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한국어

Enjoy the shopping
and create
a fun memory of Japan
at AEON MALL!
이온몰에서 쇼핑하고
일본에서의
즐거운 추억 만들기!

WEB

Facebook

AEON MALL is popular among tourists
for great shopping and dining experiences.
쇼핑부터 식사까지, 관광객에 인기 있는 '이온몰'
AEON MALL operates around 200 shopping malls in Japan and abroad.
Everything including popular Japanese and international brands, fashion items,
cosmetics, souvenirs, and restaurants is all available. The shopping malls have an
adjoining large scale merchandise store where customers can enjoy a wide range
of convenient shopping. Tax-free shopping is becoming available at more shops.
이온몰은 일본 및 해외 약 200곳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및 해외 인기 브랜드와 패션, 화장품, 기념품,
식당 등이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대규모 슈퍼마켓을 병설하여 각종 쇼핑을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점포도 계속 확대중.
Parking for large Bus

대형버스 주차장

Kyushu Area 규슈 지역
AEON MALL Fukuoka（Fukuoka）
이온몰 후쿠오카（후쿠오카）
Yahata Higashida Project
（tentative name）
（Fukuoka）
(가칭) 야하타 히가시다 프로젝트
(후쿠오카)
AEON MALL Miyazaki（Miyazaki）
이온몰 미야자키（미야자키）

Hokuriku Area 호쿠리쿠 지역
AEON MALL New Komatsu（Ishikawa）
이온몰 신코마쓰（이시카와）

Chugoku Area 주고쿠 지역
AEON MALL Okayama（Okayama）
이온몰 오카야마（오카야마）

Hokkaido Area 홋카이도 지역
AEON MALL Around
Asahikawa Station（Hokkaido）
이온몰 아사히카와 역전앞（홋카이도）

AEON MALL Hiroshima Fuchu（Hiroshima）
이온몰 히로시마 후추（히로시마）

Tohoku Area 도호쿠 지역

THE OUTLETS HIROSHIMA（Hiroshima）
더 아우트 렛 히호시마（히로시마）

AEON MALL Natori（Miyagi）
이온몰 나토리（미야기）

Kanto Area 간토 지역
AEON LakeTown（Saitama）
이온 레이크타운（사이타마）
AEON MALL
Makuhari New City（Chiba）
이온몰 마쿠하리 신도심（지바）

Kinki Area 긴키 지역
AEON MALL KYOTO（Kyoto）
이온몰 교토（교토）
Kawaramachi OPA（Kyoto）
가와라마치 오파(교토)

AEON MALL Narita（Chiba）
이온몰 나리타（지바）
Yokohama World Porters（Kanagawa）
요코하마 월드 포터스(가나가와)

AEON MALL Rinku Sennan（Osaka）
이온몰 린쿠 센난（오사카）

Tokai Area 도카이 지역

Shinsaibashi OPA（Osaka）
신사이바시 오파（오사카）

AEON MALL Tokoname（Aichi）
이온몰 도코나메（아이치）

Okinawa Area 오키나와 지역

Kobe Harborland umie（Hyogo）
고베 하버랜드 umie（효고）

AEON MALL Atsuta（Aichi）
이온몰 아쓰타（아이치）

AEON MALL Okinawa Rycom（Okinawa）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컴（오키나와）

AEON MALL Kobe Kita（Hyogo）
이온몰 고베 키타（효고）

AEON MALL Matsumoto（Nagano）
이온몰 마쓰모토（나가노）

Information of AEON MALL services and facilities for tourists

관광객을 위한 관내 서비스 및 시설 정보
The services and facilities provided at each shopping mall are indicated with the below symbols.
각 쇼핑몰의 관내 서비스 및 시설 현황을 아래 마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TAX
FREE

Counter

※1

Tax-free Counter
FREE
Wi-Fi

면세 카운터
Parking for large Bus

대형버스 주차장
%
Coupon

※2

vehicles
대

무료 Wi-Fi 서비스

UnionPay Card

No. of tax-free shops

은련카드

면세 대응점 점포수

Rental car

주차 가능 대수

렌트카

Menu

쿠폰

※2

No. of parking spots
※2

Coupon

※2

Free Wi-Fi Service

※2

Coin lockers
(large size)

대형 물품보관함
Foreign-language
menu available
외국어 메뉴
가 있습니다

※1 Free Wi-Fi is available at speciﬁc locations inside the malls. (Please check on the ﬂoor map.)
무료 Wi-Fi는 관내 특정 장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층별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Certain stores within the presented malls do not accept.
게재 이온몰 중 일부 이용하실 수 없는 점포가 있습니다.

Currency exchange machine

외화 환전기

Currency exchange machine is available.
외화 환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From foreign currency to JPY 외화를 엔화로

AEON / AEON Style is a supermarket.
이온 이온 스타일 슈퍼마켓입니다.

Japanese Yen cashing service with
the credit cards issued overseas.

해외 발행 카드 엔화 인출 서비스
You can take out Japanese Yen on AEON Bank
ATM with the credit cards issued overseas.
해외에서 발행된 카드로 일본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이온은행 AT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ccepted credit cards

대상 카드
Malls with the currency exchange machines
이용가능 이온몰
AEON MALL Around Asahikawa Station
AEON Lake Town mori, AEON MALL Makuhari Shintoshin,
AEON MALL Narita, AEON MALL Tokoname,
Kobe Harborland umie, AEON MALL Kobe Kita,
AEON MALL Okayama, AEON MALL Hiroshima Fuchu,
AEON MALL Okinawa Rycom,
이온몰 아사히카와 역전앞, 이온 레이크타운 mori,
이온몰 마쿠하리 신도심, 이온몰 나리타,
이온몰 도코나메, 고베 하버랜드 umie,
이온몰 고베 키타, 이온몰 오카야마,
이온몰 히로시마 후추,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컴
※Ticket Shop Tokai oﬀers the currency exchange service atAEON MALL KYOTO.

※이온몰 KYOTO에서는 티켓숍 도카이에서 환전 가능합니다.

