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28
Tokyo Fan Week @Omotesando/ Harajuku

하라주쿠Ⅰ

포인트1. 도쿄 지역 “Meet The New JAPAN Campaign in 
TOKYO”의 다채롭고 즐거운 내용 대 공개!

・무료 Wi-Fi 환경을 설치하여, 일본 방문 여행자에게 개방
・해외 고객용 할인 및 특전 등을 제공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기는 스탬프랠리 실시
・건축 투어, 패셔니스타 투어, 애니 만화 POP 투어,
오모테산도 역사 만끽 투어 등 지역중심 가이드 투어 실시

・일본 문화 체험(기모노 입어보기, 종이 접기 등) 실시
・다국어 지역 지도 배포, 임시 관광 안내소 설치
・환영파티 및 패션쇼 실시

환영 깃발 배너 설치

하라주쿠

・환영 깃발＆배너 설치

・하라주쿠 패션 인기 숍을 가보는 가이드 투어 및 패션
체험을 실시.
・하라주쿠 밤 거리를 체험하는 모임 및 보물찾기를 실시.

3/18～3/24
HARAJUKU OMOTENASHI WEEK

하라주쿠Ⅱ

・시부야 Hikarie, 시부야 Hikarie ShinQs, 도큐백화점
본점, 도큐백화점 도요코점, 시부야 에쿠세루호텔
도큐가 참가하여 할인 등의 특전 및 예술 패션 문화

3/1～3/24

～Entertainment City SHIBUYA～
Crossing Fes

시부야

도큐가 참가하여, 할인 등의 특전 및 예술, 패션, 문화, 
음식에 관련된 콘테스트 등을 실시. 
・MJ 오리지널 여성매력 UP 트라이앵글 티켓투어를
실시.

Dream 愛(아이)Land ODAIBA

2/1～3/10
・덱스 도쿄 비치, 아쿠아시티 오다이바, 다이바시티

오다이바도쿄프라자, 비너스포트, 오에도온센모노가타리, 호텔
닛쿠 도쿄, 호텔 그랜드 퍼시픽 LE DAIBA, 일본 과학
미래관, 도쿄기선이 참가하여, 할인 등의 특전을 제공. 
・발렌타인데이부터 화이트데이까지의 기간 중에
“愛”(아이)에 관련된 이벤트 및 초콜렛을 선물. 

오다이바

New old, Old New ASAKUSA

1/15～3/31

YOKOCHO WEEK

,

・약 250개 점포가 참가하여, 할인 등의 특전을 제공. 
・외국인 대상으로 “도쿄 스카이 트리 ＆ASAKUSA 
투어”를 새롭게 발매.
・에도 전통공예 체험 이벤트를 실시（2/1~11）

2/1～3/31 아사쿠사
R

・약 20개 점포가 참가하여, 외국인이 요코초의
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이벤트를 실시. 
특전 및 특별 메뉴를 제공. 

1/15～3/31
긴자
유락초

＊위내용은조정중인항목도있어예고없이변경될가능성이있습니다.



포인트２．도쿄・간사이 지역 “18주 연속 롱런 이벤트”의
정체를 대 공개!

캠페인 스타트를 기념하여, 도쿄 스카이 트리 타운
에서 오프닝 세레모니를 개최! 관광청장관, 스페셜
서포터인 미스 재팬 등이 등장 예정! 당일 관람하러
오시는 외국인들께는 커피를 선물합니다.

Dream 愛(아이)Land ODAIBA 스페셜데이트

R

2월 10일（일）

인기 스폿을 돌아다니다 보면
프로 카메라맨이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생생하게 촬영해 드립니다.
“인증사진”은 물론 선물♪

커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폿을 돌아보자!
설레임＆인기의 스위트 플랜!

프로가
촬영한 사진을

선물!

Meet the CHADO, Meet the New JAPAN ～Peacefulness～
3월 17일（일）
도쿄 미드타운

일본이 자랑하는 차도의 깊은 세계를

인증사진 은 물론 선물♪

100명의 외국인과 함께 박력있는 규모로 개최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차도의 깊은 세계를
다 함께 체험해 봅시다!

평소에는 왠지 어렵게
느껴져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차도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100명에게
제공!?

HARAJUKU KAWAII
패션 체험
3월 18일（월）～3월 24일（일）
드림＊스테이션 JOL 하라주쿠

하라주쿠계 패션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라주쿠 패션 체험을

세계에서 주목받는
HARAJUKU KAWAII
를 체험해보자！

않겠습니까? 하라주쿠 패션 체험을
제공합니다!

＊위내용은조정중인항목도있어예고없이변경될가능성이있습니다.



