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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스텔 방일 외국인을 위한 음성통화 정액선불 SIM 카드
추부국제공항（센트리아）내「메이테츠 트래블 플라자」에서 판매시작！
국제통신 사업자인 브라스텔 주식회사（본사：東京都墨田区／사장：川合 健司・田辺
淳治 이하, 브라스텔）은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음성 통화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SIM 카드「Brastel Prepaid SIM」（이하 SIM 카드）를
2017 년 5 월 23 일부터 추부 국제공항 메이테츠 추부 국제공항역 구내에 있는 「메이테츠
트래블 플라자」에서 판매합니다.
Brastel Prepaid SIM 은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가 SIM（MVNO）과는 달리
캐리어 네트워크를 직이용 하여 인터넷 속도가 안정적이고 통화는 음성 회선을
이용하므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가능 합니다.
따라서 여행객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님께도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SIM 카드는 데이터 통신 전용으로 IP 전화가 아닌
음성 회선으로 통화 가능한 SIM 카드는 방일 외국인 대상에게는 한정적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브라스텔은 안정된 데이터 통신과 음성 회선의 제공은 물론 국제 전화 회선을
제공해온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 통화를 예를 들어 한국까지 6 초 2.2 엔 (과세대상외)로
의 제공을 실현 하였습니다. 국내 통화는 10 분 이내 통화를 300 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국내외 통화요금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향후 브라스텔은 도쿄역 근처의 외국인 관광 안내소 에서도
Brastel Prepaid SIM 판매를 (6 월) 예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확충하고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외국인 전문 종합 통신 서비스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Brastel Prepaid SIM 개요】
■상품개요
・플랜：1GB（4G／LTE）／15 일간

・SIM 타입：nano／micro
・음성통화： 국내통화 1 통화 10 분 이내 무제한 통화, 국제통화는 옵션으로서 브라스텔
카드 경유로 통화 가능
・유효기간：판매일 포함 15 일간
・홈페이지：http://www.brastel.com/prepaidsim/

【브라스텔 카드 개요】
「브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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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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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고 있는 독자의 선불형 카드 입니다. 국제・ 국내 전화 및 국내외 선불용 SIM
충전, 국제 SMS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스텔 카드

【브라스텔 주식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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