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Ｎｅｗｓ Ｒｅｌｅａｓｅ 

2018년 11월 7일 

게이세이 전철주식회사 

‘Skyliner Coupon’,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 

관동지역의 철도회사 최초!! 주식회사 재팬홀리데이트래블과 신 서비스 제휴 개시 

방일 외국인용 기획승차권의 QR 코드 
교환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11월 9일(금)부터 

 

게이세이전철(본사: 지바현 이치카와시, 사장: 고바야시 도시야)은 주식회사 재팬홀리

데이트래블(본사: 오사카부 오사카시, 사장: 고 이쿠야스)과 제휴하여 방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게이세이 Skyliner’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획승차권 ‘Skyliner Coupon’

과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에 대하여 11월 9일(금)부터 스마트폰 등에 

배포한 QR 코드를 제시만 하면 각 기획승차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현재 상기 티켓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대리점 등에서 교환권(종이 티켓)을 구입하시면 나리

타공항 도착 후에 당사 카운터에서 기획승차권으로 교환하여 승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팬홀리데이트래블이 발매하는 티켓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등에 QR 코드로 교환 

정보가 배포되어 해당 QR 코드를 직접 나리타공항 내의 당사 카운터에 제시만 하면 기획승

차권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환권(종이 티켓)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승차 수속

을 할 수 있으므로 ‘게이세이 Skyliner’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와 제

휴하여 QR 코드로 티켓 정보 배포 서비스를 하는 것은 관동지역의 철도회사에서는 당사가 

최초입니다. 

 

‘Skyliner Coupon’은 방일 전에 현지 여행대리점에서 ‘게이세이 Skyliner’의 편도 승차권 및 

특급권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일 외국인용 기획승차권입니다. 

또한,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은 ‘게이세이 Skyliner’의 편도권·왕복권 및 

도쿄메트로 전체 9개 노선과 도영지하철 4개 노선으로 합계 13개 노선을 24시간·48시간·72

시간 무제한 탑승하는 승차권인 ‘Tokyo Subway Ticket’을 조합하여, 방일 외국인을 위해 기

획승차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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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liner Coupon’ 또는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의 QR 코드 배포에 대하여 

 

１．대상 상품명 

  ・’Skyliner Coupon’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 
 

２．개시일 

2018년 11월 9일(금)부터 순차 개시 

３．이용 방법 
①해외 여행대리점 및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상기 티켓을 구입할 때 티켓 정보(구입일로
부터 6개월간 유효)가 입력되어 있는 QR 코드를 배포합니다. 
②방일 후, 아래의 지정 교환장소에서 QR 코드를 제시하여 티켓으로 교환하신 후 승차할 

수 있습니다. 
 

≪지정 교환 장소≫ 
・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역‧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의 SKYLINER & KEISEI 

INFORMATION CENTER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역‧나리타공항 제2‧제3터미널역의 Skyliner 티켓 카운터 
・나리타공항 터미널빌딩 내 도착 층 카운터 

・게이세이 우에노역 및 닛포리의 스카이라이너 티켓 판매 창구 ※Skyliner Coupon만 교환 가능 

 
※QR 코드 배포에 대응하는 여행대리점에 대해서는 릴리스 끝에 기재: 주식회사 재팬

홀리데이트래블로 문의 주십시오. 

 
４．재팬홀리데이트래블이 발행하는 티켓의 이용방법에 대한 현행 방식과 새 방식의 변경점 

 

 
 
 

 
 
 
 
 
 
 
 
 
 

 
 
 

 

 

【배포되는 QR 코드(예) 】 

 

 

【현행 방식】 

【새 방식】 

해외 여행대리점 
재팬홀리데이트래블  

제휴 여행대리점 

■교환권 구입 

나리타공항 내 HIS 카운터

 
■제휴 여행대리점이 발행한 

교환권을 당사 교환권으로 교환 

나리타공항 내 당사 

카운터 

 
■당사 교환권을 

기획승차권으로 교환 

게이세이 Skyliner  

승차

 

해외 여행대리점 
재팬홀리데이트래블  

제휴 여행대리점 

■교환권(QR 코드) 구입 

나리타공항 내 당사 카운터

 
■제휴 여행대리점이 발행한 

교환권을 기획승차권으로 교환 

게이세이 Skyliner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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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매액 

●  ‘Skyliner Coupon’ 
 판매액 할인금액 

 

Skyliner 편도 
어른 2,200엔 270엔 

어린이 1,100엔 140엔 

●  ‘Keisei Skyliner & Tokyo Subway Ticket’ 
 판매액 할인금액 

Skyliner 편도＋ 
Tokyo Subway 24-hour Ticket 

어른 2,800엔 570엔 

어린이 1,400엔 290엔 

Skyliner 편도＋ 
Tokyo Subway 48-hour Ticket 

어른 3,200엔 1,070엔 

어린이 1,600엔 540엔 

Skyliner 편도＋ 
Tokyo Subway 72-hour Ticket 

어른 3,500엔 1,670엔 

어린이 1,750엔 840엔 

Skyliner 왕복＋ 
Tokyo Subway 24-hour Ticket 

어른 4,700엔 1,140엔 

어린이 2,350엔 580엔 

Skyliner 왕복＋ 
Tokyo Subway 48-hour Ticket 

어른 5,100엔 1,640엔 

어린이 2,550엔 830엔 

Skyliner 왕복＋ 
Tokyo Subway 72-hour Ticket 

어른 5,400엔 2,240엔 

어린이 2,700엔 1,130엔 

 

 

 

 

 

 

 

【티켓 양식】 
 

 

 

 

 

 

 

 

이  상 
 

 

게이세이 Skyliner 

승차권‧특급권 

 (이미지) 

Tokyo Subway Ticket(이미지) 

왼쪽에서부터 24시간‧48시간・72시간(모두 어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