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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ndless Discovery.

알아 두고 싶은 일본의 여행 환경 최전선
１．
여행 정보 입수
일본에서는 외국어로의 상담이나 안내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여행자용 관광 안내소 정비가 진행되고 있
으며 2012 연도말 시점에서 전국에 300개소 이상, 모든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는 각
지역의 관광 정보나 가이드 맵을 제공하고 있는 것 외에 호텔 예약 지원, 관광 시설의 입장권 판매 등을 실시하
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 위치나 연락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JNTO（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JNTO의 관광 안내소 정보 사이트
전국 각지의 외국인용 관광 안내소 주소와 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URL：http://www.jnto.go.jp/eng/arrange/essential/v_oﬃce/v_oﬃce.php

JNTO의 웹 사이트
전국 각지의 관광 정보 열람이나 호텔, 레스토랑, 교통 기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URL：http://www.jnto.go.jp/

２．
통신 환경
▶휴대전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해외 로밍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SIM 카드를 렌털(유료)하면 일본 국내에
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가 SIM 프리가 아닌 경우에는 휴대전화 그 자체를 렌털하는 서비스
(유료)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주요 국제 공항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 창구가
있습니다. 신도쿄국제공항(나리타), 간사이국제공항에 있는 사업자 창구는 아래 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쿄국제공항(나리타)에 있는 휴대전화에 관한 사업자 소개 사이트
URL：http://www.narita-airport.jp/kr/guide/service/list/svc_19.html

간사이국제공항에 있는 휴대전화에 관한 사업자 소개 사이트
URL：http://www.kansai-airport.or.jp/kr/service/rental/

▶인터넷 액세스
일본에서는 WiFi 스포트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공항이나 대규모
철도역 등의 교통 거점, 대규모 호텔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WiFi 스포트
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리의 개개 음식점이나 상업 시설 등에 있어서
도 WiFi 스포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FREESPOT 협의회 사이트에 등록
되어 있는 WiFi 스포트 수는 전국에서 약 9,300 지점(2012년 2 월 시점)에
오르고 있습니다.
FREESPOT 협의회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WiFi 스포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FREESPOT MAP
URL：http://www.freespot.com/users/map_e.html（영어판）

신도쿄국제공항(나리타)의 무료 WiFi 스포트 안내 사이트
URL：http://www.narita-airport.jp/kr/guide/service/list/svc_33_wire.html

간사이국제공항의 무료 WiFi 스포트 안내 사이트
URL：http://www.kansai-airport.or.jp/kr/service/internet/

추부국제공항(센트레아)의 무료 WiFi 스포트 안내 사이트
URL：http://www.centrair.jp/ko/service/sv-internet/

WiFi스포트

３．
교통·이동 환경
▶공 공 철도
일본의 철도지하철에서는 Kitaca(홋카이도), Suica(동일본 지역), TOICA(토카이 지역), ICOCA(서일본 지역),
SUGOCA(규슈 지역), PASMO(수도권), Manaca(나고야시), Hayakaken(북부 규슈 지역), nimoca(후쿠오카시)
로 불리는 선불 방식(※1)의 IC 승차권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이 IC 카드 하나로 해당 지역의 철도 뿐만 아니라 노
선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역 매점이나 편의점의 지불도 같은 IC 승차권으로 할 수 있는 등 아주 편리하
고 대부분의 일본인은 어느것인가의 IC 승차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 IC 승차권은 지역마다 판매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상호 이용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1장 구입함으로써 일본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이러한 I C 카드와는 별도로 1일 마음껏 타기권 등의 판매도 철도 각 회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선불 방식이지만 몇 번이라도 추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한 금액이 남았을 경우는, 잔액에서 수수료(210엔)를 공제한 금액
이 환불됩니다. 아울러 IC 승차권 구입시에 예탁금(디포지트) 500엔이 들지만 예탁금도 잔액 환불과 마찬가지로 환불됩니다. 예탁
금 반환에는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2 카드에 따라서는 상호 이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된 IC 승차권 사진
수도권 IC 승차권에 관한 웹 사이트의 URL
（Suica/JR 동일본）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전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URL：http://www.jreast.co.jp/kr/pass/suica.html

（PASMO/주식회사 파스모）
URL：http://www.pasmo.co.jp/kr/

Suica

PASMO

▶렌트카
대부분의 나라로부터의 여행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일본 국내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렌트카에는 표준 장비로서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지만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옵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어 대응의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렌털이 가능한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
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 시킬 경우는, 도로교통법 규칙에 의해 차일드 시트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일드 시트는 렌트카를 빌릴 때 같이 렌털 가능합니다.