※AEON MALL Okinawa Rycom also has a staﬀed currency exchange counter.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컴에는 유인창구도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is guide is current as of November 30, 2019. ●Details regarding tenants, number of specialty stores,
operating hours, or in-mall services and facilities may be changed without notice. ●The shop hours of certain stores may diﬀer from those stated.
●Times stated in the access information may diﬀer from actual times taken depending on traﬃc or transport conditions. ●Information about access
and nearby facilities is subject to change.● 게재 정보는 2019 년 11 월말 기준입니다. ● 게제 점포, 전문점 점포수, 영업시간, 관내 서비스, 시설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일부 점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시는길 정보에 기재된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시는길 및 주변시설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ccepted credit cards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It is not accepted at some malls.

일부 이온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X
FREE

40

FREE
Wi-Fi

Counter

125

900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이온몰 아사히카와 역전앞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Address／7-2-5, Miyashita-dori, Asahikawa-shi, Hokkaido 070-0030
Tel／General information 0166-21-5544
주소／(우)070-0030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미야시타도리 7-2-5
전화／종합안내 0166-21-5544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AEON MALL Specialty Stores 이온몰 전문점가／9：00〜21：00
▶Food Court 푸드코트／9：00〜21：00
▶Restaurant Area 식당가／10：00〜22：00
▶AEON STYLE／8：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There are many hotels nearby. Popular spots
including Asahikawa city Asahiyama Zoo are
scattered in this area.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아사히카와시 아사히야마 동물원 등
인기 관광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Recommended Brands

추천 점포 목록

Asahikawa Airport

Access
오시는 길

30 minutes by bus bound for JR Asahikawa station

아사히카와 공항

JR 아사히카와역행 버스로 30분, JR 아사히카와역 직결

JR Sapporo station

About 1.5 hour by limited express train bound
for Asahikawa Getting oﬀ at the last stop

JR 삿포로역

Access Map

특급 아사히카와행 종점 하차, 약1시간 30분

이온몰
아사히카와 역전앞

액세스지도
Asahikawa-Takasu IC

Travel time by bus

AEON MALL Around
Asahikawa Station

버스 이동 시간

Asahikawa Sta.

Hakodate Line

Asahikawa Airport(AKJ)

Fukagawa IC

Hokkaido

Takikawa IC

Gakuentoshi Line

Furano Line
Naie-Sunagawa IC
Nemuro Line

About
110 minutes

Enlarged View

AEON MALL Around Asahikawa Station
Furano

About
25 minutes
Asahikawa Sta.

Asahiyama Zoo

Hokkaido Expy
Sapporo IC
Sapporo JCT

About
30 minutes

JR Sapporo Sta.
Asahikawa Airport

Hokkaido Area 홋카이도 지역

AEON MALL Around
Asahikawa Station

40

FREE
Wi-Fi

225

4,500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Menu

이온몰 나토리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Tohoku Area 도호쿠 지역

Address／5-3-1, Mori-Sekinoshita, Natori-shi, Miyagi 981-1294
Tel／General information 022-381-1515
주소／(우)981-1294 미야기현 나토리시 모리세키노시타 5-3-1
전화／종합안내 022-381-1515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AEON MALL Specialty Stores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Food Court 푸드코트／10：00〜21：00
▶Restaurant Area 식당가／11：00〜22：00
▶AEON STYLE Food Section
AEON 식품매장／ 8：00 〜 22：00
▶AEON STYLE Other Sections
AEON 기타 매장／ 9：00 〜 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Directly connected from the Morisekinoshita station on Sendai
Airport Access Railway.
AEON MALL Natori is popular as a fun and relaxing spot.
센다이공항 액세스철도 모리세키노시타역 직결.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Recommended Brands

추천 점포 목록

＜Inbound＞18 minutes by train from JR Sendai Station

Move directly
from Morisekinoshita station

<상행>JR센다이역에서 전철로 18분

Access
오시는 길

＜Outbound＞7 minutes from Sendai Airport Access Railway Train

숲시켜 기노 시타 역에서 바로 이동

<하행선>센다이공항역에서 전철로 7분

About 10 minutes by bus Getting oﬀ at AEON MALL Natori

JR Natori Station JR 나 토리 역

Access Map

이온몰 나토리

약 10 분 「이온 몰 나 토리」하차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To Iwate

To Iwate

버스 이동 시간

Sendai Sta.
Sendai Castle

Tohoku Expy

About
30 minutes

Sendai-Tobu Road
Sendai-minami IC

Nagamachi IC

Yamada IC

Imaizumi IC
Sendai Wakabayashi JCT

Sendai-Nambu Road
Tohoku Expy

Miyagi

To Fukushima,Yamagata

Natori IC

AEON MALL Natori

Sendai-Tobu Road

Sendai Airport Access Line

Natorichuo Smart IC

Tohoku Shinkansen

Tohoku Line

About
10 minutes

Sendai Airport IC

Sendai Airport

Paciﬁc Ocean

AEON LakeTown
AEON LakeTown kaze

Directly connected to the Koshigaya Laketown station.
Shop in a relaxing manner at the greenery and spacious property.

30

FREE
Wi-Fi

2,400
vehicles
대

전문점

230

Specialty Stores

Menu

전문점

AEON LakeTown OUTLET

55

FREE
Wi-Fi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LakeTown kaze Specialty Stores 레이크타운 kaze 전문점가
／9：00〜22：00
▶Food Court 푸드코트／9：00〜22：00
▶Restaurant Area 식당가／11：00〜23：00
▶Maruetsu 마르에쓰／9：00〜23：0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Outlet 아웃렛／10：00〜20：00
▶Restaurants Area 식당가／10：00〜20：00

Recommended Brands

전문점

AEON LakeTown OUTLET is a new type of outlet that
combines the joy of ﬁnding the brands you ve always
wanted with the joy of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추천 점포 목록

살아가는 기쁨으로 넘치는 새로운 형태의 아웃렛입니다.

