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마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아와지마점

3-391-2 Awashimamachi,
Toyama-shi

(+81) 76-433-716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후추점

89-1 Hayahoshi Fuchumachi,
Toyama-shi

(+81) 76-466-921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혼고점

49-1 Hongomachi, Toyama-shi (+81) 76-495-504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가격 표시된 일부
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오사와노점

1754-1 Shimo Okubo, Toyama(+81) 76-468-7323
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야쓰오점

449-4 Ida Yatsuomachi,
Toyama-shi

(+81) 76-455-951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숙박시설 엔라쿠

347-1 Unazukionsen, Kurobeshi

(+81) 765-62-1211

숙박객에게 커피 또는 홍차제공

숙박시설 도요코인 도야마에키마에 다카라마치

1-5-1 Takaramachi, Toyamashi

(+81) 76-433-1046

도요코인 오리지널 상품 증정

(+81) 76-482-1311

Ｉ 그린시즌（2014년/4월/하순～11월/상순）①곤도라 리프트
20%할인 Ｉ 그린시즌（2014년/4월/하순～11월/상순)
ZIPLINE ADVENTURE 다테야마 500엔 할인 Ⅱ 스키시즌
（2014년/12월/중순～2015년/3월/하순） 리프트 1일권
500엔 할인 Ⅲ．오리지널 타올 증정

관광시설 다테야마 산록스키장

55 Hara, Toyama-shi

관광시설 (주)이케다야 야스베상점

１－３－５ Tsutsumimachidori, Toyama-shi
(+81)076-425-1871

한콘탄 1회분 증정

43-20,Hirakigaoka,Toyama-shi

요리교실(정상요금 3시간6,500엔）500엔할인

기타

벤토복스

(+81)80-3745-6600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오시마점

40-1 Akai Shimomagake, Imizu(+81) 766-52-6933
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신미나토점

1-308-1 Honmachi, Imizu-shi

(+81) 766-82-1773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아이모노 콘부 (다시마 전문점)

339-5 Ikujinakaku, Kurobe-shi

(+81) 765-57-0321

①5%할인 (세금 포함 1,050엔 이상 구입하신 분)②다시마차
한 잔 제공

판매시설 잡화 와시(和紙) 나카지마야

250-1 Chuodori Unazukionsen,
(+81) 765-62-1615
Kurobe-shi

전품목 5%할인(담베는 제외)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구로베점

721 Makino, Kurobe-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81) 765-54-5347

등록시설명

주소

TEL

플라네타리움,입체영상관람료 할인(어른300엔→240엔、고
등학생/대학생 150엔→120엔) ※중학생 이하는 무료

관광시설 구로베시 요시다과학관

574-1 Yoshida, Kurobe-shi

관광시설 세레네 미술관

6-3 Unazukionsen, Kurobe-shi (+81) 765-62-2000

입장료 200엔 할인(어른600엔→400엔,고등학생/대학생 500
엔→300엔) ※중학생이하 무료

숙박시설 쓰루기 고이즈키

1 Yuuwano Kamiichimachi,
Nakaniikawa-gun

(+81) 76-472-6333

숙박객에게 경품 또는 토산품 증정

관광시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Tateyamamachi, Nakaniikawagun

(+81) 76-432-2819

다언어 팸플렛 증정(예정)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우오즈점

1-5-10 Kita Onie, Uozu-shi

(+81) 765-23-607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아사히점

1136-1 Hirayanagi Asahimachi,
(+81) 765-83-9955
Shimoniikawa-gun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나메리카와점

4 Okidashin, Namerikawa-shi

(+81) 76-476-6533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후쿠오카점

167 Otaki Fukuokamachi,
Takaoka-shi

(+81) 766-64-6588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다카오카 에지리점

15-1 Ejiri, Takaoka-shi

(+81) 766-29-087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다카오카 중앙점

5-20 Nakagawa Sakaemachi,
Takaoka-shi

(+81) 766-27-751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도이데점

5-6-40 Toidemachi, Takaokashi

(+81) 766-63-272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음식시설 해산물도매상 가키노쇼

156 Ono, Takaoka-shi

(+81) 766-28-0003

미니 소프트 아이스 크림 제공

숙박시설 다이부쓰료칸

1276 Daibutsumachi, Takaoka(+81) 766-21-0075
shi

오리지널 타올 증정

6-1 Shimozekimachi, Takaoka(+81) 766-23-6645
shi

그림엽서 1장 제공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쇼가와점

438 Shimeno Shoｇawamachi,
Tonami-shi

(+81) 763-82-5598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도나미점

401-2 Nouka, Tonami-shi

(+81) 763-33-712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기타

다카오카역 관광안내소

(+81) 765-57-0610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후쿠미쓰점

888-1 Fukumitsu, Nanto-shi

(+81) 763-52-7290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후쿠노점

302-1 Shibataya, Nanto-shi

(+81) 763-23-167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조하나점

23 Noda, Nanto-shi

(+81)763-62-8333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히미점

21-58 Saiwaicho, Himi-shi

(+81) 766-72-825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숙박시설 고자카이소

81 Kozakai, Himi-shi

(+81) 766-78-1934

식전 술 ‘도부로쿠’ 또는 소프트 드링크 1병 제공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오야베점

3979 Ayako, Oyabe-shi

(+81) 766-68-357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①오리지널 화장용 기름종이 증정(샵에서 3,000엔 이상 구
매하신 경우)②카페에서 금박커피,금박 소프트 아이스크림
50엔 할인
①가나자와 토산품 증정(6층 ‘가나자와 유공방’에서 구
매하신 분)②식사 후 드링크 1잔 제공(8층 레스토랑 ‘슌사이
그릴 고린(旬彩グリル香林)’, ‘난고쿠슈카(南国酒家)’③커

이시카와현
판매시설 하쿠이치 본점 하쿠코칸(금박공예관)

2-1-1 Morito, Kanazawa-shi

(+81) 76-240-8911

판매시설 고린보 다이와

1-1-1 Korinbo, Kanazawa-shi

(+81) 76-220-1111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지카오카점

358 Chikaokamachi, Kanazawa(+81)76-238-0350
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가사마이점

1-2-6 Kasamai Honmachi,
Kanazawa-shi

(+81)76-262-156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모리모토점

8-1 Nu Minami Morimotomachi,
(+81)76-257-7526
Kanazawa-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모로에점

339-1 Nakacho Moroemachi,
Kanazawa-shi

(+81)76-239-141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오미초점

88 Aokusamachi, Kanazawa-shi (+81)76-221-157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오누카점

3-263 Onuka, Kanazawa-shi

(+81)76-296-7010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다카야나기점

1-48-1 Takayanagimachi,
Kanazawa-shi

(+81)76-252-060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다마보코점

3-220 Tamaboko, Kanazawashi

(+81)76-292-853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야스하라점

1-256 Kamiyasuhara,
Kanazawa-shi

(+81)76-214-306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음식시설

겐로쿠엔 가나자와성 앞 자야 겐조테이
(茶屋見城亭)

1-19 Kenrokumachi,
Kanazawa-shi

(+81) 76-263-7141

매점 상품 5%할인

음식시설

겐로쿠엔 가나자와 요리 겐켄오친(兼見
御亭)

2-37 Higashikenrokumachi,
Kanazawa-shi

(+81) 76-222-1600

①오리지널 화장용 기름종이 증정②매점 상품 5% 할인

숙박시설 후카야 온천 모토유 이시야

95 Chi Fukatanimachi,
Kanazawa-shi

(+81)76-258-2133

여성숙박객 전원에게 원천팩 선물

숙박시설 가나자와 자야(茶屋)

2-17-21 Honmachi, Kanazawa(+81) 76-231-2225
shi

오리지널 화장용 기름종이 1인당 1장 제공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숙박시설 가나자와 미야코 호텔

6-10 Konohanamachi,
Kanazawa-shi

(+81) 76-261-2111

관내 직영 레스토랑(프랜치,일본요리)에서 식사하신분에게
음식비 10%할인

숙박시설 가나자와 뉴그랜드 호텔

4-1 Minamicho, Kanazawa-shi

(+81) 76-233-1311

①레스토랑 음식비 5%할인②숙박요금10% 할인

관광시설 주식회사 금은박공예 사쿠다 본점

1-3-27 Higashiyama.
Kanazawa-shi

(+81) 76-251-6777

①금박공예체험 10%할인②10％할인（구매고객）③금박을
넣은 차 제공

관광시설 가가유젠 전통산업회관

8-8 Kosyomachi, Kanazawa-shi (+81) 76-224-5511

입장료 할인(300엔→250엔)

1-14-8 Higashiyama,
Kanazawa-shi

입장료 100엔 할인(정상가격700엔→600엔) 또는 오리지널
젓가락 받침 증정

관광시설

가나자와 히가시 자야가이 가이카로(懐
華樓)

(+81) 76-253-0591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나나쓰카점

21-1 I Matsuhama, Kahoku-shi (+81)76-285-1112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다카마쓰점

22-2 Takamatsu Onobe,
Kahoku-shi

(+81)76-281-185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쓰바타점

23-4 Ho Aza Yokohama
Tsubatamachi, Kahoku-gun

(+81)76-289-006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우치나다 오네부점

1-2 Aza Onebu Uchinadamachi,
(+81)76-286-6655
Kahoku-gun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가시마점

109-1 Yo Tokuzen
Nakanotomachi, Kashima-gun

(+81)767-76-235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노노이치점

6-1 Hakusanmachi, Nonoichishi

(+81)76-248-1722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아와즈점

170-1 Ho Yatanomachi,
Komatsu-shi

(+81)761-44-571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구시점

333 Kushimachi Kita, Komatsu(+81)761-43-8351
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관광시설 일본자동차 박물관

40 Ikkanyama
Futatsunashimachi, Komatsushi

①입장료 10％할인②핸드타올 증정

관광시설 가가 전통공예마을 유노쿠니노 모리

Na-3-3 Awazuonsen, Komatsu(+81) 761-65-3456
shi

오리지널 금 마키에 스티커 증정

판매시설 과자의 성 가가한(加賀藩)

90-1 Ha Kamomachi, Kaga-shi (+81) 761-77-0100

①‘가가 마메시보리 센베 ’과자 1개 증정(어린이를 포함하
여 방문객 전원)②「초코 후쿠 셋트（가가후쿠 1개와 가가보
차）」 또는 「푸치과자 셋트（4～5개 과자 모듬）」 증정(상점에

(+81) 761-43-4343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다이쇼지점

1-53 Daishoji Higashicho,
Kaga-shi

(+81)761-72-651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가가온천역앞점

24 Ri Sakumimachi, Kaga-shi

(+81)761-73-4777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야마시로점

2-20 Yamashiro Onsen Hokubu,
(+81)761-77-5885
Kaga-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숙박시설 하나무라사키

1-ho-17-1
Yamanakaonsenhigashimachi,
Kaga-shi

저녁식사시 드링크 1잔 제공

숙박시설 가가관광호텔

41 U Katayamazuonsen, Kaga(+81) 761-74-1101
shi

숙박시설 백로탕(白鷺湯) 다와라야
숙박시설 스이메이

2-he-1
Yamanakaonsenhigashimachi,
Kaga-shi
1-ho-10
Yamanakaonsenhigashimachi,
Kaga-shi

(+81) 761-78-0077

①가가 관광호텔 오리지널 입욕제 증정②디자인 유카타 무
료 대여(여성에 한함)

(+81) 761-78-1321

숙박객에게는 계류노천탕을 구비한 대절 대욕탕 ‘ 깃카(菊
香)’이용요금 할인 (50분3,240엔→2,160엔）

(+81) 761-78-1616

1인 1개 온천 미스트 증정

(+81) 761-77-1234

①매점 10%할인(2,000엔이상 구매시)②커피라운지 드링크류
10%할인

숙박시설 유노쿠니 텐쇼

19-49-1 Yamashiroonsen,
Kaga-shi

관광시설 로산진(魯山人) 은거 터 이로하소안

18-5 Yamashiroonsen, Kaga-shi (+81) 761-77-7111

입장료 할인(어른 500엔→420엔)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다쓰노쿠치점

546-1 Tatsunokuchimachi,
Nomi-shi

(+81)761-51-663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맛토 중앙점

2000 Muraimachi, Hakusan-shi (+81)76-274-0893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쓰루기점

705-1 Tsukihashimachi,
Hakusan-shi

(+81)76-273-281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음식시설 잇푸쿠도코로 오하기야

122-1 Re Shirayamamachi,
Hakusan-shi

(+81) 76-272-5510

일본신화의 신 ‘쿠구리히메’가 그려진 책갈피 증정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몬젠점

17 Ha Motoichi Monzenmachi,
Wajima-shi

(+81) 768-42-3133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와지마점

12-1 Takudamachi, Wajima-shi (+81) 768-22-855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관광시설 다이혼잔 소지지소인 절

Ko,1-18 Monzen Monzenmachi,
(+81) 768-42-0005
Wajima-shi

1인 기준 입장료 400엔을 350엔으로 할인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24-55 Kawaimachi, Wajima-shi (+81) 768-22-2155

와지마 칠기자료관 입장료 50엔 할인(어른 200엔→150엔)

4 Ipponsugimachi, Nanao-shi

(+81) 767-52-4141

①와지마 칠기 젓가락 증정(5,000엔 이상 구입하신 분)②침
금(沈金) 체험료10% 할인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나카지마점

3-48-1 Sakiyama
Nakajimamachi, Nanao-shi

(+81) 767-66-216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나나오추오점

75 Ha Yatashinmachi, Nanaoshi

(+81) 767-53-540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나나오히가시점

3-1 Wa Motofuchumachi,
Nanao-shi

(+81) 767-54-826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나나오니시점

17 Ra Kokubumachi, Nanao-shi (+81) 767-52-8333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와쿠라점

1-26-1 Kujma Ishizakimachi,
Nanao-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음식시설 노토 가이센동(해산물 덮밥) 미토네

Wa-23-3 Wakuramachi, Nanao(+81) 767-62-0077
shi

식후 디저트(검은깨 컵 소프트 아이스 크림) 제공

음식시설 오즈시(초밥집)

13-4 Fuchumachi, Nanao-shi

(+81) 767-52-0743

음식비 10%할인(대금이 2,000엔 이상에 한함)

