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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JR 동일본 그룹의 인바운드 전략 추진에 대해서 
～태블릿을 활용한 정보제공 등 일본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여행객 유치체제 강화를 

도모합니다～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는 일본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여행객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치체제 강화에 더욱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해 시나 수송장애 발생 시, 원활한 안내를 위해 태블릿을 활용하여 충실한 다언어 

정보제공을 도모하고, 나리타 익스프레스 차내 및 도쿄 근교와 신칸센 역 등에서는 무료 

Wi-Fi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또, 주식회사 NTT 데이터 와 제휴하여 관광정보 APP 제공을 

개시하여, 열차 이용안내 동영상이나 Suica e-머니 안내 동영상의 공개를 통해 외국인 

여행객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앞으로도 그룹 차원에서 

인바운드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１．태블릿 단말기를 활용한 다언어 정보제공의 강화 

 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에게 재해 시의 피난유도나 수송장애 시 기동적이고 원활한 

안내를 위해 역에 구비되어 있는 태블릿 단말기에 4 개 언어(일영중한)의 음성정보, 문자정보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합니다. 

■개요    태블릿 단말기에서 발신되는 음성정보,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정보에 의해 

수송장애 시의 안내, 재해 시의 피난유도를 실시합니다. 

■도입장소  도쿄역, 시나가와역, 신주쿠역, 나리타공항역, 센다이역 등 서비스 매니저 배치 49개 

역 

■도입시기  2016 년 3 월 말 

■앞으로 상기 이외의 역이나 승무원의 확대 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PP 이미지 

 

 

 

 

 

 

 

 

 

 

 

 

 

 

방송언어(일영중한) 

선택 가능 

표시된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 출력 

직원 조작화면 문자정보 표시화면 



２．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무료 무선인터넷 LAN 서비스 제공의 확대 

(１)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무료 무선인터넷 LAN 서비스 「JR‐EAST FREE Wi-Fi」의 제공 역 확대 

JR 동일본에서는 2012 년 10 월, 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무료 무선인터넷 LAN 

「JR-EAST FREE Wi-Fi」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야마노테선 내의 모든 역 및 나리타공항 

등에 설치된 JR EAST Travel Service Center(JR 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 등, 41 개 역과 5 곳의 여행 

서비스 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외국인 여행객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당사 지역 내의 47 개 역에서 「JR-EAST 

FREE Wi-Fi」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JR 동일본 그룹의 쇼핑센터 등에서도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추가제공 역  47 개 역(별지 참조) 

■제공 확대시기   2016 년 3 월 25 일(금) 이후, 차례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서비스이용 가능장소               각 역의 개찰구 부근 등에 설치한 액세스 포인트 주변 

또한, 「JR-EAST FREE Wi-Fi」의 로고와 함께 외국인 

여행객이 무료로 무선인터넷 LAN 환경을 이용 가능한 장소임을 

나타내는 공통심볼마크(Japan. Free Wi-Fi)의 로고를 게시하여 

외국인 여행객이 알기 쉽도록 안내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 확대로 2016 년도 이후, JR 동일본 지역에서는 88 개 역과 총 5 곳의  

「JR 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２)「나리타 익스프레스」(N’EX)에서 서비스 개시 

  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에게 보다 나은 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나리타 익스프레스」(N’EX) 차내에서 무료 Wi-Fi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대상 편성(총 22 편성)에서는 지금까지 역 구내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가 나리타 익스프레스 차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개시시기  2016 년 ３월 하순 이후 차례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016 년도 안에 나리타 익스프레스 총 22 편성에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개요    역 구내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JR-EAST FREE Wi-Fi」 서비스를 차내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차량에는 차량 입구 및 차내에 이용 가능함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게시합니다. 단, 터널 등, 일부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 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N'EX 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전에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이 

필요한 공중무선 LAN 서비스(UQ Wi-Fi, BB 모바일 포인트)는 3 월 이후, 점차 종료됩니다. 

 

 

 

 

  

（참고）「JR-EAST FREE Wi-Fi」에 대해서 

○ SSID 는 「JR-EAST FREE Wi-Fi」입니다.  