추천 점포 목록

AEON LakeTown mori

55

FREE
Wi-Fi

5,800
vehicles
대

330

Specialty Stores

전문점
Menu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LakeTown mori Specialty Stores
ㅤ레이크타운 mori 전문점가／9：00〜22：00
▶Food Court 푸드코트／9：00〜22：00
▶Restaurant Area 식당가／11：00〜23：00
▶AEON STYLE Food Section
ㅤAEON STYLE 식품매장／7：00〜23：00
▶AEON STYLE Other Sections
AEON STYLE 기타 매장／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Access
오시는 길

Sky tree line
Station
About 40 minutes
토부
아사쿠사 역 스카이 트리 라인
신코시 가야 역
약 40 분

Access Map

JR
JR
AEON
Minamikoshigaya
Koshigaya Laketown
LakeTown
JR
Musashino
Line
Station
Station
3 minutes
1 minute
About 5 minutes
on foot
도보 3 분

JR
미나미 코시 가야 역

JR 무사시 노선
약5분

JR
코시 가야 레이크 타운 역

on foot 이온 레이크타운
도보 1 분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mori

버스 이동 시간

kaze

OUTLET

To kinugawa
AEON LakeTown mori is developed under the
concept of "being pleasant" and is the biggest eco
conscious shopping mall in Japan.

Kawagoe Sta.

Saikyo Line

자연에 좋고 나에게 좋은 쇼핑몰. 이온 레이크타운 mori는 사람과

About
60 minutes

Tohoku Shinkansen

Saitama

AEON LakeTown

Tohoku Expy

Arakawa River

자연에 좋은 컨셉으로 개발된 일본 최대 친환경 쇼핑몰입니다.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추천 점포 목록

Tobu
Shinkoshigaya

Asakusa
Station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Address／3-1-1, Laketown, Koshigaya-shi, Saitama 343-0828
Tel／General information 048-930-7300
주소／(우)343-0828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 레이크타운 3-1-1
전화／종합안내 048-930-7300

Recommended Brands

Menu

이온 레이크타운 아웃렛은 인기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기쁨, 자연과 함께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도회적인 도시형 몰. 영화관이나 해외 브랜드가 충실한 쇼핑몰입니다.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Specialty Stores

vehicles
대

Kanto Area 간토 지역

Kanto Area 간토 지역

Address／4-1-1, Laketown, Koshigaya-shi, Saitama 343-0828
Tel／General information 048-940-0700
주소／(우)343-0828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 레이크타운 4-1-1
전화／종합안내 048-940-0700

An urban type of mall. Features a cinema and a
variety of brands from overseas.

125

1,200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Address／4-2-2, Laketown, Koshigaya-shi, Saitama 343-0828
Tel／General information 048-934-3000
주소／(우)343-0828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 레이크타운 4-2-2
전화／종합안내 048-934-3000

Recommended Brands

685

Specialty Stores

이온 레이크타운

Urawa IC
Musashino Line

Kawaguchinishi IC

Koshigaya-Laketown Sta.

Joban Expy

Kawaguchi-higashi IC

Kawaguchichuo IC

Soka IC

About
10 minutes
Tokyo Gaikan Expy

Gaikan Misato-nishi IC

Keihin-Tohoku Line

Misato Line

To Tokyo

AEON MALL
Makuhari New City

360

7,300

35

FREE
Wi-Fi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이온몰 마쿠하리 신도심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Address／1-1, Toyosuna, Mihama-ku, Chiba-shi, Chiba 261-8535
Tel／General information 043-351-7500
주소／(우)261-8535 지바현 지바시 미하마구 도요스나 1-1
전화／종합안내 043-351-7500

Kanto Area 간토 지역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specialty stores
（GRAND MALL/FAMILY MALL/PET MALL/ACTIVE MALL）
전문점／10：00〜21：00
▶AEON STYLE Food Section
ㅤAEON STYLE 식품매장／8：00〜23：00
▶AEON STYLE Other Sections
AEON STYLE 기타 매장／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Structured around 4 malls, adults, kids, and even
pets will enjoy. With interactive facilities prepared,
you can enjoy more than just shopping.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어른들도, 아이들도, 애완동물도 즐길 수 있는 4개의 몰로 구성.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체험형 시설도 갖춰져 있어, 쇼핑 이외의 즐거움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Prayer Room available ‘기도실’ 있음

Recommended Brands

추천 점포 목록

About 10 minutes from the north gate
number 3 bus stop

JR Kaihimmakuhari Station

Access
오시는 길

JR '가이힌마쿠하리 역'

북쪽 출구 3번 버스정류장에서 약 10분

JR Makuharihongo Station

25 min. bus ride from
Bus Terminal 5 at the South Exit

JR '마쿠하리혼고 역'

Access Map

AEON MALL
Makuhari New City

・AEON STYLE gate・Tsutaya Shoten
・ Family Mall-Mae Bus Stop

이온몰 마쿠하리 신도심

· 이온스타일 입구 · 츠타야 서점 앞 · 패밀리몰 앞

남쪽출구 5번 승강장에서 약25분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버스 이동 시간

Chiba
Tokyo

About
30 minutes

Higashi-Kanto Expy

Yotsukaido IC
WanganChiba IC
Keiyo Line

Narita International Airport

Shisui IC

AEON MALL Makuhari New City
Wangan-Narashino IC

Maihama Sta.

About
40 minutes

Sakura IC

Chibakita IC

Enlarged View
Wangan-Narashino IC

About
10 minutes

AEON MALL Makuhari New City

About
40 minutes
Haneda Airport
Wangan-Chiba IC

Kanagawa

Kaihimmakuhari Sta.

Uchibo line

170

4,000

90

FREE
Wi-Fi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이온몰 나리타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Address／24, Wing-Tsuchiya, Narita-shi, Chiba 286-0029
Tel／General information 0476-23-8282
주소／(우)286-0029 지바현 나리타시 윙쓰치야 24
전화／종합안내 0476-23-8282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Prayer Room available ‘기도실’ 있음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Flight Information available ‘비행 정보 안내’ 있음

Recommended Brands

나리타 공항에서 직행버스로 약 20분의 입지.
귀국 전 선물은 여기서!

