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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빌딩
T E A M

B U I L D I N G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팀의 결속력을 강화하자
팀 빌딩은 참가자 모두에게 일체감을 선사하고 단결력을 높이며 집단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풍요로운 자연과 개방적인
공간, 그리고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문화를 테마로 한 팀 빌딩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Pickp!
u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가 눈부신 대비를 이루는 해변을 배경으로, 아열대 해양성 기후의 오키나와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올림픽 게임을 즐기며 참가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조직의 단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류를 촉진하고 단결력을 높이는

‘비치 올림픽’
아열대 해양성 기후가 키워낸 오키나와 특유의 자연, 그 중에서도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가 눈부신 대비를 이루는
오키나와의 해변은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을 자랑합니다. 마치 꿈처럼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올림픽 게임을
즐기며 참가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조직의 단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치 올림픽은 체력으로 승부를
다투는 운동회가 아닌, 참가자 개개인이 가진 특기를 살려 팀 플레이로 퍼포먼스를 겨루는 유니크한 스타일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팀의 성향에 맞춰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인트로(15분) ◆아이스브레이킹(15분) ◆릴레이 튜브 빠져나오기(20분) ◆이인삼각 소프트 비치 발리볼(60분)
◆손 안대고 과일 옮기기(20분) ◆줄다리기 배틀로얄(20분) 총: 2시간 30분 ※저녁 연회 등에서 표창식

MICE
Experience Program
Guide Book
Okinawa, JAPAN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약 2시간부터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 http://www.dmc-okinawa.co.jp/
Ⓣ 098-943-6642 Ⓕ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ㅤ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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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모두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문화 체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팀의 관계성을 구축합니다.

팀 워크를 끌어올려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오키나와의 전통 예능으로 팀의 호흡을 맞추는

‘하리 배 체험’

‘에이사 체험’

나고시 관광협회에서 팀 빌딩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하리 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노를 젓기만 하는 것이

에이사란 일본의 추석인 오봉 시기에 현세로 돌아오는 조상의 혼을 맞이하기 위해 추는 오키나와의 전통 예능입니다. 주로 기수,

아니라, 팀의 비전를 설정하고 참가자 모두가 힘을 합쳐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가며 단결력과 달성감을

북춤단, 손춤단, 광대(촌다라), 합창단으로 구성된 에이사 공연은 청년들이 춤을 추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형태로

만끽하고 팀 워크와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어부로부터

진행됩니다. 조상 숭배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오키나와에서 오봉은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매우 화려하고

노 젓는 방법을 배우고 약 10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 하리 배 경주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성대하게 치뤄집니다. 에이사를 배우고 실제로 연기하며 팀 전체가 한마음이 되는 즐겁고 흥겨운 경험을 만끽해 보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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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 ‘하리 배 경주’ 체험을 통해 인간 관계를 도모하고
연대감과 단결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용》 1. 에이사 설명 2. 모범 연기 3. 연기 지도
가벼운 차림(움직이기 편한 복장), 타올 ・참가 인원수에 따라 코칭 스태프의 수도 달라짐 ・의상(별도)을 입고 기념 사진 촬영도
가능

●참 가 인 원:50명~3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약 6시간
●문 의 처:공익재단법인 나고시 관광협회
Ⓐ오키나와현 나고시 오나카 1-19-24
Ⓦ http://kanko.city.nago.okinawa.jp/
Ⓣ 0980-53-7755 Ⓕ 0980-52-1797
●영 업 시 간:8:30~17:30 / 정기휴일: 토, 일, 공휴일
●요
금:1명 3,200엔(세금 포함) ※50명~100명일 경우 요금 / 예약 필요 ※젖어도 괜찮은 옷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9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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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인 원:의상 착용 5명~40명, 의상 미착용 5명~8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 http://www.onnaweek.jp/
Ⓣ 098-966-2893 Ⓕ 098-966-2892
●영 업 시 간:8:30~17:30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의상 착용 1명 2,100엔(세금 별도), 의상 미착용 1명 1,8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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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참가자 모두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문화 체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팀의 관계성을 구축합니다.

