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여름 이벤트 

‘FUN FAN FESTA 2017 ~여름 축제~’ 상세 내용 안내 
2017 년 7 월 5 일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연락 협의회 
(사무국: Osaka Terminal Building Co., Ltd.) 

 

올해로 6 회째를 맞이하는 ‘FUN FAN FESTA’
※
는 일본의 모던한 ‘여름 축제’를 테마로 ‘도키노히로바 광장’에 기간 

한정으로 화려한 축제의 공간이 열립니다! 

일본의 미를 느끼게 하는 장식과 여름 축제 메뉴의 판매, 스테이지 이벤트・워크숍 등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의 

자세한 실시 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이벤트 개최 개요】 
 
1．타이틀 

  FUN FAN FESTA 2017 ~여름 축제~ 
 
2．기간 

2017 년 7 월 14 일(금)~8 월 6 일(일)  ※총 24 일간 
 
3．장소 

JR 오사카역・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5F ‘도키노히로바 광장’ 
 

4．실시내용  
(1) 회장 연출  
 ○내용 :  오사카역 위의 ‘도키노히로바 광장’이 일본의 모던한 여름 축제를 테마로 레드&블랙을 기조로 한 화려한 

축제의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커다란 야구라 풍 제등 오브제와 접이 의자・전통 우산이 설치되어 일본의 여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꽃으로 꾸며진 인력거와 캐릭터 포장마차 등 다양한 포토 스폿을 준비하여 여름다운 사진 촬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2) 여름 축제 메뉴  
 ○내용 :  광장 내 카페 ‘Bar DelSole’에서는 맥주, 솜사탕, 빙수, 차가운 음료 등을 판매합니다. 

점포의 일부를 포장마차 풍으로 장식하여 축제 분위기를 냅니다. (제공시간: 12:00~20:00) 
 
(3) 스테이지・워크숍 이벤트  

○내용 :  기간 중 토・일요일을 중심으로 축제와 관련된 스테이지 이벤트와 라이브 음악회가 열립니다. 

     또한, 풍경 만들기나 머리 장식품 만들기 등 여름과 잘 어울리는 워크숍도 많이 개최됩니다. 
 

☆풍경 만들기 워크숍 (7 월 15 일(토) ①13:00~, ②15:00~, ③17:00~) 

 유리 풍경에 색깔을 입히거나 그림을 그려서 오리지널 풍경을 만듭니다. 시원한 소리를 즐겨봅시다. 참가비: 무료 
 
   ☆머리 장식품 만들기 워크숍 (7 월 17 일(월・공휴일) 14:00~17:00) 

    일본 전통 꽃을 사용하여, 유카타 차림과 잘 어울리는 머리 장식품을 만듭니다. 참가비: 500 엔(세금 포함)    등 다양하게 실시 
    

위 내용 외, 기타 실시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전단이나 특설 사이트(http://osakastationcity.com/fff/)를 참조하십시오. 
 

(4) 기타 

‘우메다 유카타 축제 2017’ (7 월 22 일(토), 23 일(일)) 

     우메다 지역 제휴 이벤트 ‘우메다 유카타 축제 2017’의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회장으로도 지정되어, 도키노히로바 

광장 등에서 드링크 가든과 패션쇼 등을 실시합니다. 

 

※‘FUN FAN FESTA’란 ‘즐거움, 기쁨’을 의미하는 ‘FUN’과 ‘애호가, 응원자’를 의미하는 ‘FAN’을 결합한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의 여름 이벤트입니다. 

<광장 이미지> 

※각 이미지와 일러스트는 참고용입니다. ※각 이벤트의 실시 일시와 내용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포장마차> <꽃장식 인력거> <야구라풍 제등 오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