숙박시설 아에노 가제

8-1 Wakazaki Wakuramachi,
Nanao-shi

(+81) 767-62-3333

오리지널 유노하나 (온천 침전물)증정

숙박시설 호텔 가이보

12-3 Wakazakibu Wakuramachi,
(+81) 767-62-1515
Nanao-shi

①매점 10%할인(1,050엔이상 구입하신 분에 한함)②식사 시,
소프트 드링크 1인당 한 병 제공

숙박시설 와쿠라 온천 오야도 스즈카

Ru-4-7 Wakuramachi, Nanaoshi

모닝커피 제공

숙박시설 와쿠라 온천 가가야

Yo-80 Wakuramachi, Nanao-shi (+81) 767-62-1111

가가야 오리지널 투명 화일 등 증정

숙박시설 니혼노야도 노토라쿠

1-14 Kashima Ishizakimachi,
Nanao-shi

(+81) 767-62-3131

부부 젓가락 셋트 증정

2-1 Yatamachi, Nanao-shi

(+81) 767-53-6161

당사 투어 참가자에게 경품 증정

Shi-15 Nonoemachi, Suzu-shi

(+81) 768-82-4688

이 고장 토산 ‘소금맛 사이다 ’ 할인(200엔→180엔,카드소
지자에 한함,수량제한 없음)

관광시설 와지마칠기회관
판매시설

기타

우루시 도호 아라키(구타니야기,칠기 전
문점)

마루이치 관광

판매시설 미치노에키 스즈나리 휴게소

(+81) 767-62-1085

(+81) 767-62-2420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스즈 씨사이드점

1-1-22 Iidamachi, Suzu-shi

(+81) 768-82-1626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스즈점

47 Mobu Nonoemachi, Suzu-shi (+81) 768-82-808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이마하마점

173-10 Wo Imahama
(+81) 767-28-5661
Hodatsushimizucho, Hakui-gun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다카하마점

69 Ya Takahama Shikamachi,
Hakui-gun

(+81) 767-32-9001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도기점

124 Otsu Satohongo
Shikamachi, Hakui-gun

(+81) 767-42-2416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하쿠이점

31 I Ishinomachi, Hakui-shi

(+81) 767-22-397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아나미즈점

30-1 Re Aza Kawashima
Anamizumachi, Hosu-gun

(+81) 768-52-3480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마쓰나미점

14-11 Matsunami Notocho,
Hosu-gun

(+81) 768-72-2230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우시쓰점

18-1 Ichi, Aza Ushitsu
Yamabun Notocho, Hosu-gun

(+81) 768-62-8255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후쿠이현
숙박시설 하쿠와소

5-1201,Onsen,Awara-shi

관광시설 도진보 관광유람선

64-1 Anto Mikunicho, Sakai-shi (+81) 776-81-3808

승선료할인 (어른1,300엔→1,100엔)（어린이 650엔→600엔）

64-1-166 Anto Mikunicho,
Sakai-shi

(+81) 776-82-5515

경품 증정

1-1531 Wakabacho, Tsurugashi

(+81) 770-24-0489

시설내 안내소에서 경품 증정

기타

도진보관광 교류센터

음식시설 니혼카이 사카나마치

(+81)776-78-7000

모닝커피 제공

관광시설

미나토쓰루가 야마카이칸(축제용 장식수
7-6 Aioicho, Tsuruga-shi
레회관)

(+81)770-21-5570

쓰루가시립박물관 소장 일본화 엽서 1장 증정

관광시설

가미와라베자료관(일본전통 종이 인형
자료관)

13-14 Aioicho, Tsuruga-shi

(+81)770-37-1150

입장료 50엔할인

관광시설 야마토 다카하시 다시마관

3-1 Kokawada Sakanoshita,
Tsuruga-shi

(+81) 770-24-3070

오리지널 다시마제품(예：다시마사탕)증정

관광시설 인도(人道)의 항 쓰루가 뮤지엄

44-1 Kanegasakicho, Tsuruga(+81)770-37-1035
shi

기타

쓰루가 키라메키 온천 리라 포토

91-9-3 Takano, Tsuruga-shi

(+81)770-24-1126

①관내에서 판매중인 엽서(5장셋트)를 증정②전시를 소개
하는 다언어 음성태블렛(영어,중국어,한국어, 러시아어,폴란
드어,헤브라이어)대여
입욕요금할인 （정상요금）어른1,000엔→（할인요금）700엔、
（정상요금）어린이500엔→（할인요금)300엔、타올 무료 대
여 ※어른은 12세이상、어린이은3～12세미만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나가노현
숙박시설 아루파인 미즈시로

4232-6,Azumi,Matsumoto-shi

(+81)263-93-2261

종이접기, 일본 손수건, 부채 등 일본 잡화를 한가지 제공

숙박시설 호텔 부에나비스타

1-2-1 Honjyo, Matsumoto-shi

(+81) 263-37-0111

호텔 부에나비스타 특제 볼펜 증정

숙박시설 호텔 쇼호

527 Satoyamabe, Matsumotoshi

(+81) 263-38-7711

웰컴드링크로 모과주스를 제공,‘쇼호온천성분 입욕제’25g
1팩제공

숙박시설 호텔 스에히로

2-7-7 Yokota, Matsumoto-shi

(+81) 263-32-0929

환영의 뜻을 담은 웰컴드링크 제공

숙박시설 가미코치호텔 시라카바소

Kamikochi Azumi Matsumotoshi

(+81)263-95-2131

①숙박요금 10%할인(단,일부 예외있음)②음식비,쇼핑 5%할
인권 증정

숙박시설 마쓰모토 호텔 가게쓰

4-8-9 Ote, Matsumoto-shi

(+81) 263-32-0114

숙박객 1인당 음료수권 1장 제공

관광시설 신슈 마쓰모토 천연아트관

2-13-9 Sawamura, Matsumoto(+81)263-32-4456
shi

카드를 제시하시면 행운의 용 상품을 20％할인

숙박시설 우에마쓰야 료칸

1628 Bessho-Onsen, Ueda-shi (+81)268-38-2300

①사나다마을 생수 증정②액막이 젓가락 증정③ 여성분에
게는 어메니티 굿즈(호텔비치용품)를 선물

숙박시설 료쿠스이테 게이스이

Omachionsenkyo, Omachi-shi

(+81) 261-22-5501

대절 노천탕50분 2,500엔→2,100엔으로 할인

관광시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Omachi-shi

(+81) 261-22-0804

다언어 팸플렛 증정(예정)

숙박시설 에스포와르 미사와

Tsugaikekogen Otarimura,
Kitaazumi-gun

(+81) 261-83-2644

호텔내 매점상품 10％할인（일부 상품은 제외）

관광시설 지쿠니노쇼 사료관

3125-1 Oazachikuniotsu
Otarimura, Kitaazumi-gun

(+81) 261-82-2536

입장료할인（어른300엔→240엔、어린이100円→80円）

관광시설 오타리무라 향토관

131 Nakaotarihei Otarimura,
Kitaazumi-gun

(+81) 261-82-2001

입장료할인（어른300엔→240엔、어린이100円→80円）

관광시설 우시카타 야도

840-1 Oazachikuniotsu
Otarimura, Kitaazumi-gun

(+81) 261-82-2001

입장료할인（어른300엔→240엔、어린이100円→80円）

숙박시설 신슈 요마세온천 호텔 세란

6995
Yomase,Yamanouchimachi,Shim (+81)269-33-1111
otakai-gun

대절 노천탕(정상요금2,500엔）500엔할인

등록시설명
숙박시설 온야도 스미노유
숙박시설 시가 포크 호텔
숙박시설 스즈카와 호텔
숙박시설 우오토시 료칸

주소

TEL

Shibuonsen Yamanouchimachi,
(+81) 269-33-3128
Shimotakai-gun
Takamagaharaonsen
Shigakogen Yamanouchimachi, (+81)269-34-2811
Shimotakai-gun
Suzukawaonsen Kumanoyu
Shigakogen Yamanouchimachi, (+81) 269-34-2921
Shimotakai-gun
2563 Oazasano
Yamanouchimachi, Shimotakai- (+81) 269-33-1215
gun

특전
①스미노유 오리지널 무릎덮개 선물②스노몽키(지고쿠다니
야엔코엔) 차량송영 서비스 ※예약 요망
①그린시즌(6월-11월) 웰컴 드링크 증정②화이트시즌（125월):스키렌탈 할인
숙박자에 한하여 저녁식사시 글라스 와인 1인당 한 잔 제공
숙박하신 분은 일본문화의 하나인 궁도를 무료로 체험하기
거나 견학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이온 사쿠다이라점

11-10 Sakudairaekiminami,
Saku-shi, Nagano-ken

(+81)267-65-8711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숙박시설 Ｂ＆Ｂ메구리하우스 ZUKU

5852 Shiga, Suwa-shi

(+81)266-54-7127

①토산품 증정②방문시설에의 차량 송영서비스(지역제한
있음)

숙박시설 호텔 사기노유

3-2-14 Kogandori, Suwa-shi

(+81) 266-52-0480

선물증정(열쇠고리 또는 마그넷)

숙박시설 호텔 야마다

8989 Kamisuwa, Suwa-shi

(+81) 266-53-0200

핸드타올(객실 비치용) 제공

숙박시설 다테시나 그랜드호텔 다키노유

Tateshinaonsen Chino-shi

(+81)266-67-2525

숙박객에게 ‘다키노유 온천 성분 입욕제’를 1개 증정(카드
를 제시하신분에 한함)

교통기관 중앙알프스 고마가타케 로프웨이

759-489 Akaho, Komagane-shi (+81) 265-83-3107

로프웨이 왕복승차운임(4월～10월：20%할인 11월～3월：
30%할인)

숙박시설 가이도로만 온야도 쓰타야

5162 Fukushima Kisomachi,
Kiso-gun

(+81)264-22-2010

예약하신 고객에게 경품 증정

교통기관 온타케 로프웨이

1 Mitake Kisomachi, Kiso-gun

(+81) 264-46-3000

왕복승차요금 10%할인(어른2,400엔→2,160엔、어린이1,200
엔→1,080엔)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기후현
판매시설 나가라가와 플레이버(Flavor)

41-2 Nishizaimokucho, Gifu-shi (+81) 58-263-3777

①판매시설 상품대금 5%할인(일부예외 있음)②음식시설 음
식비 5%할인

판매시설 미치노에키 야나이즈 휴게소

7696-1 Sennejiro Yanaizucho,
Gifu-shi

(+81) 58-388-8719

판매점내 음식코너에서 드링크 1잔 제공

숙박시설 컴포트 호텔 기후

6-6 Yoshinomachi, Gifu-shi

(+81) 58-267-1311

①숙박하신 분 1인당 생수 1병（500ml）제공(체크 인 한 날
에 한함)②웰컴 커피 제공(15：00～24：00）

숙박시설 다이와 로이넷 호텔 기후

8-5 Kandamachi, Gifu-shi

(+81) 58-212-0055

객실당 생수 1병 증정

숙박시설 기후 캣슬 인

2-8 Agatamachi, Gifu-shi

(+81) 58-262-3339

생수(500ml）1인당 1병 제공(웰컴드링크) ※연박의 경우에도
1인당 1병

숙박시설 기후 그랜드 호텔

648 Nagara, Gifu-shi

(+81) 58-233-1111

찻집에서 드링크 10%할인

숙박시설 기후 미야코 호텔

2695-2 Nagarafukumitsu, Gifu(+81) 58-295-3100
shi

1층 라운지‘후로라’음료10%할인

숙박시설 기후 워싱턴 호텔 프라자

7-7-4 Kandamachi, Gifu-shi

(+81) 58-266-0111

호텔내에서의 음식비 10% 할인(개인고객에 한함)

6-31 Yoshinomachi, Gifu-shi

(+81) 58-267-5489

호텔 오리지널 폰 스트랩 증정(숙박한 어린이에 한함)

숙박시설 호텔 그랑베르 기잔

6-14 Yanagasedori, Gifu-shi

(+81) 58-263-7111

1층 레스토랑‘가토레야’(뷔페식 런치), 11층 레스토랑 ‘본
루바’(런치 또는 디너) 음식비 10% 할인

숙박시설 호텔 일크레드 기후

9-23 Kandamachi, Gifu-shi

(+81) 58-266-8111

웰컴 커피 서비스（13：00～22：00）

숙박시설 호텔 파크

397-2 Minatomachi, Gifu-shi

(+81) 58-265-5211

①비노야쿠센(약용 입욕제) 증정②매점 10% 할인

숙박시설 호텔 리솔 기후

5-8 Nagazumicho, Gifu-shi

(+81) 58-262-9269

생수 제공(1인당 1병)

숙박시설 이시킨

112 Nagara, Gifu-shi

(+81) 58-231-8156

숙박객에게 비노야쿠센（약용입욕제 ）증정

숙박시설 주하치로

10 Minatomachi, Gifu-shi

(+81) 58-265-1551

로비에서 글라스 맥주 1잔 또는 소프트 드링크 1잔 제공(숙
박객 1인당)

숙박시설

천연온천 긴카노유 호텔 도미인 기후에
키마에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숙박시설 긴카

1-15 Omiyacho, Gifu-shi

(+81) 58-262-2292

숙박객에게 비노야쿠센(약용 입욕제) 증정

숙박시설 뉴 기후 호텔 프라자

3-4 Nagazumicho, Gifu-shi

(+81) 58-263-0011

조식(경식)제공

숙박시설 산호텔 기후

3-3 Yoshinomachi, Gifu-shi

(+81) 58-264-0005

웰컴 커피 제공

숙박시설 도요코인 기후

5-9 Motomachi, Gifu-shi

(+81) 58-264-1045

도요쿄인 오리지널 상품 증정

(+81) 58-231-0161

식사하시거나 숙박하신 분에게 1인 1회 커피 또는 홍차 제
공(로비에서)

숙박시설

우쇼(가마우지로 은어를 잡는 어부)의 집
73-1 Nagara, Gifu-shi
스기야마

관광시설 기후성

18 Kinkazantenshukaku, Gifushi

(+81) 58-263-4853

기후성 입장료 할인(어른200엔→160엔,어린이100엔→80엔)

관광시설 기후시 역사박물관

2-18-1 Omiyacho, Gifu-shi

(+81) 58-265-0010

입장하시는 분에게 오리지널 그림엽서 증정(1인당 1장)

관광시설 기후 나가라가와 우카이

1-2 Minatomachi, Gifu-shi

(+81) 58-262-0104

우카이 관람료 300엔 할인(어른에 한함)

관광시설 기후 대불(쇼호지 절)

8 Daibutsucho, Gifu-shi

(+81) 58-264-2760

입장료 할인(어른200엔→150엔,초등학생 100엔→50엔）

51-2 Nagara, Gifu-shi

(+81) 58-210-1555

전시실 관람료 할인(어른500엔→450엔、어린이（4～14세）
250엔→230엔）

교통기관 기후 긴카잔 로프웨이

257 Shimo Senjyojiki, Gifu-shi

(+81) 58-262-6784

오리지널 트럼프증정(왕복승차권 구입자)

판매시설 와타나베 주양조

8-1126 Hayashimachi, Ogakishi

(+81)584-78-2848

1,000엔 이상 구매고객에게 청주잔 증정

판매시설 이온 가가미하라점

3 Chome-8, Nakakayabachō,
Kakamigahara-shi, Gifu-ken

(+81)58-375-3500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음식시설 휴식처 바쇼안

2-26-1 Funamachi, Ogaki-shi

(+81)584-78-3334

휴게소 바쇼안(토산품코너)에서 2,000엔 이상 구매한 고객
에게 커피 또는 홍차 제공

숙박시설 호텔 GOODY 오가키

76-1 Shimizucho, Ogaki-shi

(+81) 584-74-4141

생수 1인당 1병 제공

관광시설 오쿠노 호소미치 무스비노 치 기념관

2-26-1 Funamachi, Ogaki-shi

(+81) 584-84-8430

‘오쿠노 호소미치 무스비노치 기념관’을 방문해 주신 분에
게는 맛있는 오가키의 생수,또는 녹차 1병을 제공합니다.

