고베 관광국, 
JTB고베지점, 
미나토관광버스 

10/20(토)~11/25(일)개최하는「나다 
양조장 탐방」사업 대상시설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 기념품 증정 

사쿠라마사무네기념관「사쿠라엔」, 
키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하쿠츠루 
주조기념관, 고베슈신칸(후쿠쥬), 
사와노츠루 자료관, 오제키「아마카라 
세키쥬안」, 니혼모리「사카구라길 
렌가칸」, 하쿠시카 클래식, 상기 
8시설에서 1,000엔 이상 구매자에게 각 
양조장의 오리지널 술잔을 증정. 

10/20~11/2
5 

「특전 상세」란에 기재된 
8시설(예정) 

고베관광국 온천 입욕료 할인 
플랜 공통 쿠폰 등을 제시하면, 
대인입욕료 할인(650엔→520엔) 

10/1~31 아리마온천「킨노유」 

고베관광국 시설 입관료 할인 
플랜 공통 쿠폰 등을 제시하면, 입관료 
50엔 할인(350엔→300엔) 

10/1~31 
키타노 이진칸「모에기노 
야카타」 

사카이리소노모리 
외국인 관광객 입관료 감면 및 할인 
실시 

여권 제시 시, 
전시관람 무료 
류레이테이차 할인 

9/21~10/31 사카이리소노모리 

사카이시 박물관 
외국인 관광객 입관료 감면 및 할인 
실시 

여권 제시 시, 
입관료 무료 

10/1~10/31 사카이시 박물관 

사카이 시립 마치야 
역사관 
야마구치 가문 주택 

외국인 관광객 입관료 감면 실시 
여권 제시 시, 
입관료 무료 

10/1~10/31 
사카이 시립 마치야 
역사관 
야마구치 가문 주택 

사카이시 마치야 
역사관  세이가쿠인 

외국인 관광객 입관료 감면 실시 
여권 제시 시, 
입관료 무료 

10/1~10/31 
사카이시 마치야 역사관 
세이가쿠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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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사업자 또는 

단체명 

(공사)사카이 관광 
컨벤션 협회 

힘내자 오사카! 세계문화유산을 오사카로! 
고분과 역사의 고장 사카이를 자전거로 
순회하는 캠페인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에 
VR투어 할인 

여권 제시 시, 
인덕천황릉 고분 VR투어를 
특별가격500엔에 제공(통상800엔) 

10/9~10/3
1 

사카이시 박물관 

(공사)사카이 관광 
컨벤션 협회 

힘내자 오사카! 세계문화유산을 오사카로! 
고분과 역사의 고장 사카이를 자전거로 
순회하는 캠페인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에 
관광 렌탈 자전거 무료이용 실시 

여권 제시 시, 
관광 렌탈 자전거(통상300엔) 및 전동 
렌탈 자전거(통상500엔) 무료 이용 

10/1~10/3
1 

사카이역 
관광안내소１층 
다이센공원 
관광안내소 

㈜긴테쓰・미야코호텔
즈 

간사이지역 호텔에서, 간사이공항 경유 
숙박자에 대해 레스토랑 할인권을 배포. 
레스토랑 우대이용(요율 등은 각 호텔 
자율실시)  
※쉐라톤 미야코 호텔 오사카, 오사카 
메리엇 미야코 호텔, 웨스턴 미야코호텔 
교토는 15%할인 

레스토랑 우대 이용 (요율들은 각 
호텔에서 설정) 

10/1~10/3
1 
 

간사이 지역 호텔 

㈜긴테쓰・미야코호텔
즈 

긴테쓰그룹 각사와 연계하여 모객 정책 
실시(숙박권 제공 등) 

  
차후 
순차적으로 

  

㈜긴테쓰・미야코호텔
즈 

인바운드 고객에 대한 각종 정책의 실시 

모객 목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한할인요금 설정과, 불안정한 항공편 
상황을 감안한 캔슬요금 면제 등의 
정책 (내용은 각 호텔에 따라 다르다) 

당분간   간사이 지역 호텔 

㈜긴테쓰백화점 
아베노하루카스 긴테쓰 
본점 

9/23(일)~9/30(일) 중,   
부인복, 신사복 구매 후 감면절차를 실시한 
고객에 기념품 증정 
(매일 선착순 100명) 

