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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１】 

 

특별 메시지 로고 ‘Japan. Thank You.’ 

 

 

≪특별 로고≫                   

   
      

 

2012 년 3 월 11 일, 일본은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지 1 년이 됩니다. 

해외에서의 방일 관광 촉진 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Japan. EndlessDiscovery.’ 

로고를 어레인지한 이 메시지 로고는, 지진 피해 직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일본에 보내주신 각양각색의 지원에 대하여 1 년이라는 매듭을 짓는 이 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지진 피해를 계기로 세계와 공존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일본은, 세계로 이 당연한 감정을 

확실히 재전달함으로써 그 ‘깊은 인연’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원합니다.  

“Thank You”, “ありがとう”, “謝謝”, “감사합니다”, “ขอบคุณ”, “多謝”, “Merci”, “Danke”, 

“Gracias”, “Спасибо”, “ُشْكًرا” 등, 말은 다르더라도 감사의 마음은 세계 공통입니다.  

“Thank You” 이 순수한 감사의 말은, 전세계의 ‘참된 친구’들에게, 일본 전국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긍지와 배려심이 

넘치는 나라로 존재하고 싶은, 그런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메시지 

로고입니다. 

 

≪일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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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２】 

 

특별 포스터 ‘Japan, Rising Again. Thank you for your support.’ 

 

작년의 동일본대지진은 많은 슬픔을 일본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이지만 

착실하게 재건으로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후, 해외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담긴 메시지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간단한 말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등용문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공에 이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운 관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잉어의 폭포 거슬러 오르기’라고도 일컬어지며, 고이노보리라는 

일본에도 남아 있는 풍습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흐름이 거센 용문이라는 강을 끝까지 오르는 잉어는 용이 된다는 전설에 견주어, 용의 

해를 맞이한 2012 년, 재건을 향해 끝없이 오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해외 사람들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 포스터입니다.  

(종합감수:사카노우에 요코, 그래픽디자인:이코마 고헤이, 아트:기무라 히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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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３】 

 

긴자, 마루노우치, 아키하바라 등에서 ‘Thank You’꽃을 피웁니다. 

도쿄(긴자, 마루노우치, 아키하바라, 아사쿠사 등),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센다이 등 

외국인여행자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배너, 버스·택시 차체, 호텔기 등에 ‘Japan. 

Thank You.’ 로고를 게시.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감사’와 ‘환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오도리（긴자도리）（이미지） 

 

미국 뉴욕 ‘Cherry Blossoms Square’ 

뉴욕 타임즈스퀘어 주변에 벚꽃을 피우겠습니다. Thank You 로고와 함께 주요 스크린에 

‘벚꽃’을 모티프로 한 방일 촉진 영상을 방영합니다. 미일 벚꽃 기증 100 주년 기념 관련 

이벤트와 함께 방일 기운을 조성합니다.  3 월 1 일(11 시)에는 기모노 부대와 함께 점등식을 

실시(예정)합니다. 기모노 부대는 그랜드센트럴스테이션의 이벤트 ‘Japan Week’에 미국의 

주요 미디어를 유도합니다.  http://japantravelinfo.com/events 

 
Cherry Blossoms Square(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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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４】 

 

외국인 대상 여행 가이드북 ‘ZAGAT’Thank You 판（도쿄・교토） 

～ZAGAT Japan Travel Aid Edition～ 

 

 도쿄 및 교토 등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대해 소개하는, 여행자를 위한 가이드북 ‘ZAGAT’ 

의 특별 발췌판이 Thank You 판(영문)으로 제작됩니다. 도쿄의 외국인 대상 관광 안내소인 

JNTO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센터 외에 JNTO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서 각국 사람들에게 약 

5 만부를 배포하여 일본의 관광 부흥을 지원합니다. 

 
（앞）                （뒤） 

이미지 디자인（임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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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５】 

 

도쿄 마라톤 등에 참가한 외국인에게 ‘Thank You’카드를 배포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명함 사이즈의 카드를 배포합니다. 

도쿄 마라톤, 교토 마라톤, 다테야마 트라이애슬론 외국인 참가자에게, 또 전국의 국제공항 

등에서도 배포하겠습니다. 

(앞) 

 

 

 

 

 

 

 

 

 

 

 

 

 

 

 

 

 

 

 

 

 

 

 

（뒤） 

 

 

 

 

 

 

 

 

 

 

 

 

 

 

 

 
 
 
 
 
 
 
 

Get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Japan from here. 
www.jnto.go.jp/eng/fb/ 

Share the pleasant memories of your travels with  
your friends through blog o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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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활동 일람 

 

 

１．Thank You 특별 로고 및 특별 포스터를 관민 연계로 전달 

・ 특별 로고 ‘Japan. Thank You.’ 및 특별 포스터를 작성하여, 비지트 재팬 사업의 해외 

홍보를 비롯하여 관민 연계로 ‘Thank You’를 전달합니다. 

 

２．방일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Thank You 의 전달 

（１）국제공항 등 Thank You 전시물로 환영 

・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터미널(주), 나리타 국제공항(주), 간사이 국제공항(주), 주부 

국제공항(주), 후쿠오카 공항빌딩(주) 등의 협조를 받아 Thank You 스티커와 포스터 및 

환영 배너 등을 설치합니다. 

