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호텔 난카이 오사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
오사카 난바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저희 스위소텔 난카이 오사카에의 예약을 감사드리며 저희는 고객님을 만나길
고대합니다. 고객님의 빠른도착을 돕고자 오시는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오사카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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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난카이 철도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시는 방법
스위소텔 난카이 오사카는 난카이 철도 난바역과 같은 건물로 난카이 난바역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바로 오실경우엔 난카이 철도를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오시는 길입니다( 주의 : JR
레일 패스는 난카이 철도에선 이용불가이며, 시내로 바로 가시기 위해 JR 레일 패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페이지 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신후 세관을 통과하며 도착장으로 나옵니다

2.

엘레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오셔서 건물을 나오시고 보행자 갑판을 따라 반대편 건물로 이동합니다

3.

왼편에 위치한 난카이 철도 티켓판매소로 가셔서 기차의 종착역인 “난바역”까지 가는 티켓을 구입합니다

4.

티켓판매소의 맞은편에 위치한 “난카이 철도” 입구로 들어가셔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기차 승강장 플랫폼으로
내려갑니다

5.

라피트

(Rapi:t ) 공항 익스프레스는 플랫폼 #1에서 출발

승차권에 적힌 호수와 지정석 번호를 확인하신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6.

공항 익스프레스는 플랫폼 #2 에서 출발하며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입니다

7.

난바역에 도착하자마자 북쪽 출구로 나가신후 왼편으로 가시면 호텔 자동문이 보입니다 호텔 로비까지 두개의

난카이 전철 홈페이지를 보시려면 여길 클릭해주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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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시는 방법
1. 입국수속을 마시시고 수화물을 찾으신후 세관을 통과하며 도착장으로 나옵니다
2. 건물을 나오셔서 택시 승강장쪽으로 건너 가십시오
3. 장거리 이용객용 5번 택시 승강장으로 가셔서 택시 운전사에게 스위스호텔 난카이 오사카를 말씀하시고 아래 주소를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소요시간

약 엔화17,000엔(JPY)

약 50분 (교통체증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처음으로 돌아가기
Page 3 of 13

JR 레일 패스를 이용하여 JR기차를 타고 오시는 방법
JR레일 패스를 가지고계신 경우 대부분의 JR기차를 모두 이용하실수있으나 스위스호텔 난카이 오사카의 바로 밑
난카이난바역으로 도착할수 있는 난카이 철도에는 JR 레일 패스의 이용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JR레일 패스를 이용하여 오실 여행객께서는 일본철도( JR)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교토로 가는 JR 하루카 급행열차는 텐노지역(약 30분소요) 과 신오사카역(약 50분소요)에 정차합니다
고베로 가는 JR 라피드(쾌속열차)는 공항에서 부터 텐노지역(약 45분소요)과 오사카역(약 65분소요)에 정차합니다
JR 레일 패스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바우처를 티켓으로 교환하셔야 하며 교환은 간사이 공항2층 여객 터미널 빌딩을
나오면있는 간사이공항티켓판매소(Midorinomadoguchu –JR 영업시간 5:30-23:00 )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더보기 : JR 레일 패스 정보로 연결
1.

입국수속을 마시시고 수화물을 찾으신후 세관을 통과하여 도착장으로 나옵니다

2.

엘레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오셔서 건물을 나오시고 보행자 갑판을 따라 반대편 건물로 이동합니다

3.

아직 JR 레일 패스 바우처를 티켓으로 교환하지 않으신 여행객께서는 JR 철도 티켓 판매소( 난카이 철도 티켓 판매소
바로 옆 , 영업시간은 5:30-23:30)에 가셔서 반드시 티켓으로 교환하셔야 하며 티켓으로 교환후 또는 티켓을 소지하신
여행객께서는 티켓판매소의 바로 건너편 JR 철도 역 입구로 들어가셔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갑니다

4.

티켓을 구매하셔야 하는 여행객께서는 앞서 말한 JR티켓 판매소에서 간사이 공항 라피트 또는 공항 익스프레스
하루카를 이용하여 “텐노지” 까지 가는 티켓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 공항 라피트 를 이용하시는 경우엔 약
53분의 시간이, 공항 익스프레스 하루카를 이용하시는 경우엔 약 3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티켓 구매후엔 매표소의 반대편에 있는JR개찰구를 이용해 역안으로 이동 바랍니다.(이때, 난카이전철 개찰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개찰구의 홈 까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5.