○ 이용 시에는 이메일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회 접속제한시간은 3 시간입니다） 

○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이지만, 일본인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재해 시에는 인터넷을 개방하므로 등록절차 없이 누구라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３．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안내・정보제공의 강화 

(１)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관광정보 APP 의 제공 

㈜NTT 데이터와 연계하여 ㈜NTT 아도・㈜JTB 종합연구소가 제공하는 무료 APP 「Japan Travel 

Guide」에서 당사 그룹의 철도이용 안내나 에키나카・쇼핑정보, 도호쿠 관광추진기구의 관광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개시시기      2016 년 4 월 15 일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태국어, 일본어 

■APP 구성 

 

 

 

 

 

 

 

 

 

 

 

 

 

 

 

 

 

 

 

 

 

 

 

■APP 다운로드 캠페인  JR 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 등에서 APP 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APP 을 

다운로드 한 후, JR 동일본을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캠페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Japan Travel Guide 

（JTG） 
도호쿠 관광추진기구의 정보 

철도 등의 이용안내 
에키나카・쇼핑정보 
（「에키파라」 정보 등） 
 

도호쿠 관광 추천정보 
광역 관광루트 정보 
（모델코스 안내 등） 

JR 동일본 그룹의 정보 

관련 APP 과 연계 

JR 동일본 제공 APP（무료） 
・열차운행정보, 열차위치정보, 

역구내 안내도 등을 제공 

JTB 그룹의 정보 

NTT BP※ 제공 APP（무료） 
・APP 을 이용 등록함으로써 약 200 개 업체의 무료 Wi-Fi 

〈NTT BP 계・액세스포인트 수 약 14 만〉를 원터치로 접속가능(업체 등이 

바뀌어도 이용등록의 절차는 필요 없음） 

※NTT BP：NTT 브로드밴드 플랫폼 주식회사 

 

 

관광정보, 점포・시설안내, 
할인쿠폰 등의 제공 

JR 동일본 APP 영어판 
“JR-EAST Train Info” 

Japan Connected 
 Free Wi-Fi 



(２)신칸센 내 잡지 「TRAIN VERT」의 다언어 대응 

신칸센 내에 비치된 잡지 「TRAIN VERT」에 대해 특집기사를 중심으로 한 「요약판」을 다언어로 

번역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합니다. 이로 인해 신칸센을 이용하시는 외국인 여행객 여러분도 스마트폰 

등으로 「TRAIN VERT」에 게재된 동일본 지역의 역사・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개시기   2016 년 ４월 １일(TRAIN VERT ４월호부터) 

■공개방법 TRAIN VERT 표지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３)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열차 이용안내 동영상」 공개 

  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당사를 중심으로 한 철도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동영상을 다언어로 작성하여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합니다. 
 

■공개시기    2016 년 ３월 28 일 

■공개방법    ①당사의 다언어 HP(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언어)     ②YouTube 의 당사 공식채널(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③㈜다이아몬드・빅사가 운영하는 APP 「GOOD LUCK TRIP JAPAN App」(영어, 중국어(번체자・

간체자)) 

■공개동영상  ①JR EAST PASS 등 외국인 전용 패스류의 구매・교환・이용방법  ②Suica 의 구매・이용방법 

      ③근거리 승차권의 구매・이용방법     ④열차・역의 이용 매너의 ４종류 

 

 

 

 

 

 

 

 

 

 

 

 

 

 

 

 

 

QR 코드를 스캔하면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 

언어를 선택 
각 언어로 
특집기사를  
소개 



４．Suica e-머니에 관한 다양한 안내 홍보 

(１)Suica e-머니에 관한 안내 동영상의 공개・방영 

  Suica e-머니의 이용방법, 이용장소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공개・방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     ①YouTube 의 당사 공식채널(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②N’EX 등의 트레인 채널(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방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동영상  편의점, 택시, 음료 자동판매기 등에서 Suica e-머니를 이용하는 방법 안내 

 

 

 

 

 

 

 

 

