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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카이 전철 16 개 역의 개찰기에서 실증실험을 개시합니다.
4 월 3 일(토)부터 ｢Visa 의 터치 결제｣ 이용 개시
4 월 15 일(목)부터 ｢난카이 디지털 티켓 제 1 탄(시차 통근 응원 티켓)｣발매
난카이전기철도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카드주식회사, QUADRAC주식회사, 비자・월드와이드・
재팬주식회사는 Visa의 터치 결제와 QR코드에 의한 개찰기의 입・출장의 실증실험을 실시할 것을 작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실시 기간과 실시 역 등 실증실험의 상세 내용이 결정되었기에
안내해드립니다.
역의 개찰에서 Visa의 터치 결제에 의한 이용구간의 운임 지불은 국내 최초입니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한 개찰의 입・출장은 난카이 전철에 있어서도 최초입니다. 본 실증실험은 난카이 전철의 16개 역에
전용 개찰기를 설치하여 「Visa의 터치 결제」, QR코드에 의한 「난카이 디지털 티켓」을 이용하여 입장 및
출장하시는 고객님께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카이 디지털 티켓의 제1탄으로 러시아워의 혼잡 완화와 접촉 기회의 저감, 캐시 리스 결제의 추진을
목적으로, 9시 이후의 입장에 이용할 수 있는 「시차 통근 응원 티켓 （5월 유효 승차권 / 6월 유효
승차권 / 7월 유효 승차권）」을 발매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종류의 서비스에
의해 향후의 새로운 교통 이용의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애프터 코로나를 대비한 환경 정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난카이 전철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꼭 체험해 주십시오.
또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일본판 MaaS의 보급을 위해 기반 정비의 일환인 캐시 리스
결제의 도입에 대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１．실시 기간
2021 년 4 월 3 일（토）～12 월 12 일（일）※종료 시기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２．실시 역
난카이 전철 16 개 역 ・ 32 개찰（기타 역에서의 Visa 의 터치 결제, 난카이 디지털 티켓에 의한 승・
하차는 불가）
→난바（2F 중앙 개찰구, 3F 북쪽 개찰구） ・ 신이마미야（4F） ・ 덴가차야 ・ 사카이（동쪽 출구） ・
이즈미오쓰 ・ 와카야마시 ・ 린쿠타운 ・ 간사이공항 ・ 사카이히가시（서쪽 출구） ・ 미쿠니가오카 ・ 곤고
・ 가와치나가노 ・ 하시모토 ・ 구도야마 ・ 고야시타 ・ 고야산

「Visa 의 터치 결제」
「난카이 디지털 티켓」이
이용 가능한 전용 개찰기 부근의
이미지

바닥에 붙일 안내 사인

３．실증실험의 내용
실증실험에서는 난카이 전철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편리성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2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sa 의 터치 결제（이용 시 결제）」에 있어서는 애프터 코로나를 향한 수용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에서의 고객을 비롯해, 누구라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Visa 카드로 철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을, 또한 「난카이 디지털 티켓（사전구입）」에 있어서 디지털 티켓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MaaS
사업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각각 검증합니다.
（１） Visa 의 터치 결제（이용 시 결제）
평상시 사용하는 Visa 카드를 이용해 승차 구간의 운임을 이용할 때마다 결제합니다. Visa 의 터치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신용, 직불, 선불）와 스마트폰, 웨어러블을 입장 시와 출장 시에
전용 개찰기에 가져다 대는 것으로 개찰 통과와 운임정산이 가능합니다.
※수수하는 운임은 어른 요금으로만 설정되어 있으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른 운임을
수수합니다.
※가지고 계신 VISA 카드에 터치 결제 대응 마크가 없는 고객님은, 소지하고 계신 카드의 발행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용 개찰 이용 방법】

【이용 이력 확인 방법】
Visa 의 터치 결제 이용 이력은 QUADRAC 사가 제공하는 이하의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마이
페이지」의 회원 등록 수속 이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q-move.info/