“텐노지”역에 하자하신후 호텔까지는 페이지 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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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사카역(신칸센)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호텔로 오시는 방법

1. 신오사카역에서 하차하여 중앙 출구로 나옵니다.
2. 우회전 하셔서 오른쪽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 층으로 내려갑니다.
3. 미도스지 지하철(빨간색 라인)을 향해 지시판을 따라 직진합니다.
4. 티켓자동판매기 에서 승차권을 구입합니다.
5. 개찰구를 지나 왼쪽에 위치해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에 위치한 플랫폼으로 갑니다.
6. 위층에 도착하신후 1 번 플랫폼을 향해 직진합니다.
7. 플랫폼 1 번으로 오는 텐노지행 혹은 나카모즈행의 지하철을 탑니다
8. 난바역(M20)에서 하차합니다(약 15 분 소요)
9. 하차후 남남개찰구(

)로 나오신후 4 번출구(난카이 철도역 Nankai Railway Station)를 향해 직진하여 1 층으로

올라가는 작은 에스컬레이터 혹은 계단을 이용하여 1 층으로 갑니다..
10. 1층으로 올라오시면 정면에 호텔입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스위스호텔 직통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신후 6층 메인로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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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사카역에서(신칸센)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시는 방법
1 신오사카 역에서 하차후 중앙출구로 나옵니다
2 택시 승강장을 향하며 건물을 나옵니다
3. 택시 기사에게 난바에 위치한 스위소텔 난카이 오사카에 갈것을 말합니다
호텔까지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요금은 엔화로 3,000엔 정도 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꼭 아래주소를 보여주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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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JR역(우메다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호텔 오시는 길
1. 오사카역에서 하차하신후 JR 선 (미도스지 출구)로 나옵니다
2. 우측으로 돌아 지하철 미도스지 선 표지판을 따라 걷습니다
3.티켓 자동 판매기에서 난바역까지 가는 티켓을 구매합니다.
4. 개찰구로 들어가신후 왼편의 에스컬레이터를타고 아래에 있는 플랫폼 #1로 내려갑니다
5. 플랫폼#1을 향해 직진후, 1호차 탑승입구로 전진해주십시오.
6. 텐노지행 혹은 나카모즈행 의 지하철에 탑승합니다.
7. 난바역(M20)에서(약 10분 소요) 하차합니다
8. 플랫폼 좌편으로 직진후, 남남개찰구로 향하는 계단으로 직진해주십시오.
계단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있사오니 그것을 이용하여 1층으로 향합니다.
9. 1층으로 올라오시면 정면에 호텔입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스위스호텔 직통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신후 6층 메인로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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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노지 JR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호텔오시는길
1. 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열차가 일반적으로 텐노지 18번 플랫폼에 도착합니다
2. 동쪽 개찰구(동쪽 출구, 킨테츠 철도, 지하철, 텐노지 미오 방면)로 향해 오른편 쪽의 출구를 통해 나옵니다
3. 개찰구를 나와 직진하면 좌편에 지하철미도스지선 텐노지역(M23)의 1번출구가 있사오니 거기에있는 계단을 통해
내려갑니다
4.계단을 내려가 조금더 직진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왼편에 지하철미도스지선 티켓판매기가 있습니다. 난바행의 티켓을
구입해주십시오.
5. 티켓판매기 뒤에 위치해있는 개찰구로 들어가 좌측에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난바방면 2번 혹은 3번 플랫폼을
향해 가주십십오.
6. 2번 혹은 3번 플랫폼으로 오는 전철은 전부 난바역에 정차합니다. 전철의 제일 끝칸에 탑승해 주십시오.
7. 난바역(M20)에서 하차합니다(약 6분 소요)
8.

하차후 좌측으로 직진, 남남개찰구로 향하는 계단으로 가 남남개찰구를 나오십시오.

9. 4번출구 혹은 남남개찰구 (

)로 나오신후 난카이난바역 방향으로 직진하시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혹은 계단이 보이니 그것을 이용하여 1층으로 올라갑니다.

10. 1층으로 올라오시면 정면에 호텔입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스위스호텔 직통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신후 6층
메인로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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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난바역(한신 킨테츠)에서 도보로 오시는 길(약 10 분 소요)
1. 오사카 난바역에 하차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어 동쪽출구를(이스트 케이트) 향해 이동합니다
2. 개찰구를 나오신 후 직진하여 난바워크(Nanba Walk)를 향해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3. 난바워크(Namba Walk) 를 향해 직진하시다가 미도스지 지하철 개찰구를 오른쪽에 끼고 우회전 합니다.
4. 난카이 전철역(Nankai Railway Station) 혹은 난바워크(Namba Parks) 를 향해 직진합니다.
5. 오른편에 보이는 미도스지 지하철 티켓 자동판매기 를 지나 4번출구 쪽으로 향해 직진합니다..
6.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사오니 그것을 이용하시어 1층으로 올라옵니다.
7. 1층으로 올라오시면 정면에 호텔입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스위스호텔 직통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신후 6층 메인로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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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난바역(OCAT,JR)에서 도보로 오시는 길 (약 15분 소요)
1. JR 난바역에서 하차하시고 개찰구를 향해 가주십시오.
2. 개찰구로 나오신후 오른쪽으로 돌아 "난카이 철도역"이 표시된 표지판을 향해 자동문쪽으로 갑니다.
3. 직진하여 자동문을(슈퍼마켓 라이프(Life)가 오른편에 위치해있음) 통과하여 건물을 나와 난바역터널로 들어 갑니다
4. 요츠바시 지하철(파란색라인) 과 시카고 갤러리(지하에 장식되어있는 갤러리) 를 지나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5. 갤러리의 끝에서 오른쪽의 골목길로 향하여 "한신&킨텐츠 난바 역"에 도착할때까지 직진하여 걸어갑니다
6. 계속하여 난바워크(Namba walks)를 향해 직진하시다 미도스지 지하철(빨간색 라인) 이 보이시면 우회전합니다.
7. 난카이 전철역(Nankai Railway Station) 혹은 난바파크스(Namba Parks)를 향해 복도를 따라갑니다.
8. 미도스지 지하철 티켓자동판매기를 지나 오른쪽에 위치한 4번출구로 향합니다.
9. 왼편에 위치한 작은 계단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어 지상층(1층)으로 향합니다.
9. 1층으로 올라오시면 정면에 호텔입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스위스호텔 직통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신후 6층 메인로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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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미 공항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오시는경우
(이타미공항 리무진버스 까지는 호텔로부터 걸어서 약 3분소요)
1.