추천 점포 목록

Keisei 'Narita Station'

bus stop line 6 About 10 minutes
버스정류장 6번선 약10분

케세 [나리타역]

Access
오시는 길

In a location about 20 minutes from Narita Airport
by direct bus. For your souvenir needs before
returning home, please come to AEON MALL
Narita!

Narita Airport Terminal 2 line 28c approx.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28번선C

20 minutes by bus

Narita Airport Terminal 1 line 30 approx.

버스 20분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30번선

Access Map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버스 이동 시간

AEON MALL Narita

Narita Line

Shin-Kuko Expy

About
10 minutes

Narita IC

Narita Sta.

Keisei-Narita Sta.
Keisei Main Line

Higashi Kanto Expy

About
20 minutes

Narita International Airport

Chiba

AEON MALL
Narita
이온몰 나리타

Kanto Area 간토 지역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AEON MALL Specialty Stores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Food Court 푸드코트／10：00〜21：00
▶Restaurant Area 식당가／11：00〜21：00
▶AEON STYLE Food Section
AEON STYLE 이온 스타일 식품 매장／8：00〜23：00
▶AEON STYLE Other Sections
AEON STYLE 이온 스타일 기타 매장／9：00〜22：00

AEON MALL
Tokoname

35

FREE
Wi-Fi

140

4,000
vehicles
대

Menu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이온몰 도코나메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Address／2-20-3, Rinku-cho, Tokoname-shi, Aichi 479-0882
Tel／General information 0569-35-7500
주소／(우)479-0882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린쿠초 2-20-3
전화／종합안내 0569-35-7500ㅤ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AEON MALL Specialty Stores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Restaurant Area 식당가／10：00〜22：00
▶Food Court 푸드코트／10：00〜21：00
▶AEON STYLE／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Prayer Room available ‘기도실’ 있음

Conveniently located only a 15-minute drive from Chubu
Centrair International Airport! Enjoy the approximately 140
specialty shops offering cosmetics, clothing, shoes, dining,
hot spring bathing, and more.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Flight Information available ‘비행 정보 안내’ 있음

주부국제공항 센트레어에서 차로 약 15분의 좋은 입지!
화장품, 의류, 신발, 음식, 온천 등, 약 140개의 전문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Tourist Information available ‘관광 정보 안내’ 있음
Tokai Area 도카이 지역

Recommended Brands

Chubu
Centrair
International
Airport

Access
오시는 길

중부국제공항

Access Map

추천 점포 목록

3 minutes by Meitetsu Airport Line
bound for Meitetsu Gifu

Rinku Tokoname Station

메이테쓰 공항선 메이테쓰기후행 3분

린쿠 도코나메역

Access Plaza 1F Airport
Bus bus stop #9

액세스플라자1F 공항버스 9번 승차장

1min.
on foot
도보 1분

Free of charge About 15 minutes
Designated bus stop next to Tokoname Norengai Entrance
무료 약 15분 도코나메 노렌가 입구 옆에 전용 버스 승차장

AEON
MALL
Tokoname
이온몰 도코나메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Meitetsu Tokoname Line

To Nagoya

버스 이동 시간

Chitaodan Road

Handa-chuo JCT

Tokoname IC

Ise Bay

Rinku IC

Chitahanto Road

AEON MALL Tokoname
Rinku Tokoname Sta.

About
15 minutes

Chubu Centrair International Airport

Central Japan International Airport Sta.

Aichi

20

FREE
Wi-Fi

155

3,700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이온몰 아쓰타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우)458-8763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쓰타구 무쓰노 1-2-11
전화／종합안내 052-884-020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푸드코트／10：00〜21：00
식당가／11：00〜22：00
이온 식품매장／8：00〜23：00
이온 기타 매장／9：00〜23：00
외부동 ANNEX／10：00〜20：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A free shuttle bus service is in operation from the nearest Kanayama
Sogo Station South Exit. Many people from locals to tourists come to
AEON MALL Atsuta.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나야마소고역 남쪽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Access
오시는 길

Tokai Area 도카이 지역

Recommended Brands

추천 점포 목록

남쪽출구에서 무료 서틀버스로 약 ５분

가나야마소고역

이온몰 아쓰타

남동 방향으로 도보 15분

Access Map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버스 이동 시간

Tokaido Main Line

Chuo West Line

Nagoya Sta.
About
20 minutes

Tsurumai-minami JCT
Nagoya Expressway Route 2
Higashiyama Route

AEON MALL Atsuta

Kansai Main Line
Otobashi IC

Takatsuji IC
Kanayama Sta.
Nagoya Expressway Route 3 Odaka Route

Tokaido Shinkansen

About
7 minutes

Atsuta Jingu
Rokuban-Kita IC

Nagoya Expressway Route 4 Tokai Route

Aichi

To Chubu Centrair International Airport

Specialty Stores

전문점

2,300
vehicles
대

이온몰 마쓰모토

160

20

FREE
Wi-Fi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390-8560
주소／(우)390-8560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주오 4-9-51
전화／종합안내 0263-38-320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

이온몰 전문점가
／10：00〜21：00
▶AEON STYLE ／9：00〜22：00
푸드코트／10:00〜21：00
▶
▶
식당가／10：00〜21：00

The largest shopping mall in the Matsumoto area. Its three buildings
have everything you need, from everyday necessities to souvenirs.
마쓰모토 지구에서 가장 큰 쇼핑몰. 건물 3동으로 구성된 쇼핑몰로
일상용품부터 선물용품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도카이 지역

추천 점포 목록

About 20 minutes on foot
도보 약 20 분

Access
오시는 길

타운 스니커 [히노데초] 버스정류장 하차 바로

마쓰모토 역
성 출구

Access Map

이온몰 마쓰모토

마쓰모토 전철 버스 [슈호학교 앞] 버스정류장 하차 바로

액세스지도

Ishikawa
Japan Sea
Kanazawa

Travel time by bus

Noto Airport

버스 이동 시간

Toyama

Toyama Nagano

AEON MALL Matsumoto

Komatsu Airport

Enlarged View

About
240 minutes

Takayama

Matsumoto
Airport

About
6 minutes

Kitamatsumoto Sta.