관광시설

나가라카와 우카이(전통어업 ‘가마우지
낚시’)뮤지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1453 Kawashimakasadamachi,
Kakamigahara-shi

(+81) 586-89-8200

입장요금 우대 10%할인（5명까지,어른1,500엔→1,350엔、초
등학생750엔→670엔）

4-303-5 Kakaminishimachi,
Kakamigahara-shi

(+81) 58-389-1001

스포츠 짐 이용무료 (월요일,월 마지막 날은 휴관)

판매시설 하모노(칼)전문점 산슈

950-1 Oze, Seki-shi

(+81) 575-28-5147

①오리지널 행운의 귀이개 증정②전상품 8%할인

판매시설 기후현 하모노(刃物)회관

4-6 Heiwadori, Seki-shi

(+81) 575-22-4941

전상품5%할인

관광시설 구 이마이가주택・미노사료관

1883 Izumimachi, Mino-shi

(+81) 575-33-0021

관광시설 미노와시마을 회관(美濃和紙の里会館)

1851-3 Warabi, Mino-shi

(+81) 575-34-8111

관광시설 미노와시 아카리아트관

1901-3 Motozumicho, Mino-shi (+81) 575-33-3772

관광시설 천연온천 만텐노유

1-1 Togeyama Itoshiro
Shirotoricho, Gujyo-shi

관광시설 마쓰이야 주조자료관

688-2 Kajita Tomikacho, Kamo(+81) 574-54-3111
gun

웰컴카드를 제시할 경우,주조사료관 입관료 할인(어른300엔
→200엔、어린이150엔→100엔）

관광시설 세키도공 전승관

9-1 Minami-haruhicho, Seki-shi (+81)0575-23-3825

입관료 100엔 할인(어른 200엔→100엔, 초등학생·중학생 100
엔→무료)

숙박시설 산호텔 기후도바

1-72 Asahira Fukujucho,
Hashima-shi

(+81) 58-392-5000

웰컴 커피 제공

판매시설 후나사카 주조점

105 Kamisannomachi,
Takayama-shi

(+81) 577-32-0016

오리지널 경품 증정(1,000엔 이상 구매하신 고객)

판매시설 히다 다카야마 안테나샵 마룻토플라자

2-60 Honmachi, Takayama-shi (+81) 577-77-9200

히다 다카야마의 간벌목으로 만든 젓가락 증정.젓가락이 없
어지면 다른 물품을 드립니다.

히다 다카야마 미야가와 아침시장 협동
판매시설
조합

1050 Akahokimachi, Takayama(+81) 577-33-6076
shi

①7월 감사의 날：500엔 이상 구매 고객중 선착순 200명에게
아침시장 상품 증정②11월 수확제에서 나베요리(탕요리)을
제공, 채소 민예품 등의 할인판매(자선옥션) 매출은 복지기
관에 기부

판매시설 토산품점 가도쿠와 본점

110 Kamiichinomachi,
Takayama-shi

10%할인(토산품 2,000엔 이상 구매하신 분)

관광시설 세계담수어원수족관‘아쿠아 토토기후’
기타

고팡 가카미가하라

(+81)575-86-3487

(+81) 577-35-1226

웰컴카드 제시하신 분에게 ‘구 이마이가 주택’ 입장료 100
엔 할인(300엔→200엔) 다른 쿠폰과 동시 사용 불가,카드사
용 불가
웰컴카드 제시하신 분은 ‘미노와시 마을회관 ’입장료 50엔
할인(500엔→450엔) ,다른 쿠폰권과 동시 사용 불가,카드 사
용 불가
웰컴카드 제시하신 분에게 ‘미노와시 아카리아트관’ 관람
권 100엔할인（200엔→100엔）다른 쿠폰과 동시 사용불가,카
드사용 불가
본관 입장료 어른・어린이 각각 100엔 할인(타쿠폰과 겸용
불가,쿠본1장당 1인할인)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판매시설 오타카

6-34 Hanasatomachi,
Takayama-shi

(+81) 577-37-3300

토산품 구매금액의 10%할인 (현금 지불에 한함)

판매시설 히다 술 산샤(하라다 주조장)

10 Kamisannomachi,
Takayama-shi

(+81) 577-32-0120

제철의 술 1잔（80ｃｃ）제공

판매시설 사쿠라노사토 쇼카와

88-1 Sarumaru Shokawacho,
Takayama-shi

(+81)5679-2-1030

①커피 무료 제공②소프트 아이스크림 50엔 할인

음식시설 깃사(喫茶)돈

2-52 Honmachi, Takayama-shi (+81) 577-32-0968

음식비 5%할인

음식시설 후큐안

17 Shimoichinomachi,
Takayama-shi

(+81) 577-34-0126

스윗츠를 주문하신 분에게는 미니드링크 제공

음식시설 히다 고마치

47 Kamisannomachi,
Takayama-shi

(+81) 577-32-0318

히다우유 소프트 아이스크림,히다복숭아 소프트 아이스크
림 할인(300엔→250엔)

음식시설 히다규(소고기) 요리 지정점 히다 다쿠마

5-1 Tenmanmachi, Takayama(+81) 577-35-1341
shi

우롱차 한 잔 제공(식사주문 하신 분)

음식시설 마루아키 히다 다카야마점

6-8 Tenmanmachi, Takayama(+81) 577-35-5858
shi

소프트드링크 1인당 한 잔 제공

음식시설 향토요리 미카도

58 Suehiromachi, Takayama-shi (+81) 577-34-6789

히다규(소고기) 도기판 스테이크 정식 할인(3,000엔→2,800
엔) 히다규 잔마이 정식(2,000엔→1,800엔)

음식시설 스테이크 하우스 키친 히다

1-66 Honmachi, Takayama-shi (+81) 577-36-2911

드링크(맥주,와인,소프트 드링크 ) 1인당 한 잔 제공

음식시설 스즈야

24 Hanakawamachi,
Takayama-shi

(+81) 577-32-2484

드링크 한 잔 제공(글라스 와인,우롱차,오렌지주스)

음식시설 덴푸라 에비하치

41 Aioimachi, Takayama-shi

(+81) 577-34-6806

세계에서 인정받은 맛과 합리적인 가격의 덴푸라

음식시설 Gallery & Café 유호칸

26 Kamiichinomachi,
Takayama-shi

(+81) 577-32-8883

①샵에서 유호칸 오리지널 수건 3장 이상 구입하신 분은 8%
할인
②카페에서 1인당 1회 계산 기준으로 2,100엔 이상 주문시,

숙박시설 조사쿠노 야도 나카다야(なかだ屋)

944 Hitoegane Okuhidaonsengo,
(+81) 578-89-2111
Takayama-shi

①가족탕(사우나/노천탕시설 있음 )1시간 서비스②가네시
(Ganesh)를 모시는 젠쓰지 절을 안내

숙박시설 히다 호텔 프라자

2-60 Hanaokamachi,
Takayama-shi

(+81) 577-33-4600

①호텔내 상점 이용 10%할인②숙박객에게 히다 다카야마
캐릭터 ‘사루보보’상품 증정

숙박시설 히다 다카야마 덴쇼지 유스호스텔

83 Tensyojimachi, Takayamashi

(+81) 577-32-6345

생수 한 병 제공

등록시설명

주소

TEL
(+81) 577-34-1234

특전

숙박시설 혼진히라노야 별관

1-5 Honmachi, Takayama-shi

숙박시설 호텔 호타카

710-62 Azahabadaira Kansaka
(+81) 578-89-2200
Okuhidaonsengo, Takayama-shi

숙박객에게 사루보보 스트랩 증정(숙박료 무료 유아는 예외
임)

숙박시설 아미고타치노 야도 야스다펜션

3353-1 Shingumachi,
Takayama-shi

(+81) 577-34-5550

①수제 일본풍 천 컵받침(5장셋트)증정②3박 숙박시 석식1
회분 제공

숙박시설 히다 다카야마온천 민숙 구와타니야

1-50-30 Souwamachi
Takayama-shi

(+81) 577-32-5021

소프트 드링크 1병 제공(1인당 1병)

숙박시설 오야도 스미레소(すみれ荘)

5293 Ichinomiyamachi,
Takayama-shi

(+81) 577-53-2054

숙박객에게 오리지널 열쇠고리 증정

숙박시설 나카무라칸

728 Hirayu Okuhidaonsengo,
Takayama-shi

(+81) 578-89-2321

숙박하신 분께 모닝커피 제공(1인당 한 잔,AM7:00～
AM10:00)

숙박시설 노리쿠라산노 야도 ‘긴레이소’

Norikuradake Iwaitani
Nyukawacho, Takayama-shi

(+81)577-79-2026

숙박객에게 모닝커피 제공

오쿠히다 햐쿠쇼 야시키노 야도 후지야
숙박시설 (藤屋)

Okuhidaonsengo, Takayama-shi (+81) 578-89-2714

숙박객 한 커플 5%할인

숙박시설 오쿠히다 가든 호텔 야케다케

2498-1 Hitoegane
(+81) 578-89-2811
Okuhidaonsengo, Takayama-shi

온천수 배합 비누 1인 1개제공(체제중 1인 1개)

숙박시설 오쿠히다 야쿠시노유 혼진

２０８－４８ Hitoegane
(+81)0578-89-2026
Okuhidaonsengo, Takayama-shi

커피 티켓 포함

숙박시설 팬션 하나쓰바키

1384-8 Yamaguchimachi,
Takayama-shi

(+81) 577-32-8718

숙박요금 10%할인(어른에 한함)

숙박시설 인터내셔널 하타고 리키샤 인

54 Suehirocho, Takayama-shi

(+81) 577-32-2890

일본풍 소품 증정

숙박시설 료칸 세류

6 Hanakawamachi, Takayamashi

(+81) 577-32-0448

숙박하신 분께 경품 제공(슌케이 복 젓가락)

숙박시설 류 리조트＆스파

892-11 Arabuchi Syokawacho,
(+81) 5769-2-2611
Takayama-shi

숙박객에게 과자 증정

숙박시설 다카야마 그린 호텔

2-180 Nishinoissikimachi,
Takayama-shi

숙박객에게 다가시(과자) 증정

숙박시설 와후료칸 기잔(岐山)

522-1 Hitoegane
(+81) 578-89-2201
Okuhidaonsengo, Takayama-shi

(+81) 577-33-5500

매점에서 10% 할인(일부 제외 품목 있음)

①모닝커피 제공②매점에서 10% 할인(2,000엔 이상 구매 시)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숙박시설 와후료칸 기잔 덴쇼테이

200-100 Hitoegane
(+81) 578-89-3633
Okuhidaonsengo, Takayama-shi

①모닝커피 제공②매점 10% 할인（2,000엔 이상 구매시)

관광시설 히다행운의 숲 대칠복신

3-2025-2 Nishinoisshikimachi,
Takayama-shi

(+81) 577-33-3317

해당시설 입장료 20%할인

관광시설 히다노 사토

1-590 Kamiokamotomachi,
Takayama-shi

(+81) 577-34-4711

엽서 1셋트 증정

관광시설 히다대종유동＆오하시콜랙션관

1147 Hiyomo Nyukawacho,
Takayama-shi

(+81) 577-79-2211

입장료 10%할인

관광시설 히다 다카야마 추억체험관

1-436 Kamiokamotomachi,
Takayama-shi

(+81) 577-34-4711

웰컴카드 제시시, 체험료 100엔할인(1인 1회 한정)

관광시설 히다 다카야마 테디베어 에코빌리지

3-829-4 Nishinoisshikimachi,
Takayama-shi

(+81) 577-37-2525

①입장료 100엔 할인②오리지널 엽서 증정

관광시설 히카루 뮤지엄(빛 기념관)

175 Nakayamamachi,
Takayama-shi

(+81) 577-34-6511

입장료 할인(어른900엔→700엔 고등학생,대학생 및 실버
(70살 이상)700엔→500엔 초중학생 300엔→200엔）※실버는
연령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히다 다카야마 조닌(상공인) 역사자료관 39 Kamininomachi, Takayama(+81) 577-33-1354
관광시설 히라타 기념관
shi

어른 입장료 단체요금으로 할인(300엔→200엔)

호노키 다이라 스키장 레스트하우스 히
관광시설 가쿠

446 Kawakute Nyukawacho,
Takayama-shi

(+81) 577-79-2026

커피할인(350엔→200엔)

관광시설 나카사키산장 오쿠히다노유(온천)

710 Kansaka Okuhidaonsengo,
Takayama-shi

(+81) 578-89-2021

입욕료 할인(800엔→700엔)

관광시설 신호타카 로프웨이

710-58 Azahabadaira Kansaka
(+81) 578-89-2252
Okuhidaonsengo, Takayama-shi

승차요금할인 어른2,900엔→2,600엔, 어린이(6세이상 12세
미만)1,450엔→1,300엔

관광시설 민예뮤지엄 다쿠미노 야카타

532 Gonbou Nyukawacho,
Takayama-shi

(+81) 577-79-2505

입장료 10％할인

교통기관 노히 승합자동차

6-65 Hanasatomachi,
Takayama-shi

(+81) 577-32-0045

히라유온천 ‘알프스가도 히라유’의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
하신 분에게 ‘족탕용 온천성분 입욕제’ 증정

기타

안코쿠지 절

474,Nishimonzen,Kokufucho,Tak
(+81)577-72-2173
ayama-shi

관람료10%할인(500엔→450엔）

기타

히다쇼카와 온천 오카노유

82-1 Sarumaru Shokawacho,
Takayama-shi

(+81)5679-2-2044

온천시설 입욕료 100엔 할인

기타

isite 다카야마

1-3-1 Hatsudamachi,
Takayama-shi

(+81) 577-57-8009

오리지널 캔벳지 증정(본 회사가 주체하는 옵셔널투어 참가
자)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판매시설 가바주조장