팀 워크를 끌어올려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오키나와의 전통 예능으로 팀의 호흡을 맞추는

‘하리 배 체험’

‘에이사 체험’

나고시 관광협회에서 팀 빌딩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하리 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노를 젓기만 하는 것이

에이사란 일본의 추석인 오봉 시기에 현세로 돌아오는 조상의 혼을 맞이하기 위해 추는 오키나와의 전통 예능입니다. 주로 기수,

아니라, 팀의 비전를 설정하고 참가자 모두가 힘을 합쳐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가며 단결력과 달성감을

북춤단, 손춤단, 광대(촌다라), 합창단으로 구성된 에이사 공연은 청년들이 춤을 추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형태로

만끽하고 팀 워크와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어부로부터

진행됩니다. 조상 숭배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오키나와에서 오봉은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매우 화려하고

노 젓는 방법을 배우고 약 10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 하리 배 경주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성대하게 치뤄집니다. 에이사를 배우고 실제로 연기하며 팀 전체가 한마음이 되는 즐겁고 흥겨운 경험을 만끽해 보세요.

01
팀 빌딩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 ‘하리 배 경주’ 체험을 통해 인간 관계를 도모하고
연대감과 단결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용》 1. 에이사 설명 2. 모범 연기 3. 연기 지도
가벼운 차림(움직이기 편한 복장), 타올 ・참가 인원수에 따라 코칭 스태프의 수도 달라짐 ・의상(별도)을 입고 기념 사진 촬영도
가능

●참 가 인 원:50명~3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약 6시간
●문 의 처:공익재단법인 나고시 관광협회
Ⓐ오키나와현 나고시 오나카 1-19-24
Ⓦ http://kanko.city.nago.okinawa.jp/
Ⓣ 0980-53-7755 Ⓕ 0980-52-1797
●영 업 시 간:8:30~17:30 / 정기휴일: 토, 일, 공휴일
●요
금:1명 3,200엔(세금 포함) ※50명~100명일 경우 요금 / 예약 필요 ※젖어도 괜찮은 옷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9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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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인 원:의상 착용 5명~40명, 의상 미착용 5명~8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 http://www.onnaweek.jp/
Ⓣ 098-966-2893 Ⓕ 098-966-2892
●영 업 시 간:8:30~17:30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의상 착용 1명 2,100엔(세금 별도), 의상 미착용 1명 1,8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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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악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도 연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오키나와의 독특한 악기를 만지고 오키나와 특유의 선율을 연주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추억을 공유해 보세요.

자연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살아가는 힘”을 배우는

오키나와 특유의 문화를 느끼는

‘인문 학교’

‘Making Okinawan Music’

01
팀 빌딩

전기도, 가스도 없는 환경에서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온 조상들의 “인문(지혜)”
을 배우고 협동심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키나와의 ‘인문 학교’에서는 당일치기로 오키나와의 자연과 풍속을 배우는 에코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문’이란

오키나와의 전통 멜로디를 배경으로 코칭을 담당하는 특별 세션 아티스트가 등장합니다. 오키나와의 유명 팝으로 분위기가

오키나와 말로 ‘삶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전기도 가스도 없이, 육지의 외딴섬과 같은 누파 마을에서 자원과 생명의 소중함을

달아오른 회장에서 연주할 악기를 선택해 보세요. 사용되는 악기는 산신, 산바, 파란쿠, 북 등 총 네 종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느껴보세요. 배움의 보고 그 자체인 누파의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온 조상들의 ‘인문’을 배우며 진짜 자연을 체험할

있도록 그림이나 기호로 설명된 악기 연주법, 악보 등의 교재를 준비해, 악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도 금새 따라 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구경하거나 들판에 자라난 풀, 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등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이

모든 과정은 오키나와의 프로뮤지션인 코칭 스태프의 지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키나와의 독특한 악기를 만지고 오키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세요.

특유의 선율을 연주하며 오키나와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추억을 공유해 보세요.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참 가 인 원:1명~45명까지
●소 요 시 간:약 7시간~약 8시간
●문 의 처:에코넷 추라
Ⓐ오키나와현 나고시 가요 72
Ⓦ http://www9.big.or.jp/~chura/
Ⓣ 0980-55-8077
Ⓕ 0980-55-9077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당일치기 코스 1명 11,000엔(세금 포함)
※1박 오전코스, 1박 오후코스도 있음 ※어린이, 유아 요금 있음
●대 응 언 어:영어(일상회화)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0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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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아티스트의 사회로 진행되는 아이스브레이킹(10분) ◆도전 악기 선택(네 종류의 악기 중에서 선택합니다)(15분)
◆STEP1: 간단한 악곡을 통해 악기(파트)별 기본적인 연주 방법 훈련(40분) ◆STEP2: 참가자 모두가 합주하며 곡의 완성도를
확인(15분) ◆STEP3: 팀별로 나눠 팀별 과제곡 마스터(30분) ◆STEP4: 팀별 오리지널 퍼포먼스 완성 ◆팀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경연(20분)
총: 2시간 30분 ※저녁 연회 등에서 표창식

