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머니 충전
WAON은 이온 은행 ATM으로, Edy는 안내 카운터 옆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 무료 Wi-Fi
ishigaki-free-Wi-Fi와 Be.Okinawa Free Wi-F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회의실, 특별 대합실
유료 회의실(1층) 2실 /1시간 1,000엔(세금 별도)
특별 대합실(화장실 포함)/1시간 5,000엔(세금 별도)
신청은 안내 카운터(☎0980-87-0468)로 연락주십시오. 
(예약 필요)

■ 체크인 카운터 영업시간
J TA           7 ： 55 ~ 20 ： 00
ANA           7 ： 00 ~ 19 ： 30
Peach*       출발시각 90분 전부터 출발시각 30분 전까지
Vanilla Air* 출발시각 90분 전부터 출발시각 30분 전까지
*운행 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출발 시각이 변동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자동 환전기: 연중 9:00~21:00
※ 11개국 통화 환전에 이용 가능

■은행 ATM
■류큐 은행　평일 토 7:00-22:00　일/공휴일 8:00-21:00
■공동 은행 MMK
오키나와 은행　
　　　　　 평일 토 8:00-22:00　일/공휴일 8:00-21:00
JA오키나와
　　　　　 평일 토 8:00-22:00　일/공휴일 9:00-17:00
■이온 은행 24시간 이용 가능(단, 공항 빌딩 개관 시간에 한정)
(제휴 은행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 제휴 중인 지방은행, 신용금고, JA뱅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초 은행 포함)

■ 시설 영업시간
6:30 ~ 22:00

■ 자녀 동반 또는 몸이 불편하신 승객분들께
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유실은 도착 로비와 
출발 로비에 한 곳씩, 장애인 화장실(인공 항문 및 방광용 
시설 운영)은 전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브로슈어의 플로어 
맵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의 QR 코드를 
통해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주로를 향해서 왼쪽 활주로를 향해서 오른쪽

중앙 출입구

http://www.ishigaki-airport.co.jp

교통 안내 Access

●버스　시내까지 30~45분 소요 
·아즈마 운수　　  ☎0980-87-5423
      계통 04  약 30분 간격 운행(종점행 막차 21:45)
      계통 10  약 30분 간격 운행(종점행 막차 20:45)
·카리 관광버스　  ☎0980-88-0117
      55번      약 30분 간격 운행(종점행 막차 19:10)
【버스 정류장】 국내선 여객 터미널을 나와 좌측 방향
● 택시  시내까지 약 30분 소요(교통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택시 정류장】 국내선 여객 터미널 중앙 출입구 앞

■ 렌터카 및 숙박시설 셔틀버스
렌터카 회사와 숙박시설의 셔틀버스 정류장은 공항 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렌터카 회사와 숙박시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주차장 대수 295대(일반 주차장)
①입장 시간부터 9시간 이내/1시간 100엔
　9시간~24시간 이내/1,000엔
②24시간 이상/24시간마다 ①의 요금을 가산
이시가키 공항 관리사무소　☎0980-87-0793

■ 국제선 터미널
이시가키 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국내선 터미널 빌딩의 북쪽 
건물입니다. 외곽 도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국제선 문의처》
· China Airlines　☎098-863-1013
（평일 9:00 ∼ 12:00、 13:00 ∼ 17:30）
· Hong Kong Express　　☎03-4510-2319 （9:00 ∼ 18:00）

2019.06

■유실물
【기내 유실물】
일본 트랜스오션 항공(JTA)
전일본공수(ANA)   
솔라시드 에어
Peach
Vanilla Air　  
【관내 유실물】　
안내 카운터　　　    　☎0980-87-0468（7:30∼21:00）

☎0980-87-5204
☎0980-84-4334
☎0980-84-4334

☎0570-6666-03

Q. 항공기 도착시간, 결항편 등을 확인하고 싶어요.

A. 아래의 각 항공사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Q. 라운지는 어디 있나요?

A. 본 공항에는 라운지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탑승수속(체크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A. 1층 체크인 로비의 각 항공사 카운터에서 해주십시오.

휴대전화용 코인식 충전기는 안내 카운터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Q. PC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설비는 있습니까?