(２)각 점포의 적극적인 홍보 

결제 시 잔돈이 필요 없는 Suica e-머니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있어서도 아주 편리하다는 점에서 

Suica e-머니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포스터나 POP 등을 제작하여 역 안이나 역 빌딩의 

점포를 중심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３)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홍보 

당사의 다언어 HP 에서도 Suica e-머니의 이용방법, 이용장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개시기  2016 년 ３월 상순 예정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포스터・전자간판 점포 내 POP 깃발광고 

홈페이지 이미지 



５．센다이역의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 대응기능의 강화 

역에 있는 「여행 서비스 센터(View Plaza) 센다이역」 내에 외국인을 위한 관광・여행안내 기능을 

정비하고, 역 구내에 택배・면세 일괄 카운터를 설치하는 등,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센다이역 내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영업 개시    2016 년 4 월 28 일 ※면세 서비스는 신청절차완료 이후 개시 
 

 여행 서비스 센터 외화환전센터 관광정보센터 
택배・ 

면세 일괄 카운터 

운영 

JR 동일본 

운영: JR EAST VIEW 

Travel Service Co.,Ltd. 

Viewcard Co.,Ltd. 
(공익재단법인) 

센다이관광국제협회 

JR 동일본도호쿠 

종합서비스(예정) 

영업시간 
10:00～19:00 

(일・공휴일 18:00 까지) 
9:00～18:30 8:30～19:00 9：00～21：00 

대응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주요 

서비스 

외국인 여행객 전용 

철도 패스류(재팬 

레일 패스, JR 동일본 

패스 등)의 교환・

발매, JR 승차권 발매 

등 

외화(33 통화)와 

엔화의 상호 환전 

(유인 카운터) 

도호쿠 지방의 

관광정보 제공・안내 

빈손으로 관광택배 
서비스(숙박지에 
배송 서비스 등) 
센다이역 구내 
점포의 면세 서비스 

 

 

■그 외 서비스 

①「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프리페이드형 SIM 카드」 발매：역구내(여행 서비스 센터(View Plaza) 센다이역 부근)에 

자동판매기 설치 예정 

 

②무료 공중무선 LAN 의 정비：3/25 에 「JR-EAST FREE Wi-Fi」의 액세스 포인트를 역구내 ３곳에 설치하고, 

4/28 에는 「여행 서비스 센터(View Plaza) 센다이역」 내에 센다이시에서 제공하는 「Free Wi-Fi 

미야기」의 액세스 포인트 설치 예정 

③S-PAL 센다이의 대응：「S-PAL_Free_Wi-Fi」, 면세 일괄 카운터, 빈손으로 관광택배 서비스 

실시 중 

 

   

 

 

 

 

 

 

 

 

 

 

 

여행 서비스 센터(View Plaza) 센다이역 

공사 후 이미지 

역구내 배치도 

JR 센세키선 개찰구 방면 

택배・ 
면세 일괄 카운터 

동쪽 출구 역 앞 광장 방면 

여행 서비스 
센터(View Plaza) 
센다이역 
여행 서비스 센터 
외화 환전 센터 

동
서
자
유
통
로

 

여행 서비스 
센터(View Plaza) 
센다이역 

신칸센 환승 

남쪽개찰구 방면 

매점・

음식점 

JR 철도선 

센다이역 서쪽 출구 보행자 전용 통로 

스테인드 글래스 

매점 매점 

매점・음식점 

센다이 공항철도선 방면 

신칸센 환승 

중앙개찰구 방면 

S-PAL Ⅱ 방면 

관광정보센터 



JR 동일본 그룹의 무료 무선인터넷 LAN 서비스에 대해서 

 

