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내용 변경 안내〉 

하루카스 300(전망대)는 영업시간 단축과 함께 일부 서비스를 중지하고 

5 월 21 일(목)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하였지만 6 월 1 일(월)부터는 정상영업을 하며 

전망대 내 일부 점포만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카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운 

예방대책으로 “오사카 코로나 추적 시스템 “을 도입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업 내용 변경】 

■영업시간 

9:00～22:00（최종입장21:30） 

 

■관내 영업 점포（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58 층 카페 다이닝 바「SKY GARDEN 300」 

9:30～22:00（L.O. 21:30） 

・59 층 상점「SHOP HARUKAS 300」 

  10:00～18:00 

 



◼︎관내 서비스・어트랙션 

•헬리포트(헬기장)투어 

일시영업중지 

•「엣지 더 하루카스」 

일시영업중지 

 

【내방하신 손님에게】 

감염 예방의 관점에서 고객님께 다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관내환경 

유지를 위해 아무쪼록 이해 협력 부탁드립니다. 

또한,현제 도도부현의 이동은 정부가 자숙을 촉구하여 있으므로 오사카부이외에 

거주하신 분은 내방하시는것을 삼가 주세요. 

① 관내에서 마스크 착용(내방하실 때는 마스크를 지참해주세요.) 

②입장시에 알코올 소독 

※무알코올 소독제도 있습니다.  

③대기 줄에서는 앞뒤 고객님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줄 써주세요. 

④입장시에 체온 측정을 합니다.체온 측정 결과 37.5 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한 

경우,입장을 거절하겠습니다. ※단체고객으로 내방하신 경우,발열이 없는 고객님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⑤입관자 중에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고객님이 나온 경우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처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스탭의 접객 대응에 대하여】 

감염 예방의 관점에서 스탭의 접객 대응을 다음과 같이 재검토합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레이를 통해서 금전·티켓을 받습니다. 

•고객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 삼가해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대책】 

하루카스 300 에서는 고객님을 우려하여 최대한까지 즐길 수 있도록 전직원의 

손씻기・가글・소독제로 손 살균의 철저・출근 전 체온 확인 등 건강상태 확인 

의무화하여 다음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입장전 적외선 서모그래피 설치 

•관내 각처에 소독제 설치 

•각 점포・창구에 비말감염예방칸막이 설치 

•관내 정기 알코올 소독 

•전망대 플로어의 인원 제한(약 300 명 정도) 



•「SKY GARDEN 300」의 실내 테이블 좌석 사용불가 

•오사카 코로나맵의 도입 

 

【입장 제한에 대하여】 

인원수가 많은 경우 인원 제한 조치를 합니다. 

그 경우,당일권 구매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대기표를 배포하겠습니다. 

※아래의 고객님은 대기표 없이 우선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월간유효권」「우선입장권」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 

•전날까지 일본 국내의 여행사로 입장권을 구매하신 고객님 

•전날까지 사전예약을 하신 단체의 고객님 

 

또한,앞으로 정부의 발표 등에 따라 휴업 또는 영업 시간의 조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