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c es s / 交通指南 /오시는 방법

EBISU-CHO Sta.

天王寺公园

텐노지 공원

DOBUTSUEN-MAE Sta.
动物园前站
도부츠엔마에 역

Responsibility for the information and views expressed in these advertisements lies entirely with the advertisers.
The content does not reflect the official opinion of the Osaka City Government.

A dults

E lementary an d junio r high s chool s tudents

￥500
￥150

￥200
￥80

※Please notify the gate attendant if you need to leave the zoo or park temporarily.
※If entering to the museum or zoo, park entrance fee is not required.

Hours 9: 30 a.m. – 5: 00 p.m.

Zoo gate cl os es at 4 : 00p.m. , P a rk gate cl os e at 4 : 30p.m
※O pening ho ur is sub jec t to chan ge.
Park
P ark hours on Wee kends /holidays in May and S eptember,
Zoo hours on Wee kends /holidays in May and S eptember
and on F riday, Sa turday, Su nday/Holidays in J uly and Augus t
: 9: 30 a .m.-6: 00p.m. (no entry after 5: 00p.m. )
: 9: 30 a .m.-8: 00p.m. (no entry after 7: 30p.m. )
Zoo

Closed E very Monday

(if Monday fa lls on H oliday, th e nex t We ekday is cl os ed)
Year-end and New Year: December 29-J anuary 1(inclusi ve)

●

Please ask at the gate nearest to you about matters regarding injury, lost-and found articles, lost children or public announcements.
Please ask the gate attendant if you require a wheelchair. ● Strollers can be rented at the “Shinsekai” gate for ￥300 each.

天王寺动物园/天王寺公园使用指南
大人：500 日元 中·小学生 ：200 日元 公园 大人：
150 日元

门

票 动物园

开放时

间 9: 30 a .m. – 5: 00 p.m.

参观动物园请在P M4：00 之前入园 公园请在P M4： 30 之前入园 ※开园时间有所变更。

休园
●

日 星期一（如星期 一为法定假日时，次日为休园日）

美术馆下大门 미술관 출입구

新世界大门
신세카이 출입구

Tennoji Zoo
天王寺动物园
텐노지 동물원

ART MUSEUM
美术馆 미술관

Zoo & Park
Connecting Gate
公园动物园联络门
공원• 동물원 연락 게이트

Bus Parking
巴士停车场
버스 주차장

Bus Parking
巴士停车场
버스 주차장

TENNOJI GATE

天王寺大门
텐노지 출입구

J R L ine J R 线 J R 선
MIDO -S UJ I L INE ( SU B WAY )

Tra in
Zoo entrance (S hi ns ek ai G ate)
5minute walk from Dobutsuenmae
station exit (1) of either Midosuji or
and Sakaisuji subway lines.
5minute walk from Ebisucho station
exit(3) of Sakaisuji subway line.
P ark entrance (Tennoji G ate)
5minute walk fromTennoji station of either
Midosuji subway or JR Osaka Loop Line.

地铁御堂筋线

TENNOJI Sta.
天王寺站
텐노지 역

미도스지선(지하철)

TENNOJI Sta.
天王寺站
텐노지 역

KINTETSU ABENIBASHI
近铁阿部野桥站
킨테츠 아베노바시 역

交通指南

오시는 방법

电车
动物园入口（新世界大门）
地铁 动物园前站
1号出口 步行约五分钟
地铁 惠美须町站
3号出口 步行约五分钟

열차편
동물원 출입구(신세카이 출입구)
지하철 미도스지선 또는
사카이스지선 도부츠엔마에 역
1번 출구로부터 도보 5분
지하철 사카이스지선 에비스초 역
3번 출구로부터 도보 5분

公园入口（天王寺大门）
J R / 地铁 天王寺站 步行约五分钟

公共汽车
P ublic B us
动物园入口（新世界大门）
Zoo entrance (S hi ns ek ai G ate)
动物园前站下车 步行约十分钟
10minute walk from Dobutsuenmae stop.
天王寺公园前站下车 步行约五分钟
5minute walk from Tennojikoenmae stop.
公园入口（天王寺大门）
P ark entrance (Tennoji G ate)
阿部野桥站下车 步行约五分钟
5minute walk from Abenobashi stop.

