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11 월 18 일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JTB Corp.

싱가포르에 인바운드 거점 “JAPAN RAIL CAFE” 오픈!
∼여행 카운터 사업도 동시에 시작합니다∼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이하 “JR 동일본”)는 싱가포르 중심부에서 일본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본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의 교류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JAPAN RAIL CAFE”를
2016 년 12 월 4 일에 오픈합니다.
아울러 JTB Corp.(이하 “JTB”)와 제휴하여, 동 점포 내에 여행 카운터를 설치하고 일본 여행에
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국내 제일의 높이를 자랑하는 “Tanjong Pagar Centre” 1 층에 오픈하는 “JAPAN RAIL
CAFE”를 ASEAN 의 일본 방문 정보 제공 거점으로 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오픈 일시에 대해서
2016 년 12 월 4 일(일) 12 시(싱가포르 현지 시간)
※12 월 3 일(토)에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람회를 개최합니다.
【점포 개요】
· 소재지 싱가포르 중심 비즈니스 지구
지하철 탄종 파가(Tanjong Pagar)역
탄종 파가 센터(Tanjong Pagar Centre) 1 층
· 운영 주체 JR 동일본
· 점포 면적 178.8 ㎡(약 60 석)
· 영업 시간 11:00∼21:00(여행 카운터는 11:00∼20:00)
일요일·공휴일 11:00~20:00

점포 외관

2. 여행 카운터 사업에 대해서
“JAPAN RAIL CAFE” 내에 JTB 와 제휴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여행자용 철도 패스류
등을 발매하는 여행 카운터를 설치합니다.
여행 카운터 사업 개요
■운영 주체 JTB 아시아 퍼시픽(JTB Pte. Ltd.)
■영업 시간 11:00∼20:00 (“JAPAN RAIL CAFE”의 개점시간 내에 한한다)
■취급 상품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여행자용 철도 패스류
일부 시설의 입장권 등

여행 카운터

≪별지≫

“JAPAN RAIL CAFE”의 특징
콘셉트
“JAPAN RAIL CAFE”는 일본 각 지역의 정보 제공과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끼리의 정보 교환
등을 촉진함으로써 ASEAN 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인바운드 거점을 목표로 합니다.
“진정한 일본을 알기 위한 플랫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Platform for real Japan,
Platform for real communication)”
제공하는 3 가지 기능
①

정보 제공·일본 방문 서포트
일본정부관광국(JNTO)을 비롯해 자치단체·기업·단체와 연계하여 일본 각지의 매력을 소개하며,

그 외 여행 카운터 등에 의해 여행 상담이나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여행자용 철도 패스류 등을
판매합니다.
② 커뮤니케이션 툴 설치
일본 여행의 추억 사진 전시나 추천 정보를 게시하는 알림판 설치 등을 통해 현지인 분들끼리의
정보 교환을 촉진합니다.
③ 카페·상품 판매
일본을 느낄 수 있는 계절감이 있는 요리와 음료 제공,
잡화·식품 등을 판매합니다.
≪특집 지역 프로모션의 예정≫
기간
2016 년 12 월 3 일∼2017 년 1 월 6 일
2017 년 1 월 7 일∼2017 년 1 월 27 일
2017 년 2 월 4 일∼2017 년 2 월 24 일

특집 지역
도호쿠
조신에츠
후지산

매장 내 이벤트 이미지

탄종 파가 센터에 대해서
2016 년 10 월에 오픈. 오피스·호텔·상업시설·레지던스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개발 빌딩(64 층 건물, 높이
290m). 싱가포르 최고층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머라이언
JAPAN RAIL CAFE
중심 비즈니스 지구
마리나 베이 샌즈

탄종 파가역 직결
탄종 파가역

점포 위치

JAPAN RAIL CAFE 에 오시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