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쾌적한 호텔이 많다

ザ・リッツ・カールトン大阪

우메다
호텔 가이드

한정 쿠폰

Ritz-Carlton,Osaka
MAP P6C13

국제적인 호텔 그룹, 더 리츠칼

QR코드에 액세스하면 쇼핑센터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튼의 일본 제1호. 꼼꼼한 서비스
로 고품질의 체류를 즐길 수 있

쿠폰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속속 등장 예정!

06-6343-7000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2-5-25
http://www.ritzcarlton.com/en/hotels/ja
pan/osaka

INFORMATION

숙박 데이터

IN / 15:00
OUT / 11:00
SPOT

インターコンチネンタルホテル大阪

♦HOTEL

OSAKA

HANKYU INTERNATIONAL

ホテル阪急インターナショナル

MAP P6E4

MAP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내의 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텔. 별 하나를 획득한 프렌치를
비롯하여 레스토랑 등 모든 것이

‘꽃’을 테마로 한 럭셔리 호텔.
객실에서 바라보는 전망, 최고의

P6I2

IN / 15:00
OUT / 11:00

NEW HANKYU OSAKA

大阪新阪急ホテル

MAP P6H5

한큐전철·지하철 우메다역이
직접 연결되는 최고의 입지 조
건. 호텔 남쪽 입구 앞에는 간사
이공항·이타미공항 행 리무진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편도
편리.
06-6372-5101
오사카시 기타구 시바타1-1-35
http://www-a.global.hankyu-hotel.com/
new-hankyu-osak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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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ホテル阪神

HAN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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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ICHI HOTEL

大阪第一ホテル

IN / 15:00
OUT / 12:00

♦FIRST CABIN Hanshin Nishi Umeda
ファーストキャビン阪神西梅田

IN / 14:00
OUT / 12:00

06-6345-8424
오사카시 후쿠시마구
후쿠시마5-2-30
https://first-cabin.jp/ko/hote
ls

※각종 신용카드, 신한, 중국은련카드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점포로 문의해 주십시오.

Free Wi-Fi service for overseas tourists
「HANKYU HANSHIN WELCOME Wi-Fi」

모바일 단말의 Wi-Fi 네트워크 일람에서,
‘HANKYU-HANSHIN WELCOME Wi-Fi’를
선택. 브라우저의 아이콘을 탭하면 엔트리
화면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화면의 지시에
따라서 간단한 등록만 하면 끝!

우메다는 물론 오사카의 관광 정보가 가득. 외국어 팸플릿도
준비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오사카 체류를 지원합니다.

한큐 산반가이
헵 파이브
P.9
P.7
_ 차야마치/NU
_ 차야마치 플러스
NU
P.7
HERBIS PLAZA/HERBIS PLAZA ENT
P.7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P.7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 3-1-1 JR오사카 역 1F홀 북측(철도·관광안내소 내)
【영업시간】8:00∼20:00, 12/31·1/2·1/3은 10:00∼18:00 1/1 휴일
http://www.osaka-info.jp/jp/search/detail/office_4.html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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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navi Information Lounge Osaka

ぐるなび情報ラウンジ 大阪

전화 통역 서비스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전화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쇼핑이나 식사 중에 곤란하신
일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태프가 통역 콜센터에 전화하여
오퍼레이터가 통역 안내를 해드립니다.

숙박 데이터

IN / 15:00
OUT / 12:00

외화환전·
현금 서비스

후쿠시마 역 주변 지도

외화환전 가능 시설

JR R Osa hima
J kus
Fu

至 梅田駅→

To arrive
Umeda Station

ファーストキャビン
ホテル阪神 阪神西梅田

Hotel Hanshin

FIRST CABIN
Hanshin Nishi Umeda

阪神本線 福島駅

Hanshin Main Line
Fukushima Station

JR東西線 新福島駅
JR Tozai Line
Shinfukushima Station

IN / 17:00
OUT / 10:00

大阪観光案内所

오사카시 기타구 오후카초 4-1 우메키타 광장 1층【영업시간】10:00∼21:00 부정기 휴일
(영어)http://gfo-eng.com/information/ (번체자)http://gfo.com.tw/information/
(간체자)http://gfo-cn.com/information/ (한국어)http://gfo-kr.com/information/