6-6 Ichinomachi Furukawacho,
(+81) 577-73-3333
Hida-shi

제철의 술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시메노드럭 가미오카점

887 Aza Kubo Tono
Kamiokacho, Hida-shi

전품5%할인(일부 할인대상 외 상품 제외・・점두 가격표시된
일부화장품,담배)

판매시설 와타나베 주조점

7-7 Ichinomachi Furukawacho,
(+81) 577-73-3311
Hida-shi

①제철의 술 무료시음②다이긴조슈(大吟醸酒)케익 시식

음식시설 아지도코로 후루카와

11-3 Ichinomachi Furukawacho,
(+81) 577-73-7100
Hida-shi

①토산품 10% 할인②레스토랑에서 식사시 10% 할인과 커피
한 잔 제공

음식시설 이치노 마치 커피점

Ichinomachi Furukawacho,
Hida-shi

(+81) 577-73-7099

오리지널 엽서 증정(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이노히로 세이카호 (미소센베 제과점)

7-12 Ninomachi Furukawacho,
Hida-shi

(+81) 577-73-2302

①시식품 증정

숙박시설 슌사이노 야도 호텔 기코리

1400-1 Kurouchi Furukawacho,
(+81) 577-75-3311
Hida-shi

음료수 1잔 제공（커플）

판매시설 사토 민예품점

195 Ogimachi Shirakawamura,
Ono-gun

5%할인(2,000엔 이상 구매할 경우)

음식시설 모리노 쇼쿠사이칸 시라마유미

868 Kidani Sirakawamura, Ono(+81) 5769-5-0020
gun

단체객 식사 고바치(작은그릇에 담아내는 전체요리) 1종 제
공

숙박시설 시라카와고 온천

337 Oazaogimachi
Shirakawamura,Ono-gun

(+81) 5769-6-0026

입욕요금할인(어른700엔→600엔)

관광시설 간다케

796 Ogimachi Shirakawamura,
Ono-gun

(+81) 5769-6-1072

입장료 어른,어린이 50엔 할인(어른300엔→250엔,어린이150
엔→100엔）

관광시설 묘젠지 향토관

679 Ogimachi Shirakawamura,
Ono-gun

(+81) 5769-6-1009

카드를 지참하신 분은 20% 할인된 단체요금 적용(어른 300
엔→240엔,초중학생100엔→80엔）

관광시설 나가세케

823-2 Ogimachi Sirakawamura,
(+81) 5769-6-1047
Ono-gun

하루 선착순 50명 시라카와고 그림엽서 1장 증정(유료 입장
하신 분)

관광시설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와다케(和田家)

997 Ogimachi Shirakawamura,
Ono-gun

(+81) 5769-6-1058

오리지널 그림엽서 또는 책갈피 증정(하루 선착순 50명에
한함)

숙박시설 보센칸

190-1 Yunosima, Gero-shi

(+81) 576-25-2048

술 또는 소프트 드링크 제공

숙박시설 게로온천 후가쿠

898 Yunoshima, Gero-shi

(+81) 576-25-3428

매점할인우대권(매점전품목 5%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81）578-82-1318

(+81) 5769-6-1164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숙박시설 게로온천 야마가타야

260-1 Yunosima, Gero-shi

(+81) 576-25-2601

①유카다 대여 무료(여성분에 한함)②대절 노천온천탕 50%
할인(45분2,100엔→1,050엔으로 이용）

숙박시설 게로온천 유큐노 하나

898-1 Yunoshima, Gero-shi

(+81) 576-25-3428

매점할인우대권(매점전품목 5%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숙박시설 호텔 PASTOR

1781 Mori Gero-shi

(+81) 576-24-2000

웰컴 드링크 증정

숙박시설 가와카미야 가스이테이

30 Yunosima, Gero-shi

(+81) 576-25-5500

①도착시에 과자와 녹차 제공②지자케(향토술) 1인당 한 잔
제공

숙박시설 기소야

971-1 Mori Gero-shi

(+81) 576-25-3230

웰컴 드링크 증정

숙박시설 깃센칸 지쿠스이테이(竹翠亭)

1098 Yumoto Koden, Gero-shi (+81) 576-25-3327

술 또는 소프트 드링크 1병 증정

숙박시설 오가와야

570 Yunoshima, Gero-shi

(+81) 576-25-3121

웰컴드링크(소프트 드링크) 제공

숙박시설 오쿠다야 핫포엔

881 Yunoshima, Gero-shi

(+81) 576-27-2838

저녁식사시,일본술,쥬스,우롱차 중에서1인당 1병 제공

숙박시설 료칸 온타케

Ochiainigorigoonsen Osakacho,
(+81) 576-62-2124
Gero-shi

숙박객에게 저녁식사시 병맥주 또는 일본술 또는 소프트드
링크 1병 제공(어린이는 소프트 드링크,단 숙박료 무료 유아
는 특전대상 외)

숙박시설 스이메이칸

1268 Koden, Gero-shi

(+81) 576-25-2800

웰컴 드링크 증정(관내 찻집 에비안에서 드링크 한 잔 제
공)

숙박시설 유노시마칸

645 Yunoshima, Gero-shi

(+81) 576-25-4126

숙박객에게 기념품(미노도자기 찻잔)증정

관광시설 게로발 온천박물관

543-2 Yunosima, Gero-shi

(+81) 576-25-3400

입장료 10%할인

관광시설 텐료주조주식회사

1289-1 Hagiwara Hagiwaracho,
(+81) 576-52-1515
Gero-shi

텐료주조회사가 만든 일본술시음과 양조장견학

181-1 Izumi Shirakawacho,
Kamo-gun

(+81) 574-72-2462

음식비 10%할인(레스토랑에서 1,000엔이상 식사하신 분)

판매시설 록타운 프라자

1169-1 Nakaaso Hichisocho,
Kamo-gun

(+81) 574-48-2511

①렛키 오리지널 스트랩 20% 할인②소프트 아이스크림 각
종 50엔 할인

관광시설 일본최고(最古)의 돌 박물관

1160 Nakaaso Hichisocho,
Kamo-gun

(+81) 574-48-2600

①입장료 20%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②‘렛키
군’ 스티커 증정(12세 이하 어린이)

판매시설

미치노에키 세이류 시라카와 구오레노
사토 휴게소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5294-1 Washimi Takasucho,
Gujo-shi

(+81) 575-73-0101

직영점(기토스,페르토,우미,Tuuli,레스토랑/에바스 )에서 5%
할인

166 Tonomachi Hachimancho,
Gujo-shi

(+81) 575-66-2200

①용(龍)의 방울 증정(매점에서 토산품 500엔 이상 구매하신
분)②레스토랑에서 식사시 5% 할인(단체고객 메뉴는 제외)

판매시설 구조 명주와 남염(藍染) 다니자와

839 Honmachi Hachimancho,
Gujo-shi

(+81) 575-65-2074

경품제공(매점에서 2,000엔 이상 구매하신 분)

숙박시설 홀리데이 하우스 그린가든

4670-427 Hirugano Takasucho,
(+81) 575-73-2101
Gujo-shi

웰컴 드링크 제공

숙박시설 호텔 구조하지만

208 Yoshino Hachimancho,
Gujo-shi

(+81) 575-63-2311

매점에서 구매품 10%할인(2,000엔 이상 구매시에 한함)

관광시설 복카노 사토(목가 마을)

2756-2 Washimi Takasucho,
Gujo-shi

(+81) 575-73-2888

입장요금 200엔 할인（어른1,130엔→930엔、중,고생920엔→
720엔、어린이610엔→410엔）

관광시설 다이나랜드 유리엔(백합정원)

3035-2 Nishibora Takasucho,
Gujo-shi

(+81) 575-72-6636

다이나랜드 유리엔 입장료할인(어른1,030엔→830엔 어린
이310엔→260엔）

관광시설 구조하지만 박람관

50 Tonomachi Hachimancho,
Gujo-shi

(+81) 575-65-3215

경품증정(매점에서 2,000엔 이상 구매하신 분)

관광시설 식품샘플창작관 샘플공방

956 Hashimotocho
Hachimancho, Gujo-shi

(+81) 575-67-1870

상품 1,000엔 이상 구매하신 손님에게 오리지널 초콜렛 열
쇠고리 증정

관광시설 샘플 빌리지 이와사키

250 Jyonancho Hachimancho,
Gujo-shi

(+81) 575-65-3378

1,000엔 이상 구매고객은 20%할인

판매시설 다지미시 PR센터

5-9-1 Honmachi, Tajimi-shi

(+81) 572-23-5444

30%할인(도자기를 구입하신 경우,작가작품 등 일부상폼 제
외)

숙박시설 오스탓토 국제호텔 다지미

4-14-1 Hakusancho, Tajimi-shi (+81) 572-25-0111

프론트에서 도자기 경품 증정

관광시설 세라믹 파크 MINO

4-2-5 Higashimachi, Tajimi-shi (+81) 572-28-3200

2층 샵 ＆갤러리 MI-NO에서 도자기에 한하여 10% 할인 판
매

관광시설 기후현 현대도예미술관

4-2-5 Higashimachi, Tajimi-shi (+81) 572-28-3100

오리지널 엽서 증정

관광시설 다지미시 미노도자기 뮤지엄

1-9-27 Higashimachi, Tajimishi

단체가격으로 관람(어른 250엔 대학생 150엔 고교생이하
무료) ※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판매시설 국쿠라히루가노 고원리조트
판매시설

기타

류쿄노 사토(구조하지만 토산품점/레스
토랑)

아즈치 모모야마 도자기 마을 보이스공
방

(+81) 572-23-1191

1-19-17 Higashimachi, Tajimi(+81) 572-25-2233
shi

도자기 만들기 체험코스 10%할인(예약 요망)

등록시설명
기타

다지미시문화공방 갤러리 보이스

주소
5-9-1 Honmachi, Tajimi-shi

TEL
(+81) 572-23-9901

특전
도자기에 그림 그려넣기 체험10%할인(예약요망)

음식시설 야마사토

1120 Funayama Oicho, Ena-shi (+81)573-25-7707

카드를 제시하신 손님 일행전원 음식비 5%할인

관광시설 후쿠이쿠 농원

328-120 Takeori Takenamicho,
(+81) 573-28-2931
Ena-shi

①엄선한 과일과 가공품을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②일본
의 농업체험,삼림투어 등을 실시합니다.

교통기관 에나쿄 유람선

Okudo Oicho, Ena-shi

(+81) 573-25-4800

승선료 할인 어른1인：1,280엔→1,150엔、어린이(6세이상 12
세이하)1인：640엔→570엔,유아는 어른 1인당 1인 무료,두번
째 유아는 어린이요금

판매시설 기소지 모토코시

2490-6 Ochiai, Nakatsugawashi

(+81)573-69-3111

경품 증정

판매시설 마메노타쿠미 나카시마 두부

455-10 Tegano, Nakatsugawa(+81)573-65-2591
shi

두부（500g）정상가격800엔（세금 불포함）→5％할인：760엔
（세금 불포함）
豆乳（500ml）通常450円（税抜）→5％割引：427円（税抜）

음식시설 고베관

1-20 Kayanokicho,
Nakatsugawa-shi

카드를 제시하신 손님 일행전원 음식비 5%할인

음식시설 마고메칸 소바도코로 마고메야

4571-1,Magome,Nakatsugawa(+81)573-69-1111
shi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식사/토산품구입시 10%할인

숙박시설 민숙 마고매차야

4296 Magome, Nakatsugawashi

(+81) 573-69-2038

경품 증정

관광시설 지코리 무라

1-15 Sendanbayashi,
Nakatsugawa-shi

(+81) 573-62-1545

관광시설 오쿠라 목공소

1666-3300 Komaba,
Nakatsugawa-shi

(+81)573-66-7007

관광시설 미치노 에키 기리라 사카시타 휴게소

450-2 Sakashita, Nakatsugawa(+81)573-70-0050
shi

(+81)573-65-2577

선물고르기! 손수재배한 유기농 야채,식탁에서 재배할 수 있
는 발아채소의 씨앗중에서 원하시는 선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카드 제시）구매물품 10％할인（※여행회사가 수배한 투
어 등,이미 특전을 받고 있는 경우는 예외)②젓가락 증정 (※
여행회사가 수배한 투어 등,이미 특전을 받고 있는 경우는
①레스토랑에서 식사시 5%할인②소바,만쥬,구리킨톤(밤과
자)만들기 체험 10%할인③1인1,000엔이상 이용하신 분에게
는 제니카에루(재산운을 부르는 3발다리 개구리) 기념품을

437 Shimono, Nakatsugawa-shi (+81)573-72-2321

본 주유소 현금회원 가격으로 제공

판매시설 도키 프레미엄 아울렛

1-2 Tokigaoka, Toki-shi

(+81) 572-53-3160

쿠폰북 증정(인포메이션센터에 제시)

관광시설 꽃축제 기념공원

1584-1 Seta, Kani-shi

(+81) 574-63-7373

카드를 제시하신 고객 본인에 한하여 경품 증정

1446 Mitake Mitakecho, Kanigun

(+81)80-3670-4552

미타케 하나즈시체험코스 10%할인 (이틀전까지 예약요망)

기타

음식시설

이데미츠흥산 시모노 주유소

미타케 하나즈시(모란과 장미꽃을 모티
브로 한 초밥)

등록시설명
관광시설 미타케쥬쿠 와이와이칸
판매시설

주소
1554-1 Mitake Mitakecho,
Kani-gun

중앙자동차도 카미사카PA (상행선 도쿄 방면) 2002, Komori, Misaka,
Nakatsugawa-shi
“ 마고 메와탕강배노사토”

판매시설 시미즈점

（콩길본포 마고메점）

TEL
(+81) 574-42-8580
(+81) 573-69-5560

4287,Magome,Nakatsugawa-shi (+81) 573-69-2737

특전
미타케초 명과 ‘오니이와 센베’100엔 할인
우리는 작은 선물을 선물 할 것이다
(사용 1000 개 이상의 엔 필요합니다. 음식 및 음료는제외
합니다)
우리는 작은 선물을 선물 할 것이다
(사용 1000 개 이상의 엔 필요합니다. 음식 및 음료는제외
합니다)

판매시설 마고메관 본관

4571-1,Magome,Nakatsugawa(+81) 573-69-2212
shi

우리는 기소 노송 나무 젓가락을 선물하겠습니다
(사용 1000 개 이상의 엔 필요합니다))

판매시설 마고메관 별관

4571-1,Magome,Nakatsugawa(+81) 573-69-2212
shi

우리는 기소 노송 나무 젓가락을 선물하겠습니다
(사용 1000 개 이상의 엔 필요합니다))

음식시설 다방 바구니

4571-1,Magome,Nakatsugawa(+81) 573-69-2212
shi

오리지널 포스트 카드를 선물합니다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시즈오카현
6-35 Sankocho Shimizu-ku,
Shimizu-shi

(+81) 54-351-0055

1층 점포 상품(녹차,다도구류 및 관광토산품)5% 할인

BOOK OFF Shizuoka Sangyokan

Ariake-Cho7-13, Suruga-Ku,
Shizuoka-Shi

(+81)54-654-5166

CD.DVD.게임.휴대전화등, 점내상품 5%off

BOOK OFF Shimizu OkamaChi

Okamati6-1, Shimizu-Ku,
Shizuoka-Shi

(+81)54-335-0572

CD.DVD.게임.휴대전화등, 점내상품 5%off

BOOK OFF Shizuoka Mabuchi

Mabuchi3-4-6, Suruga-Ku,
Shizuoka-Shi

(+81)54-288-0104

CD.DVD.게임.휴대전화등, 점내상품 5%off

BOOK OFF Shizuoka Ryutu

Higashi Chiyoda1-7-16, Aoi-Ku,
(+81)54-267-2627
Shizuoka-Shi

CD.DVD.게임.휴대전화등, 점내상품 5%off

BOOK OFF Shizuoka Kagoue

Kagouye26-3, Aoi-Ku,
Shizuoka-Shi

(+81)54-272-2773

CD.DVD.게임.휴대전화등, 점내상품 5%off

금권숍 하우머치 Aoi

Kouyamachi 17-1, Aoi-Ku,
Shizuoka-Shi

(+81)54-272-0087

브랜드물건5%할인&고속도로버스 시즈오카-동경50엔 할인

금권숍 하우머치 Kitaguchi

Miyuki Cho 9-10,AoiKu,Shizuoka-Shi

(+81)54-251-6885

브랜드물건5%할인&고속도로버스 시즈오카-동경50엔 할인

금권숍 하우머치 Minamiguchi

Kurogane Cho55,AoiKu,Shizuoka-Shi,Shizuoka

(+81)54-282-4443

브랜드물건5%할인&고속도로버스 시즈오카-동경50엔 할인

리유스&리사이클 하우맛찌라이프
Shizuoka Sangyokan

Ariake Cho7-11,Suruga-Ku,
Shizuoka-Shi

(+81)54-654-5570

브랜드품ㆍ전화제품.가구.헌옷등.점내상품5%오프
※금권을 제외함.

