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는 10월 26일이 아닌 다른 일정으로 오픈될 수 있습니다. 매장 수로는 일본 제일의 아울렛 몰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주식회사 비디오 리서치 조사.）※以商店數量計算，為日本第一的 Outlet。部分商店會在 10 月 26 日以外日開幕。( 根據 Video Research 有限公司於 2018 年 5 月的調查 )

日本第一！日本第一！2018年10月26日擴大規模重新開張！2018年10月26日擴大規模重新開張！

東京地區最大規模的OUTLET 店鋪數

  

周邊觀光景點資訊

牧場、採水果、絕景拍照景點等…

P5를 CHECK!

목장과 과일 따기 체험, 경치가 아름다운 포토존 등 ...
주변의  관광명소 정보는

請參閱P5！

 ●營業時間 商店（10:00～20:00）／餐廳（11:00～21:00 ）
美食廣場（10:30～21:00）

●영업시간 쇼핑 (10:00 ~ 20:00) / 레스토랑 (11:00 ~ 21:00)  푸드코트 (10:30 ~ 21:00)

千葉縣木更津市金田東3-1-1
● 店鋪數／約308家店鋪

지바현 기사라즈시 가네다히가시 3-1-1 
● 점포수/ 약 308점포

繁体字 English

都心各地均有直達巴士，交通超方便！
不只購買名牌商品，也有許多日本知名餐飲店，
來此用餐也很開心。
도심 각지에서의 직행버스로 초간편 이동!
명품 쇼핑은 물론, 일본의 유명 음식점도 많아 맛있는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케일 업 포인트
升級重點 시설 개요設施概況

and more...

新設花園露台 &
增加咖啡館

讓您在購物空檔的休息時間等
也能舒適度過。
쇼핑하는 도중의 브레이크 타임 등,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든 테라스 신설 & 다양한 카페 숍

※照片僅供參考。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1

服務內容更加充實完善！
충실한 고객 서비스!

2

木更津金田IC 1km1km

Service Lounge 的
行李寄放服務

서비스 라운지에서 수하물 보관

海外顧客專用旅遊服務台

해외 고객 전용 관광정보

統一免稅櫃檯
일괄 면세 카운터

祈禱室
기도실

 

편리한 교통便利的交通
羽田機場 22min22min BUS

成田機場 95min95min BUS

東京站 45min45min BUS

新宿站 55min55min BUS

品川站 50min50min BUS

橫濱站

기사라즈 가네다 IC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도쿄역

신주쿠역

시나가와역

요코하마역 42min42min BUS

由機場前來

租車自駕

由主要車站搭乘

直達巴士

공항에서

렌터카로

주요 역에서 직행버스로

미쓰이 아웃렛 파크 기사라즈 2018년 10월 26일 리뉴얼 오픈! 도쿄 지역 최대 규모의 아웃렛이    점포수 일본 제일로!

점포 라인업精選店家

詳情請見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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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RMET

SHOPPING

從大受歡迎的服飾品牌到目前最吸睛的商店，
全在這裡大集合！
인기 의류 브랜드를 비롯해 요즘 주목받는 SHOP까지 
이곳에 오시면 모든 것이 갖추어집니다!

以日本料理為中心提供多元豐富美食！

일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rea：Urban Zone

グルメ回転寿司 函館函太郎

‘하코다테를 초밥으로’라는 의욕을 불태우며 날마다 초밥과 진검 승부. 
제철 재료는 큼직하게, 샤리(밥)는 작게 만드는 간타로 비율이 매력입니다.

每天以「握出函館美味」的意志認真面對壽司。壽司比例上採取大塊當
季食材搭配量少的醋飯，如此的平衡充滿函太郎 KANTARO魅力。

Area：Food Court

松戸富田製麺

진한 맛이 일품인 중화소바, 국물에 찍어 먹는 쓰케멘, 그리고 산뜻한 멸칫국물로 만든 중화소바를 
제공. '일본의 라면'을 여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提供湯汁濃厚的中華麵、沾麵以及爽口的小魚乾湯頭中華麵，讓
您在此享用「日本的拉麵」。

Area：Food Court

宮武讃岐うどん

우동의 본고장인 가가와현 사누키 지방의 전통가게와 연계하여 매장에서 반죽을 직접 제면. 
탱탱하고 쫀쫀한 'UDON'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與烏龍麵最道地的香川縣讚岐地方老店合作，於門市揉製麵團製
麵。勁道十足的「UDON」，您務必品嚐看看！

Area：Food Court

北海道食堂 洋食YOSHIMI

홋카이도의 레스토랑 YOSHIMI의 갓 만든 요리를 셀프 형식으로 제공하는 가게입니다

本店以自助餐形式提供剛剛烹飪出鍋的北海道餐廳 YOSHIMI 的
美味佳肴。

Area：Food Court

わっぱ茶屋 かわな
Wappajaya Kawana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재료를 고집한 왓파메시(도시락).

