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Building

CenterWalk

NorthBuilding

GrandBuilding

EastBuilding

BusinessCenterBuilding

Sanrio Gift Gate
［Character goods/
캐릭터 브랜드 잡화/
角色商品］

ColorCandy
컬러 캔디

七彩糖果
［Accessories / goods/
엑세사리·잡화/
配饰 /杂货］

KIDS ON THE STREET.
ABC-MART
［Children's / junior shoes
키즈·쥬니어 슈즈/
儿童 /童鞋］

Dipper  Dan
［Gelato and crepes/
젤라또·크레이프/
意式冰激凌 /可麗餅］

coen
코엔

［Women’s / men’s / 
children’s/
레이디즈·맨즈·아동의류/
女士/男士/儿童］

next
［Women's / 
children's / babies'/
래이디즈·아동·유아/
女士 /儿童 /婴幼儿］

arnold palmer timeless
아놀드 파머 타임리스

花雨傘
［Men's / women's / children's /

fashion accessories/
맨즈·레이디즈·아동복·잡화/
男士 /女士 /儿童 /杂货］

drug store's SHOP
［Women's/
레이디즈/
女士］

ccilu store
馳綠
［Shoes/슈즈/鞋］

THE HAKATA 
GIFT SHOP
博多禮品店
［Souvenirs/
기념품/纪念品］

rough FRIEND'S STORE
［Women's / 
fashion accessories/
레이디즈·잡화/
女士 /杂货］

HIPSHOP
힙 숍

［Underwear/
언더웨어/内衣］

Lulu by UNITED BEES
［Household goods/
생활잡화/
生活雜貨］

My Select Point 
by The Clock House
［Watches/
시계/钟表］

THE KISS
더 키스

［Jewelry / accessories/
쥬얼리·액세서리/
珠宝 /饰品］

LAOX  Fukuoka 
CANAL CITY HAKATA
라옥스

LAOX  福岡博多運河城店
［International home appliances/
해외 판매용 가전·시계·주얼리·

약·헬스&뷰티용품·일본전통잡화·

일용잡화/綜合免稅店］

WACHIFIELD
와치필드

瓦奇菲爾德
［Character goods/
캐릭터 브랜드 잡화/
角色商品］

amico / 아미코

［Stuffed animals /
variety store/
인형·버라이어티잡화/
毛絨玩具 /各種雜貨］

moomin Bakery & Cafe
무민베이커리&카페

［Bakery &Café/
베이커리 카페/
麵包咖啡店］

Baskin Robbins
베스킨라빈스

芭斯羅繽
［Ice cream /crepes
아이스크림·그레이프/
冰淇淋 /可麗餅］

The Groval Buffet Couria 
글로벌 뷔페 쿠리아

［Restaurant/
레스토랑/西餐廳］

JINS
睛姿
［Glasses / sunglasses/
안경·선글라스/
眼睛 /太阳镜］

ABC-MART MEGA STAGE 
CANAL CITY OPA
ABC-MART 메가 스테이지

［Shoes/슈즈/鞋］

VANS 
반스

範斯
［Shoes / men's / women's/
슈즈·맨즈·래이디즈/
鞋 /男士 /女士］

Ryugi Assaku
류기 앗사쿠

流儀壓榨
［Men's / women's/
