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ptember 27, 2013 

 

Nankai Electric Railway Co., Ltd. 

 

 

We are enhancing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for Foreign Tourists 

Our Facebook English Site was established on 30 Sep. 

 
 
Nankai Electric Railways (HQ: Osaka, Naniwa-ku, President: Shinji Watari ) as part of their 
middle term project (Rinshin 130 project), is holding "Promoting Tourism and Inbound 
Business" as one of their main policies. Focusing in the rapidly growing foreign visitors 
through Kansai International Airport, we are strengthening our offers to attract visitors to 
Osaka, Nanba and the wider Kansai region. 
 
The global site of Nankai Group was wholly revised on 28 March this year. 
 
And now, our Facebook English Site was set up on 30 September. We will update several 
times a week with useful information for inbound tourists including information about 
Nankai Electric Railway and visitor destinations on our line. 
 
 
Outline of Our Facebook English Site 
(1)Site name 

How to Enjoy OSAKA - Nankai Railway 
(2)Date of opening 

30 September, 2013 (Mon) 
(3)URL 

https://www.facebook.com/osaka.nankai 
(4)Languages offered 

English 
(5)Content 
   Useful information for inbound tourists including information about Nankai Electric 

Railway and visitor destinations on our line, and inbound event announcement 
(6) Note 
   This is the first English version of our group’s Facebook pages. 



 

 

 

２０１３年９月２７日 

 

南海电气铁道株式会社 

 

进一步强化面向海外访日游客的信息发送 

9月 30日（周一）开设英语版Facebook页面 
 

南海电铁（总公司：大阪市浪速区，总经理：亘信二）已在中期经营计划《凜进１３０计划》中将《推

进观光和入境商务》列为基本方针之一，对以关西国际机场为中心急速增加的国外访日旅客，将强化招

揽顾客至大阪难波等广大关西地区的应对体制。 

今年3月28日全面更新了南海集团的全球网站。 

这次，我们还要在9月30日开设英语版的Facebook页面。为了进一步招引游客，今后会以每周三、

四次的频率向赴日游客发送有关南海电车和铁路沿线旅游信息等有用信息。 

 详细信息如下所示。 

 

英语版face book页面概要 

（１）网页名称 How to Enjoy OSAKA - Nankai Railway 

（２）开设日期 2013年9月30日（周一） 

（３）网址   https://www.facebook.com/osaka.nankai 

（４）使用语言 英语 

（５）信息内容 有关南海电车和铁路沿线旅游信息等对赴日游客有用的信息，有关赴日的活动信息 

（６）备注   本公司开设外语Facebook页面尚属首次 

以 上 

 



 

 

 

２０１３年９月２７日 

  

南海電氣鐵道株式會社 

 

針對海外訪日的旅客加強發布資訊的管道 

於9月30日(一)開設英文版的臉書(Facebook)頁面 
 

 

南海電鐵(總公司:大阪是速浪區 社長：亘 信二)在中期營運計畫「凜進 130 計畫」當中，將「觀光 

inbound 業務之推廣」列為其中一項基本方針，由於訪日旅客不斷地增加，如何將旅客全面地載運到大

阪難波及其他關西地區，將成為今後的重要任務。 

今年3月28日，已經全面更新了南海集團的全球資訊網。 

此外，將於9月30日開設英文版的臉書頁面，今後以每週3~4次的頻率，針對來日觀光旅客發佈南海

鐵路相關資訊、沿線觀光資訊等有用的資訊，更進一步地吸引旅客。 

概要如下。 

 

英文版臉書介紹 

（１）頁面名稱 How to Enjoy OSAKA - Nankai Railway 

（２）開設日期 ２０１３年９月３０日（星期一） 

（３）ＵＲＬ  https://www.facebook.com/osaka.nankai 

（４）對應語言 英語 

（５）公開內容 發佈南海鐵路相關資訊、沿線觀光資訊等對來日觀光旅客有用的資訊， 

訪日相關活動資訊 

（６）備 註  此為本公司初次於臉書提供之外語服務 

以 上 

 



 

 

 

２０１３년９월２７일 

 

난카이 전기 철도 주식회사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해주시는 승객분들을 위한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합니다. 

9 월 30 일(월) 영어판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난카이전철(본사 : 오사카시 나니와구, 사장 : 와타리 신지)에서는, 중절기 경영계획 "양진 

130 계획"에서 "관광·인바운드 비지니스 추진"을 기본 방침의 하나로 내걸었고, 간사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방일 해외여객에 대해 오사카난바를 비롯, 넓게는 간사이 지역 전체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3 월 28 일에는 난카이 그룹의 글로벌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 월 30 일에 영어판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주 3~4 회를 

기본으로 난카이전철과 관련된 정보와 노선 주변 정보 등 찾아주시는 승객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층 더 승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영어판 페이스북 페이지 개요 

（１）사이트 이름  How to Enjoy OSAKA - Nankai Railway 

（２）운용개시일  2013 년 9 월 30 일(월) 

（３）URL     https://www.facebook.com/osaka.nankai 

（４）대상언어   영어 

（５）발신내용    난카이전철과 관련된 정보와 노선 주변 정보등의 찾아주시는 승객분들과 

  관계된 행사정보 

（６）참고      당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외국어를 대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