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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에서 남은 외화를 효율적으로 활용!
외화를 전자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단말기를
3 점포에 설치
~주식회사 포켓체인지와 업무 제휴~
주식회사 니혼료코(본사: 도쿄도 주오구, 사장: 호리사카 아키히로)는 주식회사 포켓체인지(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사장: 아오야마 신)와 제휴하여 해외 여행 등에서 남은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나 각종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3 월 22 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니혼료코 3 점포(교토, 오사카, 산노미야)에 설치합니다.
교토 지역에서의 '포켓체인지' 서비스 도입은 최초입니다.

×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 비현금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 해외에서도 현금 결제는 필요하며, 해외
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현지 화폐를 다 쓰지 못하고 귀국하는 고객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 여행을 위해 환전한 외화가 남았다는 경험을 한 사람이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해외 여행 등에서 남은 외화를 장롱이나 책상 서랍 안에 묵혀둔 분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른바 장롱 예금처럼 썩고 있는 외화가 일본 국내에서만 1 조 엔 규모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니혼료코는 이번에 외국 지폐나 동전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주식회사 포켓체인지와 업무 제휴하여 3 점포(TiS 교토, TiS
오사카, TiS 산노미야)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3 점포 모두 편리한 역 구내(개찰구 앞)에 있어서
통근이나 통학, 쇼핑 등을 하면서, 남은 외화를 평소 사용하는 전자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화를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인바운드의 고객)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니혼료코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도입 점포를 늘려서 남은 외화 등의 유효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실시개요
1. 서비스 도입 점포, 서비스 개시일
(1)점포명(장소): TiS 교토 지점(JR 교토역 구내, 중앙 개찰구 앞)
서비스 개시일: 3 월 22 일(목)
(2)점포명(장소): TiS 오사카 지점(JR 오사카역 구내, 중앙 개찰구 앞)

서비스 개시일: 3 월 23 일(금)
(3)점포명(장소): TiS 산노미야 지점(JR 산노미야역 구내, 동쪽출입구 개찰구 앞)
서비스 개시일: 3 월 24 일(토)
※니혼료코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도입 점포를 늘릴 예정입니다.

2. 서비스 내용
(1)대 응 통 화: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일본 엔화
(2)대 응 언 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한국어
(3)교환 서비스: 남은 외화(지폐나 동전)를 다음의 전자 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WAON, 라쿠텐 Edy, Amazon 상품권, WeChat(웨이신), 라쿠텐 슈퍼 포인트('대만 라쿠텐 시장'
에서만 이용 가능), Ctrip, ecoPayz, Culture Land, Ticket Monster, Ybex 등 20 종류 이상
※'WAON'은 이온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라쿠텐 Edy'는 라쿠텐 그룹의 선불형 전자화폐입니다.
※전자화폐나 상품권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등에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４) 조 작 방 법 : 조작방법은 간단!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심입니다!
① 거주 국가/교환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
② 외화(지폐나 동전)를 투입구에 투입
③ 교환 환율 등을 확인한 후 사용하는 IC 카드를 대고 충전하면 완료!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경우는 필요한 정보가 인쇄된 영수증을 받아, 나중에 본인이
수속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포켓체인지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포켓체인지(https://www.pocket-change.jp/)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 1-15-13 시바 에스테빌딩 9 층
대표자: 대표이사 아오야마 신
설 립: 2015 년 12 월
외국 지폐나 동전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개발(일본 최초).
2017 년 2 월에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 도착 로비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
3 월 20 일 현재, 공항(국제선 터미널)이나 호텔 등에 19 대를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