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매월 발신
오사카 이벤트 캘린더 OSAKA GU DEDecember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

주요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전국・더・리얼 at 오사카성
역사유산、오사카성에 

 "엔터테이먼트 특구"

가 출현！

[개최지]오사카성 

니시노마루 정원 ※

회장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재팬®이 

아닙니다

[시간]기간별 개최시간이 다르므로, 확인요함

[요금]대인/노인 공통(12세이상)　SS석/3,480엔、S석/2,980

엔、A석/2,480엔　어린이(4～11세）SS석/2,480엔、S석/1,980

엔、A석/1,480엔   ※12세 이상의 초등학생인 경우는 어린이 

가격적용

[문의]0570-20-0606(인포메이션 센터 (평일: 9:00~17:30 

/ 토일,공휴일: 9:00～19:00))

2016년12월16일(금)∼2017년3월12일(일)

웃음신사（히라오카신사 
금줄신사)
올 한해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몇번 있었나요? 

히라오카 신사에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웃음으로 날려버리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합시다!

[개최지]히라오카 신사

[시간]오전8:30～　[요금]무료

[문의]072-981-4177(히라오사 신사)

2016년12월23일（금）

뒤뚱뒤뚱 걷기 대행진！「펭귄 
퍼레이드」
뒤 뚱 뒤 뚱  걷 는  

귀여운 임금펭귄을 

눈앞에서 볼수있는 

기 회 !  놓 치 지  

마세요!

[개최지]

카이유칸 앞 이벤트회장 （예정）

[요금]견학무료(카이유칸 입관시, 별도 카이유칸 입관료 

요함）

[문의]06-6576-5501(카이유칸 인포메이션)

2016년12월26일（월）∼ 2017년1월3일（화）
2017년1월7일（토）∼ 9일（월·공휴일）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오사카2016
독일 본토에서 

가져온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사카  

겨울 최대 규모의 

이벤트입니다!

[개최지]우메다 

스 카 이 빌 딩  

원더스퀘어

[요금]입장무료 ※별도 물품판매

[문의]06-6440-3872(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오사카실행위원회 사무국)

2016년11월18일(금)∼12월 25일(일)

오사카・빛의 향연 2016
오사카 대규모 일루미네이션

[개최지]오사카시청 주변,나카노시마 공원,미도스지 외 

[요금]관람무료

[문의]06-6910-1156(오사카 빛의 향연 사무국)

2016년11월20일（일）∼2017년1월9일（월·공휴일）

OSAKA SKY VISTA
「오사카・빛의 향연2016」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2층 오픈버스를 타고、

일루미네이션을 즐겨보는건 어떤가요?

[개최지]〈승강장〉오사카역 JR

고속버스터미널 ( JR 오 사 카 역 

노스게이트 빌딩1층,  JR오사카역 

중앙개찰구에서 도보1분)

[시간]대인 1,500엔   소인 1,000엔   

[요금]〈매표소〉「오사카역 JR

고속버스터미널 티켓센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승차권은 

되도록 빠른시간에 구매바랍니다.

[문의]06-6781-3231(킨키버스 후세영업소(8:30～18:00))

2016년11월21일(월)∼2017년1월9일(월·공휴일)

라면 EXPO 2016 in 반파쿠 공원
일본 전국 각지의 유명 라면점이 등장！

니시니혼(서부일본) 최대규모의 대인기 

라면이벤트가 다시 돌아왔다！

[개최지]반파쿠기념공원　축제광장

[시간]11:00 ∼21:00(라스트 오더 20:30) 

[요금]입장무료　※별도공원입장료（어른 

250엔・ 초중생 70엔）필요　※라면티켓 1

그릇 800엔（균일요금）

[문의]06-6338-0641(라면 EXPO 사무국

（주식회사 시티라이프 NEW）)

우라사와 나오키 그리고 그리고 
끝나지 않는 그림 －오사카편－
현역 만화가의 최고봉・
오자와 나오키의 펜촉의 

모든것이 한자리에！

[개최지]오사카난코 

ATC 특설회장

[요금] 일반 1 ,300엔

초등학생・중학생 600엔 

※미취학 아동은 무료　

[문의]06-6615-5556(우라사와 나오키 전시전 사무국 

（평일10:00～17:00）)

2016년11월26일（토）∼2017년1월25일（수）
※단、2016년12월26일（월）∼12월31일（토）는 휴관일

얏사이홋사이
108개비의 장작으로 떼운 신전앞의 불을 

건너는 신사. 불에탄 장작을 집에 

가져가면, 액막이 부적이 된다고 합니다.

