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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sei News Release 
 

2016년 3월 24일 

게이세이 전철 주식회사 
 

취급상품을 충실하고, 더욱 편리하게! 

방일 외국인용 인터넷 구입 서비스 ‘Skyliner e-ticket’으로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

‘스카이라이너 왕복권’ 발매개시！ 
 
게이세이전철(본사: 지바현 이치카와시, 사장: 사이구사 노리오)은, 2016년 3월 26일

(토)부로 방일 외국인용 인터넷 구입 서비스 ‘Skyliner e-ticket –Fastest Access from 

Narita to Downtown Tokyo-‘의 취급상품에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과 ‘스

카이라이너 왕복권’을 추가합니다.  
 

‘Skyliner e-ticket’이란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나리타공항~도쿄도심 간을 

최단 36분만에 연결하여 쾌적한 공항이용을 제공하는 ‘스카이라이너’의 특급권·승차권

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스카이라이너’ 편도권만 판매하고 있으나, 방

일 외국인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일본에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과 ‘스카이라이너 왕복권’의 취급을 개시하여, 상

품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이번에 취급 개시하는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은 ‘스카이라이너’의 편

도권·왕복권 및 도쿄메트로 전체 9개 노선과 도영지하철 4개 노선으로 합계 13개 노선

을 24시간·48시간·72시간 무제한 탑승(※)하는 승차권인 ‘Tokyo Subway Ticket’을 조합

하여, 방일 외국인을 위해 할인된 기획승차권입니다. 지금까지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역

과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 라이너 카운터나 여행대리점, LCC 항공기내 등에서 판

매하였습니다만, 인터넷에서도 구입 가능하게 되어 더욱 이용하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스카이라이너’ 왕복권은 편도권보다 더 저렴하게 ‘스카이라이너’를 왕복으로 이

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세이 전철은 방일 외국인 고객의 여행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안심

하며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Skyliner e-ticket’ 취급상품 추가에 관한 개요는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2016년 3월 26일부터 

 
                               

‘Skyliner e-ticket’의 로고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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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liner e-ticket’의 취급상품 추가에 대하여 
 
 

1. 추가상품 (1)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 

            (2) ‘스카이라이너’ 왕복권 

 

2. 판매개시 2016년 3월 26일(토) 

 

3. 구입절차 ① 고객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티켓종류, 이용인원, 이용날짜, 대금결제용 신용카드 정보·여권

번호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②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후, ‘교환번호’를 발행합니다. 

③ 일본 방문 후, 아래 교환장소에서 여권과 함께 ‘교환번호’를 제시해 

주시면, 이용하시고자 하는 티켓을 발행해 드립니다. 
 

●  ‘교환번호’로 교환하는 장소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 

  (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 구내)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역·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의 스카이

 라이너 티켓 발매창구 

・나리타공항 터미널빌딩 안의 도착층 카운터 

※ 현재 취급상품인 ‘스카이라이너’ 편도권은 상기 외에, 

닛포리역, 게이세이 우에노역의 스카이라이너 티켓 발매

카운터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브랜드 

Visa, Master 
 

● 1회 구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어른·어린이 합하여 8명까지 
 

● 구입 가능 기간 

승차일로부터 20일 전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4. 사이트 URL  (1)영어 
    http://www.keisei.co.jp/keisei/tetudou/skyliner/e-ticket/en/ 

       (2)중국어(간체자) 
    http://www.keisei.co.jp/keisei/tetudou/skyliner/e-ticket/zhs/         

 (3)중국어(번체자) 
    http://www.keisei.co.jp/keisei/tetudou/skyliner/e-ticket/zht/         

 (4)한국어 
    http://www.keisei.co.jp/keisei/tetudou/skyliner/e-ticket/ko/ 
 

 

5. 판매 대상 방일 외국인 고객 

                 ※일본 국적인 고객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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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액 (1)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 

         판매액 할인금액 

Skyliner 편도＋ 
Tokyo Subway 24-hour Ticket 

어른 2,800엔 670엔 

어린이 1,400엔 340엔 

Skyliner 편도＋ 
Tokyo Subway 48-hour Ticket 

어른 3,200엔 1,270엔 

어린이 1,600엔 640엔 

Skyliner 편도＋ 
Tokyo Subway 72-hour Ticket 

어른 3,500엔 1,970엔 

어린이 1,750엔 990엔 

Skyliner 왕복＋ 
Tokyo Subway 24-hour Ticket 

어른 4,700엔 1,240엔 

어린이 2,350엔 630엔 

Skyliner 왕복＋ 
Tokyo Subway 48-hour Ticket 

어른 5,100엔 1,840엔 

어린이 2,550엔 930엔 

Skyliner 왕복＋ 
Tokyo Subway 72-hour Ticket 

어른 5,400엔 2,540엔 

어린이 2,700엔 1,280엔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에 포함된 ‘Tokyo Subway 

Ticket’은 3월 26일(토)부터 승차권의 유효기간이 변경됩니다. 

   ·현  행: 첫차부터 마지막 차까지 1·2·3일간 유효 

↓ 

·변경후: 사용 개시로부터 24·48·72시간 유효 

※ ‘어른’은 12세 이상인 고객, ‘어린이’는 6세 이상 11세 이하

(12세인 초등학생을 포함)인 고객입니다. 
 
                 (2) ‘스카이라이너’ 왕복권 

         판매액 할인금액 

스카이라이너 왕복권 
어른 4,300엔 640엔 

어린이 2,150엔 330엔 

【참고:현행 취급상품】 

스카이라이너 편도권 

어른 2,200엔 270엔 

어린이 1,100엔 140엔 

※ ‘어른’은 12세 이상인 고객, ‘어린이’는 6세 이상 11세 이하

(12세인 초등학생을 포함)인 고객입니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