島駅
線 福 Line
環状 Loop ation
大阪 ka St

숙박 데이터

Tourist Information OSAKA

맛집 물색 전문가가 요망에 맞는 음식점을 물색하는‘GURUNAVI 정보 라운지
오사카’는 공석 확인, 예약까지 받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06-6341-4411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1-9-20
https://www.osakadaiichi.co.jp/en/

비행기의 퍼스트클래
스를 이미지화한 호텔.
객실은 2종류가 있으
며 카페 바도 병설. 밤
에는 주류와 함께 식사
도 즐길 수 있다.
숙박 데이터

MAP P6G11

Naniwasuji
Street

06-6344-1661
오사카시 후쿠시마구
후쿠시마5-6-16
http://www-a.global.hankyuhotel.com/hotel-hanshin/ko/

IN / 15:00
OUT / 12:00

なにわ筋

지하 1000m에서 솟아
나는 천연온천을 스파
뿐만 아니라 모든 객실의
욕실에서 즐길 수 있는
호텔. JR오사카역까지는
순환선으로 한 구간.

숙박 데이터

JR오사카역 앞에 있는 오사카
마루빌딩 내의 호텔. JR오사카
역에서는 도보 3분, 각 민영철도
나 지하철과도 지하상가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편리.

숙박 데이터

阪急ツーリストセンター 大阪・梅田

한큐전철 연선의 관광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유료 렌털
컴퓨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 국어에 대응하는 직원이 있어 안심.

SPOT

06-6377-2100
오사카시 기타구 자야초 19-19
http://www-a.global.hankyu-hotel.com/
hankyu-international/ko/

♦OSAKA

Hankyu Tourist Center OSAKA-UMEDA

한큐 한신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은 여기!

요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숙박 데이터

1

오사카시 기타구 시바타 1-2-1 한큐전철 우메다 역 구내
【영업시간】8:00∼17:0012/30∼1/3 휴일
http://www.hankyu.co.jp/area_info/tourist/

레스토랑 등 모든 것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다.

♦HOTEL

패션&잡화
5～20%
할인

Wi-Fi 핫스폿

오사카 우메다

하이 클래스.

06-6374-5700
오사카시 기타구 오후카초3-60
https://www.icosaka.com/en/

음식점
5～20%
할인

다.

화제의 관광명소가 많은 우메다 지역을 비롯하여
오사카 관광에도 편리한 호텔이 이곳에!

♦INTERCONTINENTAL ®

쿠폰
100가지
종류 이상!

● 그랜드

P.7
프론트 오사카
북관 B1F‘트래블엑스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점’

P.9
● 한큐 산반가이
남관 B1F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우메다 기타구치 출장소
우메다 외화환전 코너 이케다 센슈 은행 우메다 지점
남관 2F 미즈호 은행 한큐 우메다 지점 ATM 코너 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우메다 내에서 이동할 때는
‘
’를 이용하자!
우메다 지역을 한 바퀴 도는 순회 버스

“UMEGLE-BUS”
소요시간/약 30분 정류소/12군데
운행 시간/8:00∼20:00,
토요일·국경일은 10:00∼ 운행 간격/10∼12분
운임/100엔(어린이 50엔), 1일 승차권 200엔(어린이 100엔)
※운임은 내리실 때 운임상자에 넣어 주십시오. 1일 승차권으로 승차하실
때는 하차시에 승무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IC카드(PiTaPa, ICOCA,
hanica 등)로 승차하실 때는 승하차시에 카드 단말기에 터치해 주십시오.
URL/http://bus.hankyu.co.jp/rosen/umegle.pdf
※정류소는 P6 MAP에 기재

※본 팸플릿에 게재된 정보는 2018년 3월 현재의 것입니다. 취재 후 상품 내용, 메뉴, 가격이 개정 및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각 시설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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