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kuoka Go Pass」카드 제시 특전
【후쿠오카현 내 관광지 특전】
점포명

No

내용

1 야나가와 뱃놀이 (야나가와 관광개발)

어른 : 1,600엔 → 1,350엔 (250엔 할인), 어린이 : 800엔 → 650엔 (150엔 할인)

2 다자이후 렌타 사이클 (자전거 렌트)

100엔 할인

【 텐진코어 특전 】
No

층

1

점포명
크림 랜드 (Cream Land)

내용
「Fukuoka Go Pass」제시 고객님께 오리지널 뱃지 증정. ※1장 제시시 1개에 한함.

2 지하2층 로디스포트 (LODISPOTTO)

1장 제시시 1명에 한하여 8% 할인.

3

에블린 (evelyn)

신상품 10% 할인.（일부 제외 품목외）※1장당 1명에 한하여 서비스.

4 지하1층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Paradise Paradise)

제시시 면세.※1장당 1명에 한하여 서비스.

5

세실 맥비 (CECIL McBEE)

전품목 10% 할인.

듀라스 (DURAS)

정가에서 10% 할인.(제외 품목：세일 품목、3,000엔이하의 상품、캐시미어 코트)

리엔다 (rienda)

1장 제시시 8% 할인. ※그룹 전원 대상

프라넷 블루 (Planet Blue)

3,000엔(세금 별도)이상 구매시 10% 할인. （일부 제외）

로져 & 로우 (Roger&Raw)

10% 할인. （일부 제외）

6

1층

7
8

2층

9
10

터부 (TaBoo)

10% 할인. （일부 제외）

11

파크 바이 원웨이 (PARK by oneway)

5,000엔（세금 포함）이상 구매당 500엔 할인.

12

아쿠아 립 (AQUA LIP)

2점 구매시 10% 할인.

13

스프레이 (SpRay)

제시시 10% 할인. （1장당 1명에 한함)

산아이 미즈기 라쿠엔
(三愛水着楽園)

제시시 수영복 구매하는 분, 5% 할인. ※1장당 1명에 한함.

3층

4층
14
15

5층

매소드 (METHOD)

1장 제시시, 그룹 전원 대상으로 8% 할인.

16

6층

스마포트 (smaport)

제시시 전 품목 10% 할인.

For you the one dish

제시시 음료 1잔 서비스. ※1장 제시시 그룹 전원에게 제공. 단, 단품 1개당 1잔.

선데이 커피
(SUNDAY COFFEE STAND)

제시시 5% 할인. ※1장당 1명에 한함.

카와라 키친 (Kawara KITCHEN)

제시시 식사 세트에 음료 서비스. ※1장당 1명에 한함.

17
18

7층

19

【 솔라리아 프라자 특전 】
No

층

1

점포명

내용

마스터피스 (Master-piece)

Master-piece 오리지널 스티커 증정.

무브 (move)

move 오리지널 뱃지 증정. ※1장당 1개 증정.

카페 옷토피우 (CAFFÉ OTTO.Piu)

결제금액에서 5% 할인.

안제리카 (anjelica)

1장 제시시 그룹 전원 대상. 정가에서 10% 할인.

오세와야 (お世話や)

1장 제시시 그룹 전원 대상 10% 할인.

더블 네임 (DOUBLE NAME)

10% 할인.

차이나 헤이와로 (ちゃいな平和楼)

「Fukuoka Go Pass」를 주문시에 제시하면, 미니 안닌도후 서비스. ※1장당 2명까지.

카발 (CAVAL)

계산시 10% 할인.

하레노히 커피 (harenohi coffee)

Pass 제시시 결제 금액에서 150엔 할인. ※1회의 결제

지하 1층
2
3

2층

4
5

4층

6
7
8

6층

9

【 솔라리아 스테이지 특전 】
No

층

점포명

내용

1 지하2층 아마타로 (あま太郎)

1장 당 1명 한정 미니 시로타마 젠자이(미니 새알 단팥죽) 1그릇 서비스

2

톳코 클로젯 (Tocco closet)

5% OFF

3

노스텔지어 (&.NOSTALGIA)

5% OFF

4

코모도 (COMMODE)

계산 시에 10% OFF (세일 상품 제외)

타워 레코드 카페 후쿠오카 텐진점
(TOWER RECORDS CAFE FUKUOKA
TENJIN)

음식류 10% OFF (콜라보 상품은 제외)

6

아오야마 플라워 마켓
(Aoyama Flower Market)

전 품목 5% OFF

7

하우스 오브 로제
(HOUSE OF ROSE)

보디 스무저 미니 증정

5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