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정보
여기에 기재된 시설, 가게, 교통수단, URL, 각종 요금 등의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가이요하쿠공원(海洋博公園)에서


츄라우미수족관(美ら海水族館)은 오전 10 시경부터 붐비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여름방학에는 일찍부터 인파가 몰립니다.


혼잡을 피하려면 아침 일찍 또는 입장료가 30% 할인되는 ‘4 시부터 티켓(4 時からチケット)’을
구입해서 오후 4 시 이후에 입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래상어와 쥐가오리 수조를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는 카페 오션블루(カフェ オーシャンブルー)
의 수조쪽 자리입니다. 폐관이나 개관 시간 무렵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http://oki-churaumi.jp/area/ocean-blue.html



공원에는 수족관 외에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추천하는 곳은 돌고래쇼, 열대드림센터(熱帯ドリームセンター), 해양문화관(海洋文化館)입니다.


수족관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열대드림센터에 50% 할인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돌고래쇼 프로그램 URL 입니다. http://oki-park.jp/kaiyohaku/inst/77/129



영업시작시간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http://oki-park.jp/kaiyohaku/info/31

어린이의 경우 지빗코토리데(ちびっことりで)와 콘도미니엄에서 걸어서 2 분 거리인 반코의
숲(バンコの森)도 인기가 많습니다.



커플 분들께는 해안 산책길(海岸遊歩道)(목재 데크)과 선셋포인트를 거니는 산책을 추천합니다.
(선셋포인트는 아래의 가이드맵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google.com/maps/d/u/0/edit?hl=ja&authuser=0&mid=zCs-znTdF4C0.knWJfI_MWfdw



전기유람차(편도 100 엔, 1 일 200 엔)도 추천합니다.


전기유람차는 남문(南ゲー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식물관리센터(植物管理センター)에서 탈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에서 걸어서 1 분 거리입니다.



전기유람차로 수족관에 가려면 열대드림센터에서 갈아타거나 열대드림센터에서 5 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첫차는 8 시 55 분에 출발하며 30 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열대드림센터에서 남문으로 가는 마지막 전기유람차는 동계 시즌에는 5 시 10 분에 출발합니다.


콘도미니엄 앞의 열대ㆍ아열대녹화식물원(熱帯亜熱帯緑化植物園)에서는 무료로
그랜드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식물관리센터에서 문의해 주세요.



공원 내에서는 유모차 대여가 가능합니다.

콘도미니엄 주변
호텔 (호텔 시설 가격은 변경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에메랄드비치(エメラルドビーチ) 앞에 있는 호텔 오리온모토부리조트(ホテルオリオンモトブリゾート)의
반노천탕(주라기온천(ジュラ紀温泉))에서는 바다를 보면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요금은 2150 엔이지만 뷔페런치와 세트로 이용하면 평일 2800 엔, 주말 및 공휴일 3300 엔입니다.
(7 월 15 일까지)

http://www.okinawaresort-or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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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에서 걸어서 3 분 거리인 호텔 마하이나리조트(ホテルマハイナリゾート)에서도
온천(1000 엔)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시설은 가격이 변동될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체크하기 바랍니다. http://www.mahaina.co.jp/

기타 편의시설


호텔 마하이나리조트(ホテルマハイナリゾート)와 콘도미니엄 사이에 있는
얀바루우미노에키(やんばる海の駅)에는 편의점, 선물가게가 있습니다. (7:00 - 22:00) 수족관 할인티켓도
구입 가능합니다. http://www.mahaina.co.jp/facilities/station.html
↑얀바루 우미노에키는 현재 재개발 공사중! 편의점과 음식점(가이호마루)은 임시점포로 이전했습니다.



주변에 슈퍼마켓이 세 군데 있습니다. 차로 7-8 분 거리입니다. (가이드맵 참고)



츄라우미수족관(美ら海水族館) 입구에 환전기가 있습니다.



