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역의 ICOCA 물품보관함이 더욱 편리하게~

교토역에서 물품보관함 사용 가능 정보 검색 서비스 를 시작합니다
2018 년 4 월 4 일
서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간사이 스테이션 서비스 주식회사
JR 서일본 그룹의 간사이 스테이션 서비스 주식회사는 오사카역, 신오사카역에 이어
'ICOCA 물품보관함 검색' 서비스를 2018 년 4 월 19 일(목)부터 교토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시는데, 물품보관함의 사용 가능 상황과 그 위치를
몰라서 찾아 돌아다니거나 빈 곳이 없어 물품보관함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로 인해 새로 설치하는 전용 단말기 외에도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역 구내·교토역 빌딩 및 교토역 주변
시설(교토역 지하상가 '포르타(Porta)', 교토 버스티켓센터)에 있는 물품보관함의 사용
가능 정보 외에도 지하 1 층 수하물 보관소의 사용 가능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4 개 국어<일어, 영어, 중국어(간체자), 한국어>로 표기하고 언어별로
검색 화면 전환이 가능한 사양으로 변경하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께서도 더욱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금 연휴의 여행이나 출장·비즈니스로 방문하실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JR 서일본 그룹은 앞으로도 서비스의 충실과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개시일

2018 년 4 월 19 일(목)

○서비스 내용

터치패널식 전용 단말기 화면에서 물품보관함이나 수하물 보관소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사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Web 상에서도 같은 순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ICOCA 물품보관함(교통계 IC 카드 결제 가능 물품보관함)만

○ 검색 단말기

물품보관함 부근의 전용 단말기(3 곳에 3 화면 설치)
아울러 전용 홈페이지의 QR 코드를 역 구내의 물품보관함에
게시합니다.

○검색 이미지
1. 전용 단말기를 터치해서 검색

화면에서 희망 지역을
터치합니다.

선택한 지역의 사용 상황(비어있는
개수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２. QR 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으로 검색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지역을 선택하시면, 전용 단말기와 동일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또한 오데카케 넷
'홈>철도 안내>역 정보·노선도>역 정보(교토역)' 하단의 링크 배너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
①1F 중앙 출입구 부근 ②0 번 홈 ③2F 서쪽 출입구 개찰

○전용 단말기 외관
※0 번 홈은 물품보관함에
화면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