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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외국인 고객 수용 체제를 강화

전역의 자동 매표기를 다언어화합니다
일본어·영어·중국어(간체자)·한국어의 4 개국어에 대응
3 월 25 일(토)부터 전역의 자동 매표기를 다언어화합니다
게이세이 전철(본사: 지바 현 이치카와 시, 사장: 사이구사 노리오)에서는 3 월
25 일(토)부터 게이세이 선 전역의 자동 매표기의 표시 언어를 다언어화합니다.
이는 방일 외국인 고객 수용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써 자동 매표기의 표시 언어를 현재
의 2개 언어【일본어·영어】에서 4개 언어【일본어·영어·중국어(간체자)·한국어】 대응
으로 함으로써 방일 외국인 고객에게 표 구입 및 IC 카드 구입/충전 등의 조작을 보다
알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기능으로서 노선도와 역 넘버링으로 역 지정, 역명 검색에 의한 표 구입
도 가능하며, 방일 외국인 고객이라도 손쉽게 표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작성을 향상했
습니다.
게이세이 전철에서는 앞으로도 방일 외국인 고객께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구입 화면（언어 버튼 추가）

영어 구입 화면

중국어(간체자) 구입 화면

한국어 구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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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매표기의 다언어 대응 등에 대해서
１．실 시 일

2017 년 3 월 25 일(토)부터 전역에서 실시
※ 2017 년 3 월 1 일(수)부터 각역에 설치된 자동 매표기를 순차적으로
개수하며, 개수가 완료된 역부터 다언어기 대응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２．실 시 역

게이세이 선 전역
※나리타스카이액세스

선의
지바뉴타운추오를 제외

３．대상 기기
４．실시 내용

자동 매표기

히가시마쓰도,

신카마가야시,

※일부 라이너 매표기를 제외

（１）표시 언어의 다언어화
4 개 언어【일본어·영어·중국어(간체자)·한국어】에 대응
（２）표 구입 시의 새 기능 추가(영어·중국어·한국어를 선택 후)
① 노선도·역 번호를 붙이는 방법에 따른 역 지정 구입
주요 역에 대해서는 노선도에서 역을 선택하여 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노선도에 표시되지 않은 역은
소지하진 팸플릿류 등에 기재된 역 번호를 입력하여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노선도에 의한 주요 역 선택 화면

역 번호 입력에 의한 역 선택 화면

②역명 검색에 따른 역 지정 구입
목적지의 역명을 알파벳으로 직접 입력하여 역을 지정해서
표 구입이 가능합니다. 머리글자를 입력하면 후보 역이 표
시되고, 나아가 1 자씩 입력함으로써 후보 역이 좁혀지는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명 선택에 의한 역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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