기간중, 부인복, 신사복 구매 후 3.5층 
Foreign Customer's salon에서 
감면절차를 진행한 고객에 매일 
선착순 100명에 식품 샘플 키홀더 
증정 

9/23-9/30 

아베노하루카스 
긴테쓰 본점 
윙관 3.5층 
Foreign Customer's 
salon 

㈜긴테쓰백화점 
아베노하루카스 긴테쓰 
본점 

10/1(월)~10/10(수) 중,  
부인복, 신사복 구매 후 감면절차를 실시한 
고객에 기념품 증정 
(매일 선착순 200명) 

기간중, 부인복, 신사복 구매 후 3.5층 
Foreign Customer's salon에서 
감면절차를 진행한 고객에 매일 
선착순 200명에 지워지는 마카펜 증정 

10/1-10/10 

아베노하루카스 
긴테쓰 본점 
윙관 3.5층 
Foreign Customer's 
sal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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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단체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사업자 또는 단체명 

긴테쓰부동산㈜ 
(하루카스) 

하루카스 전망대에 입장하는 방일 외국인에게, 전망대의 카페와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권 300 엔을 선물 

  
10/1～
10/10 

하루카스 전망대 
16층 티켓 카운터 

㈜긴테쓰 리테일 여권 제시 방일 외국인 음식대금 10%할인 음식대금 10%할인 

9/21-
10/31 

에도가와(난바워크점, 
우에혼마치점, 텐노지점, 
아베노하루카스 다이닝점, 
한큐3번가 점), 
햐쿠라쿠( 본점, 
텐노지시노와즈), 
시센한텐(아베노하루카스 
다이닝점), 소라레도노 

10/1-
10/31 

월일정(난바점, 
우에혼마치점, 덴노지점) 

㈜KNT－CT글로벌 
트래블 방일FIT지점 

YOKOSO Japan Tour&Hotel 간사이 출발 단풍감상투어(7코스 
한정)접수 시 사용가능한 500엔할인쿠폰 발행(메일매거진, SNS 
발신) 

접수 시 이용할 수 있는 
500엔 할인쿠폰 

10월중 
접수 

YOKOSOTour사이트 

㈜해유관 

① 기간중 음성 가이드 대여 요금을 200엔 할인(40% OFF) 
※ 음성 안내 평상시 500엔→300엔 
대상 언어 : 영어, 중국어(번체 · 간체), 한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② 기간중 가이유칸에 입장하는 분에게 Welcome 스티커를 
증정 

음성가이드 
통상500엔→300엔 
대상언어：영어, 번・간체자, 
한국어, 타이어, 불어 

9/21-
10/31 

①가이유칸 엔트런스빌딩 
3층 서비스카운터 
② 매표소 

니프렐 (수족관) 9/21(금)~선착순1,000명에 니프렐오리지널「미니 메모장」 증정 기념품 
9/21-
10/31 

니프렐 

㈜해유관 9/21(금)~10/31(수), 해유관 입관자에 Welcome스티커 증정 기념품 
9/21-
10/31 

해유관  

㈜해유관 

작년, 해유관 전용으로 도입한 타블렛 등을 이용한 다언어 영상 
통역에 대하여, 인바운드고객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0개국언어(영어･중국어･한국어･타이어･러시아어･베트남어･포르
투갈어･스페인어･프랑스어･타갈로그어)에 대응하는 영상통역 
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 

  
9월부
터 

해유관 마켓 플레이스 

㈜해유관 
마켓플레이스내 점포(레스토랑･기념품샵･어뮤즈먼트)에서, 여객선 
방일관광객에 할인쿠폰 배포 

할인쿠폰 
9월~12
월말 

해유관 마켓 플레이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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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가게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게이한나플라자호
텔 

게이한나플라자호텔에서 하나만 있는 스위트룸에 반값으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하여 격식 높은 분위기의 방으로 두 사람의 기념일 숙박에 
최적입니다. (요금은 1박 2인 이용에 세금봉사료와 아침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전에 전화 예약 필수 

10/1 ～ 10/31 
게이한나플라자호텔 
TEL.0774-95-0101 

쉐라톤미야코호텔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경유한 숙박객에게 레스토랑 우대 할인 실시   
쉐라톤미야코호텔 
오사카 