Meet The New JAPAN Campaign ２０１３ in TOKYO 오프닝 이벤트
개최일・장소 2월 1일（금） 도쿄 스카이 트리 타운

R

포인트２．도쿄・간사이 지역 “18주 연속 롱런 이벤트”
의 정체를 대 공개!（도쿄 지역 일부

소개）
개최일 장 2월 1일（금） 카이 리 타운
Meet The New JAPAN Campaign 2013 in TOKYO가 곧 시작합니다!

Meet The New JAPAN Campaign ２０１３ in TOKYO Welcome to TOKYO！！
개최일・장소 2월 2일（토） 하네다 공항
Meet The New JAPAN Campaign ２０１３ in TOKYO 개막!
하네다 공항에서 미스 재팬이 환영해줍니다!

도쿄류 “SETSUBUN”투어도쿄류 SETSUBUN  투어
개최일・장소 2월 3일（일） 다카하타 부동존 곤고지 경내
다카하타 부동존 곤고지에서 매년 성대하게 열리는
콩 뿌리기 행사에 특별참가＆에호마키 김밥 투어!

Dream愛(아이)LAND  ODAIBA 스페셜 데이트

개최일・장소 2일 10일（일） 커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폿
인기 스폿을 돌아다니면, 프로 카메라맨이 두 사람의
데이트를 촬영해 드립니다 사진은 선물♪데이트를 촬영해 드립니다. 사진은 선물♪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UME”즈쿠시투어
개최일・장소 2월 17일（일） 유지마텐진
일본에 봄이 왔다는 것을 전해 주는 꽃, 매화를 테마로 전통적인
축제부터 일본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매실주 맛보기까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우메즈쿠시 투어!

TOKYO “GINBURA”체험

“HINAMATSURI”～Japanese Girl’s Day～

개최일・장소 3월 3일（일）
①스미다가와 강(아즈마바시 신수이테라스 주변) ②규게츠 인형학원
일본에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여자아이를 위한 기념행사

TOKYO GINBURA  체험
개최일・장소 2월 23일(토) 긴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깊고 독특한 문화를 가진 ”긴자”의 거리를, MJ 서포터와 함께
탐색！지금까지 몰랐던 긴자의 새로운 매력을 체험해 보세요!

일본에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여자아이를 위한 기념행사
“히나마츠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다이바시티 도쿄 프라자 Special Day

개최일・장소 3월 10일（토） 다이바시티 도쿄 프라자
오다이바의 NEW 스폿 “다이바시티 도쿄 프라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

Meet the CHADO, Meet the New JAPAN ～Peacefulness～

HARAJUKU OMOTENASHI WEEK “HARAJUKU KAWAII 패션 체험”
개최일・장소 3월 18일（월）～24월（일） 드림＊스테이션 JOL 하라주쿠
하라주쿠계 패션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라주쿠 패션 체험을 제공합니다.

Meet the CHADO, Meet the New JAPAN Peacefulness
개최일・장소 3월 11일（일） 도쿄 미드타운

일본이 자랑하는 차도의 깊은 세계를 함께 체험해 봅시다!

THE “OHANAMI” ～Japanese spring party～

개최일・장소 3월 31일（일） 스미다 공원 내
일본인이 매우 사랑하는 꽃 놀이! 벚꽃 아래에서 봄을 즐기며
다 함께 파티!

＊위내용은조정중인항목도있어예고없이변경될가능성이있습니다.



지난번의킥오 이벤 대 호평 중인 “간사이

포인트２．도쿄・간사이 지역 “18주 연속 롱런 히트
이벤트”의 정체를 대 공개！ （간사이 지역의 소개）

지난번의킥오프이벤트로대 호평 중인 “간사이
메가세일”이, 18주 연속 이벤트라는타이틀을내걸고,
12월 22일 Xmas시즌부터대망의스타트!

“크리스마스를 오사카성에서 보내자”
12월 22〜24일 9:00〜17:00
오사카성 천수각 2F 투구・진바오리 입어보기 체험 코너
(체험료: 1회 300엔)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기념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새봄맞이 이벤트 “아마자케 서비스”
1월 2일〜3일 9：30～16：00
오사카성 천수각 2F 회의실.
오사카성에서 지내는 일본 설날!
아마자케를 마시고 몸도 마음도 따끈따끈!!
(무료/선착순). 여권을 제시하면 기념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사카성을 배경으로 투구・진바오리
입어보기 체험! 1월 11일 10：00～15：00 
오사카성 천수각 앞 혼마루 광장에서 투구・
진바오리 입어보기 체험 코너진바오리 입어보기 체험 코너
평소에는 천수각 2F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투구・
진바오리 입어보기 체험을, 특별히 천수각 앞에서
실시합니다. 성을 배경으로 전국시대 무장이 되어
보면 어떨까요? 촬영도 가능합니다.(체험료: 1회
300엔） 여권을 제시하면 기념을 선물해
드립니다.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벤트도 실시 중 입니다!

