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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여행 중 쾌적한 통신 환경으로 투어 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앱 서비스를 개시

~나리타공항에서 무료 유심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최초!

나리타공항은 Wamazing 주식회사(※)와 연계해 방일 여행객의 요구가 높은 ‘통신’, ‘교통
’, ‘매력적인 여행지 제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본 최초의 서비스로 나리타공항을 이
용하는 방일 여행객의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용 앱 서비스 ‘Wamazing(와
메이징)’을 개시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시 시에는 대상자를 대만과 홍콩에 거주하는 방일 여행객(대응 언어는 중국
어 번체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영어,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등으로 대응 언어를 확대해
나갑니다.

■ ‘Wamazing’ 앱으로 할 수 있는 일 ※서비스 개시 시.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일본에서의 인터넷 통신이 무료】
무료 유심 카드(데이터 통신 용량 500MB, 5일간까지 무료)를 나리타공항 도착 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구입은 앱에서 가능

【도쿄도 내의 택시 배차】
도쿄도 내의 약 1.2만대의 택시의 배차 요청을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광 액티버티, 투어 예약】
●계절별 관광 액티버티와 당일 투어를 앱으로 예약・검색・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 내에서 당일 코스가 가능한 스키장과 연계하여 아시아로부터의 내방객에게
인기가 있는 ‘스노우 스포츠’를 제공

■신서비스 개시 시기
1월 26일~ 앱 서비스 운용 개시
2월 1일~ 나리타공항에서의 무료 유심 카드 발급 개시

 향후 국내 각지의 계절별 액티버티 및 나리타공항 주변 일주 투어를 추가 예정

 자가용차 등의 교통 수단이 없는 방일 외국인 고객이 부담 없이 ‘스노우 스포츠’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왕복 송영 택시 서비스를 제공



별지

■ ‘WAmazing’ 이용 방법과 순서

대만・홍콩
(자국에서 여행
검토 ~ 출발)

앱 다운로드

(1월 26일부터 중국
어 번체자로 개시)

체험・투어 예약

나리타공항
(일본 도착 시)

무료 유심 카드 수취

(2월 1일부터 개시)

일본 체류 중

겔렌데

나리타공항 주변 일주 투어

(향후 전개 예정)

택시 왕복 송영숙박처

일본의 사계 체험 (예: 스노우 스포츠 체험)

도쿄에서 당일로 갈 수 있는 인기 체험 및 맛집 투어

(투어 예)

(대만・홍콩에서)

・WAmazing사가 제공하는 iPhone용 애플리케이션을 대만・홍콩의 App Store에서 다운로
드 받아 회원 등록(무료)을 합니다.

・출발 전에 체험・투어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나리타공항에서)

・공항 도착 시에 각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에서 무료 유심 카드를 수취합니다.

(일본 체류 중)

・방일 여행 중 쾌적한 통신 환경에서 투어 예약 및 택시 배차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Wamazing 주식회사
URL ： http://info.wamazing.jp/



별지

무료 유심 카드 발급기 설치 장소

<제1터미널> <제2터미널>

<제3터미널>

터미널 설치 장소
지도
번호

제1터미널
출국 수속 전의 구역 1층 북쪽윙 미팅 포인트 부근 A

출국 수속 전의 구역 1층 남쪽윙 미팅 포인트 부근 B

제2터미널 출국 수속 전의 구역 1층 A존 지바은행 환전소 부근 C

제3터미널 출국 수속 전의 구역 2층 안내 카운터 부근 D

무료 유심 카드가 발급되는 기계
(이미지)

B

A

C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