●참 가 인 원:20명~최대 400명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인원수에 따라 약 2시간부터 약 3시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http://www.dmc-okinawa.co.jp/
Ⓣ098-943-6642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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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도 연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오키나와의 독특한 악기를 만지고 오키나와 특유의 선율을 연주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추억을 공유해 보세요.

자연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살아가는 힘”을 배우는

오키나와 특유의 문화를 느끼는

‘인문 학교’

‘Making Okinawan Music’

01
팀 빌딩

전기도, 가스도 없는 환경에서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온 조상들의 “인문(지혜)”
을 배우고 협동심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키나와의 ‘인문 학교’에서는 당일치기로 오키나와의 자연과 풍속을 배우는 에코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문’이란

오키나와의 전통 멜로디를 배경으로 코칭을 담당하는 특별 세션 아티스트가 등장합니다. 오키나와의 유명 팝으로 분위기가

오키나와 말로 ‘삶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전기도 가스도 없이, 육지의 외딴섬과 같은 누파 마을에서 자원과 생명의 소중함을

달아오른 회장에서 연주할 악기를 선택해 보세요. 사용되는 악기는 산신, 산바, 파란쿠, 북 등 총 네 종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느껴보세요. 배움의 보고 그 자체인 누파의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온 조상들의 ‘인문’을 배우며 진짜 자연을 체험할

있도록 그림이나 기호로 설명된 악기 연주법, 악보 등의 교재를 준비해, 악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도 금새 따라 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구경하거나 들판에 자라난 풀, 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등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이

모든 과정은 오키나와의 프로뮤지션인 코칭 스태프의 지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키나와의 독특한 악기를 만지고 오키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세요.

특유의 선율을 연주하며 오키나와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추억을 공유해 보세요.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참 가 인 원:1명~45명까지
●소 요 시 간:약 7시간~약 8시간
●문 의 처:에코넷 추라
Ⓐ오키나와현 나고시 가요 72
Ⓦ http://www9.big.or.jp/~chura/
Ⓣ 0980-55-8077
Ⓕ 0980-55-9077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당일치기 코스 1명 11,000엔(세금 포함)
※1박 오전코스, 1박 오후코스도 있음 ※어린이, 유아 요금 있음
●대 응 언 어:영어(일상회화)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0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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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아티스트의 사회로 진행되는 아이스브레이킹(10분) ◆도전 악기 선택(네 종류의 악기 중에서 선택합니다)(15분)
◆STEP1: 간단한 악곡을 통해 악기(파트)별 기본적인 연주 방법 훈련(40분) ◆STEP2: 참가자 모두가 합주하며 곡의 완성도를
확인(15분) ◆STEP3: 팀별로 나눠 팀별 과제곡 마스터(30분) ◆STEP4: 팀별 오리지널 퍼포먼스 완성 ◆팀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경연(20분)
총: 2시간 30분 ※저녁 연회 등에서 표창식

●참 가 인 원:20명~최대 400명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인원수에 따라 약 2시간부터 약 3시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http://www.dmc-okinawa.co.jp/
Ⓣ098-943-6642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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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풍요로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오키나와 본섬의 중북부를 중심으로 본격 체험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농사 체험, 바다 트레킹 등 다양한 경험이 오감을 자극합니다.

