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쇼핑
후지산시즈오카공항 주변

２시간 코스
◎대여택시 모델코스

３시간 코스 ４시간 코스

❶오이가와철도　신가나야역 ❷APITA 시마다점
❸호라이바시

❽카케가와 화조원 ❾엔테쓰기쿠카와 쇼핑센터

❹홈프라자 나프코 시마다점

❺구 동해도 가나야자카이시다타미
❻전망대 고야마성／
　노만사의 소철나무

❼가케가와성 10Grinpia 마키노하라

　大井川鐵道 新金谷駅 　アピタ島田店
　蓬莱橋

　掛川花鳥園 　えんてつ菊川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

　ホームプラザナフコ島田店

　旧東海道金谷坂石畳

　展望台小山城／能満寺のソテツ

　掛川城 　グリンピア牧之原

공항→
❸호라이바시（30분）、❷APITA（30분）
❶오이가와철도 또는 
❺구 동해도 가나야자카이시다타미（20분）
→공항

공항→
❼가케가와성 또는 ❽카케가와 화조원（70분）
❾엔테쓰기쿠카와 쇼핑센터에서 쇼핑（40분）
→공항

공항→
10Grinpia 마키노하라（60분）
❻전망대 고야마성／노만사의 소철나무（40분）
❹홈프라자 나프코 시마다점（30분）
→공항

◎약20분（약3,000엔）
■공항에서 시마다역까지 버스로25分（500엔）＋
　시마다역에서 ＪＲ도카이도혼센으로 5분（190　
　엔、가나야역 하차、갈아타기）＋오이가와철도３분

◎약15분（약2,500엔）　
■공항에서 시마다역까지 버스로 25분（500
　엔）＋시마다역에서 ＪＲ도카이도혼센으로 5
　분（190엔、가나야역 하차）＋도보5분 ◎약20분（약3,500엔）

◎약30분（약6,000엔）　
■공항에서 시마다역까지 버스로 25분
　（500엔）＋시마다역에서 ＪＲ
　도카이도혼센으로 20분（410엔、　
　가케가와역 하차）＋도보7분

◎약40분（약6,500엔）　
■공항에서 시마다역까지 버스로 25분（500엔）＋시마다역에서 
　ＪＲ도카이도혼센으로 20분（410엔, 가케가와역 하차）＋　
　가케가와역에서 버스로 10분（또는 도보13분）

◎약25분（약4,000엔）
■공항에서 시마다역까지 버스로 25분（500
　엔）＋시마다역에서 ＪＲ도카이도혼센으로 
　10분（240엔,기쿠카와역 하차）＋도보5분

◎약20분（약4,000엔）

◎약20분（약3,500엔）　
■공항에서 시마다역까지 버스로 25분
　（500엔）＋도보10분 ◎약20분（약3,500엔）　

■공항에서 시마다역까지 버스로 25분
　（500엔）＋도보20분

◎약15분（약2,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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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산시즈오카공항

◎택시（※택시소요시간、요금은 예상기준입니다）　■전철/버스/도보 게재내용은 2017년 2월 1일 현시점에 의거합니다.



신 가 나 야 역 에 서  Ｓ Ｌ 열 차  견 학 이  
가능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정차 중의 Ｓ
Ｌ이나 운행 중의 ＳＬ을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ＳＬ열차 정차는 부정기）
￥역 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입장료 
　150엔、프라자로코는 연중무휴로 　
　입장무료

기네스로 인정된 전장 897.4m로 세계에서 
제일 긴 목조 보도교「야쿠나시」「장수의 
다리」라고 불리는  파워스폿입니다.
●24시간
◆없음
￥보행자（어른100엔、어린이10엔）、
　자전거100엔

생활일용품이나 화장품 등 외에 
문구등도 판매하는 홈 센터.
Tax Free.
●1층：홈 센터　8:00∼20:00、
　2층：가구/인테리어 
　코너10:00∼20:00　
◆1월1일

에도시대에 여행객의 안전한 보행을 
위 해  깐  돌 층 계（ 이 시 다 타 미 ）가  
복 원 되 어  있 습 니 다 . 올 라 가 는  
입구에는 휴게처도 있습니다.
●24시간
◆없음
￥없음

식료품부터 의류,잡화,화장품,약,
전기제품 등의 점포나 음식점이 
충 실 한  쇼 핑 센 터 . 면 세 대 응  
있습니다.
●9:00∼21:00（점포에 따라 상이함）
◆부정휴（웹사이트로 확인바랍니다）

◆버스 타는 법·내리는 법

■공항 택시 승차장에 정차중인 택시를 타십시오. 운임은 미터제로,
거리와 시간으로 운임이 정해집니다.
■도어는 운전수가 개폐하오니 주의해 주십시오.
■신용카드가 사용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차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이나 코스에 따라 대여 택시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이용 예정의 2일 전까지 예약해 주십시오.