오사카메리어트미
야코호텔 

간사이공항을 경유한 숙박객에게 레스토랑 우대 할인 실시   
오사카메리어트미야코호
텔 

덴노지미야코호텔 간사이공항을 경유한 숙박객에게 레스토랑 우대 할인 실시   덴노지미야코호텔 

호텔긴테츠유니버
설시티 

간사이공항을 경유한 숙박객에게 레스토랑 우대 할인 실시   호텔긴테츠유니버설시티 

PIRATES OF 
OSAKA 

기간중 평일 13시~16시대의 선편 이용에 한하여 승선료 반값 
대인 / 1,000엔→500엔 (12세 이상) 
소인 / 800엔→400엔 (4세 이상) ※ 3세 이하는 무료 

9/21 ～ 10/31 
매표소 
오사카시 주오구 
도톤보리 1-5-7 B1F 

사카이시 박물관 

① 닌토쿠 천황릉 고분 VR 투어 
   외국인 여행자 특별 가격 500엔 (평상시 800엔) 
② 여권 제시시 입장료 무료 (평상시 일반요금 200엔) 
※ 접수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국어판 "사카이 관광가이드북"도 함께 이용하십시오 (영 · 중(간체) · 중(번체) 
· 한) 

① 10/9 ～ 
10/31 
② 10/1 ～ 
10/31 

사카이시 박물관 

사카이역 
관광안내소 (1F) 
다이센공원 
관광안내소 

관광 대여 자전거 
외국인 여행자 무료 (평상시 전동보조 자전거 500엔, 일반자전거 300엔) 
※ 접수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국어판 "사카이 관광가이드북"도 함께 이용하십시오 (영 · 중(간체) · 중(번체) 
· 한) 

10/1 ～ 10/31 
사카이역 관광안내소 1 
층 및 다이센공원 
관광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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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가게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오사카 주유 패스 
osaka amazing 
pass 

무료 입장 / 체험 51개 시설 · 특전 28개 시설 · 점포 할인 74개 점포 10/1 ～ 10/7 

오사카 관광안내소 (JR 
오사카역내), 난바 
관광안내소 
(난카이난바역내) 
및 오사카 메트로 
신오사카역, 우메다역, 
난바역의 Subway 
Information 
Counter 

쓰키히테이 
음식 대금 10 % OFF 
※ 여권을 제시. 다른 할인 서비스와의 병용 불가. 
※ 긴테쓰 리테린구 " 

10/1 ～ 10/31 

쓰키히테이 난바점 
쓰키히테이 
우에혼마치점 
쓰키히테이 덴노지점 

에도가와 
음식 대금 10 % OFF 
※ 여권을 제시. 다른 할인 서비스와의 병용 불가. 
※ 긴테쓰 리테린구 " 

9/21 ～ 10/31 

에도가와 난바워크점 
에도가와 우에혼마치점 
에도가와 덴노지점 
에도가와 
아베노하루카스 
다이닝점 
에도가와 산반가이점 

아야카지 
음식 대금 10 % OFF 
※ 여권을 제시. 다른 할인 서비스와의 병용 불가. 
※ 긴테쓰 리테린구 " 

10/1 ～ 10/31 아야카지 

햐쿠라쿠 
음식 대금 10 % OFF 
※ 여권을 제시. 다른 할인 서비스와의 병용 불가. 
※ 긴테쓰 리테린구 " 

9/21 ～ 10/31 
햐쿠라쿠 본점 
햐쿠라쿠 
덴노지시노와즈 

시센산칸 
아베노하루카스다
이닝점 

음식 대금 10 % OFF 
※ 여권을 제시. 다른 할인 서비스와의 병용 불가. 
※ 긴테쓰 리테린구 " 

9/21 ～ 10/31 
시센산칸 
아베노하루카스다이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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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가게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Solare Dono  
음식 대금 10 % OFF 
※ 여권을 제시. 다른 할인 서비스와의 병용 불가. 
※ 긴테쓰 리테린구 " 

9/21 ～ 10/31 Solare Dono 

아베노하루카스 
긴테쓰본점 

노벨티 증정 
기간중 여성복 · 남성복을 구입 후 3.5층 해외고객살롱에서 면세 수속을 한 
고객에게 식품 샘플 열쇠고리를 증정 
(매일 선착순 100명) 
 
