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새로운 발견과 감동을.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춘계 프로모션
「 GREEN STATION PARK 」개최에 대해
2 0 1 9 년 2 월 1 3 일
서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오사카 터미널 빌딩 주식회사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연락 협의회

「GREEN

STATION PARK」（그린 스테이션 파크）

~오사카역이 평화롭고 푸른 잔디 광장으로~

오사카역 위 ‘시공의 광장’에 평화로운 잔디 공간이 등장합니다. 광장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오브제와
어린이용 키즈 스페이스를 설치.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봄의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에서 마치 자연에 둘러싸인 공원 같은 ‘GREEN STATION PARK’를 꼭 즐겨
보십시오.
1．실시 기간
2019년 3월 1일(금)~6월 9일(일) ※101일간
2．행사장
JR오사카역·오사카스테이션시티5F‘시공의광장’
(광장개방시간 8:00~23:30)
3．공식 홈페이지
http://osakastationcity.com/gsp/
4．실시 내용
（1）디자인
・광장 디자인
매년 호평을 받는 인공 잔디를 광장 전체에 설치해 공원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연출. 쇼핑 도중 휴식과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 잔디 설치 면적=약 1,700㎡)
・ 어린이용 공간
이번에는 새롭게 어린이 고객님께서 즐길 수 있는 키즈
스페이스를 설치. (0~6세[미취학 아동 대상])큰 지붕이 있어
날씨에 관계없이 비가 오는 날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무료)
쇼핑 증정 기획
・ 도시락통
그린 스테이션 파크 ‘전단지’에 시공의 광장에 설치된
스탬프를 찍습니다. 그리고 세금 포함 2,000엔 이상 ‘쇼핑
영수증’과 함께 3층 ‘인포메이션’에 제시하시면 도시락통을
1개 증정해 드립니다.
・화분
세금 포함 1,000엔 이상의 ‘쇼핑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시공의 광장에
（3）스테이지
이벤트 전시되어
및 워크숍있던 화분을 2개 증정해 드립니다.

【메인 비주얼】

【행사장 전체 이미지】

행사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을 중심으로 스테이션 이벤트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 이후에는 어린이용 ‘레고’ 이벤트. 또한 축구팀 ‘세레소 오사카’ 등을 초청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
※ 상세 내용은 별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디자인】
○

별지

※게재된 사진 및 일러스트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광장 디자인

많은 분께서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늑한 휴식
공간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

어린이 전용 공간

광장 전체에 인공 잔디를 깔아 공원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연출. 마치 공원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 증정 기획】
○

도시락통

공간 내에 쿠션
놀이기구를
설치. 자유롭게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이용이 불가능한 날이 있습니다.

도시락통은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재고가 떨어질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용）

・ 2019년 3월 1일 (금)~6월 9일 (일)
・ 이벤트 기간 중 그린 스테이션 파크의 ‘전단지’에 시공의 광장에 설치된
스탬프를 찍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점포에서 쇼핑
또는 식사 등을 이용하신 세금 포함 2,000엔(합산 가능) 이상의
‘영수증’과 함께 3층 ‘인포메이션’에 제시하시면 도시락통을 1개 증정해
【도시락통】
드립니다.
※ 도시락통 외의 내용물은
※전단지는 시공의 광장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시 물품）・ 스탬프를 찍은 전단지, 영수증(세금 포함 2,000엔 이상[합산 가능]）
（접수처） ・ 노스게이트 빌딩 3층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인포메이션 （10：00~20：00）

○ 화분

각 회마다 화분 재고가 떨어지면 종료됩니다.

（일시）

・2019년 3월 31일 (일) ①13：00~ ②14：30~ ③16：00~ ④17：30~
※각 회 선착순 100명
（내용）
・3/1(금)~3/31(일)에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점포에서 쇼핑 또는 식사 등을
이용하신 세금 포함 1,000엔(합산 가능) 이상의 ‘영수증’을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시공의 광장에 전시되어 있던 ‘화분’ 2개를 총 400분께 증정해
드립니다.
（제시 물품）・영수증(세금 포함 1,000엔 이상[합산 가능]）
（접수처） ・5층 ‘시공의 광장’ 스테이지 주변

【화분】

【스테이지 이벤트 및 워크숍】
（내용）

・ 행사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을 중심으로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내 점포가 실시하는 스테이지
이벤트 및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4월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레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설치와 축구팀 ‘세레소 오사카’
초청 토크쇼 및 축구 체험 등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해 드립니다.

（개최 장소） 5층 ‘시공의 광장’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관련 협의회 구성 기업 및 단체＞ ※순서는 임의로 기재
JR 서일본 SC개발㈜,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시네마, ㈜코나미 스포츠 클럽, ㈜에스크리,
서포트 플라자회, ㈜다이마루 마쓰자카야 백화점, ㈜호텔 그란비아 오사카, 사우스게이트 빌딩 요식업회,
㈜JR 서일본 데일리 서비스넷, JR 서일본 오사카 개발㈜, 서일본 여객철도㈜, 오사카 터미널 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