맨즈·레이디즈/
男士 /女士］

Heishiro
헤이시로

平四郎
［Revolving sushi bar
회전초밥/回轉寿司］

UMAYA
우마야

［Japanese cuisine/
일식/日本料理］

Osakana Kazoku Zakoya 
생선가족 자코야

魚家族 雜魚屋
［Restaurant /
Japanese tavern/
레스토랑·이자카야/
套餐店、酒館］

Teishokuya Hyakusai 
CANAL CITY HAKATA
정식 하쿠사이 슌

定食屋百菜 運河城博多店
［Diner/일본정식/飲食店］

Hakata Tempura Takao 
하카타 덴푸라 다카오

博多天婦羅 TAKAO
［Tempura/
덴푸라 요리/天婦羅］

BAIRAN
바이란

梅蘭
［Chinese cuisine/
중화요리/中國料理店］

CAFFE OTTO.Cyclo
카페 오또 Cyclo

［Café & restaurant
카페&레스토랑/
咖啡餐飲］

Ganso Najimatei 
CANAL CITY HAKATA
원조 나지마테이

元祖名島亭 運河城博多店
［Nagahama Ramen/
후쿠오카·나가하마/拉麵店］

Ramen Kurume 
hondashouten
라멘 구루메 혼다 쇼텐

久留米拉麵 本田商店
［Kurume Ramen/
쿠로메/拉麵店］

Shodai Hidechan
쇼다이 히데짱

初代秀
［Hakata Ramen/
하카타/拉麵店］

Sapporo Ramen Daichi
삿포로 라멘 다이치

札幌拉麵大地
［Sapporo Ramen/
삿포로/拉麵店］

Pietro
피에토로

［Pasta restaurant/
파스타레스토랑/
意大利面餐厅］

Grilled Beef Tongue 
Restaurant Sendai Henmi
우설구이 센타이 헨미

仙台邊見烤牛舌
［Japanese restaurant/
일본정식/日本料理］

Tonkatsu Shinjuku Saboten
돈카츠 신주쿠 사보텐

炸豬排新宿仙人掌
［Pork cutlet/
돈카츠 정식/飲食店］

NOKO-UDON Seizoujyo
노코 우동 제조소

能古烏冬製造所
［Udon/우동/
烏冬、天婦羅］

PRONTO
프론토

［Café & bar/
카페&BAR/
咖啡&酒吧］

BISTRO309
비스트로 309

［Bakery restaurant/
베이커리 레스토랑/
麵包餐廳］

YUTORI NO KUKAN
유토리노 공간

愜意空間
［Buffet/뷔페/
自助餐廳］

FISH & OYSTER BAR
［Oyster &seafood 
restaurant/
오이스터 & 시푸드 레스토랑/
牡蠣&海鮮餐廳］

Kushi-to-Mizutaki 
Hakata Matsusuke
꼬치와 백숙 하카타 마쓰스케

［Japanese tavern/
이자카야/居酒屋］

WHOLE SQUARE 
FUKUOKA
［Food Market / restaurant/
식료품가게 · 레스토랑/
食品雜貨 /餐廳］

DANCING CRAB
［Seafood/
시푸드 레스토랑/
海鮮］

Bar Lounge BAR FIZZ
바 피즈

［Bar lounge/
BAR 라운지/
休閒酒吧］

Restaurant AROMA'S
아모마즈

［Restaurant/레스토랑/
餐廳］

Tea Lounge LA TERRASSE
라테라스 티 라운지 

［Tea lounge/
TEA 라운지/餐廳、食品］

WOLFGANG’ S 
STEAKHOUSE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沃爾夫岡牛排屋
［Steak House/
스테이크 하우스/牛排屋］