▶고속버스
항공기, 신칸센(철도)에 필적할 만한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고속버스가 있어 근년 외국인 여행자를 대
상으로 한 서비스가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WILLER사」는 특히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에 힘을 쓰고 있으며 영어, 한국어, 중국어(번어) 사이트
고속버
신칸센（철도）
를 개설함과 동시에 해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유리한
도쿄―오사카
도쿄역―오사카역
도쿄역―신오사카역
승차권 판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00엔～
13,240엔
고속버스는 항공기나 신칸센(철도)에 비해 이동 시간은
8시간
2시간 30분
걸리지만 가격이 싼 것이 특징으로 심야 운행편을 이용
도쿄―히로시마
신주쿠역―히로시마역
도쿄역―히로시마역
6,700엔～
17,540엔
하면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목적지에 도착하므로 소중한
11시간 20분
3시간 55분
체재 시간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항공편, 신칸센과의 요금, 소요 시간 비교
WILLER사 웹 사이트
URL：http://willerexpress.com/bus/pc/3/top/（영어, 한국어, 중국번어）

항공기
하네다공항―이타미공항
11,170～22,670엔
1시간 10분
하네다공항―히로시마공항
14,170～30,970엔
1시간 30분

※고속버스는 야행, 스탠더드 타입, 출발일・도착일이 평일의 경우.
신칸센은 노조미호 자유석 이용의 경우.
항공기는 특할 운임 또는 보통 운임의 경우.
※상기 가격 소요 시간은 2012년 2 월 시점의 것. 또한 계절이나 탑승하
는 편에 따라 변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일본의 택배 서비스는 신뢰성이 높고 짐이 분실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거리에는 발송 다음날
거의 시간대로 도착한다는 점에서 일본인은 비즈니스 장면에 있어서도 일상적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
니다. 보통 슈트 케이스 1개의 배송료가 1,500엔~2,000엔 정도입니다.
장거리를 이동하기 전날에 체재지 호텔에서 이동처 호텔에 짐을 발송하면 자신의 짐만을 가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택배 창구는 여러곳에 있지만 외국인 여행자분이 이용하기 쉬운 창구로서는 전국에 약 44,000 점포 있는 편의점
이나 호텔, 여관 프런트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４．
지불 환경
일본에서는 크레디트 카드에 의한 지불이 가능한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까지 지불 가능했던 호텔이
나 여관, 백화점에 더하여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 전자제품 판매점, 편의점이 많은 점포에서 크레디트 카
드에 의한 지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의 대부분의 택시도 크레디트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일상품이 뭐든지 갖추어지는 편리한 시설로서 전국에 약 44,000 점포 대부분의 역이나 대규모
호텔 근처에는 거의 확실하게 입지하는 등 아주 편리한 시설입니다.

５．
환전
거리에 환전소는 많지 않지만 전국의 우체국유쵸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유쵸은행의 ATM(automated
teller machine, 전국에 약 26,400대 설치)에서는 해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크레디트 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TM에는 "International ATM Service"의 표기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로고 마
크가 든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약 14,000 점포 있는「세븐일레븐」(편의점)의 모든 점포나 이토요카도(슈퍼마켓) 등에 세븐
은행의 ATM(전국에서의 설치수는 약 16,000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ATM은 해외 발행 카드에 의한 출금
이 가능합니다. 「세븐일레븐」은 거의 모든 점포가 24시간 개점하고 있어 언제든지 캐싱할 수 있으므로 아
주 편리합니다. 유쵸은행이나 세븐은행의 ATM 설치 장소는 크레디트 카드 회사의 웹 사이트에서 알 수 있
습니다.
우체국·ATM 코너의 안내 간판
유쵸은행의 ATM에서 이용 가능한 해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크레디트 카드 등의 표시
세븐일레븐의 점포와 ATM기
URL：http://inbound.standard.navitime.biz/sevenbank-english/Index.act（세븐 은행 영문판 ATM기 검색 화면）

크레디트 카드 회사의 ATM locator 사이트
MASTER URL：http://www.mastercard.com/kr/personal/ko/cardholderservices/atmlocations/
VISA URL：http://www.visa-news.jp/visitjapan/atm/（영어）

6．
의료 서비스
여행중에 부상이나 몸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는,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로 상담해 주십시오. AMDA 국
제의료정보센터에서는 외국인분에게 일본의 의료 정보 제공이나 진료시의 무료 전화 통역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MDA국제의료정보센터 연락처
TEL：Tokyo 050-3598-7574（oﬃce） 03-5285-8088（consultation）
Osaka 06-4395-0555
Machida 042-799-3759
URL：http://amda-imic.com/oldpage/foreign/korean/K-index.html

수납 환경 정비 사업의 개요
관광청에서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 방문을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수납 환경 정비와 관련되는 전략 거점·지방 거점

촉진함과 동시에 여행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리피터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45
지역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자가 안심하고 쾌
적하게 이동체재관광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략 거점【17거점】
삿포로, 하코다테, 노보리베츠, 나리타, 우라야스, 긴자, 아키하바라, 오시아게·나리히라바시,
가마타, 요코하마, 후지카와구치호·후에후키,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후쿠오카