노벨티 증정 
기간중 여성복 · 남성복을 구입 후 3.5층 해외고객살롱에서 면세 수속을 한 
고객에게 지울 수 있는 마커펜을 증정 
(매일 선착순 200명) 

9/23 ～ 9/30 
 
10/1 ～ 10/10 

아베노하루카스 
긴테쓰본점윙관 3.5층 
해외고객살롱 

간사이국제공항 
직영면세점 
KIX DUTY FREE 

WEB 예약 하고 교환권(이미지)을 계산대에 제시한 분에게 오리지널 상품(지울 
수 있는 펜이나 노트) 한 개 증정 
※ 할인 대상(화장품 · 향수 · 주류 · 담배 등 일부 품목 제외) 
※ 오리지널 상품은 품절시 종료 
※ 선착순 300명까지 
PC 사이트용 
https://www.kixdutyfree.jp/ComMainVisual.aspx?file=2018pre 
스마트폰 사이트용 
https://www.kixdutyfree.jp/sp/ComMainVisual.aspx?file=2018pre 

9/27 ～ 10/31 
품절시 종료 

간사이국제공항 
직영면세점 제1・2 
터미널빌딩 
(KIX DUTY FREE 
본관북점, KIX DUTY 
FREE 본관남점,  
KIX DUTY 
FREE제2터미널점) 

다카시마야 
오사카점 

"힘내자 오사카"의 로고 이미지를 촬영한 후, 제시한 고객에게 매일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선물 증정 
※ 선물 증정을 위해서는 다카시마야 오사카점에서 구매하고 면세 수속을 
해야 합니다. 

10/1 ～ 10/31 다카시마야 오사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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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가게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오사카스테이션시
티 

오사카스테이션시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 & 음식 쿠폰 
오사카스테이션시티 내의 루쿠아오사카와 다이마루 우메다 점 등 100개 점포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특전 팜플렛(계산시 10 % OFF 등)과 특제 
클리어파일을 오사카스테이션시티 3층 인포메이션에서 제공합니다. (선착순 
1,500장) 
스마트폰 대응 사이트(영 · 중(번체) · 중(간체) · 한 대응)에서도 특전 이용이 
가능합니다. 
※・"JR-WEST RAIL PASS"를 이용하는 고객 
 ・10월 1(월)부터 선착순 1,500 명 (1인당 한 개 한정) 
 ・오사카스테이션시티 인포메이션(오사카역 3층 남북연락교)에서 오리지널 
클리어파일 및 오사카스테이션시티 내 주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북 
증정 
자세한 내용은 공식 HP의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1 ～ 
2019/3/31 
특전 이용 가능 
기간 

오사카스테이션시티 내 
각 시설 

게이한백화점 
서비스카운터에서 여권 제시시 게이한백화점 모리구치점에서 사용 가능한 
5~15% 우대 쿠폰을 증정 

10/1 ～ 12/31 
게이한백화점 
모리구치점 

아식스스토어 여권 제시시 면세＋５% 할인 9/22 ～ 10/31 

아식스 
오사카신사이바시 
아식스스토어 오사카 
아식스스토어 고베 

아식스타이거 여권 제시시 면세＋５% 할인 9/22 ～ 10/31 
아식스타이거 
오사카신사이바시 

하루카스 전망대 

하루카스전망대를 방문한 방일 외국인 중 SNS에 전망대의 매력을 사진으로 
올린 분 "모두"에게 노벨티 증정 
 
하루카스전망대를 방문한 방일 외국인 모두에게 전망대 내 레스토랑 및 
매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교환권(300엔)을 증정 

9/21 ～ 10/31 
 
10/1 ～ 10/10 

16층 티켓카운터에서 
배포 

(주)KNT - CT 
글로벌트래블 
방일 FIT 지점 

"YOKOSO Japan Tour & Hotel"의 간사이 발 단풍 감상 투어(7코스 한정)에 
신청시 유효한 500엔 할인 쿠폰 발행(메일매거진, SNS로 전달) 
※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 500엔 할인 쿠폰 

