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7 월 7 일

일본을 방문하는 고객의 여행이, 더욱 편리하게!
선불 SIM「Prepaid LTE SIM」의 기내 판매 개시
～국내 발행 선불 SIM 의 기내 판매는 일본 초～
・
・
・

7월15일（화）부터 판매 개시
간사이 도착 국제선의 기내에서 판매
가격은 플랜 100 MB 3,000엔, 플랜 500 MB 5,000엔의 2 종류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Peach, 대표이사 CEO：이노우에 신이치, 본사：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와,
소넷
주식회사(이하:：So-net,代대표이사
사장：이시이
류이치,
본사：동경도 시나가와구）는, 금일, 선불 SIM「Prepaid LTE SIM」의 기내판매를
7월15일（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발행 선불 SIM 에 있어서,국제선 정기편을
운항하는 일본계 항공회사에서의 기내 판매는 일본내에서 처음*1이다.

작년, 방일 외국인수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2, 방일객의 통신 수단에 대해 편리성이
높은 넷 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방일 외국인 여행자중
3명중게 1명이 일본에서 선불 SIM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3.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위해, 일본 도착전에 체류시의 통신 수단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간사이 공항
도착 국제선의 기내*4에서 「Prepaid LTE SIM」의 기내 판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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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SIM 「Prepaid LTE SIM」은, 주로 여행이나 비즈니스로 방일하는 고객 전용으로,
사용하는데 익숙해진 자신의 스마트 폰등의 휴대 단말기에 구입한 SIM 카드를 넣고,
Web으로부터 간단한 수속을 하는 것만으로*5 LTE 고속 모바일 데이터 통신 서비스*6 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epaid LTE SIM」은, 2개의 플랜(100 M, 500 M)중 선택할 수 있어 구입 시에 받는
영수증을 간사이 공항 제 2 터미널 출발 도착 로비내의 매점 「어플러즈 제 2 터미널
빌딩점」에 제시 후,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IM의 사이즈는, 매장에서 3 종류중 선택할
수 있다.
Peach는 앞으로도, 일본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업・단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전개 해 나갈 것입니다.

< Prepaid LTE SIM 기내 판매 상세 >
판매개시：
판매장소：
이용방법：
販売・購入方法：
販売・購入方法：
판매가격：
販売価格：
販売価格：
SIM사이즈：

7월15일（화）
Peach 국제선 간사이 공항 도착편 기내
・Step1：기내 판매 구입
・Step2：영수증을 가지고 「어플러즈 제2터미널 빌딩점」으로
・Step3：영수증을 제시하고 SIM 패키지를 입수
데이터 용량에 맞춰,100MB ･500MB 의 2가지 플랜중 선택
플랜100M 용량100MB（이용기간30일간＊7） 3,000엔（세금포함）
플랜500M 용량500MB（이용기간60일간＊7） 5,000엔（세금포함）
3종류（통상SIM,micro SIM,nano SIM）

최대 통신 속도：

최저 150Mbps /최고 50Mbps＊8

그외：

추가 충전 가능＊9

＊1
2014년7월3일、So-ne조사。
＊2
출처：일본 정부 관광국（JNTO）「2014년1월17일 보도」
＊3
출처：총무성「평성25년도 국내와 재외국에 있어서 공중무선 LAＮ의 제공 상황 및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ICT서비스의

요구에 대한 조사 연구」
＊4
국제선외, 국내선의 간사이 공항 도착편에서도 판매합니다.
＊5
HTC사 제품, BlackBerry 단말기등, 적합하지 않는 기종이 있습니다.
＊6
「Prepaid LTE SIM」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 전용입니다.
＊7
web에서 이용 개시의 수속（액티베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액티베이션 후 이용기간이 됩니다.
＊8
통신 속도는, 실제 통신 속도의 상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접속 상황・계약자가 사용하는 본 SIM카드・정보 통신
＊
기기・네트워크 5 환경・그 외의 이유에 의해 변화하여, 통신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데이터 잔량의 확인・충전은, 유저 웹에서 진행됩니다. 충전을 위해서는 신용 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ウェブサイト： www.flypeach.com
Facebook ページ： www.facebook.com/peach.aviation
YouTube 公式チャンネル： www.youtube.com/user/PeachAv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