JR 동일본 「JR-EAST FREE Wi-Fi」 

■ 역 88개 역（굵은 글씨가 추가제공 확대 47 개 역） 

신칸센（야마가타 신칸센・아키타 신칸센 포함）역（18개 역） 

도쿄 우에노 오미야 우츠노미야 코오리야마 후쿠시마 

센다이 모리오카 신아오모리 구마가야 다카사키 에치고 유자와 

나가오카 니가타 카루이자와 나가노 야마가타 아키타 

JR 철도선 역（70개 역） 

유라쿠초 신바시 하마마츠초 다마치 시나가와 오사키 

고탄다 메구로 에비스 시부야 하라주쿠 요요기 

신주쿠 신 오쿠보 다카다노바바 메지로 이케부쿠로 오츠카 

스가모 고마고메 다바타 니시 닛포리 닛포리 우구이스다니 

오카치마치 아키하바라 간다 오차노미즈 스이도바시 이다바시 

이치가야 요츠야 시나노마치 센다가야 오이마치 오모리 

니시 오이 아사쿠사바시 료고쿠 긴시초 가메이도 신 니혼바시 

핫초보리 엣추지마 시오미 신 키바 가사이린카이코엔 마이하마 

가이힌마쿠하리 요코하마 사쿠라기초 간나이 오후나 후지사와 

가마쿠라 고즈쿠에 신 요코하마 기치죠지 미타카 다치카와 

다카오 오츠키 이사와 온센 사이타마 신토신 기타 아사카 가와고에 

미토 마츠모토 하쿠바 아오모리 

※가메이도역, 신 요코하마역, 미타카역, 이사와 온센역, 마츠모토역, 하쿠바역은 2016 년도 안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JR EAST Travel Service Center（JR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 5곳 

도쿄역, 신주쿠역, 나리타공항 제 1 터미널역, 나리타공항 제 2・제 3 터미널역,  

도쿄 모노레일 하네다쿠코 고쿠사이센비루 공항역 

 

 

■ 열차 내 132량 

나리타 익스프레스(N’EX) ※2016 년도 안에 전편성(22 편성)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별지】 



JR 동일본 그룹 

■ 쇼핑센터 4４시설(굵은 글씨의 시설에서 향후 제공 예정） 

시설명 이용 가능한 시설 

atre(아트레) 

아키하바라 1 ・ 2, 요츠야, 기치조지, 오모리, 오이마치, 신우라야스, 에비스, 

시나가와, 우라와, 고탄다, 다바타, 스가모, 히가시나카노, 오쓰카, 메구로 1・2, 

가와사키, 마쓰도, 가메이도, 시나노마치, 미타카, 우에노(3월) 

LUMINE(루미네) 
이케부쿠로, 신주쿠, 에스토 신주쿠, 기타센주, 요코하마, 유라쿠초, 

NEWoMan（3월） 

PERIE(페리에) 치바, 이나게, 니시치바, 게미가와하마, 이나게카이간 

CoCoLo(코코로) 니가타, 나가오카, 유자와・간기도리 

그 외 
TERMINA(테루미나) 본관(긴시초), A-FACTORY(아오모리), MIDORI 나가노, 

S-PAL 센다이, Shapo(샤포) 후나바시, 고이와 PoPo(포포)（4월） 

※일부 에큐트, 그란스타 등의 에키나카 상업시설에서는 「JR-EAST FREE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호텔 39시설 

시설명 이용 가능한 시설 

메트로폴리탄 호텔즈 

호텔 메트로폴리탄 마루노우치, 호텔 메트로폴리탄(이케부쿠로), 호텔 

메트로폴리탄 에드몬트(이다바시), 호텔 메트로폴리탄 다카사키, 호텔 

메트로폴리탄 나가노, 호텔 메트로폴리탄 센다이, 호텔 메트로폴리탄 야마가타, 

호텔 메트로폴리탄 모리오카, 호텔 메트로폴리탄 모리오카 뉴윙, 호텔 

메트로폴리탄 아키타 

호텔 멧츠 

시부야, 메지로, 코마고메, 다바타, 코엔지, 무사시사카이, 고쿠분지, 구메가와, 

타치카와, 아카바네, 우라와, 가와사키, 요코하마 쓰루미, 미조노구치, 가마쿠라 

오후나, 쓰다누마, 미토, 나가오카, 니가타, 후쿠시마, 알 멧츠 우쓰노미야 

호텔 파밀리오 타테야마, 미나카미, 사도아이카와 

호텔 폴크로로 하나마키 도와, 산리쿠 가마이시, 가쿠노다테 

그 외 도쿄 스테이션 호텔, 호텔 뉴그랜드(요코하마) 