A. 1층 푸드코트, 미루미루 혼포 부근 및스타벅스 부근에 콘센트가 설치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송 지역, 크기, 무게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택배 발송이 가능한가요?

A.  JTA와 ANA 체크인 카운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설 안내
Information

파이누  섬
이시가키  공항
P a i n u s h i m a
Ishigaki Airport

FLOOR GUIDE

플로어 가이드

국내선
Domestic

국제선
International

이시가키 공항 터미널 안내 카운터
 ☎0980-87-0468　안내 시간／7：30∼21：00

<종합  안내>

■ 공항에서 차량 소요시간

파이누 섬
이시가키 공항 

히라쿠보 등대

아카이시

반나 
공원

우간자키가비라 만

요네
하라

다마토리자키 
전망대

시가지 낙도 
버스터미널

20분

30분

30분

40분
30분

40분

30분

50분

390

390
79

87 211

히라쿠보 등대

다마토리자키 전망대

노소코자키

요네하라 야자 숲

가비라 만

스쿠지 해변

우간자키

나구라 안파루

토진바카
반나 공원

낙도 버스터미널

파이누 섬 
이시가키 공항 

390

390

87

79

211

79

한 국 어

ANA

JTA 

Peach Aviation

Solaseed Air

Vanilla Air 

☎0570-029-222（6:30～22:00 연중 무휴）
☎098-861-8800（6:30～22:00 연중 무휴）
☎0570-025-071（7:00～20:00 연중 무휴）
☎098-891-8201（7:00～20:00 연중 무휴）
☎03-6731-9244（9:00～18:00 연중 무휴）
☎0570-037-283（6:30～22:00 연중 무휴）
☎0570-6666-03（9:00～18:00 연중 무휴）

https://ll.flypeach.com/hc/en-us/requests/new 



자유 구역

탑승 플로어

도착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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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리움 구조

중앙 출입구
출입구 출입구

탑승구 탑승구 탑승구 탑승구

26

27 28

도착 로비
Arrival Lobby체크인 카운터

Check-in Lobby
체크인 카운터
Check-in Lobby

버스 승강장
Bus

택스 승강장
Taxi

유료
회의실

특별 대합실
탑승구
Gate

탑승구
Gate

출발 로비 
Departure Lobby

로비 2층

로비 2층으로

휴게소

보안 검사장
Security Check

탑승 대합실
Departure Waiting Lounge

송영 갑판
Observation Deck

송영 갑판
Observation Deck

전망대 갑판
Observation Deck

옥상 전망대 갑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출발
로비로

도착
로비로

도착
로비로

송영
갑판으로

옥상 전망대 
갑판으로

Rest Area
송영
갑판으로

출발
로비로

ANA측 1층 통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맨 끝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층에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수하물 수취소
Baggage Claim

서비스 카운터
 ·서포트 스테이션
 ·투어리즘 & 비즈니스 서포트
 ·이시가키 공항 수하물 배송 서비스
 · ANA 스카이 홀리데
   이 전용 카운터〡

2F
Departure Lobby

1F

출발 로비 

전망대 갑판
옥상
Observation Deck

Arrival Lobby
도착 로비

Check-in Lobby
체크인 카운터

플로어 맵

탑승 대합실 특별 대합실

송영 갑판

1층 안내 카운터  

유료 회의실

로비 2층 휴게소

입구이 늘어선 마쓰리 깃발 장식

아트리움 구조의 도착 로비

FLOOR MAP

안내 카운터
Information

서비스 카운터
Service Counter

자동 체외식 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 ibrillator

엘리베이터
Elevator

매점
Shops

음식점
Restaurants/Cof fee Shop

수유실
Nursery

오스트메이트
Ostomate

화장실(다목적)
Toilets(Multiple-purpose)

화장실
Toilets

흡연소
Smoking Area

캐쉬 서비스
Cash Dispenser(A.T.M)

코인 로커
Coin Lockers

파출소
Police

마사지
Massage

우편함
Post

전화
Telephones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s

코인식 인터넷
Paid Internet

외화 자동 환전기
Foreign Currency ATM

자전거 조립 장소
Bicycle Assembling Space

고품질 아라비카종 커피 
원두에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하여 풍성하고 다채로운 
에스프레소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스타벅스 커피