공원 출입구(텐노지 출입구)
지하철 미도스지선 또는 J R 선
텐노지 역으로부터 도보 5분
시영버스
동물원 출입구(신세카이 출입구)
도부츠엔마에
정류장으로부터 도보 10분
텐노지코엔마에
정류장으로부터 도보 5분
공원 출입구(텐노지 출입구)
아베노 정류장으로부터 도보 5분

Tennoji Zoo an d P ark Adminis tratio n Offic e

입 장 료 동물원 어른：￥500 초중학생：￥200 공원 어른：￥150 초중학생：￥80
※동물원 또는 미술관에 입장하면, 공원입장료는 불필요합니다.
※동물원 입장 후잠시 동물원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 입구의 직원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물원 입장은 4: 00p.m. 공원 입장은 4: 30p.m 까지 입니다. ※개원 시간은 변경이 될것이 있습니다

동물원

공원

텐노지 동물원 :5월/9월의 주말/휴일에는
오전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실 수있습니다.
(오후 5시 이후 입장 불가)

텐노지 공원 :5월/9월의 주말/휴일, 7월/8월의 금요일, 주말/휴일에는
오전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하실 수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이후 입장 불가)

휴 원 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바로 다음 주중 평일) 연말 연시: 12월 29일-1월 1일
●

天王寺公园
텐노지 공원

年末年初 12 /2 9 – 1 /1

텐노지 동물원과 공원 안내

●

Tennoji Park

ART MUSEUM GATE

SHINSEKAI GATE

天王寺公园

如果需要以下服务时，请到附近的大门口。受伤急救、物品遗失、迷路走失、广播找人、借轮椅等。
需要婴儿车的游客请到新世界大门旁边的婴儿车出租处，
每辆租金 300日元。

개 원 시 간 9: 30 a.m. – 5: 00 p.m.

Tennoji Zoo and Park
Administration Office
天王寺动物公园事务所
텐노지동물공원사무소

7月、8月的星期五、星期六、星期日及法定假日、
5月、9月的星期六、星期日及法定假日
: 公园开放至P M8： 0 0（请在P M7： 30 之前入园）

5月、9月的星期六、星期日及法定假日
: 动物园开放至P M6： 0 0（请在P M5： 0 0 之前入园）

●

中·小学生 ：80 日元

※如果进入博物馆或动物园，不需要公园门票。※当日内如需再次入园时请向门口值班人员说明。

天王寺动物园

天王寺动物园
텐노지 동물원

A c c es s

G u id e to Te n n o ji Z o o an d P a r k
Entrance fees Z o o
P ark

Tennoji Zoo

타니마치선(지하철)

新今宫站
신이마미야 역

四天王寺
시텐노지
地铁谷町线

한신 고속도로

SHIN-IMMIYA Sta.

阪神高速公路

通天阁塔 즈텐가쿠 타워

한카이선

TSUTENKAKU TOWER

사카이스지선(지하철)

HA NK A I L INE

S A K A I-S UJ I L INE (SU B WAY )

EBISU-CHO Sta.

惠美须町站
에비스초 역

TE NNOJ I PAR K

SHITENNOJI TEMPLE

TA NIMAC HI L INE (SU B WAY )

HA NS H IN E X P R E S S WAY

惠美须町站
에비스초 역

부상, 분실물, 미아의 발생 또는 안내 방송 등은 가까운 출입구의 직원에게 문의 하십시오. 휠체어가 필요하신 경우 출입구의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유모차는 “신세카이” 출입구에서 ￥300에 대여 하실 수있습니다.

1-108, C haus uyama-c ho, Tennoji-ku, Os aka 543-00 63
Tel: (06)6771-8401 FA X: (06)6772 -4633

天王寺动物公园事务所
邮编:543 - 006 3大阪市天王寺区茶臼山町1-108
电话:(06)6771-84 01 传真:(06)6772-4633

텐노지 동물공원 사무소
534 - 006 3 오사카시 텐노지구 챠우스야마초1-108
전화:(06)6771-84 01 팩스:(06)6772-4633

h t tp : //ww w. j a z g a . o r.j p /te n n o j i /
2 014 . 0 6

天王寺动物园 텐노지동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