매달 셋째 일요일에는 모토부초 직영시장(本部町営市場)에서 ‘모토부 수제마켓(もとぶ手作り市)’이
열립니다. 시장 안에 있는 ‘미치쿠사(みちくさ)’라는 커피숍에서 맛있는 유기농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http://motobu.main.jp/



’오키나와커피원두집(おきなわ珈琲豆屋)’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천연벌꿀도 팔고
아침에는 무료로 커피와 커피원두를 배달해 줍니다.
http://www.mapion.co.jp/m2/26.675647618096182,127.88978574879918,16/q=%E6%B2%96%E7%B8%84%
E7%8F%88%E7%90%B2%E8%B1%86%E5%B1%8B
map code :553 017 510

TEL: 080-5415-3395

중식/석식
디너
 もっとも近いレストランは海那丸、Pizzeria Bar Lecco、海庭（沖縄そば）です。
더욱 가까운 음식점은 가이호마루, Pizzeria Bar Lecco, 우미니와(오키나와 소바)입니다.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1242/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11937/dtlmap/
https://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9229/


민요라이브이자카야 추라우미타로(美ら海太郎)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17:30 -24:00
비정기휴무)
http://r.gnavi.co.jp/4kmxcrxv0000/



근처에 있는 민요이자카야 가나산도(かなさんどー)는 무료픽업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민요 라이브
공연도 있습니다.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6428/



(17:00 – 24:00 월요일 정기휴무+비정기휴무)

기타 레스토랑
스테이크하우스 88(ステーキハウス 88) (7 월-9 월 11:00-22:00, 10 월-6 월 11:00-21:00)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13344/

산짱(やまちゃん)（11:30～13:00 18:00～24:00(L.O.23:00)
https://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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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m 앞）

찬야(ちゃんや) (오키나와 토종 흑돼지 샤브샤브) 예약필요 (11:30-14:00, 17:00-22:00 비정기휴무)
http://hitosara.com/0006058554/
이시나구(石なぐ)（Ishinagu）Okinawan Food (11:30-15:30 18:00-22:00 목요일 휴무)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6368/
야에젠(八重善) 싸고 맛있는 현지 레스토랑. 추천합니다 (11:00-18:00 화요일 휴무)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1523/
기시모토식당(きしもと食堂) (11:00-17:30 수요일 휴무)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0068/
야자에몬(やざえもん) (11:00-22:00) 이온나고점(イオン名護店) 2F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1/47013727/
우후야(大家) (11:00-17:00, 18:00-21:00 예약권장) http://r.gnavi.co.jp/4n0y18zx0000/
조식
레스토랑 이노(レストラン イノー) (9:00-11:00)
런치뷔페도 있습니다. (10 월-4 월 11:30-15:00, 3 월-９월 11:30-16:00)
https://churaumi.okinawa/area/restaurant/inoh/
카페 오션블루(カフェ オーシャンブルー) (10 월-４월 8:30-18:00, 3 월-９월 8:30-19:00)
http://oki-churaumi.jp/area/ocean-blue.html
뷔페레스토랑 마센(ビュッフェレストラン マーセン) (7:00-10:00, 18:00-22:00) 마하이나(マハイナ) 내부
http://www.mahaina.co.jp/restaurant/
떡카페 치치몬(もちカフェ ちちむん) (7:30-16:00)

http://www.hotpepper.jp/strJ001126737/

공항 근처 추천 레스토랑
다이콘노하나(だいこんの花) 오로쿠점(小禄店) (주말 및 공휴일엔 예약하는 편이 좋습니다)
http://r.gnavi.co.jp/f049004/
물놀이


가이요하쿠공원(海洋博公園) 안의 에메랄드비치(エメラルドビーチ)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oki-park.jp/kaiyohaku/inst/75



차로 10 분 거리인 세소코섬(瀬底島), 도구치항(渡久地港)에서 배로 건너갈 수 있는 민나섬(水納島)은
해변이 매우 아름다우며 스노클링과 다이빙도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tabirai.net/sightseeing/tatsujin/0000353.aspx



가키노우치 비치（垣の内ビーチ）（콘도미니엄에서 제일 가까운 로컬 비치）, 비세자키(備瀬埼）,
사키모토부（崎本部）등에서도 스노클링 및 다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키노우치 비치에는 감시원이 없습니다. 안전망도 없으므로 수영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분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콘도미니엄에서 걸어서 몇 분 안 가 다이빙숍이 있습니다.
http://www.churaumi-divers.com/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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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자키의 이노(イノー)에서는 썰물 때 조개잡이와 갯벌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썰물 시간은
호스트에게 문의 바랍니다)
http://www.tabirai.net/sightseeing/column/0004282.aspx



바다카약, 서핑보드 등에 관심 있는 분께는 가이드 경력 25 년차인 베테랑 가이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관광명소


세계유산인 나키진성터(今帰仁城跡)까지 차로 20 분 거리입니다.
고우리오션타워(古宇利オーシャンタワー)와 맑은 날 아침에 보는 고우리대교(古宇利大橋)도 추천합니다.
http://nakijinjo.jp/index.html
http://kourijima.info/access/



http://www.kouri-oceantower.com/

에메랄드비치(エメラルドビーチ)와 가까운 비세후쿠기가로수길(備瀬フクギ並木)에는 오키나와의 옛
풍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후쿠기가로수길을 빠져나오면 비세자키(備瀬崎)가 나오는데
이노(イノー)(산호초에 둘러싸인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인기 명소
1.

