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리타공항에서�도쿄�도심까지�스피드�액세스!도쿄
도심

나리타
공항

S k y l i n e r

Greater Tokyo Pass
외국인�고객님만�해당

Keisei Skyliner+

01
재래선�가장�빠른 160km / h! 

나리타�공항 ⇔ 도쿄�도심�사이가�가장�빠른 41 분
※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게이세이 우에노역간의 최단 소요시간(분)입니다.

02
전석�지정석으로�릴렉스!

느긋한�시트�피치 

03
여행�정보의�검색·SNS의�발신에!

Free Wi-Fi 이용�가능

04
방범�카메라�내장으로�안심!

충실한�트렁크�공간

05
PC, 스마트�폰�충전에!

전�좌석에 AC 콘센트�완비

Greater Tokyo Pass 이용�시

1,250 엔�추가로
Skyliner를�탈�수�있다!

Skyliner로 
보다�빠르고, 더욱�쾌적하게!

※



편의점

게이세이 개찰구

오에도선
긴자선
히비야선

에서에서

승차권 판매 카운터

Greater Tokyo Pass

※2

※ 1 Skyliner 티켓 금액입니다. 
　     Greater Tokyo Pass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승차권 요금 ¥1,270(소아: ¥640)가 필요합니다.
※ 2 괄호내는 소아요금입니다. 소아란 6세~11세인 고객님(12 세 초등학생 포함)을 말합니다.
　     세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은 "소아"가 없습니다.

나리타공항에서 도쿄 도심까지는

빠르고 편리!
「Keisei Skyliner」가

Skyliner Search

Skyliner는 전석 좌석 지정제입니다.  반드시 희망하시는 열차의 좌석 지정을 받은 후에 
좌석 지정을 받은 Skyliner권을 가지고 승차해 주십시오.

나리타
공항 

도쿄
도심

게이세이 우에노역
KS01

닛포리역
KS02

나리타 
공항

KS42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

KS41

빠르고 편리한 액세스! Skyliner

※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게이세이 우에노역간의 최단 소요시간(분)입니다.
41우에노역 나리타 

※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가 닫힌 시간에는 이쪽 창구로 
와 주십시오.

나리타공항 터미널빌딩내의 게이세이 
전철 승차권 판매 카운터(나리타공항 제1 
/ 제2여객터미널 1F)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7:00~21:00)

게이세이 개찰구

JR 개찰구

북쪽윙에서

남쪽윙에서 SKYLINER &KEISEI 
INFORMATION CENTER（7:00 ～ 21:00）

게이세이 
개찰구

JR 
개찰구

공항 제2터미널
에서SKYLINER &KEISEI 

INFORMATION CENTER（7:00 ～ 21:00）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빌딩 B1F게이세이 우에노역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빌딩 B1F

발매 장소

사용법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방면으로 Skyliner를 이용) 

위의 나리타 공항 발매 장소에서
 "Greater Tokyo Pass」와 
「Skyliner 티켓」을 구입 

Skyliner의 희망 
발차 시간을 지정한다 

좌석을 지정한 라이너권을 지참하여 
Skyliner에 승차.

Greater Tokyo Pass로 수도권의 인기 
명소를 탐방

Skyliner Skyliner 

1 2 3 4

(게이세이 우에노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Skyliner를 이용) 

Greater Tokyo Pass를 구입

1

"Greater Tokyo Pass" 유효기간 내에 
게이세이 우에노역에서 Skyliner 티켓

을 구입하고 발차 시간을 지정한다.

Skyliner

3

좌석을 지정한 Skyliner권을 지참하여 
Skyliner에 승차.

4

Greater Tokyo Pass로 수도권의 인기 
명소를 탐방

2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http://www.keisei.co.jp/keisei/tetudou/skyliner/kr/index.php

Skyliner 티켓(편도)

1,250엔 (630엔)
※1

간토의 가맹 12사국의 공민철∙1도3현
 51사국의 버스를 무제한 승하차!

GTP

GTP

SL

SL

7,200엔（3,600엔）※2

분공항

 https://greater-tokyo-pass.jp/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