리유스&리사이클 하우맛찌라이프
Shizuoka Ryutsu

Higashi Chiyoda1-7-13, AoiKu, Shizuoka-Shi

(+81)54-263-1990

브랜드품ㆍ전화제품.가구.헌옷등.점내상품5%오프
※금권을 제외함.

리유스&리사이클 하우맛찌라이프
Shimizu

Takahashi3-1-1, Shimizu-Ku,
Shizuoka-Shi, Shizuoka

(+81)54-371-5812

브랜드품ㆍ전화제품.가구.헌옷등.점내상품5%오프
※금권을 제외함.

음식시설 다이게쓰로

3305 Mariko Suruga-ku,
Shizuoka-shi

(+81) 54-259-0181

소프트 드링크 1잔 제공

숙박시설 아반토인 시즈오카

23-5 Tenmacho Aoi-ku,
Shizuoka-shi

(+81)54-252-8366

생수 한병 증정

관광시설 지비마르코짱(마르코는 아홉살)랜드

13-15 Irifunecho Shimizu-ku,
Shizuoka-shi

(+81) 54-354-3360

입장하시는 분에게 오리지널 기념품 증정

판매시설 바이호엔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관광시설 니혼다이라 오차(茶)회관

4046 Muramatsu Shimizu-ku,
Shizuoka-shi

(+81) 54-334-1391

10%할인찻잎따기 체험

관광시설 도겟포 사이오쿠지 절

3316 Mariko Suruga-ku,
Shizuoka-shi

(+81) 54-259-3686

입장료 할인(어른300엔→270엔 초중학생 200엔→180엔）

교통기관 니혼다이라 로프웨이

597-8 Kusanagi Shimizu-ku,
Shizuoka-shi

(+81) 54-334-2026

로프웨이 승차요금 10%할인(단체이용은 제외),한 그룹(5명
이하),다른 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교통기관 시미즈항 베이크루즈

1-410-3 Minatocho Shimizuku, Shizuoka-shi

(+81) 54-353-2222

오리지널 엽서 증정

교통기관 스루가만 페리

10-80 Hinodecho Shimizu-ku,
Shizuoka-shi

(+81) 54-353-2221

①오션룸(특별실)서비스 ※대절 등으로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드링크티켓 증정(소프트 드링크 대상)②오리지널 엽서
1인당 1장 증정

음식시설 교쿠로노 사토

1214-3 Nyufune Okabecho,
Fujieda-shi

(+81) 54-668-0019

다실 효게쓰테이(瓢月亭)이용료 10% 할인

판매시설 그린피아 마키노하라

1151 Nishihagima, Makinohara(+81) 548-27-2995
shi

①시즈오카 녹차 시음서비스②분말녹차 2인분 증정③오리
지널 펫음료‘시즈오카 모노가타리’2병 증정

판매시설 BIC CAMERA 하마마츠점

322-1Sunayamacho Naka-ku,
Hamamatsu-shi

(+81) 53-455-1111

면세대상 고객께서는 웰컴카드를 제시해주시면 7%
할인 ※제외품목(롤렉스・애플 상품)

숙박시설 그랜드호텔 하마마쓰(HMI호텔 그룹)

1-3-1Higashiiba Naka-ku,
Hamamatsu-shi

(+81) 53-452-2114

①쇼류도 한정 숙박요금으로 숙박제공（조식포함1박 1인요
금：싱글룸 1실 1명 7,500엔（세금포함）・투인룸 2명1실 5,500
엔）②음식비 5%할인（단, 관내 레스토랑에서 3,000엔 이상 이

숙박시설 호텔 크라운 팔래스 하마마쓰

110-17 Itayamachi Naka-ku,
Hamamatsu-shi

(+81) 53-452-5111

전객실 무료로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의 광광명소를 영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음식시설 아지도코로 무기(麦)

6-24 Shibahoncho, Mishima-shi (+81) 55-981-2647

커피 또는 고바치 (작은그릇에 담아내는 전체요리) 1종 제공

음식시설 에도카와리 소바 이지마

1-31 Izumicho, Mishima-shi

(+81) 55-975-8434

식사비 10% 할인

음식시설 마리오 파스타

7-17 Minamihoncho, Mishimashi

(+81) 55-973-0550

식사비 10% 할인(단품 메뉴는 제외)

관광시설 사노 미술관

1-43 Nakatamachi, Mishima-shi (+81) 55-975-7278

입장료 10%할인

관광시설 후지 화조원

480-1 Nebara, Fujinomiya-shi

(+81) 544-52-0880

입장료10%할인(타 할인권과 동시사용 불가)

숙박시설 신카도야

14-8 Koarashicho, Atami-shi

(+81) 557-81-6185

①토산품 증정②모닝커피 제공

등록시설명

주소

TEL

(+81) 557-37-3108

특전
①성인 여성 숙박객의 경우 유카타(浴衣)의 사이즈,디자인
을 고를 수 있습니다.②웰컴 드링크 제공③30일 전 예약시,
기본 숙박요금에서 1박째에 한하여 1인 1,000엔 할인 (메일
또는 전화를 통한 직접 예약에 한함,다른 서비스와 동시 사
용 불가,어른 대상, 어린이는 불가)

숙박시설 세이잔 야마토

203 Oka, Ito-shi

관광시설 고무로야마 레스토하우스/관광리프트

1428 Kawanakomuroyama, Ito(+81) 557-45-1444
shi

코무라야마 관광리프트 어른50엔할인(왕복이용에 한함),어
린이30엔할인(왕복이용에 한함)

교통기관 이즈 급행

1151 Yawatano, Ito-shi

(+81) 557-53-1116

‘이즈큐 트래블 시모다’에서 오리지널 핀뱃지 증정(이즈큐
시모다역 하차구 앞)

아마기 조랜노타키(폭포) 오도리코 자야
2860-56 Yugashima, Izu-shi
판매시설 (踊子茶屋)

(+81) 558-85-1284

10%할인(매점에서 1,000엔이상 구매시에 한함,일부 제외 상
품 있음)

판매시설 나카이즈 winery chateau T.S.

1433-27 Simoshiraiwa, Izu-shi

(+81) 558-83-5111

와인 구입시 매점에서 10% 할인

판매시설 이온 후지노미야점

1-8 Asamachō, Fujinomiya-shi,
(+81)544-25-5310
Shizuoka-ken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숙박시설 도이 호텔 산카이테

324 Toi, Izu-shi

(+81) 558-98-1069

①대절 노천탕 30분간 1회 서비스②２명부터 후나모리요리
(모듬회)서비스

관광시설 IZU・WORLD 민나노 하와이언즈

195-2 Takyo, Izunokuni-shi

(+81) 558-76-3355

구매총액에서 5% 할인

숙박시설 스미요시칸

1149-1 Kona, Izunokuni-shi

(+81) 55-948-1345

대절 노천탕 가족(커플) 1회 30분간 서비스

관광시설 이즈노쿠니 파노라마 파크

260-1 Nagaoka, Izunokuni-shi

(+81) 55-948-1525

①로프웨이 왕복 어른（중학생이상）100엔할인、초등학생50
엔 할인②로프웨이 카드 1장 증정(그룹당 1장)

음식시설 고가네자키공원 휴식시설 고가네스토

3566-7 Ugusu, Nishiizucho,
Kamo-gun

(+81) 558-55-0580

고가네스토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중 후지산모양 빙수를
500엔에서 400엔으로 할인(100엔 할인)

관광시설 낙농왕국 오랏체

349-1 Tanna Kannamicho,
Tagata-gun

(+81) 55−974−4192

소프트 아이스크림 50엔 할인(타 할인권과 동시사용 불가)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아이치현
판매시설 오스티아 재팬 고로모 나고야점

3-41-8,Osu,Naka-ku,Nagoyashi

(+81)52-252-5270

카드를 소지하고 상품을 구입하신 분에게 기념품제공

판매시설 빅사이즈 스토어

3-14-39 Osu Naka-ku,
Nagoya-shi

(+81)52-253-7107

전품목 5%할인

판매시설 긴테쓰백화점 나고야점(긴테쓰팟세)

1-2-2 Meieki Nakamura-ku,
Nagoya-shi

(+81) 52-582-3411

오리지널 기념품 증정（2015년3월31일까지 긴테쓰팟세에서
10,500엔 이상 구매한후, 면세수속을 하신 고객. 경품이 없어
지면 종료) ■면세수속은 10층 팟세사무소

판매시설 고메효

3-25-31,Osu,Naka-ku,Nagoya(+81)52-242-0088
shi

판매시설 마루에

3-3-1 Sakae Naka-ku, Nagoya(+81) 52-264-1211
shi

판매시설 메이테쓰 백화점

1-2-1 Meieki Nakamura-ku,
Nagoya-shi

(+81) 52-585-1111

판매시설 미쓰이야

3-36-11 Osu Naka-ku,
Nagoya-shi

(+81)52-242-2225

판매시설 나고야 미쓰코시 사카에점

3-5-1 Sakae Naka-ku, Nagoya(+81)52-252-1111
shi

1층 면세 카운터에서 면세수속을 하신고객에게 경품 증정

판매시설 도큐 핸즈 ANNEX점

3-5-4 Nishiki Naka-ku,
Nagoya-shi

(+81) 52-953-2811

면세수속을 하신 손님께 경품 증정

판매시설 도큐 핸즈 나고야점

1-1-4 Meieki Nakamura-ku,
Nagoya-shi

(+81) 52-566-0109

면세수속 하신 고객에게 경품 증정

6-9 Tsubakicho Nakamura-ku,
(+81) 52-459-1111
판매시설 BIC CAMERA 빅카메라 나고야역 니시점 Nagoya-shi
판매시설 이온 나고야돔

4 Chome-102-3, Yadaminami,
(+81)52-725-6700
Higashi-ku, Nagoya-shi, Aichi-ken

판매시설 이온 스타일 나고야차야점

2 Chome−11, Nishichaya, Minato(+81)52-309-6450
ku, Nagoya-shi, Aichi-ken

판매시설 이온 아츠타점

1 Chome-2-11, Mutsuno, Atsuta(+81)52-884-0300
ku, Nagoya-shi, Aichi-ken

판매시설 이온 오오타카점

Okuhirako-1-1 Ōdakachō, Midori(+81)52-626-2600
ku, Nagoya-shi, Aichi-ken

경품 증정
면세수속시 경품제공(수속 본인,1인당 1개에 한함)※면세수
속은 7층 기프트 스테이션에서, 19시 이후는 1층 물품보관
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본관 1층 서비스 카운터에서 백화점에서 이용 가능한 5% 할
인권을 증정.또한 구매금액(세금 불 포함)이 10,001엔 이상
이면 면세 카운터에서 경품 제공
쿄유젠(교토전통공예) 잡화,유카타,사무에(선승들의 일상
복),진베 등 일본전통물품 10%할인

면세대상 고객께서는 웰컴카드를 제시해주시면 7%
할인 ※제외품목(롤렉스・애플 상품)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음식시설 닭요리 ‘후라이보’후키아게점

2-5-3 Fukiage Chikusa-ku,
Nagoya-shi

(+81) 52-733-4448

음식비10%할인

음식시설 나고야코친 슌사이 이치오

2-2-1 Kanayamacho Atsutaku, Nagoya-shi

(+81)52-684-1002

식사하신 분에게 식후 디저트제공

음식시설 시라토리코라본점

1-6-12 Siratori Atsuta-ku, Nagoya-shi
(+81)052-671-0680

식사 후 디저트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음식시설 나고야코친 이치오 니시키

3-12-18 Nishiki Naka-ku,
Nagoya-shi

(+81)52-961-1002

식사하신 분에게 식후 디저트제공

음식시설 아카이토리 JR메에키점

1-1-4,Meieki,Nakamuraku,Nagoya-shi

(+81)52-583-4066

드링크 한잔 제공(음식점 이용 고객)

3-8-28 Sakae Naka-ku,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혼케(게 요리) 사카에 중앙점 Nagoya-shi

(+81) 52-238-2500

음식비10%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혼케 (게 요리) 가나야마점

2-16-21 Kanayama Naka-ku,
Nagoya-shi

(+81)52-321-7890

음식비10%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혼케 (게 요리) 나고야역점

1-17-20 Meiekiminami
Nakamura-ku, Nagoya-shi

(+81)52-583-0012

음식비10%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혼케 (게 요리) 야고토점

100-37 Yagotohonmachi
Syowa-ku, Nagoya-shi

(+81)52-831-3456

음식비10%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야 (게요리) 나고야점

4-4-16,Meieki,Nakamuraku,Nagoya-shi

(+81)52-562-0001

음식료10%할인（다른 할인권과 중복사용 불가、예외 요리있
음）

음식시설 스타미나 바이킹 후키아게점

7-1 Aoyanagicho Chikusa-ku,
Nagoya-shi

(+81) 52-733-7639

식사비 할인(런치1,720엔→1,300엔、디너1,720엔→1,550엔）

음식시설 니코미노타카라

2-16-17 Osu Naka-ku,
Nagoya-shi

(+81) 52-231-5523

각종 미소니코미우동 1개당 50엔 할인

(+81) 52-683-4111

호텔 직영 레스토랑(스타게이트,가린,오키드 가든,로비라운
지 )음식비 10%할인. 2,000엔 이상 식사하신 분에 한함

1-1-1 Kanayamacho Naka-ku,
숙박시설 ANA크라운 프라자 호텔 그랑코트 나고야 Nagoya-shi
숙박시설 아쓰타노모리 호텔 신스이엔

11-6 Tamanoicho Atsuta-ku,
Nagoya-shi

(+81)52-681-0221

①조식(일본정식) 제공②선물 증정(남성:양말셋트 여성:손수
건셋트)

숙박시설 다이와 로이넷 호텔 나고야역앞

1-23-20 Meiekiminami Nakaku, Nagoya-shi

(+81)52-541-3955

체크아웃 1시간 연장 서비스

숙박시설 호텔 기요시 나고야

1-3-1 Heiwa Naka-ku, Nagoya(+81) 52-321-5663
shi

단체투숙객의 경우, 저렴한 숙박료를 제시합니다.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숙박시설 호텔 기요시 나고야 다이니

1-15-22 Heiwa Naka-ku,
Nagoya-shi

(+81) 52-321-8188

단체투숙객의 경우, 저렴한 숙박료를 제시합니다.