框飯使用新鮮安全的當地食材。

Area：Food Court

日本橋天丼 金子半之助

테마는 '멋있고 호쾌하게'. 니혼바시에서 ‘에도마에 덴돈’ 메뉴 하나만 제공하는 덴돈(튀김 덮밥) 
전문점의 맛을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主題為「精粹而豪邁」。讓您在此便能品嚐以單一品項「江戶前
天丼」在日本橋決勝負的天丼專賣店風味！

Area：Green Zone

PANDA EXPRESS

캘리포니아발 아메리칸 차이니스 레스토랑.

源自加利福尼亞的美式中華餐廳。

Area　Urban Zone  鞋子&手提包

COACH

COACH 自 1941 年創業以來，不斷在紐約獲得啟發，堅
持專注於皮件與工匠精神。從兼具極度美麗設計與高機
能性的手提包、服飾到鞋款，提出融合傳統與創新的全
新現代奢華風格的時尚品牌。

1941년 창립 이래, 뉴욕의 거리에 영감을 받으며 가죽과 장인정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코치. 아름다운 디자인성과 높은 기능성을 모두 
갖춘 핸드백, 의류 그리고 신발까지 전통과 혁신을 겸비한 새로운 모던 
럭셔리를 제안하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Area　Green Zone  運動&戶外活動

adidas/Reebok Factory Outlet

阿迪達斯和銳步兩大品牌共同進駐的複合品牌型奧特萊
斯商店。阿迪達斯和銳步以低廉的價格，提供豐富的產
品種類，均為多元體育品牌獨有的兼具功能性與設計性
的產品。

Area　Ocean Zone  童裝

MIKI HOUSE REPRO

"아디다스, 리복, 2개의 브랜드가 집약된 복합 브랜드형 아울렛 스토어. 
아디다스·리복에서는 멀티 스포츠 브랜드 특유의 기능성과 디자인성을 
겸비한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부하게 라인업. "

베이비·키즈 웨어를 비롯해 신발·가방·모자 등의 소품, 잡화까지 특가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以嬰幼兒童裝為主，還以低廉的價格提供鞋、包、帽子等小商品
和日用品

MIYATAKESANUKIUDON

Nihonbashi Tendon Kanekohannosuke HOKKAIDO SYOKUDO YOUSYOKU YOSHIMI GURUMEKAITENSUSHI HAKODATE KANTARO

MATSUDO TOMITA SE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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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I OUTLET PARK 
KISARA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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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BA
TOKYO

Mother Farm 마더 목장A 海螢 우미호타루B

濃溝瀑布 노미조노타키 폭포C 鴨川海洋世界 가모가와 씨월드D

周邊觀光景點！

還能體驗水果采摘！

MITSUI OUTLET PARK 木更津周邊有許多觀光景點！
미쓰이 아웃렛 파크 기사라즈 주변에는 관광명소가 가득!

주변 관광명소!

과일 따기 체험 명소도!

札幌北廣島
SAPPORO KITAHIROSHIMA

MOP

北陸小矢部
HOKURIKU OYABE

MOP

倉敷
KURASHIKI

MOP

入間
IRUMA

啦啦寶都新三鄉
LaLaport SHINMISATO

啦啦寶都富士見
LaLaport FUJIMI

MOP

啦啦寶都

仙台港
SENDAI PORT

MOP

可親近可愛動物與四季花卉的觀
光牧場。也別忘了高空彈跳等活
動！

以「與海洋世界的邂逅」為概念
的水族館。
殺人鯨、海豚等動物表演相當受
歡迎。

“濃滿瀑布”是能愜意享受大自然
的幽謐之所。根據時間帶不同，
太陽的光照隨時變化，呈現出一
個幻想般的世界。是東京近郊數
一數二的攝影佳處。

浮在東京灣上的停車休息站。以
當地美食及入夜點燈等，療癒駕
駛人們的疲憊。

귀여운 동물 및 사계절의 꽃들을 접할 수 있는 관광 
목장. 번지점프 등 체험활동도 놓치지 마세요!

‘바다 세계와의 만남'이 콘셉트인 수족관.
범고래, 돌고래 등의 동물 쇼가 인기. ’노미조노타키(폭포)’는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경. 시간대에 따라 태양의 
빛이 시시각각 변해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도쿄 근교 최고의 
추천 포토 스팟.

