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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에 잘 오셨습니다. 헬로키티와 하루카로 전 세계 모두를 환영.

'헬로키티 하루카' 등장!

~간사이 공항 특급 '하루카'를 헬로키티 디자인으로 랩핑! ~

이번에 서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와 콜라보레이션, 간사이 공항 특급 '하루카'의 오리지널 랩핑
열차를 운행합니다.
이번 테마는 '일본의 오모테나시(환대의 뜻)'. 간사이의 현관인 '간사이
공항'과 국내외의 여행객들로 붐비는 옛 수도 '교토'를 연결하는 '하루카'를
특별한 디자인으로 장식하여, 간사이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환영하고 2018 년
6 월에 등장한 '헬로키티 신칸센'과 함께 새로운 여행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랩핑 개요
대상 열차: 간사이 공항 특급 '하루카'1 편성(6 량)
운행 구간: 간사이 공항~교토(마이바라) 구간
도입 시기: 2019 년 1 월 29 일(화)
도입 계획: 콘셉트는 동일하며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제 2 탄, 제 3 탄을 계획 중.
운행 계획: '헬로키티 하루카'는 통상 운행되는 특급 '하루카'의 정기 열차로서 운행합니다.
운행되는 시각은 매번 다르며, 운행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테마는 '일본의 오모테나시'.
예로부터 자연의 동식물을 모티브로 한 장식으로 미(美)를 표현해 온 일본.
그런 전통적인 모티브와 헬로키티를 조화시킨 멋진 배색으로
새로운 '일본식 모던'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제 1 탄의 디자인은 하루카의 차량에도 사용되는 남색을 바탕으로 하며
나비와 풀꽃 등 자연을 테마로 한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장 디자인

※화상은 이미지입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장 디자인
내장에도 모든 차량의 문과 창문 사이 등에 외장 디자인 그림이 등장합니다.
승차 중에도 헬로키티 하루카의 세계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화상은 이미지입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간사이 공항역의 장식
2 월 5 일(화)에 '헬로키티 하루카'의 시발착역인 간사이 공항역의 발매기를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장식합니다.
웰컴 이벤트
2 월 5 일(화) 13 시~15 시 사이에 간사이 공항역에서 웰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벤트에서는
'헬로키티'가 등장하며, 꽃꽂이 유파인 미쇼류 사사오카의 당주 사사오카 류호씨와 교토시의
오모테나시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보도 공개 안내는 나중에 알려 드립니다.

특별 사이트
헬로키티 하루카의 콘셉트와 디자인을 소개하는 특별 사이트(http://www.jr-hellokittyharuka.jp/kr/)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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