톱 화면
（２）난카이 디지털 티켓（사전 구입）

로그인 화면
画面

이력조회
페이지参照ペー

난카이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난카이 디지털 티켓」을 사전에 구입하여 스마트폰에ジ표시된 QR 코드를
입장 시와 출장 시에 전용 개찰기에 가져다 대는 것으로 개찰 통과가 가능합니다.
실증실험 기간 중 복수 종류의 「난카이 디지털 티켓」을 시험적으로 시행하며, 제 1 탄으로 5 월, 6 월,
7 월에 이용할 수 있는 「시차 통근 응원 티켓」을 발매합니다. 상세 내용은 별지 1 및 본 실증실험의 특설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특설 사이트 URL：http://www.nankai.co.jp/contents/visa-transportation/
【화면 이미지】

톱 화면

구입 화면

입장 시의 화면

【전용 개찰기 이용방법】

４．각사의 역할
＊난카이전기철도주식회사：서비스의 기획, 설계
＊미쓰이스미토모카드주식회사：Visa 의 터치 결제 도입 지원, stera 플랫폼 제공
＊QUADRAC 주식회사：교통사업자를 위한 결제 및 인증에 관한 SaaS 형 플랫폼 제공
＊비자・월드와이드・재팬주식회사：Visa 의 터치 결제에 관한 설루션 제공
난카이 그룹에서는 ＳＤＧｓ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된
뉴스 릴리스에 「ＳＤＧｓ의 목표 아이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의 대응은 8 번, 10 번에 관련된 것입니다.

（※）「QR 코드」는 (주)덴소웨이브의 등록상표입니다.

난카이 디지털 티켓 「시차 통근 응원 티켓」에 대해서

별지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의 영향으로 시차출근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을 근거로 러시아워의
혼잡 완화와 위드/애프터 코로나에 있어서의 비접촉 결제를 활용한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시차 통근 응원 티켓 （5 월 유효 승차권 / 6 월 유효 승차권 / 7 월 유효 승차권）」을
기간 한정으로 발매합니다.
승차역을 9 시 이후에 입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약 30%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１．발매 내용
승차역을 9 시 이후에 입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난카이 디지털 티켓입니다.（출장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편도 6 회 권 ・ 10 회 권 ・ 18 회 권의 3 종류를 발매합니다. 구입 후, 동월 내의 재구입
（추가구매）은 불가합니다.
２．유효기간, 발매 기간, 할인율
시차 통근 응원 티켓

유효기간

5 월 유효 승차권

5 월 1 일(토)～31 일(월)

6 월 유효 승차권

6 월 1 일(화)～30 일(수)

7 월 유효 승차권

7 월 1 일(목)～31 일(토)

발매 기간

할인율

4 월 15 일(목)～19 일(월)

약 30%

4 월 20 일(화)～30 일(금)

약 20%

5 월 1 일(토)～19 일(수)

약 30%

5 월 20 일(목)～31 일(월)

약 20%

6 월 1 일(화)～19 일(토)

약 30%

6 월 20 일(일)～30 일(수)

약 20%

※말일의 24 시까지 구입 가능
３．유효구간
난바, 신이마미야, 덴가차야역～본 실증실험 역(난바, 신이마미야, 덴가차야 역을 제외)의 상호 간
※난바, 신이마미야, 덴가차야 역의 어느 한곳을 입장 또는 출장하는 고객에 한합니다.
４．발매금액
난바, 신이마미야, 덴가차야역～본 실증실험 실시 각 역 간의 발매 금액은 이하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특설 사이트 URL：http://www.nankai.co.jp/contents/visa-transportation/
（예）난바～간사이공항역 간의 「시차 통근 응원 티켓」 발매금액
시차 통근 응원 티켓

약 30% 할인

약 20% 할인

통상 운임 금액

6회 권

3,900 엔

4,440 엔

5,580 엔

10 회 권

6,500 엔

7,400 엔

9,300 엔

18 회 권

11,700 엔

13,320 엔

16,740 엔

_

５．구입방법
난카이 애플리케이션상의 특설 페이지에서 구입 가능.

Android™

iOS

※역 창구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결제 브랜드는 Visa 에 한합니다.
６．이용방법

Android 는 Google LLC 의 상표입니다.

본 실증실험 역에 설치한 전용 개찰기의 스캔 리더에 난카이 디지털 티켓（시차 통근 응원 티켓）의
QR 코드를 가져다 대면 입・출장 가능합니다.
※구입하신 구간 내의 이용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