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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레밋 국제송금서비스, 로손은행 ATM에서 취급 개시 

2021년 1월 12일(화)부터 SBI레밋의 「레밋카드」 전국 13,400대 이상의 로손은행 ATM에서 이용가능 
 

 

SBI레밋 주식회사(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이하 「SBI레밋」)와 주식회사 로손은행(도쿄도 

시나가와구, 대표이사 사장 야마시타 마사시, 이하 「로손은행」)은, 로손은행 ATM에서 2021년 1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SBI레밋 국제송금서비스 취급을 개시합니다. 

이번 제휴로 전국 로손 점포 등에 설치된 13,400대 이상의 로손은행 ATM에서 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국제송금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레밋카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SBI레밋은 인터넷과 ATM,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220여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 최단 10분만에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국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 송금 

은 물론, 해외에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현지 대리점 등에서 현금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해외출장 

시의 체재비 수취 같은 일시적인 송금에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어 서포트 체제도 

완비하고 있으므로 재류외국인 고객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업 10주년을 앞두고 더욱 더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메뉴와 기능 확충에 힘쓰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로손은행은 금융기관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여 카드 없이 ATM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스마트 ATM」 

서비스를 2020년 8월부터 개시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법인의 ATM 현금 입금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ATM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TM 서비스 확충과 제휴처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로손은행 ATM의 「레밋카드」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안내는 아래의 URL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sonbank.jp/international/en/) 

※ 「레밋카드」에 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UR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emit.co.jp/sendremittance/method/remitcard/) 

https://www.lawsonbank.jp/international/en/
https://www.remit.co.jp/sendremittance/method/remitcard/


 

 

<당사 개요> 

회사명 : SBI레밋 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설  립 : 2010년 8월 

대표자 :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자본금 : 5,000만엔 

사업내용 : 국제송금사업 

URL : https://www.remit.co.jp/ 

 

<로손은행 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로손은행 

소재지 : 도쿄도 시부야구 오사키 2-1-1 

설  립 : 2016년 11월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야마시타 마사시 

자본금 : 116억엔 

사업내용 : ATM사업, 리테일 사업(예금, 환전, 인터넷뱅킹 등) 

URL : https://www.lawsonbank.jp/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 

https://www.remit.co.jp/
https://www.lawsonbank.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