※호텔 멧츠 기타카미, 호텔 멧츠 하치노헤, 호텔 폴크로로 타카하타, 호텔 폴크로로 오오미나토, 호텔 

드림게이트 마이하마에서는 무선 LAN 라우터를 숙박 고객에게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량 

한정) 

■ 스포츠・레저 시설 １시설 

시설명 이용 가능한 시설 

GALA유자와 스키센터, 레스트하우스 

 



기타 인바운드 추진사업에 대해서 

 

(１)모슬렘 프렌들리 추진사업 

 

＜수도권 지역＞ 

① 야마노테선 주요역에서의 할랄 상품 판매 확대 

도쿄역, 신주쿠역, 이케부쿠로역, 우에노역 등 총 8 개 역 12 곳의 역구내(에키나카) 카페에서 메뉴 

일부로서 할랄인증 취득 과자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동향을 보면서 점차 확대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점포     (도쿄역) BECK’S COFFEE SHOP 마루노우치 북쪽출구점・도쿄 신칸센점 

Drip Mania 그란스타점, as Leaf 도쿄점, HINT INDEX CAFÉ 

(신주쿠역) BECK’S COFFEE SHOP 신주쿠점 

(이케부쿠로역) BECK’S COFFEE SHOP 

이케부쿠로 서쪽출구점 

(우에노역) UP-카페 에큐트 우에노점 

(시나가와역) BECK’S COFFEE SHOP 시나가와점 

(아키하바라역) BECK’S COFFEE SHOP 

아키하바라 덴키가이구치점 

(닛포리역) Drip Mania 에큐트 닛포리점 

(오츠카역) 이스트・이스트 오츠카 사테라이트점 

 

□상품     저온소성 바움쿠헨(일본 이슬람문화센터 인증) 

□판매회사  JR 동일본푸드비즈니스㈜ 

 

② 「No Pork」 모슬렘 프렌들리 메뉴의 제공 

도쿄역 「T’s 탄탄」에서는 모슬렘 고객도 이용하기 쉽도록 동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랄인증 점포는 아닙니다.) 

□점포    T’s 탄탄 도쿄역 게이요스트리트점 

□판매    고기・해산물・유제품・달걀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탄탄멘 등 엄선한 음식재료만을 고집하는  

웰빙 레스토랑 

□판매회사  ㈜일본레스토랑 엔터프라이즈  

   

③  「호텔 메트로폴리탄(이케부쿠로)」 메뉴 음식재료 그림문자 표시 

뷔페 레스토랑 「크로스다인」에서는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요리에 포함되어 있는 

15 품목의 음식재료에 대해 그림문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센다이 지역＞ 

① 「호텔 메트로폴리탄 센다이」 로컬 할랄인증 메뉴의 제공 

호텔 내 2 곳의 레스토랑에서 「로컬 할랄인증」을 취득하여, 모슬렘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할랄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품메뉴도 개발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 

신주쿠 

오츠카 

이케부쿠로 

음식재료 그림문자 표시 예 

아키하바라 

닛포리 

우에노 

도쿄 

시나가와 



□점포    슌사이 그릴 ＆ 카페 「세레니티」, 일본요리・철판구이 「하야세」 

□개 시 일  2015 년 2 월 10 일 

□내용    조식, 중식, 석식 

 

 

②  「No Pork」 모슬렘 프렌들리 메뉴의 제공 

S-PAL 센다이 B1F 의 「T’s 탄탄」에서는 모슬렘 고객도 이용하기 쉽도록 동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랄인증 점포는 아닙니다.) 

