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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리무진 버스 이용이 편리합니다. 인근 ‘오사카 신한큐호텔’ ‘오사카 마루 빌딩’ ‘하비스 오사카’가
공항 리무진 버스 터미널로, 간사이국제공항, 오사카(이타미)공항에 20분~30분 간격으로 출발, 도착

간사이국제공항,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이타미)공항에서 가는

간사이국제공항 5번 승강장

방법은?

오사카(이타미)공항 북쪽 터미널은 4번 승강장 남쪽 터미널은 14번 승강장

각 버스 터미널에서 호텔까지 도보 약 10분
간사이국제공항까지 약 60분, 오사카(이타미)공항까지는 약 40분입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터미널을 출발하는 버스는 간사이공항행이 3시~21시대까지, 오사카(이타미)공항행이

오시는 길
호텔에서 출발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의 소요 시간은?

6시~19시대까지로 매시 운항하고 있습니다. 간사이공항발 버스는 24시간, 오사카(이타미)공항발
버스는 7시대~21시대까지 매시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니마치선 히가시우메다역 7번 출구를 나와 남쪽으로 도보 1분입니다.
・JR오사카역에서 도보 약 7분/JR키타신치역에서 도보 7분
가장 가까운 역을 알려 주십시오.

・한큐지하철 우메다역에서 도보 약 10분/한신지하철 우메다역에서 도보 약 6분
(호텔 지하 연락 통로 7:30~23:00 ※매월 제3일요일은 폐쇄)

체크인은 15:00 체크아웃은 11:00입니다.
체크인 시간・체크아웃 시간을
이보다 빠른 시간으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연장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프론트로 문의 바랍니다.
알려주십시오.
공실 상황, 예약 내용에 따라 희망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체크인・체크아웃

객실・비품

금연룸 지정은 가능합니까?

예약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실 상황, 예약 내용에 따라 희망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가능합니까?

전 객실 인터넷 대응됩니다.

바지선 다리미와 다리미 등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비품, 대출품은

대출이 가능합니까?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양해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대출은 가능합니까?

전 객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에 대해

전 객실에 USB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식 레스토랑은 3층 프론트 옆에 있습니다.

조식 레스토랑은 어디입니까?

이탈리안 와인&카페 레스토랑 ‘사이제리아’ 뷔페 스타일 영업시간 7:00~9:30

어떠한 메뉴가 있습니까?

본 호텔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근린 시설 주차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까? 요금 등에 대해
시설

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알려 주십시오.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전 양해 바랍니다.

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켓 와이파이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료) 프론트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있습니까?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양해 바랍니다.

우편 발송과 택배 발송인 경우는 숙박일, 예약자명 등 (알파벳으로)을 기입하신 후 아래 주소로 보내

그 외 서비스 ・안내

사전에 호텔 앞으로 수화물을

주십시오.

보내거나 직접 맡기는 것이

직접 맡기시는 경우는 프론트에서 맡아 드립니다. 체크아웃 후에도 동일하게 맡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530-0057 오사카시 키타구 소네자키 2-11-5 우메다 OS호텔 TEL 06-6362-6610（호텔
대표번호）
프론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택배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택배업자 지정은 희망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양해 바랍니다.
호텔 1층 현관을 나와 왼쪽으로 가시면 약국이 보입니다. 약국의 왼쪽 골목에 패밀리마트가
근처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류・담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도보 약 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