[개최지]이와츠타 신사

[요금]참배무료

[문의]072-241-5640(이와츠타 신사)

2016년12월14일(수)제1막: 2016년12월 9일(금)∼11일(일)  （3일간）
제2막: 2016년12월16일(금)∼18일(일)  （3일간）

제3막: 2016년12월23일(금·공휴일)∼25일(일) （3일간）
※우천시 실시

일본-이탈리아 국교수립 150주년 특별전시회 
아카데미아 미술관소장 베네치아・르네상스의 거가들
조반니 벨리니, 크리벨리, 카르파치오, 티지아노, 틴토레토, 베로니스에 

이르기까지, 약60점의 명화가 국립국제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개최지]국립국제미술관   [시간]10:00～17:00  금요일은10:00～19:00  

[요금]일반(당일)1,500엔 (사전판매、단체)1,300엔   대학생(당일)1,200

엔 (사전판매、단체)1,000엔   고등학생(당일)600엔 (사전판매、단체)400엔

※중학생 이하는 무료  [문의]06-4862-5777(국립국제미술관)토일공휴일을 

제외한 10시～17시까지

2016년10월22일（토）∼2017년1일15일（일）
※휴관일: 월요일、12월28일（수）∼1월4일（수）　단、1월9일（월·공휴일） 영업시 다음날 휴관

가을특별전 다기와 와카
－전설이 얽힌 다기들－
일본 정형시 와카에 관련 깊은 

다기를 3기에 나누어 약 60점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개최지]유키미술관

[시간]10:00～16:30（접수마감

16:00까지）

[문의]06-6203-0188(유키미술관)

2016년9월1일（목）∼12월4일（일）

◎=신체장애자나 고령자 등의 무료 입장 및 할인에 대해서는 각 문의처로 문의하십시오.



매월 발신!  오사카 이벤트 캘린더

카이유칸 윈터 일루미네이션
올해의 일루미네이션에는 카이유칸의 벽면에 

거대한 고래상어 2마리가 등장합니다! 

카이유칸에서 많은 빛의 생물들에 둘러싸여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건 어떤가요? 

[개최지]카이유칸 주변 일대 

[시간]17:00～22:00（일부 17:00～20:00）

[요금]관람무료（일부、카이유칸 입장료 요함） 

[문의]06-6576-5501(카이유칸 인포메이션)

2016년11월22일（화）∼2017년3월5일（일）
※2017년1월11일（수）·12일（목）、2월15일（수）·16일（목）의 휴관일을 제외

나가이식물원 가든 일루미네이션 2016～빛의 숲～
이번 「나가이 식물원 일루미네이션」은 

겨울에 피는 진귀한 꽃, 아이스 튤립과 

겨울나무를 아름답게 비춥니다.

[개최지]나가이식물원

[시간]17:30～21:00（입장마감시간 

20:30 까지）

[요금]고등학생 이상 500엔　초등학생・
중학생 300엔　장애우 수첩 소지자 100

엔（증명서 제시요함）※보호자는 

일반요금　 [문의]06-6694-9007(나가이 파크센터)

2016년11월25일∼12월25일 　※월요일 휴원

2016년11월26일(토)∼12월25일(일) 

～수족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산타 다이버」
가 등장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매년 개최되는 인기 크리스마스 이벤트. 산타 

다이버가「태평양」수조에 등장하여 이색적인 크리스마스를 느껴보세요!

