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ubu Centrair 
International Airport

참가
무료

일본 전통 악기 라이브
연주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9 / 7 / 20（토） · 21（일） 18:30∼20:00
장　소

개최일

※기상 악화 시 센터피아 1층※기상 악화 시 센터피아 1층

주부국제공항 4층 스카이덱  (전망 덱)

제11회

센트레아
     봉오도리
센트레아
     봉오도리

봉오도리란?

개최일

장　소

참가비

7/17 (수) 18:30 - 20:00

무료

주부국제공항 4층 이벤트 플라자

※오봉이란 선조의 혼령에 제사를 지내는 일본의 행사입니다.

　봉오도리란 오봉※에 개최되는 일본의 전통적인 춤입니다.
북과 샤미센 등 일본 전통 악기의 라이브 연주에 맞추어 일본의 
전통적인 민요와 지역 오리지널 악곡을 춥니다. 기모노와 비슷한 
‘유카타’를 입고 춤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
7/17 춤 연습회 개최춤 연습회 개최

7/21(일)만 개최합니다.

유카타 스타일의 의상 대여가능
옷 위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유카타 스타일의 의상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상은 ‘마쓰사카 모멘’이라고 하는 에도시대에 큰 인기를 누렸던 미에현 마쓰사카 지역의 전통 

공예품입니다.

요　　금요　　금 1,000엔 ∼2,000엔

3층 특별 대기실 안쪽 특설회장

16:30 - 20:30

접　　수접　　수

영업시간영업시간

https://tokomatsu.jimdo.com/ ※예약 우선. 신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예　　약예　　약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　간시　간 16:30 - 20:30

<남성> 3층 특별 대기실 A-3
<여성> 3층 특별 대기실 A-4

장　소장　소

주부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빌딩에서 도보 5분.

상업 점포 할인 쿠폰상업 점포 할인 쿠폰

유효기간: 2019/9/30

무료
요금

시　간시　간 16:30 - 21:30

3층 특별 대기실 A-3장　소장　소

무료
요금휴대품 보관 서비스

유카타를 입혀 드리는 서비스

세금 포함 1,000엔 이상
구매하시면 200엔 할인.

다른 할인 쿠폰과 동시에 사용 가능.

9 9

피카츄와 이브이가 봉오도리 공연장에 집합합니다.
※포켓몬 오리지널 부채도 선물합니다.

18:00부터 봉오도리 공연장에서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수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름축제Pokémon CenterPokémon CenterPokémon Center

시간시간 10:00 - 20:00 4층 이벤트 플라자장소장소

올해는
이브이도
등장합니다!

올해는
이브이도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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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문화를 체험해보자!



7/20（周六）、7/21（周日）穿着浴衣前来新特丽亚，即可享受各家活动店铺的超值优惠。

穿上浴衣，一起来欢快跳起盂兰盆舞吧！

·即日起至2019 年9 月30 日止，可于FLIGHT OF DREAMS 

内的所有商店和餐馆使用。（不含 FLIGHT PARK）

·如果您单张收据的消费金额达1000 日元（含税），您将获

得200 日元的折扣。（可与其他优惠券和折扣一起使用）

·一张收据只能使用一张优惠券。

·此优惠券非金券。

·此优惠券恕无法兑换成现金或补发。

区域 店铺名称

用餐即送香草冰淇淋纱罗餐手工荞麦面

用餐即送乌龙茶一杯铃波日式酒糟鱼

餐费优惠 5%若鯱家乌冬面

用餐即送软饮（橙汁、苹果汁、乌龙茶任选一杯）猪骨拉面面达拉面

餐费优惠 10%和间日式咖啡厅

购物即送小礼品一份虾味煎饼之乡虾味煎饼

购买拼盘（含税 750 日元）免费加量YAMASA 鱼糕

穿浴衣来店消费优惠 5%（仅限本人）吉田商店粗点心・玩具

餐费优惠 5%四代目键三郎 宫 Kishimen名古屋料理・宽面・味噌炖煮

购物满 1,500 日元（含税）即送可爱人偶指甲刀（数量有限）NOREN日式杂货

用餐即送原创团扇一把回转寿司丸忠回转寿司

用餐即送饮料一杯Mega Kebab土耳其烤肉

所有可丽饼免费加送卡仕达酱浇头MOMI&TOY'S甜品

用餐即送 Long-hu 混合茶一杯Long-hu Air-Kitchen中餐

消费金额优惠 10%　加送冰绿茶一杯鱼店盖浇饭 鱼锭

购物金额优惠 5%时计仓库 TOKIA钟表

购物金额优惠 5%Aujord'hui珠宝饰品

饮料优惠 30 日元FRESHNESS BURGER汉堡包

购物金额优惠 10%（不可与其他优惠同享，部分商品除外）STAR MINE
Pearl & Jewelry

珍珠・钻石

购物满 2,160 日元（含税）送小礼品一份（抽奖及特价商品除外）Hello Kitty Japan卡通商品

穿浴衣来店用餐饮料吧免费（仅限本人）STEAK TERRACE牛排・汉堡

购物满 3,240 日元（含税）优惠 5%Soramise杂货

消费满 1,500 日元（含税）送甜品一份，先到先得Samantha Thavasa
甜品 & 旅行用品

包袋・礼品・甜品

消费金额优惠 10%PRONTO咖啡 /酒吧

香浓意式冰淇淋付双球价（500 日元）享三球（杯装或蛋筒装均可）Foodie's Stand冰淇淋华夫饼

每份套餐赠送饮料一杯（在套餐饮料中选择）Chowder's汤

消费满 900 日元立减 100 日元SEATTLE FISH MARKET海鲜

赠送味玉蛋（酱油腌过的白煮蛋）1 个 或小号装饮料一杯（限用餐者本人）FUJIYAMA GO★GO
SEATTLE RAMEN STAND

拉面

消费满 900 日元立减 100 日元SHIRO KASHIBA寿司

午餐自助优惠 10%Centrair Hotel自助餐

膏状点心

海鲜盖饭

* 标示金额均已含税。

时间时间 10:00 - 19:00 4F 活动广场地点地点

各种北海道美食应有尽有！

※每人限用一次。
　请在结账前出示本宣传单。数量有限，售完即止。

凭本宣传单购买甜筒冰淇淋
可优惠50日元。

北海道特产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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