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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sei News Release 
 

 2017년 1월 6일 
게이세이 전철 주식회사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제도에 있어서 

나리타공항 제 1터미널역 방일 외국인을 위한 승차권발매·안내카운터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가 
「카테고리３」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에 이어 제1터미널역도 인정! 
 

게이세이 전철(본사: 지바현 이치카와시, 사장: 사이구사 노리오)에서는 2016년 12월

31일(토)부로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역 구내의 방일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카운터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가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의한 외

국인 관광안내소 인정제도에서 「카테고리3」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제도란, 관광청이 정한 「외국인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방식

에 대한 지침」을 토대로 도입된 것으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방일 환경정비의 일환

으로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모집을 하여, 안내소를 입지, 기능 등에 따라 세 카테고리 및 파트너 시설로 분류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016년 12월31일부로 「카테고리3」 인정을 받은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역구내

의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는 영어·중국어·한국어에 대응하며, 방

일 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승차권의 판매·교환에 더하여, 전국의 관광명소 안

내 등 외국인 종합안내카운터로서 2016년 12월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게이세이 전철의 시설이 「카테고리3」 인정을 받은 것은 작년도에 개업한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 구내의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에 이어 두번

째입니다. 
 

게이세이 전철에서는 방일 외국인 손님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개요는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사진 좌측: 외관, 사진 우측: 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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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의 

외국인 관광안내소 인정제도「카테고리 3」 인정에 대하여 
 

１．인정시설  「SKYLINER &KEISEI INFORMATION CENTER」 

【소재지】   나리타공항 제 1 터미널역 구내 

  (지바현 나리타시 산리즈카고료보쿠조 1-1) 

        【영업개시】  2016 년 12 월 1 일(목) 

        【서비스내용】 (1) 승차권・스카이라이너권 발매 

               (2) 방일 외국인 한정 기획승차권의 발매・교환 

 (3) 전국 교통·관광정보 제공 

 (4) 고객용 컴퓨터 설치 

 (5) 무료 Wi-Fi 제공 

 (6) 여행보험판매, 여행 상품 판매，여행 용품 판매，
   외화환전・인도 

        【영업시간】 7:00 ~ 21:00 

 ※여행보험 판매만 7:00~19:00 

        【대응언어】  4 개국어 대응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직원수】  상시 3 명 체제 

 

2. 인정 주체    일본정부관광국(JNTO) 

 

3. 제도 개요    · 관광청이 정한 「외국인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방식에 대한 

지침(2012년 1월 제정, 2014년 8월 개정)」을 토대로 201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 

·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모집을 하여, 안내소를 입지, 기능 등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 및 파트너 시설로 분류하여 인정함 

 

4. 인정구분  카테고리 3 

        【참고: 인정제도 카테고리별 주요 기준】 

카테고리 주요 기준 

카테고리 3 

・ 상시 영어에 대응 가능 

・ 또한 영어를 제외한 2 개 이상의 언어로 상시 안내가 

가능한 체제일 것 

・ 전국 수준의 관광안내를 제공 

・ 원칙상 연중무휴 

・ Wi-Fi 대응 

・ 게이트웨이나 외국인 내방자가 많은 곳 

카테고리 2 
・적어도 영어로 대응가능한 직원이 상주 

・광역 안내를 제공 

카테고리 1 
・상시는 아니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영어 대응가능 

・지역의 안내를 제공 

파트너 시설 

관광안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외국인 여행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욕이 있으며, 공평 ・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안내를 제공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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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의 「카테고리 3」 인정을 받은 게이세이 전철 
시설에 대해서】 

 
2016년 2월15일부로 「카테고리 3」의 인정을 받은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의 
시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시설 명칭 「SKYLINER &KEISEI INFORMATION CENTER」 
②주 소 지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 구내 
 (지바현 나리타시 후루고메 아자 후루고메 1-1) 
③영업 개시일 2015년 12월 1일 

 ④인 정 일 2016년 2월 15일 

 ⑤서비스 내용 (1) 승차권・스카이라이너권 발매 
          (2) 방일 외국인 한정 기획승차권 발매・교환 
          (3) 전국의 교통・관광정보 제공 
          (4) 고객용 컴퓨터 설치 
          (5) 무료 Wi-Fi 제공 
          (6) 여행보험 판매, 여행상품 판매, 외화환전·인도 
 ⑥영업시간  7:00~21:00 

 ※여행보험 판매는 7:00~19:00 
 ⑦대응언어  4개국어 대응(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⑧직 원 수 상시 3명 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