입국수속을 마치신후 수하물을 찾으시고 세관을 통과하시며어 도착홈으로 나옵니다

2.

북쪽 터미널으로 도착하셨을 경우엔 2번버스정류장으로, 남쪽 터미널로 도착하셨을 경우엔 12번버스정류장으로 향해
가신다음 난바행의 리무신버스에 탑승바랍니다.

3.

난바에 도착하시어 난카이난바역을 향해서 가시면, 난카이난바역 1층 북쪽출구에 호텔입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스위스호텔 직통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신후 6층 메인로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이타미)공항 리무진버스 상세를 확인하시려면 여길 클릭해주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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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하여 오시는 길
*한신 고속 사카이 선(Sakai Line)15호를 이용하여 미나토마치 출구(15-01)로 나오시는 경우
1.

미나토마치 출구로 나오셔서 미나토마치 교차로로 내려갑니다

2.

두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 (나니와 공원앞 교자로-Naniwa Kouen mae 교차로)

3.

우측으로 맥도날드가 보이는 네번째 신호등(난바 나카 교차로-Namba naka 교차로) 에서 맥도날드를 코너로 끼고 도는
형태로 우회전하시면서 바로 좌측에 있는 “Namba Parks” 주차장입구로 들어가십시오(페이지 15 사진 참조 )

*한신 고속 순환선(Loop Line)1호를 이용하여 미나토마치 출구(1-01)로 나오시는 경우
1.

미나토마치 출구로 나와 첫번째 신호후에 우회전하여 갑니다

2.

그후 다음 첫번째 신호후에 좌회전하십시오

3.

그후 다시 첫번째 신호후에 좌회전(나니와 공원앞- Naniwa kouen mae 교차로)

4.

우측으로 맥도날드가 보이는 네번째 신호등(난바 나카 교차로-Namba naka 교차로) 에서 맥도날드를 코너로 끼고 도는
형태로 우회전하시면서 바로 좌측에 있는 “Namba Parks” 주차장입구로 들어가십시오(페이지 15 사진 참조 )

*한신 고속 순환선(Loop Line) 1호를 이용하여 난바 출구(1-14)로 나오시는 경우
1. 난바출구로 나오시어 첫번째 신호등에서(나니와-Naniwa) 우회전
2. 그후 여섯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
3. 그후 두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시며 큰길로 나오게 됩니다
4. 우측으로 맥도날드가 보이는 네번째 신호등(난바 나카 교차로-Namba naka 교차로) 에서 맥도날드를 코너로 끼고 도는
형태로 우회전하시면서 바로 좌측에 있는 “Namba Parks” 주차장입구로 들어가십시오(아래사진 참조 )

1. 난바 나카 교차로

2. 난바 파크스(Namba parks) 주차장 입구

3. 주차장 안에 스위소텔 주차장 방향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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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고속 순환선(Loop Line)1호를 이용하여 도톤보리 출구(1-10)로 나오신 경우
1.

도톤보리 출구에서 나오신후 직진하시다가 세번째 신호등에서 센니치마에(Sennichimae)길로 우회전 하십니다

2.

그후 여섯번째 신호등에서 미도스지(Midosuji)길로 좌회전

3.

그후 두번째 신호등에서(난바 니시구찌 교차로-Namba nishiguchi 교차로) 좌회전

4.

난바 나카 교차로를(Namba naka 교차로) 가로질러 가다가 우측에 맥도날드를 확인하시며 바로 왼편에 있는 “Namba
Parks(난바 파크스)” 주차장입구로 들어가십시오(아래 사진 참조 )

1. 난바 나카 교차로

2. 난바 파크스(Namba parks) 주차장 입구

3. 주차장 안에 스위소텔 주차장 방향

처음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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