관광시설 나고야성

1-1 Honmaru Naka-ku,
Nagoya-shi

(+81)52-231-1700

관람료(일반500엔→400엔）

관광시설 나고야텔레비전탑

3-6-15 Nishiki Naka-ku,
Nagoya-shi

(+81) 52-971-8546

전망요금 100엔 할인(어른/중학생이상 600엔→500엔,초등
학생300엔→200엔, 65세 이상 500엔→400엔）

관광시설 노리타케의 숲

3-136,Noritakeshinmachi,Nishiku,Nagoya-shi

(+81)52-561-7114

노리타케의 숲 크래프터 센터 입장료 10%할인

관광시설 나고야항수족관

1-3,Minatomachi,Minatoku,Nagoya-shi

(+81) 52-654-7080

오리지널 기념품 증정(오리지널 노트)

교통기관 리니모(도부큐료센,東部丘陵線)

170-4 Fujigaoka Meito-ku,
Nagoya-shi

(+81) 561-61-4751

리니모 각 역에서는 리니모의 매력과 훌륭한 기술을 소개하
는 특별제작 팸플릿 증정(일본어판 또는 영어판)

교통기관 메이테쓰 버스센터

1-2-4 Meieki Nakamura-ku,
Nagoya-shi

(+81) 52-561-6381

오리지널 기념품 증정(승차권 구입자)

교통기관 태평양페리

40 Soramicho Minato-ku,
Nagoya-shi

(+81) 52-398-1023

오리지널 스티커 증정(정기편 나고야-센다이-도마코마이에
승선하신 손님)

3-12-5 Meieki Nakamura-ku,
Nagoya-shi

(+81) 52-589-0096

①렌트카 기본요금 할인（JSK클래스30％・JS～JD・MV・WA
클래스40％할인）②보험및 보증내용에 대한 영어/중국어
표기안내서 증정③나고야 근교 관광지 팸플릿 제공

판매시설 SAC'S BAR Jean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353

오리지널 가죽용 크림 증정

판매시설 amano 센트레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0570

구입상품 10%할인(일부 할인 제외 상품 있음)

판매시설 드래스틱 더 배기지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9056

오리지널 가죽용 크림 증정

에비센베노사토(새우전병 마을) 센트레
판매시설 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0248

경품 1개 증정

판매시설 꽃공방 아구리스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8176

점두 상품 10%할인(일부 상품 예외 있음)

판매시설 HELLO KITTY Japan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021

경품증정(3,150엔 이상 구매 시)

판매시설 IZONE NEW YORK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1707

500엔 할인(5,000엔 이상의 선글라스에 한함)

기타

주식회사 랜타리스 도카이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판매시설 마라이카 센트레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351

경품증정(구매고객)

판매시설 MUJI to GO 무인양품(無印良品)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791

대상 드링크 1병 제공(세금포함 1,000엔 이상 구입하신 경
우)

판매시설 전기제품 사쿠라 분카도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8530

계산대에서 5% 할인

판매시설 TSUTAYA이메진 중부국제공항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180

책갈피셋트와 오리지널 책커버증정(구매고객에 한함)

판매시설 Warakuya Okame 일본관

1-1 Centrair, Tokoname-shi

(+81)569-38-7766

화장용 기름종이 증정(5,000엔이상 구매하신 분)

음식시설 아리스 다이닝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866

음식비 5%할인(식사하신분)

음식시설 Aviator Grill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1233

음식비10%할인(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베이글＆베이글 중부국제공항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1128

구입총액에서 10%할인

음식시설 카페 드 크리에 플러스 센트레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8174

케익 셋트 50엔 할인

음식시설 카페 유토리노쿠칸(여유의 공간)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8250

음식비 10%할인 (2,000엔 이상 구매하신 분)

음식시설 프레시니스 버거 센트레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663

드링크 30엔 할인

음식시설 원조 모던야키점 보테야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1627

10%할인(4,000엔 이상 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중화요리 하이샹로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511

음식비 5% 할인 (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주스 스테이션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868

5%할인 (구매고객)

음식시설 회전초밥 마루추 중부국제공항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0800

식당에서 식사하신 분에 한하여 5%할인

음식시설 가키야스 가키지로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026

10%할인(구매하신 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음식시설 기시멘 미노미쇼 센트레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0520

레스토랑에서 음식비 10%할인(600엔 이상 식사하신 분에
한함)

음식시설 KITCHEN 돈부리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818

음식비5% 할인(1,000엔 이상 식사하신 분에 한함)

음식시설 활어요리 마루하 식당 중부국제공항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508

과자 증정(식사하신분)

음식시설 히쓰마부시 마루야 본점 중부국제공항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0803

1회 식사시 소프트 드링크 한 잔 제공(테이크아웃은 예외)

음식시설 명물 튀김주먹밥 센주 센트레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688

테이크 아웃을 이용하실 경우 할인(5개 756엔→700엔,10개
1,512엔→1,400엔)

음식시설 중국/대만요리 미센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1515

식사하신 분에게 소프트 드링크 (우롱차 또는 오렌지 주스)1
잔 제공

음식시설 미소카츠 야바톤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84-8810

오리지널 엽서 증정

음식시설 PRONTO 중부국제공항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717

카페타임（7：00～17：00）드링크 서비스（식사하신분）

음식시설 퀸 아리스 아쿠아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868

미니 아이스 제공(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다이닝 레스토랑 카멜리아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166

나고야명물 히쓰마부시(장어덮밥)을 주문하시면 드링크 1
잔 100엔 할인

음식시설 수타 메밀국수 사라잔 중부국제공항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1137

10%할인(사라잔에서 3,000엔 이상 식사하신 분에 한함)

음식시설 중화요리 시안 도삭면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1688

음식비 10%할인 (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수프 스톡 도쿄 중부국제공항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660

소프트 드링트 제공(셋트메뉴 주문하신 분)

음식시설 스즈나미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0137

우롱차 1잔 제공(식사 하신 분)

음식시설 돈코쓰라멘(돼지뼈 라면) 멘타쓰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89-7743

공기밥서비스 (라면주문하신분)

음식시설 한국요리 도라지 센트레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8989

음식비 10%할인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음식시설 닭요리 도리산와 센트레아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89-9643

나고야코친 오야코동(닭고기 계란 덮밥 ) 주문하신 분 10%할
인

음식시설 우동 와카샤치야 중부국제공항점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1157

기시멘 + 미니미소카쓰돈 할인(1,200엔,세금포함)→(1,000엔,
세금포함)

음식시설 일본식 카페 와노마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8550

전 메뉴 10% 할인(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야마사 지쿠와(관 모양 어묵)

1-1 Centrair, Tokoname-shi

(+81)569-38-8225

경품제공（1,200엔 이상 구매하신 분)

숙박시설 컴포트 호텔 중부국제공항점

4-2-3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211

레스토랑 ‘이탈리안 토마토’、 카페 ‘스페리오레’ ５%할인
(조식 외 1,000엔 이상 이용하신 분)
입욕료 할인(어른1,030엔→930엔）

기타

센트레아 구쓰로기 도코로

1-1 Centrair, Tokoname-shi

(+81) 569-38-7070

기타

중부국제공항 모바일센터

1-1 Centrair, Tokoname-shi

중부국제공항 모바일센터에서의 신청자에 한하여 국내용
(+81) 3-3239-2333/英語：(+81) 3-3239-3422/中国語：(+81) 3-3239-3397
데터통신 렌탈 데일리팩 요금을 10%할인

판매시설 이누야마 명물 후지사와겐코쓰

161,Higashikoken,Inuyama,Inuya
(+81)568-61-0336
ma-shi

할인요금으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누야마 국제 유스호스텔

1621,Azahimuro,Oazatsugao,Inuyam (+81)568-61-1111
a-shi

모모타로 그림엽서(7장) 제공

관광시설 박물관 메이지무라

1 Azauchiyama, Inuyama-shi

(+81) 568-67-0314

입장료 10％할인

관광시설 국보 이누야마성

65-2 Inuyamakitakoken,
Inuyama-shi

(+81) 568-61-1711

입장료 10% 할인

관광시설 노천민족박물관 리틀월드

90-48 Imainarusawa, Inuyama(+81) 568-62-5611
shi

입장요금 50%할인

판매시설 세토구라 세라믹프라자

1-1 Kurasyocho, Seto-shi

(+81) 561-89-5758

상점내 표시가격에서 10% 할인(일부 상품은 제외)

관광시설 마네키네코 뮤지엄

2 Yakushimachi, Seto-shi

(+81) 561-21-0345

①마네키네코상품 증정②입장료 20%할인

관광시설 세토시미술관

113-3 Nishiibaracho, Seto-shi

(+81) 561-84-1093

입장료 20%할인

관광시설 세토구라뮤지엄

1-1 Kurasyocho, Seto-shi

(+81) 561-97-1554

입장료 20%할인

등록시설명
기타

조코지 절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혼케 (게 요리) 도요타조점

관광시설 오카자키성

주소

TEL

특전

373,Jokojicho,Seto-shi

(+81)561-48-5319

겐케이코뵤(도쿠가와 이에나오 사당)관람료（100엔）을 반액
으로 할인

4-20 Totsukacho, Toyota-shi

(+81)565-31-3456

음식비10%할인(기타 우대권,특전카드와 동시 사용 불가)

(+81) 564-22-2122

①입장료 할인(200엔→170엔 ,30인이상 단체일 경우 160엔),
이에야스관 공통권 할인(500엔→440엔 ,30인이상 단체일 경
우 400엔)②그레이트 이에야스공 ‘아오이’무장대(武将隊)
의 극진한 환영 연무(演武). ※사전에 연락주십시오.③음성
가이드 재생장치 보이스팬 무료대여 (일,영,중,한국어 대응)

(+81) 564-24-2204

①입장료 할인(350엔→310엔 ,30인이상 단체일 경우 280엔),
오카자기성 공통권 할인(500엔→440엔 ,30인이상 단체일 경
우 400엔)②그레이트 이에야스공 ‘아오이’무장대(武将隊)
의 극진한 환영 연무(演武). ※사전에 연락주십시오.③음성
가이드 재생장치 보이스팬 무료대여 (일,영,중,한국어 대응)

561 Koseicho, Okazaki-shi

관광시설 미카와무사저택 이에야스관

561 Koseicho, Okazaki-shi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혼케 (게 요리) 오카자키점

3-26 Koseidorinishi, Oakazaki(+81)564-24-2255
shi

음식비10%할인(기타 우대권,특전카드와 동시 사용 불가)

판매시설 라구나 텐보스

2-1,Kaiyocho,Gamagori-shi

(+81)533-58-2700

Theme Park “LAGUNASIA” 5% off admission and passport

판매시설 이온 오카자키미나미점

Barayama-1-1,Tosakichō,
Okazaki-shi, Aichi-ken

(+81)564-57-2211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숙박시설 니시우라 그랜드호텔 깃케

3 Shiogara Nishiuracho,
Gamagori-shi

(+81)533-57-6111

①커피한잔 제공(어른에 한함)②가마고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쿠폰북‘가마폰’증정

숙박시설 가마고리 호텔

2-82 Miyakitadori, Gamagorishi

(+81) 533-68-1300

웰컴드링크 제공

숙박시설 히라노야

1-21 Minamiyama Miyacho,
Gamagori-shi

(+81) 533-68-5161

객실 냉장고 비치 음료 50%할인(숙박객)

숙박시설 아오이

17-1 Oyama Nishiuracho,
Gamagori-shi

(+81) 533-57-5721

당일치기 온천 입욕료1,000엔(소비세불포함)을 반액으로 이
용가능

숙박시설 호텔 다쓰키

25 Oyama Nishiuracho,
Gamagori-shi

(+81) 533-57-5111

숙박객에게 경품 또는 토산품 증정

1-3 Motomachi, Gamagori-shi

(+81) 533-68-2526

가마고리 시내의 관광지 입장 할인,온천 당일치기 입욕 할
인,음식점 할인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북 ‘가마폰’을
드립니다.

