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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봄이 오면 아름다운 벚꽃으로 채색되는 
일본의 산들. <KYOTO CRAFT MART>
에도 꽃놀이에 함께 하고픈 귀여운 벚꽃 
모티프 잡화가 가득합니다. 

손 날염의 면 주머니 작은 벚꽃  ￥660

KYOTO CRAFT MART

제1 터미널 3층

7:00∼21:30

매년 인기 높은 벚꽃 모티프 시리즈. 
반짝이는  스톤이  벚꽃을  더욱  
화사하게 빛내줍니다. 

Beau Atout

제1 터미널 3층

벚꽃 모티프 귀걸이  ￥1,650

7:00∼21:30

외출 시의

바닷가 피크닉 아이템이 330엔부터! 소나기가 내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자동우산 등 편리한 
아이템도 다양. 

3COINS제1 터미널 3층

피크닉용 돗자리  ￥330/투명물병  ￥330
　도시락통  ￥330~/보온·보냉 가방  ￥330~

7:00∼21:30

포켓터블 자외선 차단 풀집 
　파카 자켓  ￥3,289
　콤팩트 우산  ￥1,650
자외선이 걱정인 분들을 위한 강추 
자외선 차단 아이템이 다양합니다. 
콤팩트 기능도 겸비한 우산과 파카 
점퍼도 레저를 위한 필수품.

유니클로

제1 터미널 3층

7: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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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형광등의 빛을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솔라 충전 타입. 
원터치로 간단하게 월드 타임 
표시로 변환!

카시오 디지털 아날로그 솔라 워치 
　10기압 방수(3색상)  ￥6,050

Jewelry Kameoka 

제1 터미널 3층

7:00∼21:30

제1 터미널 4층

아프리카의 천으로 만든 컬러풀한 모자. 
높은 패션성으로 다방면에서 활약.

프린트 모자(가나공화국)  ￥4,180

One Village, One Product Market 8:00∼20:00

가볍게 즐기는 비치 스포츠 아이템. 항공역학에 
기초한 디자인이 소형 사이즈 50m, 대형 사이즈는 
150m에 이르는 경이적인 비거리를 실현!

랑스 재팬 / 프리스비
　(소/대) ￥1,100/￥1,628

HAKUHINKAN TOY PARK 간사이 공항점
제1 터미널 3층

7:00∼21:30

아넷사 퍼펙트UV 스킨케어 밀크  ￥2,728
땀과 물, 열로 "UV막"이 견고해지는 신기술 탑재! 50% 배합된 
스킨케어 성분이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 UV젤. 아웃도어를 즐길 때 활용 하세요.

Cosmetics Kokumin제1 터미널 3층 7:00∼21:30

가리비 조개껍질 등이 원료인 제균제로 
입에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야외에서도 
물기가 있는 곳 등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 

Region Style

제1 터미널 3층

Shell Coat (30㎖/200㎖) 
　 ￥378/￥929

7:00∼21:30

Enj�!

※표시된 모든 가격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품절 시 양해해 주십시오.

간사이 공항에서 일하기 네트
간사이 공항의 업무를 소개합니다.

http://www.kanku-hatarakou.net/【문의처】간사이 에어포트 주식회사 논에어로 사업부　TEL:072-455-2035(평일9:00∼17:00)

에  갈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