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리타
공항
한정

사박사박하게 살짝 구워낸 쿠키와 
믹스시킨 초코 크런치. 
밀크 맛과 말차 맛은 나리타 공항 
만의 한정 상품입니다.

 도쿄 쇼쿠힌칸
제3터미널·본관 2층
영업 시간/ 4:00~21:00
전화 0476-34-4161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제2터미널·본관 4층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 초코 크런치
(밀크, 말차) 
각 1,080엔(20개 들이)

 One-Village 
 One-Product Market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3-5613

페퍼민트차 티백
케모마일차 티백
각 756엔(35봉 들이)

페퍼민트차 티백
케모마일차 티백
각 756엔(35봉 들이)

멋진 소파가 놓인 차분한 분위기의 카페의 
추천 메뉴는 ‘프리미엄 치즈 초리소도그’. 
커다란 초리소 안에 녹아내릴 듯한 치즈가 
들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드십시오.

 FaSoLa Cafe coffee & beer
제2터미널·새틀라이트 3층
영업시간/ 6:30~21:30 (LO)
     0120-191-625

프리미엄 치즈
초리소도그 750엔
블렌드 커피 350엔

Break TimeBreak Time
LO = 최종 주문  ※게재 상품 금액은 모두 세후 금액입니다. 

출국 수속 후의 구역 ※제2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재배의 향기 좋은 이집트산 
허브차로 릴렉스. 
약  5분  우려내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지친 몸을 5감 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릴렉제이션 굿즈&스팟
5감(미각·후각·청각·촉각·시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굿즈&스팟을 소개. 

여행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굿즈가 가득합니다.

좋아하는 푸드&드링크로 

여유로이 쉬는 휴식 타임.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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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봉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무선  헤드폰은  
뛰어난 음질이 특징. 
경량에  고급  소재로  착용감이  
쾌적합니다.

 FaSoLa MEN’S
제2터미널·본관 3층
영업 시간/ 7:30~21:30
     0120-191-625

Bose® QuietComfort®35
무선 헤드폰
각 37,000엔

Bose® QuietComfort®35
무선 헤드폰
각 37,000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초음파로 
발생시킨 미스트가 향기를 효과적으로 
확산. 
LED 라이트 포함. 
향기에 열을 가하지 않아 ‘에센셜 
오일’ 본래의 자연스러운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MUJI to GO
제2터미널·본관 4층
영업 시간/ 7:30~21:00
전화 0476-33-1071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 4,900엔

에센셜 오일
라벤더
1,400엔(10ml), 3,500엔(30ml)

식물 오일을 1개월간 숙성시켜 만든 
비누는 합성 성분 무사용. 
때를 제거하면서도 피부에 자극이 적고 
거품이 일며 라벤더 향기가 퍼집니다.

 cosmétics makanai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2-8180

일본 꿀벌의 벌꿀과 무농약 
라벤더의 세안 비누
각 3,024엔

교토 과자가 모티브인 귀여운 토끼 
케이스의 고체 향수는 금목서, 복숭아, 
서향의 3종류의 향기. 
손 목 이 나  귀  뒤 에  소 량 을  발 라  
사용합니다.

 Wamonoya Kaya
제2터미널·본관 4층
영업 시간/ 7:30~21:00
전화 0476-34-6787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교토 생과자풍 고체 향수
각 669엔

교토 생과자풍 고체 향수
각 669엔

손바닥  크기의  방수  스피커는  
다양한 플레이어의 음악을 무선 
재생. 
욕실에서  샤워  물이  뿌려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Fa-So-La TAX FREE AKIHABARA
제1터미널·남쪽 윙 3층
영업 시간/ 7:30~20:30      0120-191-625

무선 포터블 
스피커 SRS-X1
각 8,500엔

한 손에 들어올 정도 크기의 계란형 
오르골은 소품함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부의  스와로브스키를 집으면  
덮개가 열리고 아름다운 음색이 
흘러나옵니다.

 TENSHODO
제1터미널·제3새틀라이트 3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3-5161

에그 오르골
각 8,000엔

AromatherapyAromatherapy

Relax MusicRelax Music

※게재 상품 금액은 모두 세후 금액입니다.