Tokai Hokuriku Expy
Nagano Expy

Gifu
About
180 minutes

Nagoya

Matsumoto Castle

Nagano Expy

Matsumoto IC

About
15 minutes

To Kanazawa

Matsumoto Sta.

AEON MALL Matsumoto

Matsumoto Dentetsu Kamikōchi Line

Aichi

Chubu Centrair International Airport

To Nagoya

Chuo Line

25

FREE
Wi-Fi

150

Specialty Stores

3,400

전문점

vehicles
대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이온몰 신코마쓰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315 Seiroku-machi Komatsu-shi Ishikawa 923-8565
주소／(우)923-8565 이시카와현 코마츠시 세이로쿠마치315번지
전화／종합안내 0761-20-853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푸드코트／10:00〜21：00
식당가／10：00〜21：00
AEON STYLE 식품매장／8：00〜23：00
AEON STYLE 기타매장／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마쓰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이 지역만의 맛을 만날 수 있는 식당가
'고마쓰 회로'와 이시카와현 전통 공예인 '구타니야키' 108개로 장식한 '구타니
오채주'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추천 점포 목록

10

Access
오시는 길

고마쓰공항

동쪽 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약5분

JR 고마쓰역

이온몰 신코마쓰
호쿠리쿠지역

Access Map

About 5 minutes

버스로 약 10분

액세스지도
Hokuriku Expy

Travel time by bus
버스 이동 시간

Kanazawa-nishi IC

Kanazawa Sta.

Hakusan IC

Sea of Japan

Tokumitsu IC

About
45 minutes

Ishikawa
Nomineagari IC
Komatsu IC

AEON MALL New komatsu

Komatsu Sta.
Komatsu Airport

Ataka IC

About
15 minutes

Hokuriku Expy

To Takayama

135

1,125

20

FREE
Wi-Fi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이온몰 교토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우)601-8417 교토시 미나미구 니시쿠조 도리이구치초1
전화／종합안내 075-691-1116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
▶
▶
▶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푸드코트／10：00〜22：00
식당가／10：00〜22：00
KOHYO (슈퍼마켓)／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사철 및 신사 등 명소가 모여 있는 관광지. 패션, 잡화 등 다양한
각종 대형 전문점이 들어선 쇼핑몰입니다.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추천 점포 목록

About 5 minutes on foot

Access
오시는 길

하치조구치에서
도보 약 5분

JR 교토역

Access Map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Kyoto Sta.

Shiga

イオンモール KYOTO

Ro

ad

Mie

About
80 minutes

s

Shin-Osaka
Sta.

dK
eih

滋賀

Ginkakuji Temple

on

py

About
30 minutes

py

ei

Ex

ki E
x

Shin-Kobe Sta.

M

n
hi

Sec

Osaka International Airport
ansen
Tokaido Shink

Enlarged View

an

About
45 minutes

Kyoto
Kiyomizu Temple

Kin

긴키 지역

Kyoto

버스 이동 시간

Hyogo

이온몰 교토

Lake Biwa Line

Kobe Airport
Kyoto Sta.

About
80 minutes

Ha

nw

x
aE

py

イオンモール KYOTO
About
12 minutes

Osaka

Kansai International Airport

Tokaido Shinkansen
Fushimi Inari Taisha

To Tokyo

Kyoto Minami IC

To Osaka

Meishin Expy

170

40

FREE
Wi-Fi

Specialty Stores

전문점

4,300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vehicles
대

이온몰 린쿠 센난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우)590-0535 오사카부 센난시 린쿠 미나미하마 3-12
전화／종합안내 072-480-600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
푸드코트／10：00〜21：00
▶
식당가／11：00〜22：00
▶
이온 식품매장／8：00〜23：00
▶
ㅤ이온 의약품, 화장품 매장／9：00〜23：00
▶
이온 기타 매장／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Access
오시는 길

추천 점포 목록

Located near by Kasai International Airport. This location
oﬀers a beautiful sunset view designated as one of Japan's
100 Most Beautiful Sunset.Right in front of AEON Mall is the
leisure experience facility SENNAN LONG PARK.
칸사이공항에 가깝게 위치 .일본의 유히100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석양도
관망할수 있습니다.이온몰 바로 앞에는 SENNAN LONG PARK가 있어
레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Nankai

JR 간사이공항역
약 5분

약 15 분

린쿠타운역

난카이 간사이공항역

Access Map

15

액세스지도
To Osaka

Travel time by bus

긴키 지역

버스 이동 시간

Nankai Main
Line

Osaka Bay

Hanwa Line

Kansai International Airport
About
15 minutes

JR Kansai Airport Sta.

Hanwa Expy

Nankai Rinku-Town Sta.

About
10 minutes

Izumisano IC

AEON MALL Rinku Sennan

Kaizuka IC

Osaka

Kaminogo IC
Izumisano JCT
Sennan IC
Hannan IC

To Wakayama

이온몰 린쿠 센난

Wakayama

3,000
vehicles
대

고베 하버랜드 umie

230

70

FREE
Wi-Fi

Specialty Stores

전문점
Menu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우)650-0044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히가시카와사키초 1-7-2
전화／종합안내 078-382-7100 영업시간 (연중무휴)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전문점／10：00〜22：00
▶
▶Food & Drink in MOSAIC 음식／11：00〜22：00
▶AEON STYLE／9：30〜21：3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Easy to access to Kansai International Airport and Kobe
Airport.There are restaurants oﬀers nice view of Mosaic Ferris
Wheel and Kobe port.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칸사이국제공항과
고베공항에
편리한
억세스.모자이크
대관람차와 고베항의 야경을 즐기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추천 점포 목록

5 minutes on foot towards Duo Kobe（underground shopping area）

JR 고베역

듀오 고베(지하상가) 방면으로 도보 약 5분

Access
오시는 길

Use Bus Line No.22 and Get of at ''MOSAIC Mae'' Bus Stop about 10 minutes

약 10 분
Get oﬀ at Haborland Bus Stop (MOSAIC-Mae) about 10 minutes

Sannomiya Subway Station (S03) (Southbound) City Loop Bus Sto
지하철 산미야역(남쪽행) 시티루프 정류소

Access Map

액세스지도

긴키 지역

Travel time by bus

Shin-Kobe Sta.