츄라우미수족관(美ら海水族館)

2.

오키짱극장(おきちゃん劇場) (돌고래쇼) http://oki-park.jp/kaiyohaku/inst/77/129

3.

에메랄드비치(エメラルドビーチ)

4.

지빗코토리데(ちびっことりで) http://oki-park.jp/kaiyohaku/inst/76/138

5.

고우리오션타워(古宇島オーシャンタワー) http://www.kouri-oceantower.com/info.html

6.

네오파크오키나와(ネオパーク沖縄) http://www.neopark.co.jp/index.html

7.

나고파인애플파크(名護パイナップルパーク) http://www.nagopain.com/

8.

비세자키(備瀬崎) (조개잡이, 갯벌놀이)

9.

모토부겐키무라(もとぶ元気村) (돌핀 프로그램) http://owf.jp/dolphin-program/

10. 해양문화관(海洋文化館) (플라네타리움) http://oki-park.jp/kaiyohaku/inst/35/37
11.

반코의 숲(バンコの森) (콘도미니엄에서 도보 2-3 분) http://oki-park.jp/kaiyohaku/inst/76/139

비 오는 날 지내기 좋은 곳
1. 츄라우미수족관(美ら海水族館)
2. 해양문화관(海洋文化館)
3. 열대드림센터(熱帯ドリームセンター)
4. 파인애플파크(パイナップルパーク), 후르츠랜드(フルーツランド)
http://www.nagopain.com/
http://www.okinawa-fruitsland.com/
5. 오카시고텐 나고점(お菓子御殿名護店)

http://www.yanbaru-ikoi.com/

6. 초초엔(蝶々園) http://www.ryugujo.net/user_data/park-house.php
7. 백년고가 ‘우후야’(百年古家「大家」) (카페, 디너, 런치) http://ufuya.com/
8. Café Ichara (화, 수 정기휴무)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0205/
9. 야치문킷사시사엔(やちむん喫茶シーサー園) (월, 화 정기휴무)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0272/ (closed on Monday and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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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리유시칸나타라소라구나(かりゆしかんなタラソラグーナ) (자동차로 50 분)
http://www.kanassa.jp/index.html
돌아오실 때는 ‘다마야(球屋)’의 보리새우 요리를 추천합니다. (화요일 정기휴무)
http://r.gnavi.co.jp/f327300/

자동차로 오시지 않는 분께


츄라우미수족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1.

도보

2.

유람차

3.

얀바루급행버스(やんばる急行バス) (마하이나리조트(マハイナリゾート)에서 출발)

4.

노선버스(가이요하쿠공원(海洋博公園) 남문(南ゲート) 앞에서 출발) 시간표대로 오지 않으므로
주의 바람


노선버스와 얀바루급행버스 시간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oki-park.jp/kaiyohaku/acc/147



얀바루급행버스는 수족관 외에도 에메랄드비치(エメラルドビーチ) 앞의 ‘호텔
오리온리조트(ホテルオリオンリゾート)’와 세계유산인 ‘나키진성터(今帰仁城跡)’에도 섭니다. 나키진성터는
마하이나리조트에서 약 20 분 거리입니다.



https://www.ok-connection.net/timetable.php

古宇利島 YANBARU 급행 버스 + 셔틀 버스
Time Table (Be careful the buses could be late)

