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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3일 

게이세이 전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 

 

방일 외국인 여행자용「맨손 관광」의 실증실험 

게이세이 우에노 역에 「방일 외국인용 맨손 관광・여행 서비스 카운터」 

를 기간 한정으로 개설합니다! 

 

게이세이 전철(본사: 지바현 이치카와시, 사장: 사이구사 노리오)과 에이치ㆍ아이ㆍ에스

(본사: 도쿄도 신주쿠구, 대표이사회장 겸 사장: 사와다 히데오, 이하 H.I.S)는 게이세이 

우에노 역 콩코스에 「방일 외국인 용 맨손 관광ㆍ여행 서비스 카운터」를 2017년 1월 16

일(월)부터 3월 15일(수)까지 실증실험으로서 기간 한정으로 개설합니다. 

 

지금까지 게이세이 전철과 H.I.S는, 태국ㆍ대만ㆍ홍콩ㆍ중국 등 8개국의 H.I.S.해외 현

지법인에서 게이세이 전철의 「스카이라이너」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획 승차권 

「Keisei Skyliner&Tokyo subway Ticket」과 「스카이라이너 쿠폰」 발매를 하며, 방일 외

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나리타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 수단의 편리성 향상에 노력해왔

습니다. 

 

금번 2월에 중국의 음력 설(춘절)을 앞두고 있어, 게이세이 전철의 도심 측 터미널 역

인 게이세이 우에노 역에서 「방일 외국인용 맨손 관광ㆍ여행 서비스 카운터」를 기간 한

정으로 개설합니다. 이것은 게이세이 전철의 게이세이 스카이라이너를 비롯한 나리타공

항 액세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

는 코인 로커와 함께 방일 외국인의 「맨손 관광」 수요에 더욱 부응하는 것, 또 H.I.S.

에서는 우에노에 개설 중인 「H.I.S. TOKYO TOURIST INFORMATION CENTER」의 새틀

라이트 점포로 거점 확충을 함으로써, 양사의 인바운드 여행 서비스의 강화로 이어졌으

면 합니다. 

 

이번 「방일 외국인용 맨손 관광ㆍ여행 서비스 카운터」에서는 스태프는 영어ㆍ프랑스

어ㆍ중국어를 상시 대응 가능하며, 최대 7개 언어(영어ㆍ불어ㆍ중국어ㆍ태국어ㆍ스페인

어ㆍ타갈로그ㆍ힌디어)에 대응합니다. 서비스로서는 짐을 일시적으로 취급하는 「당일 택

배 서비스」와 일본 전국 각지의 「보통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호텔 수배 및 

관광버스 등의 티켓 수배」 외에도 「Wi-Fi 라우터 렌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방일 외국인용 맨손 관광ㆍ여행 서비스 카운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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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외국인용 맨손 관광ㆍ여행 서비스 카운터」에 대해서 
 

1. 소재지     게이세이 우에노 역 콩코스(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코엔 1-60) 

 

2. 개설기간   2017년 1월 16일 (월) ~ 3월 15일 (수) 

 

3. 영업시간   9시 15분부터 17시 45분(무휴) 

 

4. 서비스 내용 

①수하물 일시 보관 

관광 및 쇼핑을 하시는 동안, 수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해드립니다. 

ㆍ이용요금: 900엔/개 (세금포함, 코트ㆍ우산은 부대 가능) 

ㆍ사이즈 등:  가로ㆍ세로ㆍ길이의 합이 250cm이내 (길이 200cm까지)로,  

              동시에 1개의 무게가 30kg 이내 

ㆍ이용 방법:  날을 넘기는 것도 가능 

②당일 택배 서비스 

ㆍ배송 지역:  23구내 호텔                         1,800엔/개 (세금포함) 

우라야스 인근 호텔ㆍ하네다공항 인근 호텔  2,500엔/개 (세금포함) 

ㆍ접수 시간: 당일 12시까지 접수한 짐은 18시까지 호텔로 배송 

 당일 17시 45분가지 접수한 짐은 23시까지 호텔로 배송 

ㆍ사이즈 등:  가로ㆍ세로ㆍ길이의 합이 160cm이내까지로,  

 동시에 1개의 무게가 중량25kg이내 

③보통 택배 서비스 

ㆍ배송 지역: 일본 전국 2,000엔/개 (세금포함) 

ㆍ접수 시간: 당일 16시까지 

④호텔 수배 

일본 전국 7,376곳의 료칸ㆍ호텔에 수배 가능 

⑤관광버스 수배 

H.I.S가 주최하는 외국인용 버스투어를 비롯하여 타사가 주최하는 외국인용 

버스투어도 수배 가능 

⑥옵셔널 투어 수배 

관광버스 외, 방일 외국인용의 옵셔널 투어(스포츠 액티비티 및 문화체험 등) 

도 일본 전국에서 8,000가지 이상의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⑦Wi-Fi 라우터 렌털 서비스 

ㆍ7GB     1일 700엔  3일 2,000엔  5일 3,000엔  1주일 4,000엔 

ㆍ무제한   1일 900엔  3일 2,500엔  5일 4,000엔  1주일 5,500엔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