◆택시 타는 법

○대여 택시

트렁크등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택시입니다. 
이용하실 분은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민나노 택시（ＵＤ택시）、점보 택시

☎0547-45-3131　오이 택시（★）　☎0547-45-2151　가나야 택시
☎0548-22-0288　도카이 택시　　☎0547-36-1000　헤와 택시（★）　

○택시 예약

일본 최초의 본격 목조천수각으로서 
1 9 9 4 년 에  복 원 .  중 요 문 화 재 인  
성곽어전은,전국적으로도 몇군데 남아 
있지 않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9：00∼17：00（입관은16：30까지）
◆없음
￥어른410엔、초중학생150엔（천수각·어전）

｢꽃과 새들과의 어울림」을 테마로 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온실 설비를 갖춘 테마파크.
●평일（월～금）：9：00～16：30　
　휴일（토/일/공휴일、그 외 특정일）：9：00～17：00
◆없음　
￥어른1,080엔,초등학생540엔,유아무료,　　
　시니어（60세이상※연령확인가능한 중명필요）
　865엔

수퍼마켓、드러그스토어、홈 센터、
100엔 숍、가전 숍、레스토랑으로 
구성되는 상업복합시설.

【엔테쓰스토어,마쓰모토기요시】
●9：30∼21：00◆부정휴

【카인즈홈】
●9：30∼20：00◆1월1일

【세리아】
●10：00∼20：00◆부정휴￥없음

【에디온】
●10：00∼20：00◆부정휴

시즈오카 명산 차 공장견학과 차 판매, 차 요리 
레스토랑으로 구성된 관광시설. 4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은、차 수확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10：00～17：00
◆연말연시（12/29～1/3）
￥공장견학：무료　차 수확체험（※４월말～
　10월초）：어른820엔、초등학생720엔

　大井川鐵道 新金谷駅 　アピタ島田店

　蓬莱橋 　ホームプラザナフコ島田店

　旧東海道金谷坂石畳

　掛川城 　掛川花鳥園

　えんてつ菊川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 　グリンピア牧之原

　展望台小山城／能満寺のソテツ

①버스 승차시에 정리권을 빼십시오.
②버스 하차시에 정리권과 운임을 함께 
　운임함에 넣어 주십시오.
③버스 차내에서는 만엔/오천원 지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승차 전에 공항내 점포 이용 등으로 　
　버스 운임을 준비해 주십시오.
④운임（공항∼시마다역:500엔、공항∼시즈오카역:
　1,000엔、공항∼후지에다역：500엔）

6:40 　7:05
7:45 　8:10
9:00 　9:25
10:05 　10:30
11:40 　12:05
12:30 　12:55
13:15 　13:40
14:45 　15:10
15:45 　16:10
16:15 　16:40
17:00 　17:25

11:50 　12:15
12:20 　12:45
13:00 　13:25
13:50 　14:15
15:15 　15:40
16:30 　16:55
17:30 　17:55
18:30 　18:55
19:25 　19:50
20:40 　21:05
21:40 　22:05

시마다역 발 후지산시즈
오카공항 착 시마다역 착후지산시즈

오카공항 발

◆버스 운행시간표（시마다역←→후지산시즈오카공항）

●영업시간　◆정기휴일・휴관일　￥입장료　

P1 P1

P5

P2

P3

P4

출구

신체장애인용
주차장 

대여버스
승하차장

여객터미널빌딩

주유소

세키운인전망대
전망광장 방향

입구
대여버스 하차장

대여버스 승차장택시 하차장

일반차량 승차장택시 승차장

유료 셔틀버스 승하차장

승합택시 승차장

신체장애인용 승하차장

예약택시 승차장

（2016.10.30～2017.3.25）

어느 택시회사도 일본어만 대응 가능  
★신용카드 대응 가능

게재내용은 2017년 2월 1일 현시점에 의거합니다.

무 사 장 군  관 련 의  전 시 와  전 망 대 .  인 접 하 는  
노만사에서는, 일본 3대 소철이라고 불리우는 수령
1000년의 천연기념물인 소철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9:00∼16:30（입장은16：00까지）
◆월（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 
　연말연시（12/28∼1/5）
￥어른200엔、어린이100엔

❶오이가와철도 신가나야역 ❷APITA 시마다점

❸호라이바시 ❹홈프라자 나프코 시마다점

❺구 동해도 가나야자카이시다타미

❼가케가와성 ❽카케가와 화조원

❾엔테쓰기쿠카와 쇼핑센터 10Grinpia 마키노하라

❻전망대 고야마성／노만사의 소철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