기타

가마고리시 관광협회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숙박시설 이라코뷰 호텔

1460-36 Honeyama Hiicho,
Tahara-shi

(+81) 531-35-6114

①노래방(1시간이용료)정상가격의 30％할인②대절 노천탕
(45분) 정상가격의 30%할인

음식시설 스타미나 바이킹 지류점

1-50 Ohayashi Yamamachi,
Chiryu-shi

(+81) 566-84-5222

저녁식사 10%할인

숙박시설 가제노 다니노 이오리

10 Azatobone Oazaogi Kotacho,
(+81) 564-56-3030
Nukata-gun

석식시 드링크요금 10%할인

숙박시설 텐노마루

10 Azatobone Oazaogi Kotacho,
(+81) 564-62-1751
Nukata-gun

대절 노천 온천탕 50분간 이용무료(예약요망)

판매시설 도코나메 도자기단지 세라몰

100 Azakamisuhara Kanayama,
(+81) 569-43-7111
Tokoname-shi

구매총액에서 5% 할인

판매시설 마루후쿠

6-66-1 Haramatsucho,
Tokoname-shi

(+81) 569-35-2209

구매금액의 10% 할인

판매시설 모리타 아지노 야카타

10 Azawakihama Kosugaya,
Tokoname-shi

(+81) 569-37-0733

식사하신분에게 핫초미소(된장) 증정

판매시설 오쿠라모치

2-2-1 Koiehonmachi,
Tokoname-shi

(+81) 569-35-2676

오쿠라모치 오리지널 ‘마네키네코 타올’ 증정

판매시설 도코나메 도자기 야마타네

7-56 Okujyo, Tokoname-shi

(+81) 569-35-3233

도코나메야키 행운의 상품 증정(1,000엔 이상 구입하신 분)

판매시설 이온 히가시우라점

Asahi Ogawa, Higashiura-chō,
Chita-gun, Aichi-ken

(+81)562-82-2800

판매시설 AEON 도코나메점

2 Chome Rinkūchō Tokoname(+81)569-35-9500
shi, Aichi-ken

판매시설 よいひばんらい（면세전문점）

2 Chome Rinkūchō Tokoname(+81)569-89-7914
shi, Aichi-ken

관광시설 INAX 라이브뮤지엄

1-130 Okueicho, Tokoname-shi (+81) 569-34-8282

단체요금(단, 5명까지)으로 할인(어른 600엔→500엔 고등학
생/대학생 400엔→300엔 초중학생 200엔→150엔)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혼케 (게 요리) 오타가와점

66-1 Kanida Otamachi, Tokaishi

음식비10%할인(기타 우대권,특전카드와 동시 사용 불가)

판매시설

에비센베노사토(새우전병 마을) 미하마
본점

숙박시설 히마카지마 관광 호텔

(+81)562-39-3740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52-1 Azakittanagare
Oazakitagata Mihamacyo, Cita- (+81) 569-82-0248
gun

경품 1개 증정

Himakajima,Minamichitacho,chita-gun

호텔 도착시, 라운지에서 생맥주 1잔 제공

(+81)569-68-2211

등록시설명
판매시설 다이마쓰리 히로바 (센베과자점)

TEL
주소
34-24 Azakomagaeri
Oazatoyooka Minamichita-cho, (+81) 569-65-0323
Chita-gun

특전
새우센베 믹스 작은 봉지 증정

음식시설 산지직송 우오타로 본점

32-1 Azaharako Toyooka
Mihamacho Chita-gun

숙박시설 겐지코

Yamamikaigan Minamichitacho,
(+81) 569-62-3737
Chita-gun

숙박객에게 경품 또는 토산품 증정

숙박시설 하나노마루

Azahazama Oazatoyohama
Minamichitacho, Chita-gun

(+81) 569-64-3555

숙박객에게 경품 또는 토산품 증정

숙박시설 샤치테이

Yamamikaigan Minamichitacho,
(+81) 569-62-2525
Chita-gun

숙박객에게 경품 또는 토산품 증정

숙박시설 다이카이로

40 Azaaraihama
Oazahimakajima
Minamichitacho,Chita-gun

해산물 증정(3,000엔 이상 식사하신 분)

(+81) 569-82-6188

(+81) 569-68-2144

경품증정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미에현
음식시설 café Me terre

Hotel The Grand Court Tsu
1F,345-4 Komeicho, Tsu-shi

(+81) 59-229-0809

아이스크림 한개를 무료 제공

숙박시설 호텔 더 그랜드코트 쓰니시

345-4 Komeicho, Tsu-shi

(+81) 59-227-8333

숙박료 10% 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판매시설 긴테쓰 백화점 욧카이지점

7-34 Suwasakaemachi,
Yokkaichi-shi

(+81) 59-353-5151

①오리지널 기념품 증정(긴테쓰 욧카이치점에서 10,500엔
이상 구입하시고, 구입하신 백화점에서 면세수속을 하신 분.
기념품이 없어지면 종료) ■면세수속은 5층 기프트사롱 ※
2014년3월31일까지②소프트 드링크 제공(9층/10층 레스토
랑가에서 1,000엔 이상 식사하신 분 ※일부 점포는 제외. ※
점포 지정 드링크에 한함. ※1장당 1명 사용 가능 ※2014년
3월

판매시설 이온 스즈카점

4 Chome-1-2 Shōnohayama,
Suzuka-shi, Mie-ken

(+81)59-375-0777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음식시설 삿보로 가니혼케 (게 요리) 욧카이치점

4-17 Hamadacho, Yokkaichi-shi (+81)59-354-1211

음식비10%할인(기타 우대권,특전카드와 동시 사용 불가)

음식시설 사가미 이가우에노점

4 Hirano-higashi, Iga-shi

식대 10% 할인

숙박시설 욧카이치 미야코 호텔

1-3-38 Yasujima, Yokkaichi-shi (+81) 59-352-4131

①숙박요금20% 할인②레스토랑에서 음식비10% 할인

숙박시설 호텔 더 그랜드코트 마쓰자카

238-2 Miyamachi, Matsusakashi

숙박료 10% 할인(다른 할인권과 동시 사용 불가)

관광시설 마쓰자카 농업공원 벨펌

551-3 Isederacho, Matsusaka(+81) 598-63-0050
shi

‘소노만마 소프트’아이스크림 50엔 할인(마쓰자카 상회),젤
라트 50엔 할인(가든 카페 루벨)

707-3 Yamamurocho,
Matsusaka-shi

(+81) 598-60-2002

건강검진비 5% 할인(방일 외국인,유학생 및 가족 포함) (예약
요망,하루 검강검진 3명까지)

숙박시설 이로도리코요

8497 Komono Komonocho,
Mie-gun

(+81) 593-92-2570

경품 또는 토산품 증정(숙박객)

판매시설 이세만(주) 내궁앞주조장

77-2 Ujinakanokiricho, Ise-shi

(+81) 596-23-8800

아마자케(감주) 1잔 제공( 술을 1,000엔 이상 구입하신 분에
한함)

판매시설 이세시마 토산품센터 오쇼 이세점

281 Seitacho, Ise-shi

(+81) 596-63-5800

상품10% 할인(일부 제외품목 있음)

기타

의료법인 쇼토쿠카이 하나노오카 병원

(+81)0595-22-0722

(+81) 598-50-5080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판매시설 미소쇼유(된장/간장)양조판매 고지야

1-10-39 Miyajiri, Ise-shi

(+81) 596-65-7050

경품증정（1,000엔 이상 구매하신 분)

음식시설 캐주얼 이탈리안 ‘구라 데 파스타’

1-10-39 Miyajiri, Ise-shi

(+81) 596-63-8555

음식비10% 할인(상한액 3,000엔)

음식시설 지요코

926 Honmachi Obatacho, Iseshi

(+81) 596-26-3181

커피 또는 디저트제공(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하리타야

2-13-5 Kawasaki, Ise-shi

(+81) 596-28-2207

과자증정(500엔 이상 구매하신 고객)

음식시설 이와토야

58 Ujiimazaikecho, Ise-shi

(+81) 596-23-3188

특별우대권 발행,토산품/식사요금 10% 할인(단,일부상품,음
료수,테넌트 및 이세차코너는 제외)

음식시설 갓포 다이키(일본요리)

2-1-48 Iwabuchi, Ise-shi

(+81) 596-28-0281

우롱차 1잔 제공

음식시설 마루세이 이세

671-6 Fujisatocho, Ise-shi

(+81) 596-26-2900

소프트 드링크 1잔 제공

음식시설 미소라면 전문점 ‘쿠라 데 라멘’

1-9 Miyajiri, Ise-shi

(+81) 596-65-7878

가라아게(닭튀김)380엔→100엔

음식시설 세노쿠니야

117 Ujiimazaikecho, Ise-shi

(+81) 596-23-5555

현금 지불시 토산품 10% 할인 ※일부 제외 품목 있음(딤배,
술,아카후쿠 등 ),은련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로는 이 해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음식시설 우오칸

2-4-7 Ozeko, Ise-shi

(+81) 596-24-3017

이세차(500ｍｌ펫병) 한 병 증정 (혼자 오신 손님에 한함)

숙박시설 이세게구산도 이세신센

1-1 Honmachi, Ise-shi

(+81) 596-26-0100

이세신센에 인접한 이세그릇시장 ‘吟香’일본술 시음
（60ml） 300엔→200엔으로 제공

숙박시설 미즈호칸

1-6-26 Fukiage, Ise-shi

(+81) 596-24-2274

①쇼핑대금,식사요금 10%할인②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
지 수화물 및 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광시설 이세 아즈치 모모야마 문화촌

1201-1 Mitsu Futamicho, Iseshi

(+81) 596-43-2300

입장료 15%할인

관광시설 이세시마 자연촌

569-1 Yokowacho, Ise-shi

(+81) 596-39-1917

시설내 체험메뉴 10% 할인 ※예약요망

판매시설 이세시마 토산품센터 오쇼 도바본점

15-1 Matsuocho, Toba-shi

(+81) 599-26-3100

상품 10% 할인(일부 제외품목 있음)

판매시설 TOBA 펄(진주)타운

3-3-6 Toba, Toba-shi

(+81) 599-26-4077

‘신주노 메구미’진주엑기스 배합 화장비누 증정（진주전문
점,오르골관,각 상점에서 1,000엔이상 구입하신 분,다른 서
비스와 동시 사용 불가)

등록시설명

TEL

판매시설 이온 이세점

160−2 Kusubechō otsu, Iseshi,Mie-ken

(+81)596-26-1500

특전
쇼류도웰컴카드를 제시하면, 이온 직영점의 서비스카운터
(면세카운터)에서, 이온햇피쿠폰5%OFF할인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온 직영점에서 쇼핑하실 때 사용해 주세요. (일부

숙박시설 리조트 힐즈 도요하마 소라노카제

1471 Ousatsucho, Toba-shi

(+81) 599-33-6000

모닝 커피 서비스

숙박시설 도바그랜드 호텔

239-9 Ohamacho, Toba-shi

(+81) 599-25-4141

글라스 와인 한 잔 제공 (숙박하신 분)

숙박시설 도바 씨 사이드 호텔

1084 Arashimacho, Toba-shi

(+81) 599-25-5151

웰컴드링크(커피또는 소프트 드링크)

숙박시설 도바 뷰 호텔 꽃진주

1075-98 Arashimacho, Tobashi

(+81) 599-25-2111

커피 제공

숙박시설 도다야

1-24-26 Toba, Toba-shi

(+81) 599-25-2500

커피쿠폰 1인당 1장 증정

관광시설 미키모토 진주섬

1-7-1 Toba, Toba-shi

(+81) 599-25-2028

입장요금 20%할인(1장의 카드로 5명까지 )

관광시설 오사쓰 해녀의 집 고자야

1406 Shinmeijinjyasando
Osatsucho, Toba-shi

(+81) 599-33-6770

오사쓰아라매(해초) 증정 (상품을 구입하시고 카드를 제시
하신분)

관광시설 도바1번가

1-2383-13 Toba, Toba-shi

(+81) 599-26-3331

관내 이용(쇼핑,식사)5% 할인( 할인 대상외 상품있음,현금지
불에 한함)

관광시설 바다 박물관

1731-68 Ogitsu Uramuracho,
Toba-shi

(+81) 599-32-6006

입장료10%할인

관광시설 해녀의 집 하지만 가마도

Asarihama Osatsucho, Tobashi

(+81) 599-33-6145

한 그룹당 ‘건강한 해녀 레이코 부적’스트랩 1개 증정

관광시설 해녀의 집 오사쓰 가마도

Maenohama Osatsucho, Toba(+81) 599-33-7453
shi

점식식사비 할인（3,600엔→3,300엔)

교통기관 이세만 페리

3-1484-111 Toba, Toba-shi

(+81) 599-25-2880

여객운임 20% 할인(최대 5명까지)

교통기관 도바만 크루즈와 돌고래섬

1-2383-51 Toba, Toba-shi

(+81) 599-25-3145

요금 할인(어른1,800엔→1,700엔 초등학생1,000엔→950엔）

1-4-53 Toba, Toba-shi

(+81) 599-28-0001

핫커피 한 잔 제공

기타

가이토 유민 클럽

판매시설 이와진 진주

주소

733-8 Shinmei Agocho, Shima(+81) 599-43-1018
shi

진주제품20%할인(음식시설은 제외)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Kashikojima Agocho, Shima-shi (+81)599-43-1015

은제품10%할인

4032 Ugata Agocho, Shima-shi (+81) 599-43-0539

딸기 아이스크림 일행 전원에게 제공

음식시설 마루세이 본점

178-3 Anori Agocho, Ise-shi

(+81) 599-47-5071

소프트 드링크 1잔 제공

숙박시설 네무노 사토 Hotel＆Resort

2692-3 Hazako Hamajimacho,
Shima-shi

(+81)599-52-1111

네무노사토 내 샵 10%할인(담배,우표 등 일부 제외품목 있
음)

숙박시설 씨사이드 호텔 게이보소(鯨望荘)

1550-1 Hamajima
Hamajimacho, Shima-shi

(+81) 599-53-0029

숙박객에게 웰컴드링크 (커피 또는 소프트 드링크)제공

숙박시설 시마 지중해마을

2619-1 Hazako Hamajimacho,
Shima-shi

(+81) 599-52-1226

레스토랑 요리10%할인(단,2,000엔 이상 식사코스에 한함)

관광시설 ARISTO DIVERS

1001-17 Shinmei Agocho,
Shima-shi

(+81)599-43-2868

①이세시마의 바다에서 다이빙체험 10%할인②「이세시마
의 바다를 좋아합니다」로그 티셔츠 10％할인

관광시설 긴테쓰 하마지마 칸트리클럽

1614-1 Hazako Hamajimacho,
Shima-shi

(+81) 599-52-1141

소프트 드링크 1잔 제공

관광시설 긴테쓰 가시코지마 칸트리 클럽

3620-5 Ugata Agocho, Shima(+81) 599-43-1082
shi

소프트 드링크 1잔 제공

교통기관 가시코지마 에스파냐 크루즈

752-11 Shinmei Agocho,
Shima-shi

요금 할인(어른1,600엔→1,500엔 초등학생800엔→750엔）

관광시설 오니가조센터

1835-7 Kinomotocho, Kumano(+81) 597-89-1502
shi

매점에서 1,000엔이상 구매시,감귤음료 1인당 1병 증정

숙박시설 호텔 도키노자

Jounohama Kiinagashimaku
Kihokucho, Kitamuro-gun

①웰컴 차제공②기념품 증정③구마노고도 (쓰즈라토토게,
니사카토게) 차량송영서비스

판매시설 주식회사 마쓰이 진주점
음식시설

스미비야키 우나기(숯불구이 장어) 히가
시야마 물산

(+81) 599-43-1023

(+81)597-46-2111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시가현
숙박시설 세타 아반 호텔

1-16-1 Ogaya, Otsu-shi

(+81)77-543-6111

숙박객에게 생수 1병 증정

숙박시설 탄토칸 키쿠노야

6-1-29 Ogoto, Otsu-shi

(+81)77-578-1281

웰컴드링크 서비스, 매점 10%할인티켓 발행쿠

4-1 Minamifunaji, Otsu-shi

(+81) 77-592-0127

Water 스포츠 스쿨 5% 할인

음식시설 비와코 아유야노사토

4187 Yoshikawa, Yasushi

(+81) 77-589-3999

소프트 드링크 제공(2층 레스토랑 ‘히라보세쓰’에서 1,000
엔 이상 식사하신 분에 한함) ※단체는 불가

판매시설 미쓰이 아울렛 파크 시가류오

1178-694 Azasunayama
Oazakuzushi Ryuocho, Gamou- (+81) 748-58-5031
gun

①아울렛 스페셜 쿠폰 증정②오리지널 기념품 증정

숙박시설 비와코한 미카쿠노야도 후타바소

1377 Matsubaracho, Hikone-shi (+81) 749-22-2667

일본의 식재료를 살린 일본요리을 제공합니다.

