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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후지급행 주식회사 

후지큐 야마나시버스 주식회사 

일본을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편리한 티켓 

「후지산 왕복여행 승차권」을 올해도 발매합니다! 

１．「후지산 왕복여행 승차권」 개요 

◇ 이용기간 2015 년 7 월 1 일（수）~11 월 30 일（월） 

◇ 발매기간 2015 년 7 월 1 일（수）~11 월 29 일（일） 

◇ 유효기간 2 일간 

◇ 발매장소  ○JR 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 
…나리타 공항 제 1 터미널역,나리타 공항 제 2·제 3 터미널역, 도쿄역, 신주쿠역,
도쿄 모노레일 하네다공항 국제선 빌딩역 

○JR 매표소…나리타 공항 제 1 터미널역,나리타 공항 제 2·제 3 터미널역
○여행 서비스 센터…시나가와역, 시부야역, 이케부쿠로역, 우에노역, 요코하마역

◇ 발매가격  어른（12 세 이상） 5,600 엔, 어린이（6 세～11 세） 2,800 엔
◇ 구입・이용조건  일본 이외의 여권을 소지하신 외국 국적의 여행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입시에 여권을 확인합니다. 
◇ 주요효력 ①도쿄도 구내의 각 역~오츠키 간의 특급・쾌속・보통열차의 보통칸 지정석(왕복) 

②후지급행선 오츠키~가와구치호의 후지산 특급(자유석)・쾌속・보통열차 승하차 자유 
※「후지산 특급」의 1 호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착석 정리권」이, 「후지등산전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착석권」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요금 별도). 

③후지등산버스(후지큐야마나시버스）후지산역・가와구치호역~후지산고고메 승하차 자유.

JR 동일본에서는 후지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여행객 여러분께 편리한 티켓 「후지산 
왕복여행 승차권」을 발매한지 4 년째가 되는 올해도 발매합니다. 도쿄도 구내에서 오츠키까지의 
왕복(주오본선의 특급열차 이용 가능)과 후지급행선과 후지등산버스에 2 일간 무제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주쿠역에서 후지산고고메까지 왕복하실 경우, 평상시 요금과 
비교했을 때의 절반가량의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매우 저렴하고 편리한 티켓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 3 월부터 특급 「나리타 익스프레스(N’EX)」를 후지급행선으로 직통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티켓과 쾌적한 열차로 주오선과 후지급행선 루트를 이용하여 후지산 
관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③후지등산버스】 
（후지큐 야마나시버스） 

후지산 고고메 

후지산 
후지큐 
하이랜드 

가와구치호 오츠키 도쿄도 구내 

【①ＪＲ선（주오본선）】 
【②후지급행선】 

자유 구간 

후지등산버스  후지급행 「후지산 특급」  JR 특급 「카이지」 



2．나리타 익스프레스（N’EX） 가와구치호역 연장 

 작년에 이어, 나리타 공항 발착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후지급행선 가와구치호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2015 년 3 월부터) 후지산 방면으로 여행 가실 때 편리한 열차이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일：9 월 27 일（일）까지의 토요일∙공휴일 및 8 월 10 일(월)에서 8 월 14 일(금)  

◆가와구치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열차 

주요 정차역 

나리타 

공항 

제 1 터미

널역 

나리타 

공항 

제 2·제 3

터미널역 

도 쿄 신주쿠 오츠키 후지산 
가와구치

호 

나리타 

익스프레스 8 호 
9:15 발 9:19 발 10:21 발 10:47 발 11:54 착 12:32 착 12:41 착 

나리타 

익스프레스 41호 
17:29 착 17:25 착 16:33 발 16:10 발 

15:08 발 

(15:09 발) 

14:22 발 

(14:21 발) 

14:14 발 

(14:13 발) 

※나리타 익스프레스 41 호는 8 월 10 일~14 일에는 (  )내의 시간에 운행합니다. 

※「후지산 왕복여행 승차권」을 소지하신 고객은도쿄 ～ 가와구치호 구간(왕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EX 도쿄 왕복 티켓」과 「후지산 왕복여행 승차권」을 둘 다 소지하신 고객, 또는 「JR 

칸토에어리어 패스」를 소지하신 고객은나리타 공항 제 1 터미널역～가와구치호 구간(왕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본을 방문하시는 여행객 여러분께 다언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한국어） http://www.jreast.co.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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