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가을 프로모션
‘플라워 아트 뮤지엄 2018’ 개최에 대하여
2 0 1 8 년
9 월
1 8 일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오사카터미널빌딩주식회사

오사카 역 위의 ‘도키노히로바 광장’이 꽃으로 만발하는 ‘플라워 아트 뮤지엄’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발안으로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에 7회를 맞이합니다.
약 2만 개의 화분을 사용한 진귀한 꽃들이 모인 화단과, 꽃에 높낮이를 주어 입체적으로 디자인한 화단 등으로
도키노히로바 광장을 색다른 분위기로 연출합니다. 역 위에 조성된 형형색색의 꽃들로 물든 도심 속 꽃밭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실시 기간
2018년 9월 28일(금)~10월 15일(월) ※18일간
(전시 시간 8:00~23:30 ※최종일은 20:00까지)
2. 회장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5층 도키노히로바 광장
3. 공식 홈페이지
http://osakastationcity.com/fam/

(오늘 15시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메인 비주얼]

[작년 실시 풍경]

■ 오프닝 세리머니
플라워 아트 뮤지엄의 발안자로, 전세계에서 활약 중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참석(예정)하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실시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꽃과 안도 다다오 사인 서적도 선물해 드립니다.
[ 실 시
일 시 ] 9월 28일(금) 11:00~
[
회
장
] 도키노히로바 광장
[ 참 석 자 ] 건축가
국토교통성 긴키지방 정비국장
(예정)
오사카부 부지사
오사카시 부시장
돗토리현 간사이본부 부본부장
다이린카이 대표이사((주)리소나 은행 부회장)
서일본여객철도(주) 오사카 역장
오사카터미널빌딩(주) 대표이사 사장

안도 다다오
구로카와 준이치로
다케우치 히로유키
다나카 세이고
오에 세이지
이케다 히로유키
신바야시 요시히로
이노우에 고이치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께≫
・안도 다다오 님을 인터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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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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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레이아웃(도키노히로바 광장)
도키노히로바 광장을 약 2만 개의 화분이 물들입니다.
가을철을 대표하는 꽃 “코스모스”, “블루 세이지”, 인기 있는 꽃 “거베라”, "금어초", 가을 가드닝에 추천하는 꽃
"노랑코스모스", "맨드라미" 등 화려하고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꽃밭이 등장합니다. 마음에 드는 꽃을 찾아 멋진 사진을
찍거나 편하게 감상하는 등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장 전체의 완성 이미지]

■ 화단
할로윈 화단
작년에 이어 할로윈을 테마로 한 화단을
설치합니다. 커다란 호박 괴물을 메인으로
오렌지색을 중심으로 한 꽃과 샹들리에,
캔들 등으로 할로윈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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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각
시설에서는 할로윈에 관한 패션
상품과 디저트 등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할로윈 화단 이미지]

진귀한 꽃 화단
외딴 가을 산속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야생초를 중심으로 한
암석 정원을 화단으로 재현합니다.
[진귀한 꽃의 품종]
·뻐꾹나리
·초롱꽃과
·베고니아

뻐꾹나리는 매우 진귀하여,
회기 중 모든 일정에서
감상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진귀한 꽃 화단 이미지]

입체 화단
꽃에 높낮이를 준 입체 화단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꽃들이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화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화단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4곳의 점포와 함께 만든 화단이 등장합니다.
2가지 테마를 설정하고 그 테마에 맞춘 점포의 추천 아이템과 꽃의
콜라보레이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테마① 애프터눈 티
<출전 점포>

애프터눈 티 리빙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
테마② 아웃도어(BBQ)
A&F 컨트리
(ALBi)
<출전 점포>
스노우피크
(ALBi)

(LUCUA 1100 5F)
(LUCUA 1100 7F)

[입체 화단 이미지]

■ 꽃의 콜라보레이션
꽃 관련 디저트와 TV 방송 캐릭터를 디자인한 화단 등 즐거운 콜라보레이션 기획을 실시합니다.

디저트

오쿠이즈모 장미원이 독자 개발한 식용 장미 "사히메" 로즈의 꽃잎을 넣은 호화 디저트 '하나사쿠 로즈 롤',
'하나사쿠 로즈 치즈 케이크'
를 기간 한정으로 판매합니다.
※소진 시 종료

[판매
[판매
[영업
[전화

점 포 ]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BAR DEL SOLE(도키노히로바 광장)
기 간 ] 9월 28일(금)~10월 15일(월)
시 간 ] 8:00~23:00(주문마감 22:30)
번 호 ] 06-6485-7897

캐릭터

(하나사쿠 로즈 롤)
[1/10커트 2피스]
음료 세트 980엔(세금 포함)

(하나사쿠 로즈 치즈 케이크)
[1/6커트]
음료 세트 980엔(세금 포함)

마이니치 방송 '치칭 푸이푸이'의 푸이푸이상 화단이 등장합니다. 뉴스, 예능,
스포츠, 먹거리 등 무엇이든 다루는 “지칭 푸이푸이”를 조용히 지원하는
'푸이푸이상'을 화단으로 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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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선물
해마다 이벤트의 첫날과 마지막날에 실시하는 꽃 선물에 더해, 올해는 기간 중 언제나 참가하실 수 있는 프레젠트 기획을
실시합니다.
첫날

현지 오사카를 꽃과 식물로 활성화하는 활동 및 지원을 펼치고 있는 간사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그룹
"다이린카이"로부터 '꽃화분 2개 '를 선착순 100명에게 선물합니다.

[ 일 정 ] 9월 28일(금)
[ 장 소 ] 도키노히로바 광장
[ 시 간 ] 11:00~(선착순 100명. 10:00부터 번호표 배부.)

마지막날

이벤트 개최 기간 중(9/28~10/15)에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점포에서 구입하신 "세금 포함 1,000엔 이상의
영수증(합산 가능)"(※)을 도키노히로바 광장에서 제시하시면, '도키노히로바 광장'에서 전시했던 '꽃화분
2개'를 합계 1,200명에게 선물합니다.
※금(금화류 포함), 각종 상품권, 기프트권 구입 영수증은 대상 외

[ 일 정 ] 10월 15일(월)
[ 장 소 ] 도키노히로바 광장
[ 시 간 ] ①14:00~ ②15:30~ ③17:00~ ④18:30~ (각 회 선착순 300명)

(꽃 이미지)

기간 중

이벤트 개최 기간 중(9/28~10/15)에 플라워 아트 뮤지엄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신 이미지"와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점포에서 구입하신 "세금 포함 2,000엔 이상의 영수증(합산 가능)"(※1)을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인포메이션에서 제시하시면, ‘꽃’(※2)을 1송이 선물합니다.
또한 촬영 이미지를 SNS에 올려주시면 꽃에 더해 '꽃 재배 세트'(※3)를 1개 선물합니다.
(※1)금(금화류 포함), 각종 상품권, 기프트권 구입 영수증은 대상 외
(※2)꽃 품종은 거베라
(※3)꽃 품종은 금어초

[ 기 간 ] 9월 28일(금)~10월 15일(월)
[ 장 소 ] 노스 게이트 빌딩 3층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인포메이션
[ 시 간 ] 매일 10:00~20:00
(꽃 재배 세트 부속품)
플라스틱 화분(직경 65mm×높이 57mm),
씨, 흙, 비료

(거베라)

(꽃 재배 세트 - 금어초)

그 밖에도 '만드는 즐거움', '장식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꽃을 테마로 한 워크숍과 음악, 패션, 꽃 등의 스테이지
이벤트를 '플라워 아트 뮤지엄 2018'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