도쿄만에 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의 별미나 
밤의 일루미네이션 등은 운전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富士山觀景點
후지산 뷰 포인트

E

可由千葉縣的鋸山隔著東京灣欣賞壯麗的富士山。
也被國土交通省選為「關東富士見100景」。

지바현의 노코기리야마 산에서 도쿄만을 끼고 웅대한 후지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인증한 <간토 지방의 후지산이 보이는 경치 100경>에도 선정되었습니다.

東京德國村
도쿄 독일촌

F
在園內可以自駕車
移動！能觀賞四季
花朵、暢玩遊樂設
施的自然體驗型主
題公園。

龍宮城 SPA・Hotel 三日月
류구조 스파 호텔 미카즈키

G
以新鮮海鮮、可遊
玩的海洋 SPA 以
及絕景露天浴池
等，帶給您療癒與
健康的飯店。

採草莓 딸기 따기 체험 採藍莓 블루베리 따기 체험 採琵琶 비파 따기 체험 採落花生 땅콩 체험

木更津摩天輪公園 KISARAPIA
기사라즈 관람차 파크 기사라피아

H
MITSUI OUTLET 
PARK 木更津旁邊
擁有可將東京灣美
景盡收眼底的大摩
天輪的遊樂園。

원내는 자가용으로 이동 
OK! 사계절의 꽃과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체험형 테마파크.

신선한 바다의 진미, 신나는 
오션 스파, 절경을 감상하며 
노천탕 등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과 건강을 위한 호텔.

MITSUI OUTLET PARK 
KISARAZU이웃
도쿄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대형 관람차가 있는 
유원지.

●由名古屋站搭乘巴士約50分鐘
●由中部國際機場新特麗亞搭乘
  電車&巴士約60分鐘
●나고야역에서 버스로 약 50분
●중부국제공항 센트레아에서
전철 및 버스로 약 60분

於全國各地
展店中！

MITSUI OUTLET PARK&

三井購物園
區交通超方

便

전국 각지
에 전개 중

!

미쓰이 아
웃렛 파크

 & 미쓰이
 쇼핑 파크

는 초간편
 이동!

提供：千葉県君津市

爵士之夢長島
JAZZ DREAM NAGASHIMA

MOP

啦啦寶都磐田
LaLaport IWATA

啦啦寶都

自梅田搭乘電車約40分鐘。除了網羅
約3 0 0 家店舖的LaLaport 
EXPOCITY之外，更坐擁了以「充滿感
性」為概念的新感覺博物館

「NIFREL」，和以日本第一高為傲的摩
天輪等充滿娛樂性的設施，是日本國
內最大規模的大型複合設施。

약 300개의 매장이 모여 있는 라라포트 EXPOCITY 
외에도,“감성과의 만남”을 컨셉으로 한 신 감각 박물관 
"니후레루”,일본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관람차 등 
엔터테인먼트 감각이 넘쳐나는 시설이 모인 국내 
최대급의 대형 복합 시설.

啦啦寶都EXPOCITY
LaLaport EXPOCITY

啦啦寶都EXPOCITY
LaLaport EXPOCITY

啦啦寶都和泉
LaLaport IZUMI

大阪鶴見
OSAKA TSURUMI

MOP

啦啦寶都

瑪林匹亞神戶
MARINE PIA KOBE

啦啦寶都甲子園
LaLaport KOSHIEN

MOP

啦啦寶都

多摩南大澤
TAMA MINAMI OSAWA

啦啦寶都都市船塢豐洲
Urban Dock LaLaport TOYOSU

啦啦寶都立川立飛
LaLaport TACHIKAWA TACHIHI

MOP

啦啦寶都

幕張
MAKUHARI

木更津
KISARAZU

啦啦寶都東京灣
LaLaport TOKYO-BAY

啦啦寶都柏葉
LaLaport KASHIWANOHA

MOP

啦啦寶都

DiverCity Tokyo 購物中心
DiverCity Tokyo Plaza

©SOTSU・SUNRISE©SOTSU・SUNRISE

由東京站、澀谷站搭乘電車約18分鐘
도쿄역·시부야역에서 전철로 약 18분

由大阪機場搭乘大阪
單軌電車約20分鐘
오사카 공항에서 오사카 
모노레일로 약 20분

滋賀龍王
SHIGA RYUO

MOP
橫濱港灣
YOKOHAMA BAYSIDE

啦啦寶都橫濱
LaLaport YOKOHAMA

啦啦寶都海老名
LaLaport EBINA

啦啦寶都湘南平塚
LaLaport SHONAN HIRATSUKA

MOP

啦啦寶都

中國地區
주고쿠 지역

由新千歲機場搭乘巴士約30分鐘
신치토세 공항에서 버스로 약 30분

北海道地區
홋카이도 지역

東北地區
도호쿠 지역

北陸地區
호쿠리쿠 지역

關東地區
간토 지역

中部地區
주부 지역

關西地區
간사이 지역

05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