Hotel Mahaina

8:55

Nakijin Joshi

9：10

9:15

Kouri Ocean Tower

10:16

Hotel Mahaina

11:00

Nakijin Joshi

11:15

11:20

Kouri Ocean Tower

12:21

Hotel Mahaina

12:45

Nakijin Joshi

13:00

14:33

Kouri Ocean Tower

Hotel Mahaina

14:12

Nakijin Son Yakuba

14:27

14:33

Kouri Ocean Tower

15:30

Hotel Mahaina

16:42

Nakijin Son Yakuba

17:10

Kouri Ocean Tower

17:46

Kourijima Bussan

10:30

Nakijin Son Yakuba

10:51

10:55

Hotel Mahaina

11:19

12:44

Nakijin Son Yakuba

13:05

13:05

Hotel Mahaina

13:29

16:25

Nakijin Son Yakuba

17:00

17:05

Hotel Mahaina

17:32

Center
Kourijima Bussan
Center
Kourijima Bussan
Center


비세후쿠기가로수길(備瀬フクギ並木)에 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１．얀바루급행버스를 타고 ‘호텔 오리온리조트’에서 내려 북쪽으로 걷는다.
２．유람차를 타고 ‘에메랄드비치’에서 내려 비세게이트를 통해 공원을 나와 북쪽으로 걷는다.
３．노선버스로 ‘비세입구(備瀬入り口)’ 또는 ‘비세출구(備瀬出口)’에서 내려 북서 방향으로 걷는다.




후쿠기가로수길 입구에 대여자전거도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주변에 여러 레스토랑과 민요이자카야가 있지만 근처 민요이자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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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산도(かなさんどー)’는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2/47006428/
버스로 슈퍼마켓에 가려면 ‘남게이트(南ゲート)’ 버스정류장에서 타서 ‘탄차(谷茶)’에서 내리세요. 택시로도



금방 갑니다. (도착하실 때는 저희가 차로 마중 나갑니다)
http://www.tyura-bus.sakura.ne.jp/smart/busStopTime.php?routeID=6601&stopID=160099&no=534
택시는 호텔 마하이나에서 타시면 됩니다. 또는 오른쪽 번호로 전화하세요. 0980-48-3355



긴급상황
경찰

110 번 응급

119 번

호스트 연락처 090-1080-8168 or 090-5156-4747


휴대전화가 안 될 경우 마하이나리조트(マハイナリゾート)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모토부노게병원(もとぶ野毛病院)

0980-47-3001

평일 9:00-12:00 14:00-17:30 (최종접수) / 토요일 9:00-12:00 (최종접수)
맵코드：206 856 369
북부지구의사회병원(北部地区医師会病院)

0980-54-1111

24 시간 대응(긴급시) 맵코드：206 686 513

추천 여행 일정(3 박)
첫째날
체크인（일찍 오시면 짐을 보관해 드립니다.）
16:41

마하이나리조트(マハイナリゾート)에서 얀바루급행버스(やんばる急行バス)를 타고 호텔
오리온리조트(ホテルオリオンリゾート)에서 하차

16:48

동

옵션 1. 호텔 오리온리조트에서 비세후쿠기가로수길(備瀬フクギ並木)을 걸어

후쿠기가로수길

계

비세자키(備瀬崎)로 출발. 비세자키에서 일몰 감상

입구에

옵션 2. 에메랄드비치(エメラルドビーチ)에서 일몰 감상

주차장도 있음

하

비세자키로 가는 도중

계

카페 차하야블랑(カフェ チャハヤブラン)에서 휴식, 일몰 감상

일몰 후

노선버스 또는 택시(0980-48-3355)로 콘도미니엄으로

20:00 무렵

스테이크하우스 88(ステーキハウス８８)

찬야는 예약

가이호마루(海邦丸)(해산물요리)/

필요

이시나구(石なぐ)(오키나와요리)/
찬야(ちゃんや)(오키나와흑돼지샤브샤브) 등에서 석식
둘째날
7:30

콘도미니엄 베란다에서 조식。전날 Pain de Kaito 에서 빵을 사 와도 됨
http://tabelog.com/okinawa/A4702/A470201/47002576/

조식 후

옵션 1. 공원을 걸으며

남문은 8 시에 열립니다. 수족관(8:30

츄라우미수족관(美ら海水族館)으로

오픈)은 10 시경부터 인파가 몰리기

옵션 2. 8:55 유람차를 타고 ‘츄라우미수족관’으로

시작하므로 일찍 출발하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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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3. 8:51 얀바루급행버스(やんばる急行バス)를

좋습니다.

타고 ‘츄라우미수족관’으로
옵션 4. 자동차로 ‘츄라우미수족관’으로
9:10

츄라우미수족관의 카페

여름철 성수기에는 가능한 한 일찍

오션블루(カフェオーシャンブルー) 에서 휴식을

출발하세요.