지방 거점【28거점】
구시로·데시카가, 히로사키, 히라이즈미, 센다이·마츠시마, 다자와호·가쿠노다테, 아이즈
와카마츠, 구사츠, 가와고에, 가마쿠라, 하코네·유가와라·아타미, 유자와, 다테야마구로베,
가나자와, 다카야마, 미나미이즈, 이세시마, 이즈미사노, 나루토·미나미아와지, 나라, 다나
베·시라하마, 돗토리현 서부, 마츠에, 마츠야마, 고치, 나가사키, 벳푸, 가고시마, 야에야마
전략 거점：현황 많은 방일 외국인 여행자가 방문하고 있는 지역
지방 거점：향후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가 전망되는 지역
＊지역의 수납 환경 정비의 적극성을 고려하여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수납 환경 정비에 관한 검토회 평가 등을 근거로 선정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수
납 환경 정비 사업 사례
실시 사례 ‑‑‑1

가나자와

실시 사례 ‑‑‑2

가나자와에서는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의 시점에서 관광 자원
을 스토리 편성으로 깊이 소개하고 나라별 여행자의 관심에 맞춘
관광 가이드 맵을 작성・배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

실시 사례 ‑‑‑3

다카야마

교토
고치

다카야마시에서는 거리의 안내 표시나 관광 안내 지도
의 다언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버스 정류장
에서의 다언어에 의한 전자 간판 설치, 다언어 팜플렛 발
행, 차내에 있어서의 행선지 등의 다언어 표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의 다언어
승차 안내
전자 간판

거리의 관광 안내

버스 이용에 관한 다언어 팜플렛

교토

교토에서는 관광 시설이나 쇼핑시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곤란
한 분을 위하여 영어, 한국어, 중국어에 대응한 대응 콜센터를 개
설하고 있으며 방일 외국인 여행자분의 질문이나 상담을 통역하
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카야마

실시 사례 ‑‑‑4

고치

고치에서는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외국인의 시선
에서 추천 관광 스포트나 음식점을 선정하여 나라
별 여행자의 관심에 맞춘 관광 가이드 맵을 작성・
배포하고 있습니다.

JNTO 해외 사무소
명칭

주소

서울사무소

Hotel President 2F 188-3, Eulchiro 1-ga, Jung-gu, Seoul, Korea

TEL

FAX

URL

02-777-8601

02-777-8612

http://www.welcometojapan.or.kr

북경사무소

Unit 2801 28th Floor SK Tower, No.6 Jia Jianguomenwai
Avenue,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北京市朝陽区建国門外大街甲6号 SK大厦 28階 01単元）

010-5971-2736

010-5971-2739

http://www.welcome2japan.cn/

상해사무소

Room 1412, Ruijin Building, 205 Maoming South Road, Shanghai 200020, CHINA
（中国上海市茂名南路205号 瑞金大廈1412室）

021-5466-2808

021-5466-2818

http://www.welcome2japan.cn/

홍콩사무소

Suite 3704-05, 37/F., Dorset House, Taikoo Place, Quarry Bay, Hong Kong

2968-5688

2968-1722

http://www.welcome2japan.hk/

방콕사무소

10th Floor Unit 1016, Serm-Mit Tower, 159 Sukhumvit 21Rd, Bangkok 10110

02-261-3525

02-261-3529

싱가포르사무소

16 Raﬄes Quay, #15-09 Hong Leong Building, Singapore 048581

6223-8205

6223-6035

http://www.jnto.org.sg/

시드니사무소

Suite 1, Level 4, 56 Clarence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02-9279-2177

02-9279-3166

http://www.jnto.org.au

런던사무소

5th Floor, 12/13 Nicholas Lane, London, EC4N 7BN, U.K.

020-7398-5670

020-7626-0224

프랑크푸르트사무소

Kaiserstrasse 11, 60311 Frankfurt am Main, Germany

069-2-03-53

069-284-281

파리사무소

4, rue de Ventadour 75001 Paris, France

01-42-96-20-29

01-40-20-92-79

http://www.tourisme-japon.fr/

뉴욕사무소

11 West 42nd Street, 19th Floor New York, NY 10036, USA

212-757-5640

212-307-6754

http://www.japantravelinfo.com

로스앤젤레스사무소

340 E. 2nd Street, Little Tokyo Plaza, Suite 302 Los Angeles, CA 90012

213-623-1952

213-623-6301

http://www.japantravelinfo.com/

트론트사무소

481 University Avenue, Suite 306, Toronto, Ontario M5G 2E9 Canada

416-366-7140

416-366-4530

http://www.jnto.go.jp/canada/

http://www.yokosojapan.org

http://www.seejapan.co.uk/
http://www.jnto.de/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센터 재팬（TIC-JAPAN）
일본 정부관광국(JNTO)이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객용
종합 관광 안내소입니다. 일본 전국의 관광 정보 제공이나
외국어 표기 관광 팜플렛이나 지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오실때는 꼭 이용해 주십시오.
〒100-0005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3-3-1
신도쿄빌딩 1층
TEL : +86-3-3201-3331
FAX: +86-3-3201-3215
개관 시간：9:00～17:00（휴관일 1월 1일）
URL：http://www.welcometojapan.or.kr/arrange/essential/tic.html

〒100-0006 도쿄도 치요다구 유라쿠쵸 2-10-1 도쿄 교통회관 10층
TEL：03-3216-1901 FAX：03-3214-7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