NADAMAN
후쿠오카 나다만

日本料理 福岡灘萬
［Japanese restaurant/
일본요리/日本料理］

Sushi Kappo
 Shimizu
시미즈

壽司割烹 清水
［Sushi and 
Japanese cuisine/
일식초밥/壽司割烹］

Nanxiang Steamed 
Bun Restaurant
난샹 만두점

南翔饅頭店
［Chinese cuisine/
중화요리/中華料理］

Cést TRÉS BON
［Bakery/
베이커리/麵包］

Tully's Coffee
털리스 커피

塔利咖啡
［Café/카페/咖啡店］

Shakey's
쉐키즈

喜客
［Pizza restaurant/
파자 레스토라/
美式披薩餐廳］

GO GO CURRY CANAL 
CITY HAKATA Stadium
고고 카레

GO!GO! 咖喱 
運河城博多館
［Curry/카레/咖喱店］

Donmai
돈마이

［Seafood bowl /
japanese tavern/
카이센돈·이자카야/
海鮮蓋飯 /居酒屋］

English Rose
잉글리시 로즈

英倫玫瑰
［Beauty technique,
eyelash & perm/
뷰티전문숍·눈썹파마전문/
美容技术 烫睫毛］

COLD STONE 
CREAMERY
［Ice cream/
아이스크림 /雪糕］

YAMAMOTOSHIKI 
Seitai Refresh
야마모토식 정체 Refresh

山本式全身放鬆
［Relaxation/릴렉제이션/
放松按摩］

JBA beauty salon
［Cosmetics & 
total beauty/
화장품·토탈 뷰티/
化妝品 /綜合美容］

BACK NUMBER
백 넘버

［Men's / women's / 
children's/
맨즈·레이디즈·아동/
男士 /女士 /儿童］

SEVENDAYS=SUNDAY
［Men's / women's / 
children's / 
fashion accessories/
맨즈·레이디즈·아동·잡화/
男士 /女士 /儿童 /杂货］

MUJI
［Apparel / daily necessities /
furniture / foods / books/
패션·생활잡화·가전·식품·책/
服飾 /生活杂货 /家具 /
食品 /书籍］

Café MUJI
카페 무지

無印咖啡廳
［Bakery & café/
베이커리 & 카페/
麵包&咖啡店］

Musee et 
Cacao Romance
뮤제 카카오 로맨스

［Sweets/스위츠/甜點］

gipsy
［Women's/
레이디즈/女士］

ST.MARC CAFE
생마르 카페/
聖摩珂咖啡運河城 OPA店
［Café/
카페·스위츠·베이커리/
咖啡飲食］

3.18（SAT）‑4.6（THU）
Get good deals on shopping and meals after enjoying 

the One Piece Water Spectacle / EXILE Special Mapping Show!!
원피스 워터 스펙터클/EXILE 스페셜 매핑 쇼를 즐긴 뒤는 쇼핑이나 식사를 저렴하게 즐기세요.

欣賞過海賊王3Ｄ光雕投影噴水秀/EXILE音樂投影噴水秀之後，請使用優惠卷盡情享受在博多運河城的購物與美食吧!

Get the WEB coupons from the poster which is placed in Sun Plaza stage 
in the first basement during CANAL AQUA PANORAMA show. 

캐널시티 아쿠아파노라마 개최시에 스텝이 B１F 선플라자 스테이지에 준비하는 포스터에서 WEB 쿠폰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請從CANAL AQUA PANORAMA 演出現場附近的海報上索取電子優惠劵.(位置;地下一层SUN PLAZA STAGE)

Please show this when purchasing at apparel stores or ordering at restaurants.  
점포에서 정산하실 때 또는 음식점에서 주문 시에 제시 바랍니다. / 在商家結帳時，在餐飲店點餐時，將優惠卷交給服務生。

・This special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ffer.
・Participating retailers and  service contents may be subject to variation.
・This service is limited to customers who used meal, shopping.

·타 서비스와의 병행 불가합니다.

·참가 점포, 서비스 내용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 쇼핑을 이용하신 고객 대상입니다.

·不可與其他優惠一同使用。
·參加此優惠的商家，可能會隨時更改優惠內容。
·此優惠對象是有在博多運河城用餐或購物的貴賓。

Free Offer of a Novelty 
Item with a Purchase of 
2,160 Yen or More
2,160엔 (세금포함) 
이상 구입 선물증정

消費2160日圓以上
贈送紀念品

B1F

5% Discount 
*Except for Some Imtes 
including Sales Items
5%할인 ※세일 상품 대상외

打九五折 (特價商品除外 )

B1F 5% Discount
*Except for Some Imtes 
including Sales Items

5%할인 
※세일 상품 ·일부대상외

打九五折
(特價商品部分商品除外 )