10월중의 신청 
YOKOSO Tour사이트 
9/28 특집 페이지 게제, 
10/12 SNS발신 예정 

오릭스 버펄로스 
오사카 관광국 안내소에서 외국인 고객에 한하여 2일간 20명 한정 무료 초대 
※ 관광안내소에서 여권을 제시하십시오 

10/4.10/5 
오사카 관광안내소 
(JR 오사카역 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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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가게명) 대응 내용 기간 장소 

호텔 한큐 인터네셔널 호텔직영레스토랑(８)점포 10％할인 10/1～10/31 

스페셜기테 레스토랑「마르메종」 
레스토랑＆스카이 방켓「소라멘테」 
중국요리「슌란몬」 
데판야끼「챠야마치」 
스시갓포「오 스시」 
티라운지「파르테르」 
바「케레스」 
뷔페＆카페 레스토랑「나이트＆데이」 

다카라즈카 호텔 호텔직영레스토랑(８)점포 11％할인 10/1～10/31 

프랑스요리 프루미에 
카페 레스토랑 소라레스 
비어 레스토랑 비어케라 
바이킹 레스토랑 더･가든 
데판야끼 우메노 
일본요리 아케보노 
바 쿠스노키 
티라운지 르네상스 

센리 한큐호텔 호텔직영레스토랑(５)점포  １０％할인 10/1～10/31 

바이킹 「샤갈」 
중국요리「산라쿠」 
데판야끼・프렌치・일-서양 가이세키
「보나쥬」 
메인 라운지「사쿠라 라운지」, 
「케이스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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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한큐 엑스포 파크 호텔직영레스토랑(4)점포  10％할인 10/1～10/31 

바이킹 「베르데」, 레스토랑
「안솔레이유」 
일본요리「하나센리」,  
가든 라운지「폰테」※케이크 매점 
포함 

호텔 뉴오타니 오사카 호텔직영레스토랑10％할인 ～10/31 
프랑스요리 사쿠라 외, 
직영레스토랑 대상 

호텔 한신 오사카 호텔직영레스토랑(4)점포  10％할인 10/1～10/31 

마르쉐 다이닝「넨」  
일본요리「하나자」 
중국요리「카토라」 
바「카바레로」 

오사카 신한큐호텔 호텔직영레스토랑15점포  10％할인 10/1～10/31 

(호텔관내)로인, 몬스레, 올림피아, 
레인보우, 브리안, 산토르, 블루 
진, 리드, 비츠, 나니와 타치바나 
(한큐 터미널 빌딩17F) 아리마  
(한큐 터미널 빌딩1F)팬지 
(한큐 그랜드빌딩27F)그랜드 
하쿠라쿠텐 
(HEP나비오6F)로인 
HEP나비오, 크레루 HEP나비오 

고베 포트피아 호텔 
호텔레스토랑10％할인 
호텔 오리지널 워터 1명 무료 

～10/31 
호텔레스토랑12점포  
+데리카테스 아라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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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젠지 아사쿠사 
리바이벌 플랜 예약 고객에 
뎃치리 코스 10,000 엔 (세금 별도)을 8,000 엔 (세금 별도)에 제공 
 

10/1 
～10/31 

오사카시 추오구 
난바 1-1-12 
「호젠지 아사쿠사」 
 

도구야스지 상점가 진흥 
조합 

「힘내라 오사카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구야스지 마츠리」 개최 10/７(일) 도구야스치 상점가 

일반사단법인 
오사카 활성화 사업 
실행위원회 

「힘내라 오사카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톤보리 리버 페스티벌」개최 10/13(토), 14(일) 

미나토 마치 리버 
플레이스에서 
아이아우바시까지
의 미나미 에리어 

Hotel & Resorts 
WAKAYAMA-MINABE 

10/9(화)부터 선착순 1,000명 한정으로 숙박자에게 우메보시를 증정 
10/9~ 
선착순 

Hotel & Resorts 
WAKAYAMA-
MINABE 
(와카야마현 
미나베초 야마우치 
메즈348) 

덴동・덴뿌라 본포 산텐 
인쇄물 QR코드 혹은 WEB페이지 특설전용 사이트로 엑세스. 쿠폰 화면을 
제시하면, 상품(새우튀김 3개, 또는 닭튀김 3개)를 무료 제공 

10/16~11/30(예정) 
덴동・덴뿌라 본포 
산텐 간사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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