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도쿄국제공항터미널 주식회사

하네다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의 액세스 경로 검색

‘TIAT ROUTE MASTER’의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일본의 고객을 비롯해 방일 외국인 분들도 영어・중국어(간체자・번체자)・한국어 대응에 의해
철도・버스 경로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쿄국제공항터미널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오타구, 대표이사 사장: 사쿠라이 마사유키)는 조루단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신주쿠구, 대표이사 사장: 사토 도시카즈)가 제공하는 ‘환승 안내 Visit’과 연
계해 하네다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사이트 내에서 하네다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목적지로
그리고 각지에서 하네다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로 철도와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로를 ‘보다 편
리하게 보다 알기 쉽게’라는 콘셉트로 2015년 4월 30일부터 액세스 검색 서비스 ‘TIAT ROUTE
MASTER’를 개시합니다.
일본어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간체자・번체자), 한국어를 사용한 검색도 가능해 방일하시는 외
국인 고객 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하네다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숙박하실 호텔까지의 경로 검색이나 호텔에서 가장 가까
운 역을 모를 때에도 리스트에서 호텔 명칭을 선택하는 것 만으로 문자를 입력할 필요 없이 최단 경
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숙박하실 호텔에서 하네다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로의 최적의 경
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2015년 6월을 목표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스트레스
없는 이동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 검색 등의 기능 추가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의 정액
요금 택시의 안내와 터미널 내에서의 이동 네비게이션 기능 등도 계획 중으로, 순차적인 서비스 향
상을 도모해 나갑니다.

http://www.haneda-airport.jp/inter/access/accessfinding.html
‘TIAT ROUTE MASTER’의 특징
1.
2.
3.
4.

방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대응.(영어, 중국어(간체자・번체자), 한국어)
하네다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철도・버스의 최적 경로를 제공.
역 이름이나 호텔, 관광 명소 등 가고 싶은 장소를 직접 입력하는 검색과 주요 역, 주요 호
텔, 시설 명칭 리스트에서 선택하는 검색도 가능.
도보 이동 시간을 고려한 경로 검색을 하므로, 낯선 장소에서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
록 도보 시간을 자신의 페이스에 맞춘 설정이 가능.

본 건에 대한 문의처
도쿄국제공항터미널 주식회사

조루단 주식회사 법인영업부 유이카와 오가와

전화： 03-6428-5961

전화：03-5369-4052

Email： ryokakubu@tiat.co.jp

Email：norikae-visit@jorudan.co.jp

URL：http://www.haneda-airport.jp/inter/

URL：http://biz.jorudan.co.jp/

별지１
1. 다국어 대응
영어

중국어(간체자)

한국어

중국어(번체자)

2. 디바이스 대응
PC 사이트

스마트폰 사이트

별지2
3. 호텔과 관광 시설 등을 리스트에서 선택, 도보 속도의 설정

① 리스트를 표시

② 호텔을 선택

③ 걷는 속도를 선택

4. 검색 결과의 목적지 주변도에서 역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