버스 이동 시간

Sanyo Sinkansen

하버 랜드 (모자이크 전) 하차 약 10 분

JR Kobe Line

Hanshin Expressway
No.3 Kobe Route
Sannomiya Sta.

To Osaka

Maya IC

Ikutagawa I.C.

Rokkō Island

Kobe Sta.

About
10 minutes

Kyōbashi I.C.

Kobe Port

Kobe Harborland umie

Port Island

To Okayama

About
15 minutes

Kobe-Airport Sta.
Kobe-Airport

고베
하버랜드
umie

4,000
vehicles
대

이온몰 고베키타

160

40

FREE
Wi-Fi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우)651-1515 효고현 고베시 기타구 고즈다이 8-1-1
전화／종합안내 078-983-320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
▶
▶
▶
▶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푸드코트／10：00〜21：00
식당가／11：00〜22：00
이온 식품매장／8：00〜22：00
이온 기타 매장／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Access
오시는 길

고베시립 후르츠플라워파크, 아리마 온천 근처.
바로 옆에 고베산다 프리미엄 아웃렛이 있습니다.

추천 점포 목록

JR 산노미야역
특급버스 산다역 아웃렛행 약 40분
C 승차장 신키버스 산노미야 버스터미널

Access Map

이온몰 고베키타

액세스지도
Kobe Sanda IC

Travel time by bus

Sanda Sta.

About 10 minutes

KOBE-SANDA PREMIUM OUTLETS

AEON MALL Kobe Kita
Ozo IC

Hyogo

Shin-Meishin Expy

긴키 지역

버스 이동 시간

Kobe-Kita IC

Nishinomiya
Yamaguchi JRTakarazuka Line
JCT
Nishinomiya
Chugoku Expy
Kita IC

Kobe JCT

Sanyo Expy
Miki-higashi IC

To Osaka
About
40 minutes

Sanyo Sinkansen

JR Kobe Line

To Okayama

Shin-Kobe Sta.

Kobe Sta.

FREE
Wi-Fi

330

2,500

55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이온몰 오카야마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700-0907 오카야마현 기타구 시모이시이 1-2-1
전화／종합안내 086-803-670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
▶
푸드코트／10：00〜21：00
▶
식당가／11：00〜23：00
AEON STYLE 식품매장／7：00〜22：00
▶
▶
AEON STYLE 기타 매장／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라쿠엔과 오카야마 성도 가까이
있으며 지역 최대의 매장 수를 자랑하는 쇼핑 시설. 70개의 지역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자신만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Access
오시는 길

This shopping facility is located near sites such as Korakuen Garden and
Okayama Castle, and boasts one of the largest number of shops in the area. Home to
70 locally based brands, so you can discover unique products that are just right for you.

추천 점포 목록

About 5 minutes on foot
JR '오카야마 역'
고라쿠엔 출구 (동쪽 출구)

Access Map

도보 약 5 분

이온몰 오카야마

액세스지도
Hyogo

Chugoku Expy

Travel time by bus

San

yo

Okayama
Okayama Expy

Okayama Sta.

Okayama Momotaro Airport
주고쿠 지역

About
10 minutes

Sanyo Sinkansen

Okayama IC

Ako Line
Okayama Sta.

Kibi Smart IC

To Hiroshima

Okayama Castle

Sanyo Expy

About
30 minutes

Okayama Soja IC

Enlarged View

Sin
kan
sen

버스 이동 시간

AEON MALL Okayama

倉敷 JCT

AEON MALL Okayama
Seto Chuo Expy
Kojima IC
Setoohashi Line

Hiroshima
Island

Sakaide-kita IC
Sakaide JCT

Teshima
Naoshima
Island

Shōdo Island

Awaji Island
Yosan Line
Takamatsu Expy

Kagawa

FREE
Wi-Fi

5,000
vehicles
대

이온몰 히로시마 후추

270

50

Specialty Stores

전문점
Menu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우)735-8588 히로시마현 아키군 후추초 오스 2-1-1
전화／종합안내 082-561-0001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
이온몰 전문점가／10：00〜22：00
▶
푸드코트／10：00〜22：00
▶
식당가／11：00〜23：00
AEON STYLE 식품매장／7：00〜23：00
▶
▶
AEON STYLE 기타 매장／9：00〜23：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추천 점포 목록

JR [히로시마역]

Access
오시는 길

기린 맥주 히로시마 공장 철거지에 세워져, 부지 내에는
증기기관차도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대형 매장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신칸센 출구 [쉐라톤 그랜드 호텔 북쪽]에서 셔틀버스로 약10분
About 5 minutes on foot

Access Map

이온몰
히로시마 후추

도보 약 5 분

히로시마역에서 한역 산요혼센 [텐진가와역]

액세스지도
Shiwa IC

Travel time by bus
버스 이동 시간

Hiroshimahigashi IC

Saijo IC

About
40 minutes

Hiroshima
Kōchi IC

Takaya JCT

To Osaka
Hiroshima Airport
Hongō IC

Sanyo Expy

Sanyo Shinkansen

AEON MALL
Hiroshima Fuchu

To
Yamaguchi

About
15 minutes

Atomic Bomb Dome

AEON MALL
Hiroshima Fuchu
JR Hiroshima Sta.

Yaga IC

Nishi Seto Expy
Ōmishima IC

Fuchu I.C.

JR Sanyo Main LineTenjingawa Sta.