B1F 50 YEN  Discount of Crepe 
*Except for Sales Items 
and Set Menu

크레이프50엔할인
※크레이프의날·런치세트·
쿠폰병용불가

可麗餅折價50日圓
※特價品、套餐除外

B1F

Free Offer of a Set Drink or 
Vanilla Ice Cream with 
Ordering single menu

단품 메뉴 주문에서 세트 음료 or
바닐라 아이스크림 서비스
(키즈 메뉴 이용 고객은 미니 
사이즈가 됩니다)※1개주문에 1개

在咖啡廳單點附贈飲料
或香草冰淇淋 ※每份送一杯

B1F Regular ice cream 
50Yen off　
※except for sales iteams

레귤러 더블 50엔 할인
※캠페인 때 대상 외

regular double 
50 日圓折扣
(特價商品 , 部分商品除外 )

B1F 10% Discount  of meal 
※elementary school student, 
child(3-5 year)price and 
sliver (over 65year) price, 
expect  Alcohol.
식사비10%할인
※초등학생·유아(3~6살) 
요금이랑실버(65살이상)요금, 
알코올대상외

飲料打九折 (6歲以下 ,
65歲以上 , 酒精是優惠除外 )

B1F

Free Offer of 
a Novelty Item with 
a  Purchase of Glasses 

안경 구입시 선물 증정

購買眼睛贈送紀念品

2F
5% Discount
*Except Some Items

5% 할인 
※세일상품·일부대상외

打九五折
(特價商品 . 部分商品除外 )

3F
5% Discount 
*Except Some Items

5% 할인 ※세일상품 대상외

打九五折
(特價商品 . 部分商品除外 )

3F

5% Discount
*Except Some Items

5% 할인 ※세일상품 대상외

打九五折 (特價商品除外 )

3F 10% Discount 
of meal

점내 식사 10%

打九折

4F

5% Discount
5%할인

打九五折

4F

10% Discount 
of meal
식사비10%할인 

打九折

4F
10% Discount 
of meal
식사비10%할인

打九折

4F Free Offer of a Tempura 
Item for Ordering 
a Set Meal 
(Except Some Menus)
식사하시는분들은 
소프트드링크1잔 또는 좋아하는 
덴푸라일품(일부제외)서비스

凡點定食，即贈送天婦羅一道
（部分商品除外）

4F

Free Offer of 
a soft Drink
소프트드링크 
1잔무료

贈送1杯無酒精飲料

4F 5% Discount 
of all items

전품5%할인

打九五折

4F Free Offer of 
a Marinated Boiled Egg 
or Second Serving 
of Noodles
사리 또는 삶은달걀서비스  
※라면류를 주문하는 분 한정

贈送糖心蛋或免費加麵

5F

Free Offer of  
Second Serving of 
Noodles

사리 서비스

免費加麵

5F
Free Offer of a Soft Drink 
(Orange Juice or 
Oolong Tea) 

우롱차 또는 오렌지 쥬스 서비스

招待柳橙汁或烏龍茶

5F Free Offer of an Egg, 
Rice or a Second Serving 
of Noodles
소스로 맛을 낸 삶은 달걀 또는 
멘마 또는 김 또는 곱배기 또는 
밥 또는 아이스 서비스
※라면 주문 하신분에 한함

贈送糖心蛋或免費加麵或米飯
或冰淇淋

5F

Small dressing for 
the customer of the meal
Please give me a ticket 
or a ticket 
at the time of payment.

식사의 고객에게 작은 드레싱 선물
계산 때 티켓 또는 반권을 
제시 해 주세요.