취하며 고래상어와 쥐가오리 감상
11:00

오키짱극장(おきちゃん劇場)에서 돌고래쇼 견학

11:30

레스토랑 이노(レストラン

13:00

イノー) or

11:30 부터 점심. 오리온모토부리조트는

오리온모토부리조트(オリオンモトブリゾート)에서

예약권장. 레스토랑 이노의 창가쪽

중식(뷔페 스타일)

테이블은 금방 자리가 찹니다.

옵션 1. 수족관 재입장

한여름에 산책하거나 지빗코토리데에서

옵션 2. 도보 또는 유람차로

놀기에는 저녁시간이 무난합니다.

해양문화관(海洋文化館)으로. 플라네타리움 감상
옵션 3. 열대드림센터(熱帯ドリームセンター)를 향해
공원 산책(가을~봄)
옵션 4. 지빗코토리데(ちびっことりで)에서
놀기(가을~봄)
15:30

(해양문화관에서 유람차를 타고 열대드림센터로)

유람차로 해양문화관에서

수족관 티켓을 보여주고 열대드림센터에 반값으로

열대드림센터로 향하면 공원 가운데를

입장

일주하게 됩니다. 주변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오키나와
향토마을(沖縄郷土村)이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가 열리므로 꼭 들러 보세요.
중간에 유람차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10

열대드림센터의 스낵 스콜(スナック スコール)에서 휴식

16:30

동계

스낵 스콜에서 석양의 광장(夕日の広場)을

남문은 10 월부터 2 월까지 18 시에

빠져나와 광장 주변 산책하기. 유람차로

닫힙니다. 유람차 시간은 미리 확인

남문으로(석양의 광장 또는 콘도미니엄에서

바랍니다.

일몰 감상)
하계

열대드림센터를 나와 공원 산책. 석양의

남문은 3 월부터 9 월까지 19 시 30 분에

광장 또는 다른 선셋포인트에서 일몰 감상.

닫힙니다. 6~8 월에 공원에서 일몰을

(선셋포인트는 가이드맵을 참고해 주세요)

감상하고 싶을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문이 닫히는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경호원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문을
열어 주세요.

20:00 무렵

콘도미니엄에서 석식.

셋째날
아침

호텔 마하이나(ホテルマハイナ)의 레스토랑 마센(マーセン)에서 조식

조식 후

옵션 1. 고우리섬(古宇島) 드라이브, 고우리오션타워(古宇利オーシャンタワー) 견학,
나키진성터(今帰仁城跡)로
7

옵션 2. 얀바루급행버스(やんばる急行バス)를 타고 나키진성터로
중식

나키진촌(今帰仁村)과 모토부초(本部町) 카페에서 중식

중식 후

옵션 1. 에메랄드비치(エメラルドビーチ)에서 해수욕

가이드맵을 참고하세요.

옵션 2. 세소코비치(瀬底ビーチ)에서 다이빙 & 스노클링
옵션 3. 모토부겐키무라(もとぶ元気村) 돌핀 프로그램 참가
옵션 4. 파인애플파크(パイナップルパーク), 후르츠랜드(フルーツランド), 초초엔(蝶々園),
네오파크오키나와(ネオパーク沖縄) 등 견학
옵션 5. 열대ㆍ아열대식물원(熱帯亜熱帯植物園)에서 그랜드골프(무료)
옵션 6. 자녀와 함께 반코의 숲(バンコの森)에서 놀기
18:00

마하이나온천(マハイナ温泉)(마하이나리조트(マハイナリゾート) 안)에서 휴식

19:30

민요이자카야 추라우미타로(美ら海太郎) 또는

추라우미타로는

가나산도(かなさんどー)에서 석식.

콘도미니엄에서 도보권.

오키나와민요 라이브 듣기

가나산도는 무료픽업 있음

넷째날
8:00

가이요하쿠공원(海洋博公園) 산책

8:30

콘도미니엄에서 조식. 또는 음식을 지참해

우리즌은 8:30 오픈. 석양의 광장(夕日の広場)에

스낵 스콜(スナック スコール) 옆에 있는

설치된 엘리베이터 최상층에서 무료로 입장 가능

무료 휴게소 우리즌(うりずん) 등에서 조식.
9:30

출발 준비

식기와 조리기구는 씻어서 제자리에 놓아 주세요.
음식쓰레기는 봉투 입구를 단단히 묶어서
베란다에 놓고 가세요.

체크아웃

열쇠 반납을 잊지 마세요.

Have a Nice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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