□점포    T’s 탄탄 S-PAL 센다이점 

□판매    고기・해산물・유제품・달걀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탄탄멘 등 엄선한 음식재료만을 고집하는 

웰빙 레스토랑 

□판매회사   ㈜일본레스토랑 엔터프라이즈  

   
 
(2)에키나카에서 일본을 방문하시는 외국인을 위한 상품판매 서비스 
 

① 프리페이드형(선지급제) SIM 카드의 판매장소 확대 

간편하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에키나카 숍에서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프리페이드형(선지급제) SIM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모두 ㈜JR 동일본 리테일넷 

 

□New Days 취급점포(70 점포) 

                     

「Japan Travel SIM」 

 

※New Days 에서 판매하는 SIM 사이즈는 「nano, micro」입니다.(표준사이즈 SIM 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New Days 에서 판매하는 SIM 의 제조회사는 주식회사 인터넷 이니시아티브입니다. 

※Japan Travel SIM 의 상세한 상품설명은 https://t.iijmio.jp/를 참조 바랍니다. 

 

□New Days 이외의 취급점포(6 점포) 

 

 

 

「Prepaid LTE SIM(패키지)」 

※취급하는 SIM 사이즈는 「nano, micro, 표준사이즈」의 3 종류입니다. 

※So-net 주식회사 「Prepaid LTE SIM」의 상세한 상품설명은 http://lte.so-net.ne.jp/sim/prepaid/ 를 

참조 바랍니다. 

 

메뉴의 일례 

・Japan Travel SIM 카드(nano, micro) 

1.0G(30 일) 3,000 엔(세금 포함) 

2.0G(90 일) 4,000 엔(세금 포함) 

・Prepaid LTE SIM 카드 

 1.0G(30 일) 3,000 엔(세금포함) 

2.2G(30 日) 4,000 엔(세금포함) 

3.0G(60 日) 5,000 엔(세금포함) 

음식재료 그림문자 표시 예 

https://t.iijmio.jp/
http://lte.so-net.ne.jp/sim/prepaid/


②  여행의 추억을 가득 담은 신・일본 기념품 「Lucky Drop(럭키 드롭)」 

외국인 관광객 등을 타깃으로 판매하는 오리지널 피규어 「Lucky Drop」(역구내 등에서 캡슐 

자동판매기로 판매)이 「야마노테선 산책 피규어 기념품」, 「이바라키 피규어 기념품」뿐만 아니라 

도호쿠 지방의 매력을 가득 담은 「미치노쿠 피규어 기념품」도 판매합니다.   

□점포        도호쿠 6 현(아오모리・아키타・이와테・미야기・야마가타・후쿠시마)의 주요역 구내 및  

New Days 등(예정) 

       ※2016 년 4 월 하순부터 발매 예정 

□가격        400 엔(세금포함) 

□판매회사  ㈜JR 동일본 리테일넷 

 

  

 

 

 

 

                         

 

 

 
 

 

 

 

③  에키나카에서 신・일본 기념품 「TOKYO “VIA RASQit”(도쿄 비아 라스큇)」 

㈜JR 동일본 스테이션 리테일링에서는 상하이, 싱가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선물용 과자를 

개발 및 발매하고 있습니다. 에큐트 도쿄, 마치 에큐트 간다 만세이바시에서만 판매하는 한정상품입니다. 

 

□상품명  TOKYO “VIA RASQit” 

□점포   (도쿄역) 에큐트 도쿄 

(아키하바라역 부근) 마치 에큐트 간다 만세이바시 

 ※아키하바라역에서 도보 4 분 

□가격  8 개입 1,080 엔(세금포함) 

 

(3)해외 발행카드 전용 자동현금인출기 시범설치 

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으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던, 해외 발행카드로 현금(일본엔)을 인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JR 동일본 그룹 회사인 Viewcard Co.,Ltd. 가 제휴회사(미쓰비시 UFJ 니코스㈜, 

㈜JCB)와 함께 해외 발행카드 전용 현금인출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합니다. 예정하고 있는 대응카드는 JCB, Visa, 

MasterCard®, 은련카드(유니온페이)입니다. 

 

■설치 대수：2016 년 여름 이후 10 대 정도 예정 

■설치 장소：외국인 여행객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역 등을 예정 

캡슐 자동판매기 

세이칸 터널과 H5 계 신칸센   아키타 코마치    사람 모형 장기   다테 마사무네 기마상  

   남부철기        아모모리 네부타마쓰리       기타카타 라멘  

JR 홋카이도 상품화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