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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TATION PARK」(그린 스테이션 파크)
~ 오사카역에 펼쳐지는 편안한 잔디 공간 ~
오사카역 위에 있는 ‘도키노히로바 광장’에 그린(녹색), 파크(공원)를 이미지한 “편안한 잔디 공간”이
등장합니다. 광장에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편안함을 테마로 한 오브제와 체험형 포토 스폿
등이 설치됩니다.
봄의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에서 녹색이 가득한 공원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드는 ‘GREEN STATION
PARK’를 즐겨보세요.
1．실시 기간
2018년 3월 7일(수)~5월 31일(목) ※86일간
2．회장
JR 오사카역・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5F ‘도키노히로바 광장’
(광장 개방 시간 8:00~23:30)
3．공식 홈페이지
http://osakastationcity.com/gsp/
(오늘 15시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4．실시 내용
（1）장식
・잔디 장식
작년에 호평을 받았던 인공 잔디 장식의 규모를 작년의
약 1.8배로 확대하여 설치. 그린(녹색), 파크(공원)를
이미지한 연출로 광장 일대에 잔디 공간을 창출합니다.
【메인 비주얼】
【잔디 면적 약 1,700㎡(작년: 약 950㎡)】
・그린 가든
허브나 관엽식물 등을 심은 화단을 잔디 공간에
설치하여 편안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 골든위크 기간
중에는 기간 한정(4월 27일~5월 6일)으로 다양한 색의
꽃들이 등장합니다.
・포토 스폿
기간 한정으로 “벚꽃 구경”과 “바닥 놀이” 코너가 등장.
사진 촬영 등 각자 원하는 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쇼핑 선물 기획
・오리지널 토트백
【회장 전체 이미지】
‘도키노히로바 광장’에 설치된 “참가 용지”와 “쇼핑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오리지널 토트백 1개를 증정합니다.
【※기간 중, 일부 점포에서 쇼핑이나 식사 등에 이용하실 수 있는 특전을 준비】
・그린(관엽식물)
“쇼핑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도키노히로바 광장’에 전시되었던 관엽식물 2개를 드립니다.
（3）스테이지 이벤트・워크숍
기간 중의 주말 및 공휴일을 중심으로 스테이지 이벤트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장식 】

※게재된 사진 및 일러스트는 이미지입니다.

별 지

○ 잔디 장식, 그린 가든

○ 포토 스폿

・회장 전체【3월 7일(수)~5월 31일(목)】

・벚꽃 구경【3월 7일(수)~4월 26일(목)】

만개한 벚나무
가로수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벚꽃
오브제를 설치
・바닥 놀이【4월 27일(금)~5월 31일(목)】
대자연의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바닥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트를
설치

‘도키노히로바 광장’에는 일대에 펼쳐지는 잔디 장식과
함께 화단과 오브제 등을 설치. 가족이나 어린이들끼리 등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포토 스폿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시트 장식

‘도키노히로바 광장’
외에도 관내 통로나 유리면
등에 시트를 사용한 장식을
통해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전체가 통일감 있는
장식으로 이어집니다.
【노스게이트 빌딩 3~5층 ‘대계단’】 【사우스게이트 빌딩 2층 ‘유리・벽면’】

【 쇼핑 선물 기획】
○ 오리지널 토트백

토트백은 충분한 수량이 준비되어 있지만, 만일
소진되는 경우에는 기획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3월 7일(수)~5월 31일(목)
・ ‘도키노히로바 광장’에 설치된 “참가 용지”와 이벤트 개최 기간
중(3/7~5/31)에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의 점포에서 쇼핑이나 레스토랑
등에 이용하신 “영수증(세금포함 2,000엔 이상[합산가능])”을 접수장소에
【토트백】
제시하시면 참가용지 1장당 토트백을 한 개 드립니다.
・ 기간 중, 일부 점포에서는 “참가용지”를 제시하시면 쇼핑이나 식사 등에
(참가 용지 1장당 특전 이용은 1회에 한함)
이용하실 수 있는 특전을 준비.
（접수장소）・ 노스게이트 빌딩 3층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인포메이션 (10:00~20:00)
（기간）
（내용）

○ 그린(관엽식물)

각 회, 관엽식물이 소진되는 대로 종료합니다

・ 2018년 5월 31일(목) ①14:00~ ②15:30~ ③17:00~ ④18:30~
※①②: 각 회 선착순 150명 ③④: 각 회 선착순 100명 (1인당 1회 한정)
・ 이벤트 개최 기간 중(3/7~5/31)에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의 점포에서
（내용）
쇼핑이나 레스토랑 등에 이용하신 “영수증(세금포함 1,000엔
이상[합산가능])”을 지참하신 고객께 각 회 선착순으로 ‘도키노히로바
광장’에 전시되었던 관엽식물을 2개 드립니다.
（접수장소）・ 5층 ‘도키노히로바 광장’ 스테이지 주변
（일시）

【관엽식물】

【스테이지 이벤트・워크숍】
・ 기간 중의 주말 및 공휴일을 중심으로 스포츠나 아웃도어 관련 스테이지 이벤트 및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점포 등이 개최하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 드립니다.
（개최장소） ・ 5층 ‘도키노히로바 광장’
（내용）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연락협의회의 구성기업·단체>
※순서 무관
JR 서일본 SC 개발(주), 오사카 스테이션시티 시네마, (주)코나미 스포츠 클럽, (주)에스크리, 서포트 플라자회,
(주)다이마루 마쓰자카야 백화점, (주)호텔 그란비아 오사카, 사우스게이트 빌딩 음식점회, (주)JR 서일본 데일리
서비스넷, JR 서일본 오사카 개발(주), 서일본 여객철도(주), Osaka Terminal Building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