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워 아트 뮤지엄의 발안자로, 전세계에서 활약 중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참석(예정)하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실시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꽃이나 안도 다다오 사인 서적도 선물해 드립니다.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가을 프로모션 

‘플라워 아트 뮤지엄 2017’ 개최에 대하여  
2017년 9월 19일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오사카터미널빌딩주식회사 

오사카 역 위의 ‘도키노히로바 광장’이 꽃으로 만발하는 ‘플라워 아트 뮤지엄’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발안으로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에 6회를 맞이합니다. 

약 2만 개의 화분 속 형형색색 꽃들로 물든 화단은 도키노히로바 광장을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연출합니다. 역 위에 있으면서 꽃밭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메인 비주얼] 

1. 실시 기간 
  2017년 9월 29일(금)~10월 16일(월)※18일간 
  (전시 시간 8:00~23:30 ※최종일은 20:00까지) 
 
2. 회장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5F 도키노히로바 광장  
 
3. 공식 홈페이지 
  http://osakastationcity.com/fam/ 
 (오늘 15시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작년 실시 풍경] 

■오프닝 세리머니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께≫ 
  ・안도 다다오 님을 인터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11:35경) 
  ・당일에는 10:45까지 회장 접수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및 중계차를 주차시킬 공간은 없습니다. 
  ・귀사 완장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재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실 시 일 시 ]  
[ 회 장 ]   
[ 참 석 예 정 자 ]   

9월 29일(금) 11:00~  
도키노히로바 광장   
 
국토교통성 긴키지방 정비국장 
오사카시 부시장 
다이린카이 대표이사((주)리소나 은행 이사부회장) 

오사카 역장 
오사카터미널빌딩(주) 대표이사 사장    

  
   
안도 다다오 님 
이케다 도요히토 님 
다나카 세이고 님 
이케다 히로유키 님 
신바야시 요시히로 
이노우에 고이치    

http://osakastationcity.com/fam/


그 밖에도 꽃 관련 이벤트, 꽃과 할로윈을 테마로 한 워크숍, 기타 음악 스테이지와 관광 PR 이벤트 등을 ‘플라워 아트 
뮤지엄 2017’ 개최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회장 레이아웃(도키노히로바 광장) 

도키노히로바 광장을 약 2만 개의 화분 속 꽃이 채색합니다. 
가을철을 대표하는 꽃 “달리아”, “메리골드”, “지니어”와 인기 있는 꽃 “수국”, “리거스 베고니아”, “플란넬 플라워”는 
물론, 희귀한 색상의 “초콜릿 코스모스”, “고추” 등으로 물드는 형형색색의 꽃밭이 등장합니다. 마음에 드는 꽃을 찾아 
멋진 사진을 찍거나 편하게 감상하는 등,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꽃 선물 

이벤트 개최 기간 중에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대상 점포에서 구매하신 
1,000엔 이상의 영수증(세금 포함, 합산 가능)을 지참하시면, ‘도키노히로바 
광장’에서 전시했던 꽃을 합계 1,200명에게 선물합니다. 
        ※금(금화류 포함), 각종 상품권, 기프트권 구입 영수증은 대상 외 

작년에 이어 할로윈을 테마로 한 
화단을 설치합니다. 동화 속 
세상에서 튀어나온듯한 호박들이 
꽃과 함께 할로윈 분위기를 
돋우어줍니다. 

■화단 

(선물 이미지) 

(회장 이미지) 

○ 할로윈 화단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각 
시설에서는 할로윈에 관한 패션 
상품과 디저트 등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동
시
개
최 

○ 컬러 디자인 화단 

(컬러 디자인 화단 이미지) 

이번에 처음으로 5가지 꽃의 색상으로 3개의 연속된 화단 구획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다른 화단과 차별화된 디자인 화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할로윈 화단 이미지) 

올해 도키노히로바 광장은 같은 색의 꽃을 모아 놓은 화단과 높이 차를 둔 화단 
외에도, 꽃밭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품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또한, 광장의 모습을 촬영한 이미지를 SNS에 올려 주시면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의 대상 점포에서 할인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플라워 SNS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실 시 일 ]  
[ 회 장 ] 
[ 시 간 ] 

10월 16일(월) 
도키노히로바 광장 
①14:00~ ②15:30~ ③17:00~ ④18:30~ ※각 회 선착순 3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