贈送1個小小調料

B1F Soft Drink Services 
to order the Best of 
grilled beef tongue

최상의 규탄정식을 
주문하신분들께 
소프트드링크 서비스

點「極上GYUTAN定食」
贈送一杯飲料

B1F

10% Discount 
10% 할인

打九折

B1F

10% Discount 
of meal
식사비 10% 할인

打九折

B1F

5% Discount 

5% 할인

打九五折

B1F Free Soft Drink Bar
(a limited  meal, please 
give me a ticket, 
when you order)
드링크 무료서비스
(식사이용하시는 손님한정, 
주문시 반권제시)

贈送飲料吧

B1F

Free Offer of a Glass of Draft Beer, 
Orange Juice or Grape Fruits Juice 
the first glass a half price 
for buffet Dinner 

저녁 뷔페 이용하는 분, 
생맥주 오렌지 주스, 
그레이프 후르츠 주스 중 1잔째 반값

晚餐自助餐，一杯生啤酒、
柳橙汁或葡萄柚汁打半價

B1F A designated Soft Drink 
 or Glass Wine
 (Red or White) Service

지정 소프트 드링크 또는 
글라스 와인 (레드 또는 화이트)
 서비스

贈送1杯無酒精飲料或葡萄酒

B1F lunch:Free Offer of 
a Drink (Except Beer)
dinner:Free Offer of 
a Drink (including Beer)
식사하신 분들에게
점심 시간:소프트 드링크 1잔 서비스
디너 타임:한 음료 1잔 서비스(술 포함)

午餐時 ; 招待一杯無酒精飲料
晚餐時 ; 招待一杯飲料

B1F

Free Offer of a glass Wine 
(red or white) for Ordering a meals, 
a glass of service (per person 
exclude tax 2000 yen more than)

레스토랑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글라스 
와인(레드 또는 화이트) 1잔 서비스

消費2000日圓 (不含稅 )以上者 ,
招待一杯葡萄酒

B1F
10%OFF
(it can use with 6 or 
less people at one time)

10%할인 (1그룹 6명까지)

打九折 (一組六名以下 )

B1F

10% off from food and 
beverage charge *valid for 
maximum 5 persons per a group
*excluding bottle items (Please ask 
hotel associates for details)
*inform usage of a bonus offer 
upon reservation

10% off from food and 
beverage charge
*valid for maximum 5 persons 
per a group
*excluding dinner buffet and 
bottle items (Please ask 
hotel associates for details)

식사비 10% 할인※1그룹 5명까지,
 일부 제품(보틀(병) 상품·등) 제외 
※대상 상품의 상세에 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 주세요.※예약시에 
티켓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세요.

打九折 (一組 5名以下 /部分商品除外 )

B1F

식사비 10% 할인 ※1그룸 5명까지·
일부상품(보틀(병)상품·저녁 뷔페 등) 
제외 ※대상 상품의 상세에 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 주세요.

打九折
(一組 5名以下 /部分商品除外 )

1F
offer special drink items at JPY 500 
(including service charge and 
excluding 8% tax)
*Special drink items’ regular prices 
are from JPY 800 to JPY 1,100
 (including service charge and 
excluding 8% tax)
*valid for maximum 5 persons 
per a group

원 코인으로 즐기는 특별 음료 메뉴
※보통 800엔~1,000엔(세금 별도)
이상의 드링크를 원 코인(500엔)

800日圓 -1000日圓以上的飲料
可以用500日圓消費
(一組 5名以下 /部分商品除外 )

1F

Free Offer of a Drink
 (Beer or sparkling wine)

생맥주 또는 잔 스파클링 
1잔 서비스

贈送一杯生啤酒或起跑葡萄酒

1F
Free Offer of 
a Drink of meal

식사하시는 분들 에게 드링크 
1잔 서비스

贈送一杯飲料

5F
Free Offer of 
a Drink of meal

식사하시는 분들 에게 드링크 
1잔 서비스

贈送一杯飲料

5F

Free Offer of a Drink or 
10% Discount 
*Except Some Items

원 드링크서비스 또는 10%할인
(무제한 코스 제외. 
기타대상외유)

打九折或贈送無酒精飲料
(部分商品除外 )

