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2일 

 
수하물 보관 서비스 'ecbo cloak', 교토, 오사카, 고베 지역의 역 안에 도입 개시!  

~사전 예약으로 핸즈프리 관광을 추진~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주식회사 JR서일본 마루닉스 

주 식 회 사  니 혼 료 코  

e c b o  주 식 회 사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오사카시 기타구, 대표이사 사장 기지마 다쓰오)는 수하물 임시 보관 공유 

서비스 ‘ecbo cloak(에쿠보 클로크)’를 운영하는 ecbo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사장 구도 

신이치)와 2018년 1월에 체결한 업무 제휴에 따라, 주식회사 JR서일본 마루닉스(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대표이사 사장 이시모토 오사무)가 운영하는 수하물 보관소 ‘Crosta’(교토역, 신오사카역, 간사이공항역) 

및 주식회사 니혼료코(도쿄도 주오구, 대표이사 사장 호리사카 아키히로)의 7개 점포(가나자와, 교토, 

오사카, 오카야마, 히로시마 지역)에서 2018년 3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므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핸즈프리 관광 촉진을 위해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도입 점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실시개요 

1. 서비스 개시일 

 2018년 3월 19일(월) 

2. 서비스 개시장소 

 수하물 보관소 3곳 - 주식회사 JR서일본 마루닉스 

Crosta 교토, Crosta 신오사카, Crosta 간사이공항 

 

 니혼료코 점포 7점포 - 주식회사 니혼료코 ※수시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TiS 가나자와 지점, TiS 교토 지점, 교토 시조 지점 트래블 카운터, TiS 신오사카 지점 

TiS 오사카 지점, TiS 오카야마 지점, TiS 히로시마 지점 

 

3. 예약 

 예약 개시일:  2018년 3월 14일(수) 12시~ 

 예약은 ecbo cloak 웹사이트(https://cloak.ecbo.io)에서 받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각 점포의 영업시간에 따릅니다.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하십시오. 

※ecbo cloak의 통상적인 체크인/체크아웃 절차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ecbo cloak란 

‘ecbo cloak’는 2017년 1월에 도쿄 도내에서 시작한 ‘짐을 맡기고 싶은 사람’과 ‘짐을 맡아줄 공간이 

있는 점포’를 연결하는 공유 서비스입니다. 카페, 미용실, 자전거 대여점, 기모노 대여점, 코워킹 스페이스, 

신사 등의 다양한 공간을 물품 보관소로 하여 호스피탈리티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도쿄,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홋카이도, 에히메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객들이 

여행지에서 이용할뿐만 아니라 이벤트 참가 시 및 쇼핑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품보관함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대형 수하물(유모차, 스포츠 용품, 악기 등)도 맡아 드립니다.

https://cloak.ecbo.io/


 

 

【별지１】도입 점포 개요 

※영업시간, 정기휴일, 보관개수 등 자세한 점은 홈페이지(https://cloak.ecbo.io)에서 확인하십시오. 

수하물 보관소 

■‘Crosta 교토’(운영: (주)JR서일본 마루닉스) 

 장소 :  JR교토역 지하 중앙출입구 

 영업시간 :  8:00~20:00 

 이용요금 :  800엔/일(※고객이 많은 시기에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rosta 신오사카’(운영: (주)JR서일본 마루닉스) 

  장소 :  JR신오사카역 중앙출입구 1층 

 영업시간 :  ９:00~20:00 

 이용요금 :  800엔/일(※고객이 많은 시기에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rosta 간사이공항’(운영: (주)JR서일본 마루닉스) 

 장소 :  JR간사이공항역 개찰구 내 

 영업시간 :  8:00~20:00 

 이용요금 :  800엔/일(※고객이 많은 시기에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니혼료코 점포 

■‘TiS 가나자와 지점’(운영: (주)니혼료코) 

 장소 :  JR가나자와역 구내 상업시설 ‘린토(Rinto)’ 내 

영업시간 :  11:00~19:00(일요일, 공휴일 10:30~18:30) 

 이용요금 :  800엔/일  

■‘TiS 교토 지점’(운영: (주)니혼료코) 

 장소 :  JR교토역 구내 중앙개찰구 앞 

 영업시간 :  11:00~19:00 

 이용요금 :  800엔/일 

■‘교토 시조 지점 트래블 카운터’(운영: (주)니혼료코) 

 장소 :  한큐 교토선 가라스마역에서 도보 5분 

 영업시간 :  11:00~19:00(일요일, 공휴일 11:00~18:30) 

 이용요금 :  600엔/일 

■‘TiS 신오사카 지점’(운영: (주)니혼료코) 

 장소 :  JR신오사카역 구내 2층 

 영업시간 :  11:00~19:00(토, 일, 공휴일 11:00~18:30) 

 이용요금 :  800엔/일 

■‘TiS 오사카 지점’(운영: (주)니혼료코) 

 장소 :  JR오사카역 중앙개찰구 앞 

 영업시간 :  10:30~19:30(일요일, 공휴일 10:30~18:30) 

 이용요금 :  800엔/일 

■‘TiS 오카야마 지점’(운영: (주)니혼료코) 

 장소 :  JR오카아먀역 구내 2층 산스테미나미관 내 

 영업시간 :  10:30~20:00(토, 일, 공휴일 10:30~19:00) 

 이용요금 :  800엔/일 

■‘TiS 히로시마 지점’(운영: (주)니혼료코) 

 장소 :  JR히로시마역 구내 1층 남쪽출입구 

 영업시간 :  10:30~19:00(토, 일, 공휴일 10:00~18:00) 

 이용요금 :  800엔/일 
※통상적인 ecbo cloak 플랜과 다른 점포가 있습니다. 

 

 

 

 

 

 

 

 

 

 

 

https://cloak.ecbo.io/


 

 

【별지２】회사개요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소재지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시바타 2-4-24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기지마 다쓰오 

 사업내용  운수업, 유통업, 부동산업 등 

 자본금  1,000억 엔 

 URL  http://www.westjr.co.jp/ 

 

【주식회사 JR서일본 마루닉스】 

 소재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미야하라 3-5-24 신오사카 다이이치세이메이 빌딩 13층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이시모토 오사무 

 사업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창고업, 수하물 취급과 집배업무 등 

 자본금  8천만 엔 

 URL  https://www.marunix.com/ 

 

【주식회사 니혼료코】 

  소재지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1-19-1 니혼바시 다이아 빌딩 12층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호리사카 아키히로 

 사업내용  여행업 

 자본금  40억 엔 

 URL  http://www.nta.co.jp/ 

  

【ecbo 주식회사】 

 소재지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미나미 3-4-13 아오야기 빌딩 2층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구도 신이치 

 사업내용  수하물 보관 사업 

 자본금  2천만 엔 

 URL  https://ecbo.io 

 

http://www.westjr.co.jp/
https://www.marunix.com/
http://www.nta.co.jp/
https://ecbo.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