※완전 방수는 아닙니다. 장시간, 45℃ 이상의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방수 대상이 

　되는 액체는 담수, 수돗물, 빗물입니다. 사우나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2터미널·본관 3층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제3터미널·본관 3층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후각

향기가 주는 편안함이 회복 

효과를 발휘.
0202

출국 수속 후의 구역 ※제2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국 수속 후의 구역 ※제1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수속 후의 구역 ※제1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 

힐링의 BGM으로 릴렉스.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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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안정시켜 쾌적한 수면을 도와 주는 
목쿠션. 
적당한 경도의 저반발 타입은 피트감이 
좋고 발군의 편안함. 문양도 다양합니다.

※게재 상품 금액은 모두 세후 금액입니다.

 GRAN SAC’S
제3터미널·본관 2층
영업 시간/ 4:00~21:00
전화 0476-32-1065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느린 리바운드 쿠션
각 2,160엔

Garden 배스 타월 4,320엔

페이스 타월 1,620엔

미니 타월 864엔

Garden 배스 타월 4,320엔

페이스 타월 1,620엔

미니 타월 864엔

머리 전체를 감싸듯이 계산된 멀티 
사이드 설계. 
와이어를 상하로 움직이면 프로의 핸드 
터치와 같은 압으로 두피를 자극해 주어 
리프레쉬.

 MINIPLA
제2터미널·본관 4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3-0411

헤드 테라피 각 1,598엔

지친 몸의 근육과 혈을 맛사지하는 바디 
케어와 발맛사지 등의 릴렉제이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affine
제1터미널·중앙빌딩 2층
영업 시간／9:00~20:00 (최종 접수 19:30)
전화 0476-33-8711

바디 케어 2,160엔(20분)~바디 케어 2,160엔(20분)~

귀를 바짝 세우고 엎드려 있는 포즈가 
너무 귀여운 ‘지친 인형’은 잠자는 
버전도 있습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인형입니다.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 종료됩니다.

 Pokémon Store
제2터미널·본관 4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7-5192

지친 인형
피카츄 각 928엔

인공 멜라닌을 렌즈에 배합해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과잉 멜라닌의 
생 성 을  억 제 .  자 외 선  약  9 9 % ,  
청색광선도 효과적으로 차단해 눈이 잘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EXPRESS GLASS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3-2955

NATULIC EYE SUNGLASSES
각 4,320엔

약 40℃의 증기가 10분 정도 계속되어 
눈과 눈가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라벤더 등의 천연 에센셜 오일 블렌드, 
어떠한 자세로도 사용이 편리한 귀걸이 
장착.

 DRUG BOX
제2터미널·본관2층
영업 시간/ 7:00~20:30
전화 0476-34-6777
※제2터미널 본관 3층(출국 수속 후의 구역)
　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메구리즈므 증기 아이 마스크
라벤더 1,200엔(14매 들이)

ComfortableComfortable

Healing Visual

10월 발매 예정의 부드럽고 얇으며 
사 용 하 기  편 리 한  거 즈 & 파 일  
타월입니다. 
앞뒤의 촉감이 다르며 핑크,  블루,  
그린의 3색.

10월 발매 예정의 부드럽고 얇으며 
사 용 하 기  편 리 한  거 즈 & 파 일  
타월입니다. 
앞뒤의 촉감이 다르며 핑크,  블루,  
그린의 3색.

 IORI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2-8130

 IORI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2-8130

내지가 창이 있는 봉투 구조로 되어 있어 
여행지의 티켓, 카드, 사진 등을 수납할 수 있어 
넘겨 보며 즐거운 메모리얼 북이 됩니다.

 TRAVELER'S FACTORY AIRPORT
제1터미널·중앙빌딩 4층
영업 시간/ 8:00~20:00
전화 0476-32-8378

스파이럴 링 노트〈B6〉
초원 꿀벌 문양 각 648엔

©2016 Pokémon.
©1995-2016 Nintendo/Creatures Inc. /GAME FREAK inc.
포켓몬스터·포케몬·Pokémon은 닌텐도, 크리쳐스, 
게임 프레이크의 등록상표입니다.

10월 하순
발매 예정

※제1터미널 지하 1층, 중앙빌딩 3층(출국 
수속 후의 구역)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제2터미널 본관 2층, 새터라이트 3층(출국 
수속 후의 구역)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몸과 잘 어우러지는 편안함에 

자신도 모르게 포근하고 상쾌한 기분.
촉각

0404

저절로 기분이 즐거워지는♪ 

시각으로 치유되는 힐링의 시간.

저절로 기분이 즐거워지는♪ 

시각으로 치유되는 힐링의 시간.
시각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