관광시설 명승 겐큐엔

1-1 Konkicho, Hikone-shi

(+81) 749-22-2742

겐큐엔 입장료 할인(어른 ：200엔→180엔/ 초중학생：100엔
→90엔）

관광시설 히코네성박물관

1-1 Konkicho, Hikone-shi

(+81) 749-22-6100

박물관입장 할인(어른：500엔→450엔/ 초중학생250엔→170
엔）

관광시설 히코네성

1-1 Konkicho, Hikone-shi

(+81) 749-22-2742

①히코네성,겐큐엔 공통권 할인(어른:600엔→540엔 초중학
생:200엔→180엔)②히코네성,겐큐엔,박물관 셋트권 할인(어
른：1,000엔→900엔/초중학생：350엔→315엔）

관광시설 곤고린지 절

874 Matsuoji Aishocho, Echigun

(+81) 749-37-3211

오리지널 투명화일 증정

관광시설 슈카잔 학사이지 절 (국가 지정사적)

323 Hyakusaijicho,
Higashioumi-shi

(+81) 749-46-1036

학사이지절 보물 그림엽서(10장세트)를 선착순 1,000분께
제공

기타

BSC Water 스포츠 센터

등록시설명

주소

TEL

특전

등록시설명

주소

TEL

고속도로
음식시설 하마나코SA 휴게소

47-1 Sakume Mikkabicho Kita(+81) 53-528-1450
ku, Hamamatsu-shi

특전
①디저트 샵 '도나테로우스'에서 컵 젤라트를 구입하신 손님
께 웨하스 1개 제공(카드 소지자에 한함)②호수가 눈 앞에
펼쳐지는 레스토랑 하마나테이(浜名亭)에서 식사하신 손님

음식시설 고마카도PA 휴게소 상행선

62 Komakado, Gotenba-shi

(주)동경하이웨이에서 식사하신 손님께 핫도그 1개 제공

음식시설 마키노하라SA 휴게소 상행선

2559-3 Shizutani, Makinohara(+81) 548-27-2331
shi

‘시즈테쓰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분에게 핫커피 한 잔 제
공(카드 소지하신 분에 한함)

음식시설 니혼자카PA 휴게소 상행선

96-1 Ishiwakikami, Yaizu-shi

(+81) 54-628-1058

(주) 에이치 아루 요코하마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할인(우
유,감귤,믹스 300엔→250엔,말차(抹茶)350엔→300엔）

음식시설 오가사PA 휴게소 하행선

241-1 Azasyobudani
Shimomata, Kakegawa-shi

(+81) 537-23-1554

스낵코너 ‘마쓰카제야’에서 딸기쉐이크를 주문하시면 50엔
할인(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아카쓰카PA 휴게소 하행선

24-2 Kaminishinoya Chigiricho,
(+81) 533-86-9245
Toyokawa-shi

드립커피 할인(200엔→100엔)

음식시설 아카쓰카PA 휴게소 상행선

7-28 Azakitayama Ichidacho,
Toyokawa-shi

(+81) 533-86-9246

하이웨이 샵에서 커피 할인(180엔→100엔)

음식시설 가미고 SA 휴게소 상행선

6-263 Kaminagane Ekakucho,
Toyota-shi

(+81) 565-28-5445

‘데리야’에서 커피(핫커피 또는 냉커피)를 100엔에 제공(카
드소지하신 분에 한함)
（カード所持者のみ）

음식시설 신시로PA 휴게소 하행선

60-689 Azahigashikawa
Tomioka, Shinshiro-shi

(+81) 536-26-0822

이나호즈시 한 접시(3개)를 제공(‘몬젠소바 야마히코’에서
식사하신 손님)

음식시설 신시로PA 휴게소 상행선

60-467 Azahigashikawa
Tomioka, Shinshiro-shi

(+81) 536-26-1551

‘진야 사가미’에서 메밀차 펫병 1병 제공

판매시설 엔슈모리마치PA 휴게소 하행선

954-3 Enden Morimachi,
Syuchi-gun

(+81) 538-84-0077

①‘모리노 라쿠이치 자야’에서 전통과자 ‘긴쓰바’교환
권 1장 제공(1,050엔 이상 구입하신 분)②‘모리노 파티스리’
에서 전통과자 ‘긴쓰바’교환권 1장 제공(1,050엔 이상 구입

판매시설 엔슈모리마치PA 휴게소 상행선

903-4 Enden Morimachi,
Syuchi-gun

(+81) 538-84-0117

‘엔슈 후루사토야’에서 핫커피 또는 냉커피 1잔 제공(1,050
엔 이상 구입하신 분)

음식시설 가케가와PA 휴게소 하행선

5968-4 Kurami, Kakegawa-shi

(+81) 537-28-1001

①‘가케가와 엔슈야’에서 커피(핫커피 또는 냉커피)1인당
한 잔 제공②‘드라이버즈 스폿 텐진야’에서 입맛에맞는
오뎅 1개 제공

판매시설 가케가와PA 휴게소 상행선

7507-23 Kurami, Kakegawa-shi (+81) 054-28-1147

수제 공방에서 만드는 오리지널 치즈케익 10%할인

판매시설 NEOPASA 시미즈 휴게소

885-15 Kogouchi Shimizu-ku,
Shimizu-shi

ＫＡＷＡＳＥＭＩ ＢＡＫＥＲＹ에서 전품 5% 할인(카드 소지하신
분에 한함)

(+81) 550-87-0434

(+81) 54-360-2600

등록시설명
판매시설

주소

NEOPASA 스루가완 누마즈 휴게소 하행
919-1Negoya,Numazu-shi
선

TEL

특전

(+81) 55-946-5566

하코네 베이커리 셀렉트에서 커피1잔 제공(1,000엔이상 구
입하신 카드 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NEOPASA하마마쓰 휴게소 상행선

36 Odaira Hamakita-ku,
Hamamatsu-shi

(+81) 53-581-8151

‘드라이버즈 스폿 텐진야’에서 입맛에맞는 오뎅 1개 제공

음식시설 가케가와PA 휴게소 상행선

7507-23 Kurami, Kakegawa-shi (+81) 537-28-0565

‘드라이버즈 스폿 텐진야’에서 입맛에 맞는 오뎅 1개 제공

음식시설 NEOPASA시즈오카 휴게소 하행선

1258 Hanma Aoi-ku, Shizuoka(+81) 54-295-9022
shi

음식시설 NEOPASA시즈오카 휴게소 상행선

1544-3 Kozeto Aoi-ku,
Shizuoka-shi

①‘시즈오카 마르쉐’에서 프레쉬 주스 1인당 한 잔 50엔 할
인②‘스루가마루’에서 돈부리 １그릇 주문하신 분에게
드링크 1잔 제공
①‘IPPUDO NOODLE EXPRESS’에서 라면을 주문하신 손
님께 달걀 제공②‘시즈오카 마르쉐’에서 프레쉬 주스 1
인당 한잔 50엔 할인

음식시설

NEOPASA 스루가완 누마즈 휴게소 상행
998-27 Negoya, Numazu-shi
선

(+81) 54-276-0281
(+81) 55-946-5700

레스토랑 ‘소라노 테라스’에서 식사하신 손님 식사비 5%
할인(카드 소지하신 분의 식사비에 한함)

(+81) 53-428-0388

①‘드라이버즈 스폿 텐진야’에서 입맛에 맞는 오뎅 1개 제
공②카페 ‘도 크리에’에서 휩크림 탑핑 서비스

음식시설 NEOPASA하마마쓰 휴게소 하행선

7822-7 Miyakodacho Kita-ku,
Hamamatsu-shi

음식시설 요로SA 휴게소 상행선

1475 Azaminamikawahara
(+81) 584-32-3152
Hashizume Yorocho, Yoro-gun

음식시설 요로SA 휴게소 하행선

1475-2 Azanishikawahara
(+81) 584-32-0879
Hashizume Yorocho, Yoro-gun

음식시설 다가SA 휴게소 상행선
음식시설 다가SA 휴게소 하행선

70-2 Azasetoyama
Oazabinmanji Tagacho,
Inugami-gun
66-36 Azanishitani
Oazabinmanji Tagacho,
Inugami-gun

(+81) 749-48-1325

핫커피 한 잔 제공(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분, 카드소지자
에 한함)
푸드코트와 Ｂ＆Ｓ카페에서 (핫커피 또는 냉커피)를 100엔
에 제공. 레스토랑에서 카드제시,본인에 한하여 에프터 커피
제공.
‘데리야’에서 커피(핫커피 또는 냉커피)를 100엔에 제공(카
드소지하신 분에 한함)
（カード所持者のみ）

(+81) 749-48-1226

커피 1잔 제공(레스토랑‘오미 다가테이’에서 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고마가타케SA 휴게소 상행선

15-160 Azadaitokubara
Oazaakaho,Komagane-shi

(+81) 265-82-5100

판매메뉴 드링트(커피,주스 등)한 잔 제공(레스토랑에서 식
사하신 분,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고마가타케SA 휴게소 하행선

15-204 Azasinden Akaho,
Komagane-shi

(+81) 265-83-7176

드링크 바 서비스(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분,카드소지 하
신 분에 한함)

음식시설 스와코SA 휴게소 하행선

435 Azakatakubo Oazaminato,
Okaya-shi

(+81) 266-53-2323

①레스토랑에서 커피 제공(식사하신분에 한함)②소프트 아
이스크림 50엔 할인(푸드코트)

음식시설 스와코SA 휴게소 상행선

3118-5 Azatokorokubo
Oazatoyoda, Suwa-shi

(+81) 266-53-7115

소프트 아이스크림 50엔 할인(판매코너：구루메공방,알프스
의 오쿠리모노)

판매시설 에나쿄SA 휴게소 상행선

1120-206 Azafunayama Oicho,
(+81) 573-26-3131
Ena-shi

슌케이 칠공예 젓가락 증정(상점에서 2,000엔이상 구매하
신 분)

등록시설명

주소

TEL

음식시설 에나쿄SA 휴게소 하행선

2194 Azahara Oicho, Ena-shi

(+81) 573-26-3151

특전
푸드코트에서 커피(핫커피 또는 냉커피)를 100엔에 제공(카
드 소지자에 한함)
（カード所持者のみ）

음식시설 아리소미SA 휴게소 하행선

848 Yunoe, Uozu-shi

(+81) 765-22-3356

핫커피 1잔 제공(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분, 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아리소미SA 휴게소 상행선

2913-10 Kuriyama,
Namerikawa-shi

(+81) 76-471-2601

드링크 1잔제공(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분,카드소지자에 한
함)

음식시설 오야베가와SA 휴게소 하행선

4682 Tohisa, Oyabe-shi

(+81) 766-61-4350

핫커피 1잔 제공(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분, 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오야베가와SA 휴게소 상행선

171-1 Asaji, Oyabe-shi

(+81) 766-61-4352

핫커피 1잔 제공(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분, 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아마고젠SA 휴게소 하행선

3-2 Amagoji Misakimachi,
Kaga-shi

(+81) 761-75-2611

오보로콘부 (삶은 다시마를 말려서 대패로 가늘고 얇게 썬
식품) 증정(푸드코트에서 식사하신 분,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아마고젠SA 휴게소 상행선

48 Na Misakimachi, Kaga-shi

(+81) 761-75-2631

핫커피1잔 제공(레스토랑 ‘가가노 사토’에서 식사하신 분,
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난조SA 휴게소 하행선

78-8 Ueno Minamiechizencho,
Nanjyo-gun

(+81) 778-47-3418

핫커피 한 잔 제공(레스토랑 ‘하나하스’,푸드코트‘소바가
이도’에서 식사하신 분, 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시즈가타케SA 휴게소 하행선

267-1 Sakaguchi Yogocho,
Nagahama-shi

(+81) 749-86-2111

핫커피 1잔 제공(테이크 아웃： 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시즈가타케SA 휴게소 상행선

94 Sakaguchi Yogocho,
Nagahama-shi

(+81) 749-86-3322

핫커피 1잔 제공(팥찻집： 카드소지자에 한함)

음식시설 아즈사가와SA 휴게소 하행선

6931-5 Nishikawara Shimauchi,
(+81) 263-47-8855
Matsumoto-shi

드링크 바 무료(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분)

음식시설 아즈사가와SA 휴게소 상행선

972-5 Toyoshinatakibe
Azumino-shi

(+81) 263-72-8816

소프트 아이스크림 50엔 할인(스낵코너,제2스낵코너에서)

음식시설 나가라가와SA 휴게소 하행선

962 Azashigetake Shimouchi,
Seki-shi

(+81) 575-23-4422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분은 판매 메뉴 드링크(커피,주스
등)1잔 제공(본인과 동반고객을 합하여 4명까지)

음식시설 세키SA 휴게소 상행선

2832 Oze, Seki-shi

(+81) 575-21-5101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 분은 판매 메뉴 드링크(커피,주스
등 )한 잔 제공(본인과 동반고객을 합하여 5명까지)

음식시설 완간나가시마PA 휴게소 상행선

427-2 Matsukage
Nagashimacho, Kuwana-shi

(+81) 594-45-8585

외국인단체 전용메뉴 5%할인

음식시설 완간나가시마PA 휴게소 하행선

393-2 Matsukage
Nagashimacho, Kuwana-shi

(+81) 594-45-8588

외국인단체 전용메뉴 5%할인

등록시설명
음식시설 고자이쇼SA 휴게소 상행선

주소
1569-2 Azaikenotaniguchi
Yamanoisshikicho, Yokkaichishi

TEL
(+81) 59-332-1212

특전
커피 무료 제공(그릴＆카레 카키야스에서 식사하신분,카드
소지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