Sanyo Shinkansen

Ōshima-kita IC

Ozu IC
Hiroshima Expy No.3

To Shikoku

Niho JCT

Ehime

Imabari-kita IC

주고쿠 지역

Enlarged View
Hiroshima Expy No.2

THE OUTLETS
HIROSHIMA

230

4,500

100

FREE
Wi-Fi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Address／4-1-1, Ishiuchi Higashi, Saeki-ku Hiroshima-shi 731-5196
Tel ／General information 082-941-7111
주소／〒731-5196 히로시마시 사에키구 이시우치히가시 4-1-1
전화／082-941-7111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Outlet Mall／10：00〜20：00
▶Food Court 푸드코트／10：00〜21：00
▶Restaurant Area 식당가／11：00〜21：00
▶AEON STYLE／9：00〜21：00
▶Wonderlink 원다링／10：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Prayer Room available ‘기도실’ 있음

Recommended Brands

추천 점포 목록

About 8 minutes
by JR Sanyo Line

JR Hiroshima
Station

Access
오시는 길

About 120 Brand shops all in one location. Also
"Wonder Rink," the only ice staking rink to be open
year-round in Hiroshima prefecture. Spend your whole
day enjoying outlet shopping and local gourmet foods
from the Hiroshima and Setonaikai areas.
약 120개 브랜드 샵이 집결한 아우트 렛 존과 히로시마현 유일의 1년내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원더 링크],세토지역.히로시마지역만의 맛집등 하루종일 즐길수 있는 아우트 렛.

JR산요 혼센 약 8분

JR［니시 히로시마역］

Hiroshima
Airport

About 50 minutes
by Limousine Bus

Hiroshima
Bus Center

히로시마 공항

리무진 버스 약 50분

히로시마 버스센터

Access Map

About 20 minutes
by bus

JR Nishi Hiroshima
Station

THE
OUTLETS
HIROSHIMA

노선 버스 약 20분
About 45 minutes
by bus

더 아우트 렛 히호시마

노선 버스 약 45분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Hiroshima

Shiwa IC

버스 이동 시간

Hiroshimahigashi IC About

Hiroshima Airport
Kōchi IC

50 minutes

Takaya JCT

To Osaka

Sanyo Expy

Saijo IC

Hongō IC

Hiroshima Sta.

Sanyo Shinkansen

THE OUTLETS HIROSHIMA
주고쿠 지역

Enlarged View
Sanyo Expy

To
Yamaguchi

To Shikoku
Nishi Seto Expy

Numata IC

Itsukaichi IC

Hiroshima Expy No.4

About
20 minutes

THE OUTLETS HIROSHIMA

Kannon IC
Sanyo Main Line

Ōmishima IC

Hiroshima Expy No.2

About
10 minutes

Ōshima-kita IC

Hiroshima Sta.
Sanyo Shinkansen

Nishihiroshima Sta.

至 長崎

Hiroshima Expy No.3

Niho JCT

Hiroshima-Kure Rd

西九州
自動車道

Ehime

Imabari-kita IC

215

30

FREE
Wi-Fi

Specialty Stores

전문점

5,000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vehicles
대

이온몰 후쿠오카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우)811-2303 후쿠오카현 가스야군 가스야마치 오아자사카도
ㅤㅤㅤ 아자오이노키 192-1
전화／종합안내 092-938-470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
푸드코트／10：00〜21：00
▶Restaurant Area 식당가／11：00〜22：00
▶
이온 식품매장／9：00〜22：00
▶
이온 기타 매장／9：00〜22：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버스로 15분의 좋은 입지!
식당가 '푸데리카'와 푸드코트 등 음식 시설도 푸짐합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Conveniently located just a 15-minute bus ride from Fukuoka
Airport!Full of dining options such as Foodelica at the food zone
and food court.

추천 점포 목록

15

Access
오시는 길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터미널 남쪽'

니시테츠 버스로 약 15분
25
이온몰 후쿠오카

하카타 버스터미널 14번 승차장

Access Map

종점 하차 약 25 분

액세스지도

Travel time by bus

Sanyo Shinkansen

버스 이동 시간

Chidoribashi JCT

Hakata Port

Yutaka JCT

Hakata Sta.

About
25 minutes

About
15 minutes

Fukuoka Airport

Sue Smart IC

규슈 지역

Hanmichibashi IC

AEON MALL Fukuoka

About
25 minutes

Fukuoka Urban Expressway Circular Rte

Fukuoka
Tsukiguma IC
Kyushu Expy
Tsukiguma JCT

Menu

이온몰 미야자키

230

55

FREE
Wi-Fi

Specialty Stores

전문점

4,300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vehicles
대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주소／(우)880-0834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신벳푸초 에구치 862-1
전화／종합안내 0985-60-8000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
이온몰 전문점가／10:00〜21:00
▶Food Forest 푸드 포레스트／10：00〜21：00
▶
식당가／11：00〜22：00
／9：00〜22：00
▶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Recommended Brands

Access
오시는 길

JR Miyazaki Airport
Station
JR 미야자키 공항역

Access Map

Great transit access, just 10 minutes by bus from Miyazaki Station
and a 15-minute drive to Miyazaki Airport and Miyazaki Port!
미야자키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미야자키 공항과 미야자키항까지 차로
약 15분으로 접근성이 좋은 것이 매력입니다.

추천 점포 목록

약 10분

동쪽출구 버스 승차장에서 직통
버스 약 10분

JR 미야자키역

이온몰 미야자키

액세스지도
To Fukuoka

Travel time by bus

Seagaia IC

버스 이동 시간

AEON MALL Miyazaki
Miyazaki West IC
About
10 minutes

JR Miyazaki Sta.
Higashikyushu Expy

About
15 minutes

Miyazaki Port

Miyazaki Airport
Kiyotake IC
규슈 지역

Kiyotake JCT

Nippo Main Line

Miyazaki Expy
Tano JCT

To Fukuoka

Tayoshi IC

Miyazaki Airport Line

Paciﬁc Ocean

Nichinan Line

About
30 minutes

Aoshima Shrine

200

4,000

30

FREE
Wi-Fi

vehicles
대

Specialty Stores

전문점

*Does not apply to some shops.

Menu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컴

※일부 대상 외 매장이 있습니다.