[개최지]카이유칸(카이유칸 「태평양」수조 등) 

[요금]입장료에 포함됨　 [문의]06-6576-5501(카이유칸 인포메이션)

2016년12월1일（목）∼25일（일）

하베스트 언덕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베스트 언덕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캔들나잇과 

불꽃축제를 개최합니다.하베스트 언덕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최지]하베스트 언덕

[요금]

대인（중학생 이상）:500엔  소인(중학생 미만) 무료

실버（65세이상）:400엔

[문의]

072-296-9911

(사카이・녹색뮤지엄 

하베스트 언덕)

2016년12월23일（금·공휴일）∼24일（토）

오쿠카와치 일루미나주
미나미 오사카 최대규모 일루미네이션 이벤트!

[개최지]오카사후립 하나노 분카칸（후루루 

가든）

[시간]17:30～22:00（소등시간 21:30）

[요금]대인 1,000엔  소인 500엔 ※3세미만 

무료

[문의]06-6452-6452(일루미나주 사무국)

2016년12월1일（목）∼2017년3월5일(일)

Welcoming아베노・텐노지 윈터 프레젠트 2016
거리의 새로 운  얼굴・
텐시바에서, 겨울밤의 

빛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개 최 지] 텐 노 지 공 원  

입 구  에 리 어  텐 시바 ,  

아베노 큐즈몰, 텐노지 

미오, 아베노 하루카스

[시간]13:00～18:00 

(일루미네이션은 별도)

[요금]무료

[문의]06-6621-0305(킨키 부동산 주식회사  아셋트 사업본부 하루카스 

운영부)

2016년12월3일（토）、10일（토）、17일（토）、24일（토）
※우천시엔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루미나이트 반파쿠 Xmas
올해는 작년의 약 5배 규모의 LED로 원내를 

장식합니다. 또한 태양의 탑을 스크린으로, 

아트한  입체영상과 박력있는 효과음이 

콜라보레이션한 영상쇼「빔 페인팅」（３Ｄ

프로젝션 맵핑）이 올해도 등장합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영상쇼가 펼쳐질까요?

[개최지]반파쿠 기념공원  자연문화원, 

태양의  광장, 동쪽대로, 아래 광장

[시간]16시～21시（20시30분까지 입장가능）

[요금]자연문화원 입장료  어른 250엔   초등학생・중학생 70엔

[문의]06-6877-7387(반파쿠 기녕공원 총합안내소)

TSURUMI윈터 페스티벌
작년에 많은 호평을 받았던 「츠루미 빛의 꽃관람석 2015」이 

업그레이드되어 찾아옵니다!

[개최지]하나하쿠 기념공원 츠루미료쿠치（중앙분수 주변、

쿠수리노키 토오리、중앙광장、꽃관람석 주변）

[시간]12시～20시（우천시 실시）　[요금]무료（먹거리코너 제외）

[문의]06－6915－9176(오사카시 츠루미쿠 시청 매력창조과)

2016년12월10일（토）

나카노시마 웨스트 겨울이야기 2016
문화・예술의 마을 나카노시마 웨스트답게、아트로 사람과 

도시가 하나되는 겨울 이벤트.

[개최지]나카노시마 웨스트 에리어 일대（나카노시마２쵸메～6

쵸메、후쿠시마１쵸메～２표메）의 대상시설

[요금]무료(일부 유료)

[문의]06-6539-7878(나카노시마 웨스트・에리어 프로모션 

연락회 사무국)

2016년12월14일（수）∼2017년1월31일（화）

2016년12월9일（금）∼11일（일）、년12월16일（금）∼18일（일）、
12월23일（금·공휴일）∼25일（일）

우메다 스노우맨 페스티벌 2016
「스노우맨을 찾으러가자」를 테마로 우메다에 개성 넘치는 스노우맨이 

등장합니다! 이번해는 새롭게「라이브페인팅」도 실시합니다! 

[개최지]우메다지구명소（이벤트별 개최회장이 다름）　◆특별회장: 

오사카스테이션 시티5F 시공의 회장、한큐전철 본사 앞、NU chayamachi

앞、 그랑프론트 오사카、디아몰 오사카、니시우메다 스퀘어、한큐우메다 

본점、화이티 우메다、외

[문의]06-6533-2722(우메다 스노우맨 페스티벌 2016 실행위원회 사무〈주식회사 카쿠타스 내〉평일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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