이모리 목장에서 방금 
짜낸 우유와 이시가키 
섬의 과일을 듬뿍 사용한 
맛 깊은 젤라토입니다. 
하프&하프로 2종류를 
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시가키지마 미루미루 혼포

3 겐

야에야마소바 전문점. 
인기있는 야이마소바, 
소키소바, 우미부도소바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즈크(해초) 덴푸라, 
구루쿤(해수어)튀김 
등의 단품도 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직송 ! !  섬  해산물  요리  전문점 .  
마구로다시소바, 이시가키 섬 횟감으로만 

고 집 한  생 선 초 밥 ,  
마구로한
바구 등  
해 산 물  
요 리  
다수.

4 야에야마무라

이시가키 소의 번식에서 
판매, 드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관하는 
"이시나기야".  
안전/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엄선된 
이시가키 소고기의 
풍부한 메뉴를 준비.

5 SKYCAFE이시나기야 이시가키

이시가키공항의 숨은 
맛집. 저렴한 가격으로 
정식, 돈부리 류, 라면 등 
풍부한 메뉴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6 유나파라 

7 SHOP 쓰바사

엄선된 원재료와 
일류호텔 주방장의 
합작으로 개발된 
오리지널 이시가키 
소고기 햄버거.

9 스나가와 냉동 종합 식품

소키소바와 
야에야마소바, 시마랏쿄, 
우미부도, 추천 상품인 
아와모리 소주 등의 
리큐어와 오키나와 토종 
맥주 등 풍부한 상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10이시가키 섬 종유동

11드럭일레븐

이시가키 섬의 노포 과자 
메이커 직영점. 과자 
박람회 대상 상품 
"시오친수코"를 비롯해 
토종 식재료를 살린 전통 
과자를 풍부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오키나와·이시가키지마 마르셰

13 SHOP 쓰바사

"야에야마 민사오리(직물)" 
직물 판매점. "이쓰(5)노 요
(4)마데모 수에나가쿠…
(언제까지나 영원히…)"의 
염원을 담은 비백 무늬가 
특징입니다.

14Azamiya

세계 첫 구로쵸 진주 
발상지인 가비라 만에서 
양식한 구로쵸 진주, 
시로쵸 진주를 중심으로 
액세서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항 한정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5류큐 진주

예로부터 계승해온 섬의 전통기법과 
자연소재에 새롭게 에센스를 더해 탄생한 
다양한 작품들. 야에야마만의 색과 소재 그리고 
마음을 가득 담은 공예품, 초목염색으로 빛깔을 
입힌 제품, 천연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한 섬 
코스메틱 등 남쪽 섬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나 보세요. 현지 작가의 
"솜씨"가 빛나는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6 CU-CO Thinga-ra

이시가키 섬 제조업체 
37개사의 직영점. 
과자, 조미료, 
아와모리 토종 소주, 
우미부도, 과일, 
이시가키 소고기, 
민사오리 전통직물, 
공예, 민예품 등.

이시가키시 특산품 판매 센터 3

류큐 마사지는 류큐의 
전통문화에서 태어난 
류큐 가라테 기술과 류큐 
무용 "손의 춤"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독특한 
마사지입니다.

2층    9：00～20：00　   0980-87-03811층 북쪽    7:30-20:00　   0980-87-0245

1층 북쪽    7:30-20:00　   0980-87-0317

1층 북쪽    7:30-20:00　   0980-87-0291

1층 북쪽    7:30-20:00　   0980-87-0348

1층 북쪽    7:30-20:00　　0980-87-03411층 북쪽    7:30-20:00　   0980-87-0293

1층 북쪽    7:30-20:00　   0980-87-0341   7:30-20:00　   0980-87-01621층 남쪽 1층 남쪽   7:30-20:00　   0980-87-0398

1층 남쪽    7:30-20:00
     0980-87-0397

1층 남쪽    7:30-20:00　   0980-87-0349
드럭일레븐 이시가키점 약품류 및 코스메틱, 유아용품, 
과자, 칫솔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비상용 멀미약과 UV 
차단 선크림은 물론 아이마스크, 과자, 화장품 등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고객님의 쾌적한 
여행을 확실히 
서포트해드립니다!