・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공해항 출입국 심사 부스에 Thank You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 (사) 일본민영철도협회 및 각 철도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Thank You 포스터를 공항역 

등에 부착합니다. 

 

（２）도쿄 마루노우치에서 ‘Thank You 종이학 캠페인’ 

・ 미쓰비시지쇼(주)와의 연계로 2 월 21 일부터 구역 내 시설에서 주변 취업자와 

방문자에게 협조를 부탁하여 센바즈루(종이학)를 접어서 완성된 학을 3 월 11 일부터 

JNTO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나 씩 선물합니다. 

3 월 11 일~4 월 6 일까지 종이학을 마루비루 1 층 마루노우치 카페 ease 에서 제시하면 

커피 한 잔이 무료로 서비스됩니다. 

 

（３）Thank You 버스 

・ (사) 일본 버스 협회 및 각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도쿄,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센다이를 주행하는 약 8000 대의 버스 앞면에 Thank You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４）Thank You 택시 

・ (사) 전국 승용자동차 연합회, (사) 전국 개인택시 협회 및 각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도쿄,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센다이를 주행하는 총 7 만대의 택시에 Thank You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５）거리 안의 Thank You 

・ 지요다구 및 미쓰비시지쇼(주)의 협조를 받아 마루노우치 나카도리를 Thank You 배너로 

장식합니다. 

・  지요다구 및 NPO 법인 아키하바라 관광추진협회,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진흥회, 

아키하바라 역전상가 진흥조합,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주)의 협조를 받아 

아키하바라를 Thank You 배너로 장식합니다. 

・  주오구, 긴자도리 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주오도리(긴자도리)를 Thank You 배너로 

장식합니다. 

・  다이토구 등의 협조를 받아 우에노노야마 문화존 내의 19 개 시설, 다이토구 상가, 

쓰쿠바익스프레스 아사쿠사역, 구내 순환버스(메구린) 등을 Thank You 포스터, 스티커 

등으로 장식합니다. 

・  다수의 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관광안내소, 관광시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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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등에 Thank You 로고 및 포스터를 부착합니다. 

 

（６）Thank You 호텔 

・ 일본 호텔 협회 및 각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Thank You 깃발로 호텔입구 등을 

장식합니다. 

 

（７）Thank You 조명연출 

・ 도쿄 스카이트리, 요코하마 마린타워, 교토 히가시야마 하나토로, 고베 포트타워, 

벳부타워에서 3 월 11 일에 대지진 피해 재건에 대한 Thank You 의 뜻을 담은 특별 

조명연출을 실시합니다. 

 

（８）Thank You 외국인 이용 무료 

・ 기후현 다카야마시의 16 개 주요관광시설 및 공공교통기관(마치나미 버스, 사루보보 

버스, 신호다카선)의 외국인 이용이 3 월 11 일에 한해 무료가 됩니다. 

 

３．Thank You 가이드북 제작・배포 

・ (주) CHINTAI 및 협찬 각 회사가 관광청 및 JNTO 의 협조를 받아 가이드북 ‘ZAGAT’의 

도쿄・교토 Thank You 판 ‘ZAGAT Japan Travel Aid Edition’(영어)을 제작합니다. JNTO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센터 이외에 JNTO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각국에 배포됩니다. 

 

４．Thank You 카드 배포 

・ 교토시, (주) 긴키닛폰 투어리스트 등의 협조를 받아 도쿄 마라톤, 교토 마라톤, 

다테야마 트라이애슬론의 외국인 참가자(일부)에게 Thank You 카드를 배포합니다. 

・ 전국의 국제공항에서 관광청이 실시하는 방일 외국인 소비동향조사에 협조해주시는 

외국인 여행자 분들에게 Thank You 카드를 배포합니다. 

 

５．일본에서 세계로 Thank You 메시지 동영상 전달 

・ 일본 전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Thank You 메시지 동영상 투고를 모집하여 해외로 

전달합니다. www.ustream.tv/thankyou2012 

 

６．기타 

・ 오카시도코로 료구치야코레키요 직영점, 백화점 등의 협조를 받아 전통점포 과자봉투 

태그에 Thank You 의 벚꽃 로고가 장식됩니다. 

・ (주) 다이아몬드빅 사의 협조를 받아 방일 외국인 대상 무료신문 ‘Good Luck Trip’에 

Thank You 광고를 게재합니다. 

・ 오사카시의 협조를 받아 Thank You 의 뜻을 담아 외국인 전용 오사카 주유버스 2 일권 

2700 엔을, 3 월 11 일 선착순 200 명에 한하여 1 일권과 같은 가격인 2000 엔에 

판매합니다. 

http://www.pia-kansai.ne.jp/osp/en/03_kukan.php 

・ 오사다하루 야구박물관, 야후 돔의 Thank You 입장료 할인(3 월 11 일~31 일: 여권 제시 

필요)를 실시합니다. 

・ 해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임(임의단체)이 영국 런던(런던아이 앞)에서 3 월 9 일(14:30, 

15:30) 및 11 일(11:00, 12:00)에 이와테현 오쓰치초의 전통예능 ‘도라마이(호랑이춤)’를 

공개할 때에 Thank You 포스터를 설치합니다. 

・ ‘Visit Japan 환영 캠페인’, ‘방일 외국인 여행자 대상 특전 패키지: Japan Big Welcome 

Campaign’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www.visitjapan.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