사카 레슬링 기념촬영 월 월오사카 프로레슬링＋기념촬영12월〜1월(※개최일시는 HP 참조)

나스키홀 우메다 오사카 프로레슬링
시합 후에 ‘레슬러와 기념촬영’
시합 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레슬러와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복면 레슬러와 함께 사진을 찍어 보아요!

＊위내용은조정중인항목도있어예고없이변경될가능성이있습니다.



포인트３．간사이 지역 “간사이 메가세일”이 12월 1일의

간사이공항 킥오프 이벤트로부터 성대하게 스타트!

12월 1일（토）12:00～13:30

간사이 국제공항

12월을 맞이하여12월을 맞이하여, 
공항 로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왠지 분주합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열린 PR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발길을 멈추고, 
미스 재팬과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하는 등,  환영
행사에 참가하여
주셨습니다.

12월 1일（토）～2일（일） 13:30～16:00    

니혼바시수지상점가

（ ） （ ）
유창한 일본어로
활기차게 캠페인을
알리는 유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힘 내세요!”라고
응원의 말을 건네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많 셨습니다
작은 교류의 장이
여기저기서
열렸습니다.

니혼바시수지상점가는, 니혼바시3남교차로에있는
“사와다전기”의매장앞에서활발한 PR을전개. 
외국인관광객은물론 매장을방문한손님이나거리를외국인관광객은물론, 매장을방문한손님이나거리를
지나다니는행인들도발길을멈추고유학생들의
이야기에관심을가져주셨습니다!



포인트４．”MJ 인증 투어”를 인기리에 800개 창출.

해외에서 호평 판매 중!

（일부 소개）

【MJ 만복】디즈니랜드 요코하마・
아사쿠사 스카이트리 만복 투어

〈도쿄〉타오위안－나리타（5일）
풍치 카이 리 온천 미식 일

太平洋旅行社
http://www.pac‐group.net/
大興旅行社
http://www tahsintour com tw/

대만
여행사

Meet The New JAPAN Campaign 2013
Tour programs to around the world.

도쿄 풍치, 스카이트리 온천 미식 5일
〈도쿄〉타이페이－나리타（5일）
이즈 요코하마 다이바 루트 5일
〈도쿄〉타오위안－나리타（5일）
MJ 도쿄 만끽
〈도쿄〉타이페이－나리타（5일）
MJ 다이바 추천!＆프리
〈도쿄〉타오위안－나리타（5일）

http://www.tahsintour.com.tw/
良友旅行社
http://www.ftstour.com.tw
喜鴻旅行社
http://www.besttour.com.tw/web/major.asp
大栄旅行社
htt // dt t / 〈도쿄〉타오위안 나리타（5일）

【시상 도쿄】MJ 만족 프리
〈도쿄〉쑹산or타오위안-하네다or나리타（5日）

아사쿠사 가루이자와 하코네 다이바 간토 도쿄
100선
〈도쿄〉쑹산or타오위안-하네다or나리타(5日)

http://www.dtsgroup.com.tw/
燦星(Star)
http://www.startravel.com.tw/
山富旅行社
http://www.travel4u.com.tw/

웹투어
http://www.webtour.com
내일 여행
http://www.naeiltour.co.kr/
인터파크 투어
http://tour interpark com/

한국
여행사

★MEET THE NEW JAPAN★
【쇼핑 천국】
〈도쿄〉인천－나리타 자유여행（3일）(JL)

【MJ 추천】도쿄 오다이바 금까기
〈도쿄〉인천－나리타 자유여행（3일）(JL)

【퍼펙트 MJ】밤도깨비 도쿄 2박4일 Go Go Go
〈 〉인천 나리타（ 일）http://tour.interpark.com/ 〈도쿄〉인천－나리타（5일）

縱橫遊
http://www.wwpkg.com.hk/
康泰旅行社康泰旅行社
http://www.hongthai.com/
永安旅行社
http://www.hongthai.com/

홍콩
여행사【퍼펙트 MJ】 혼슈 오사카 교토 수족관, 

도쿄 신칸센 2박 온천 7일 투어
〈오사카・도쿄〉홍콩－오사카・도쿄－홍콩（７일）

【 마 껏 기자】 후지산 일간 어

【올 도쿄】도쿄 5일간 투어（봄 기간 한정）
〈도쿄〉홍콩－도쿄（5일）

【MJ를 마음껏 즐기자】도쿄, 후지산 5일간 투어

〈도쿄〉홍콩－도쿄（5일）

＊위내용은조정중인항목도있어예고없이변경될가능성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