1층 남쪽    7:30-20:00　  0980-84-4211

1층 남쪽 7:30-20:00　   0980-87-03541층 남쪽    7:30-20:00　   0980-87-0364

1층 북쪽 9:00-20:00（L.O.19:30)　 0980-87-0438

1층 남쪽 9:00-20:00（L.O.19:30)     0980-87-0448 1층 북쪽 9:00-20:00（L.O.19:45)　0980-87-0431

1층 북쪽 7:30-20:00（L.O.19:30)     0980-87-0443

1층 북쪽 8:00-20:00（L.O.19:30)     0980-87-0462

1층 남쪽 7:00-20:00（L.O.20:00)　  0980-87-0461

Pana-n

안전/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가득찬 
다채로운 상품 구성. 
특히 추천 메뉴는 
"가미지 목장" 우유를 
사용한 소프트크림, 
젤라토.

27ANA FESTA　

엄선된 기념품 외, 
간단한 식사, BLUE 
SEAL아이스, 오리온 
생맥주, 프리미엄 커피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 탑승 대기실   7:00-20:00　   0980-87-0158
28

262522211817

2층 탑승 대기실   7:00-20:00　   0980-87-0483
Coralway

1층 북쪽    7:30-20:00　   0980-87-0291
이시가키 섬 제조업체 37
개사의 직영점. 섬 특유의 
다양한 상품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시가키시 특산품 판매 센터2

이시가키규(소고기)는 
물론! 계절별 열대 
과일과 아와모리 토종 
소주, 가마보코(어묵), 
해산물 등 이시가키 섬 
고유의 특산품이 
풍부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Kotobuki

다케토미/요나구니의 
매력을 만낏할 수 있는 
섬 기념품 판매점. 섬의 
엄선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잡화, 섬 토종 술 
등의 섬 기념품을 
판매합니다.

23 다케토미 상공회의소 섬 기념품

이시가키 태생의 (주)
우민추코보. 우민추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바다에서 노는 사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어부), 큰 바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24우미추코보

자색 고구마와 흑설탕 등 토종 
특산물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산자와 섬 주민들의 
뜨거운 소망과 열정으로 
탄생한 토종 과자 
브랜드.

야에야마야

이시가키지마 섬 특유의 
과자를 풍부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배송도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시가키 공항 매점1

이시가키 섬에서 
소량밖에 유통되지 않는 
인기 상품을 비롯해, 
전통 노포만의 정평이 난 
과자, 식품, 술을 
풍부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19이시가키 공항 매점2 20이시가키시 특산품 판매 센터1

해삼물/ 섬 요리

소고기 전문점

공항 마스코트 
"파이구루"와 다케토미의 
힐링 캐릭터 "피카랴" 
상품을 비롯해 하나오리 
민사 (오키나와 
전통직물), 시사의 
장식품까지 풍부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 남쪽   7:30-20:00     0980-87-0223
기념품/잡화

섬 특산품 전문점

본점 한정의 프리미엄 
소금케이크,
마쓰쿠키를 비롯해 
로이즈 
이시가키지마의 
쵸콜릿과자, 이시가키 
섬 베니이모(자색 
고구마) 타르트 등이 있습니다.

1층 남쪽    7:30-20:00　   0980-87-0223
과자

보석 전문점

전통 직물/특산품 섬의 과자 기념품 류큐 마사지

티셔츠 기념품/간단한 식사 기념품/간단한 식사
다케토미/
요나구니 특산품

화과자/양과자

기념품/술

공항 레스토랑

야에야마소바

젤라토

음식점 점포＆
음식점ㆍ점포는 1층 중앙 출입구로 들어가 왼쪽(남쪽)과 오른쪽(북쪽) 양쪽에 있습니다.

1층 북쪽    7:30-20:00
 　0980-87-0291

이시가키 섬 제조업체 37
개사의 직영하는 엄선된 
기년품 판매점. 직영점만의 
엄선된 상품과 한정품을 
풍부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