Address／ 1 Rycom, Kitanakagusuku-son, Nakagami-gun,
Okinawa 901-2306
주소／우편번호 901-2306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기타나카구스쿠촌 아자 라이컴 1번지
전화／종합안내 098-930-0425
Shop Hours (365 days a year) 영업시간 (연중무휴)
▶
이온몰 전문점가／10:00〜22:00
▶
푸드코트／10：00〜22：00
▶
식당가／10：00〜23：00
▶AEON STYLE Food Section AEON STYLE 식품매장／ 8:00 〜 23:00
▶AEON STYLE Other Sections AEON STYLE 기타 매장／9:00〜23:00
※Some stores have diﬀerent shop hours.

※ 영업시간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ard-Compatible ATMs available ‘국제카드 지원 ATM’ 있음

Prayer Room available ‘기도실’ 있음

나하공항에서 차로40분.리조트느낌이 넘치는 몰안에는 약
1.000마리의 물고기들이 회유하는 대수족관이 있습니다.

Tourist Information available ‘관광 정보 안내’ 있음

Recommended Brands

Access
오시는 길

Foreign Currency Exchange available ‘외화 환전소’ 있음

40 min. drive from Naha Airport.
Resort Shopping Mall with a Aquarium (has more than
1,000 ﬁshes inside)

추천 점포 목록

나하공항 나하국제선 여객터미널 1F 3번버스정류장

3
152번 종점 하차 약 60분
about 50 minutes

92

21번 92번 152번 기타약 약 50 분

나하 버스터미널

Access Map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컴

액세스지도
Okinawa South IC

Travel time by bus
버스 이동 시간

AEON MALL Okinawa Rycom
About
15 minutes
Chatan

About
15 minutes Ｎakagusuku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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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ﬁ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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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s popular among foreigners
Enjoy your meaningful time of one-stop shopping.
UNIQLO

〈Fashion〉
〈패션 〉

Sells fashionable, high quality, basic
casual wear at reasonable prices.
패션성 높은 고품질 베이직 캐주얼을 적절할
가격에 제공.

Happiness

〈Imported Goods〉
〈수입잡화 〉

Stocks a range of products including
bags, perfumes, and neckties from top
international brands.
가방, 향수, 넥타이 등 전세계 일류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JINS

Eyeglasses & Sunglasses〉
〈안경, 선글라스 〉

Stocks from standard and trendy
frames to functional eyeglasses to
browse computers.
인기, 유행 프레임부터 PC용 기능성
안경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합니다.

GU

MUJI

〈Fashion〉
〈패션 〉

〈Goods〉
〈생활잡화 〉

A brand oﬀering in-trend fashions with
no need to worry about the price.
계절의 패션을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만끽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An extensive store oﬀering several thousand
original products ranging from food items
and clothing to items for homes.
수천가지 오리지널 상품을 취급하는 식품, 의류,
생활잡화 대규모 매장.

THE CLOCK HOUSE

〈Watches〉
〈시계 〉

TIME STATION NEO

〈Watches〉
〈시계 〉

Japan's largest watch specialist chain
with 260 stores oﬀering an extensive
range of products made in Japan.

A watch store based on the concept of
"joy." Stocks an extensive lineup of
watches made in Japan.

다양한 Made in Japan 시계를 취급하는 일본
최대 260점포를 자랑하는 시계 전문 체인점.

가게 컨셉은 "JOY".
Made in Japan 시계를 다양하게 라인업.

SAC'S BAR

ASBEE

〈 Bags 〉
〈가방 〉

〈Shoes〉
〈신발 〉

A bag shop targeting adults offering
both Japanese and international
unique brands selected with the
perspective of "global standard."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 독특함 넘치는
국내외 브랜드를 선정한 어른을 위한
가방가게.

Appeals to customers with a diverse product
lineup ranging from sneakers through men's
and women's shoes to children's shoes.
운동화, 남성화, 여성화, 아동신발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합니다.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브랜드
원 스톱 쇼핑 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Kojima×BIC CAMERA

〈Household appliances〉
〈가전 〉

Nojima

〈Household appliances〉
〈가전 〉

FANCL

Beauty care & Cosmetics〉
〈미용, 화장품 〉

An extensive specialty store with a wide variety
of products including Japanese made household
appliances, cameras, rice cookers, beauty
electric appliances, video games and more.

An extensive specialty store with a wide variety
of products including Japanese made household
appliances, cameras, rice cookers, beauty
electric appliances, video games and more.

Recommends ways to attain health and
beauty from both inside and out using
additive-free cosmetics and supplements.

일본제 가전, 카메라, 전기밥솥, 미용가전,
게임기 등 풍부한 대형 전문점

일본제 가전, 카메라, 전기밥솥, 미용가전,
게임기 등 풍부한 대형 전문점

무첨가 화장품, 영양보충제를 통해 신체
내부 및 외부로부터 건강 제안

cocokara fine

SPORTS AUTHORITY

Beauty care & Cosmetics〉
〈미용, 화장품 〉

〈Sporting goods〉
〈스포츠 용품 〉

Supports health and beauty care,
priding itself on providing the best
possible hospitality.
손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건강 & 미용 관리를
서포트합니다.

One of the largest US sporting goods
specialists. Oﬀers a full lineup of brands
and products.
미국 최대급 스포츠 전문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취급합니다.

TOYSRUS BEBIESRUS

〈Toys〉
〈완구 〉

Stocks everything from maternity items
to baby products and children's toys.
출산 용품부터 영유아 용품, 어린이 완구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SUPER SPORTS XEBIO

〈Sporting goods〉
〈스포츠 용품 〉

Oﬀers YONEX badminton rackets and
Japanese-made base layer garments, etc.
YONEX 배드민턴 채, 일본 이너웨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AEON・AEON STYLE

DAISO

〈Goods〉
〈잡화 〉

General Merchandise Store〉
〈종합 슈퍼마켓 〉

A 100-yen store stocking an extensive
range of around 50,000 items.
약 5만점의 상품을 취급하는 100엔 숍.

Open from early morning until late at night.
The specialty stores sell everything from
groceries, cosmetics, and medications, to
clothing, day-to-day necessities, and more.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여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품, 생황용품 등 판매.

※Each mall has diﬀerent tenants. 시설에 따라 입점한 브랜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