B1F

5% Discount

전품5%할인

打九五折

1F " Mini Cream (Vanilla)
 one scoup Free
(when you one drink order 
one scoup free)

미니 아이스크림(바닐라) 
원스쿱 무료
 (드링크 한잔 주문시 원스쿱)

購買飲料 , 贈送一個小冰淇淋

1F
10% Discount

10% 할인

打九折

2F

Free Offer of 
two Topping Item, 
when you order to curry

카레 주문하시는 분들 
카라아게 2개 서비스

點咖哩贈送兩個炸雞肉

B1F
10% Discount 
*Except Sales Items

10%할인 
(서비스품 및 500엔이상의 
메뉴는 대상외)

打九折 (部分商品除外 )

B1F

20% Discount 
*Except Some Items

통상요금에서 20%할인
 (연장제외)

打8折 (部分商品除外 )

B1F
10% Discount 
*Except Sales Items

10%할인 
(일부대상외 메뉴있음)

打九折 (部分商品除外 )

1F

More than 40 minutes 
to use the course. 
We are give to you service 
a head massage for 5 minutes.

40분이상 코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머리 마사지 5분 선물

利用40分以上的課程者，
贈送五分頭部按摩

1F

head massage 
10 minutes free 
(Has anyone 
to use treatment)

머리 마사지 10분 무료 
(트리트먼트 하신 분)

贈送十分頭部按摩
(利用按摩者 )

1F If you buy more than 
3,000 YEN, 
you can save 5%off
※Some are excluded

3,000엔 이상 구입하시면 
5% 할인  ※일부제외 있음

消費3000日圓以上
打九五折 ( 部分商品除外 )

2F
10% Discount 
*Except Some Items

10% 할인 ※ 일부제외 있음

打九折 (部分商品除外 )

2F

10% Discount 
of softdrink
소프트드링크 
10% 할인

無酒精飲料打九折

3F 5% Discount of 
single item drink

단품 드링크5% 할인

飲料打九五折

3F

5% Discount
*Except for Some Imtes 
including Sales Items
정가상품5% 할인

打九五折 (特價商品除外 )

1F

5% Discount
5% 할인

打九五折

1F
5% Discount
*Except for Some Imtes 
including Sales Items
5% 할인 ※세일상품 제외

打九五折 (特價商品除外 )

1F

Department 
point card 2 ×
매장포인트 카드 2배

店舖積分卡兩倍積分

B1F

5% Discount
전상품 5% 할인

打九五折

B1F
5% Discount of 
Mentaiko
명란 5% 할인

明太子打九五折

B1F

5% Discount
5% 할인

打九五折

1F

8% Discount
8% 할인

打九二折

2F

8% Discount
8% 할인

打九二折

2F

5% Discount

매장 내 상품 5% 할인

打九五折

2F
Free Offer of 
an Original Message Card 
(for only buy goods)

오리지널 메세지 카드 선물 
(상품 구입한 손님께)

贈送原創留言卡
(限定購買商品者 )

2F
12% Discount 
of soft ice cream 
소프트크림
12％할인

冰淇淋打折12%

4F

various products  1,080 YEN
 (include Tax) Clear bag 
present when purchase, 
missing end of purchase
다양한 상품 1,080엔(세금 포함) 
이상 구입시 클리어 주머니 선물
※ 없어지는 대로 종료

購買1080日圓以上的
DAYAN商品贈送紀念品

B1F

5% Discount of doll
인형5% 할인

娃娃打九五折

B1F

5 % Off
 (Parishu,Parikorune,
Tart etc.) 
※ Sale item excluded
공방 상품
(파리슈·파리코르네·타르트 등)
5%OFF

指定商品打九五折

B1F Free Offer of a Novelty 
Item with a Purchase of 
10,800 Yen or More

10,800엔 (세금포함) 
이상 구입시 선물증정

消費10800日圓以上
贈送紀念品

B1F
10%Discount of 
drinks

드링크10%할인

飲料打九折

B1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