미션을 수행하며 조직력을 강화하는

농촌에서 배우는 오키나와

‘Amazing Race In NAHA City’

‘사탕수수 베기와 흑당 만들기’

관광지를 둘러보며 챌린지를 즐기고 창조력과 팀 워크, 일체감을 형성하자! 스타트 지점에서 팀별로 주어지는 미션 시트에 따라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작물 사탕수수는 오키나와 말로 우지라 불리며,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습니다. 총 길이 3m 정도로

각 목적지에서 태스크에 도전합니다. 각 태스크 스테이션에서 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면 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이 레일

성장하는 사탕수수는 지역 아이들에게 최고의 간식거리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밭에서 설명을 들은 후, 농기구를 이용해

(오키나와 도시 모노레일)’의 일일 승차권을 이용해 나하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팀 단위로 전략을 구상해 보세요. 여행의 추억을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지역 농가의 주민과 함께 사탕수수 주스를 시음하거나 흑당을 만들어 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갓 베어낸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 간의 일체감과 조직의 구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사탕수수와 방금 만든 달콤한 흑당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묘미입니다.

01
팀 빌딩

관광지를 둘러보며 챌린지를 즐기고 창조력과 팀 워크, 일체감을 형성하자!
팀별로 관광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려하여 팀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인트로&아이스브레이킹(20분) ◆미션 발표(10분)
◆팀별로 관광지 등에 흩어져 있는 태스크 스테이션을 돌아다니며 태스크에 도전(180분)
◆모든 태스크를 완료한 뒤 골인 지점으로
총: 3시간 30분 ※저녁 연회 등에서 표창식

●참 가
●소 요
●문

09

인 원:제한 없음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약 3시간부터 약 4시간 정도가 적절)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http://www.dmc-okinawa.co.jp/
Ⓣ098-943-6642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유이 레일(오키나와 도시 모노레일)
의 각 역에서 도보 거리라면 어디든 가능

●참 가 인 원:20명~12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약 3시간
●문 의 처:오키나와 체험 니라이카나이
장소: 야마다 체험 광장, 마에다 체험관
Ⓐ오키나와현 온나손 야마다 524
Ⓦhttp://www.niraikanai.co.jp/
Ⓣ098-964-1616
Ⓕ098-964-1617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일요일, 공휴일(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요
금:1명 3,000엔(세금 포함)
●대 응 언 어:영어(일상회화 정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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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행사 하리 배 경주를 즐기며 협동심을 기르고 유대감을 쌓아 보세요.

식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릴렉스하며 팀력을 업 시키는

협동심과 달성감, 그리고 단결력을 극대화하는

‘가든 운동회’

‘하리 배 경주 체험’

부지의 자원을 활용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입니다. 팀 경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자들 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협력 체제 구축 및 모티베이션 향상 등에 효과적입니다.

14세기경 중국에서 전래된 하리는 해운과 풍어를 기원하며 화려한 파룡선을 타고 경주를
벌이는 음력 5월 4일의 전통 행사입니다. 지금도 오키나와 각지의 항구에서는 매년 음력 5월
4일이면 우민추(어부)들이 풍어와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며 에너지 넘치는 어선 경주를
선보입니다. 참가자 모두의 호흡을 맞추며 지금껏 쌓아온 팀 워크를 발휘해 보세요.

● 참 가 인 원:20명~150명
● 소 요 시 간:약 2시간~약 3시간
● 문 의 처:동남식물낙원
Ⓐ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지바나 2146
Ⓦ http://www.southeast-botanical.jp/
Ⓣ 098-939-2555
● 영 업 시 간:일~목 9:00~18:00, 금・토・공휴일 전날 9:00~22: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참가 인원:80명~ / 2척(80명~약 100명), 3척(101명~)
●소요 시간:약 3시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http://www.onnaweek.jp/
Ⓣ098-966-2893 Ⓕ098-966-2892
●영업 시간:8:30~17:30(4월~12월)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2척 232,000엔(세금 별도), 3척 312,0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지역의 농가 주민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공동 수작업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통 목조선 ‘돛단배 사바니’를 타고 바람을 맞아 보세요.
함께 호흡을 맞춰 노를 저으면 강한 일체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산품에 대해 배우고 맛보는

팀의 단결력을 높이는

‘사탕수수 수확&흑당 만들기’

‘돛단배 사바니&레이스 체험’

가장 오키나와다운 풍경은 역시 붉은 기와지붕과 넓게 펼쳐진 사탕수수밭이 아닐까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작물 사탕수수는 오키나와 말로는 우지라 불리며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갓 수확한 사탕수수의 껍질을 벗기고 통째로 한 입
베어 물어보세요. 흑당 만들기 체험을 통해 방금 완성된 흑당의 달콤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 1.수확 방법 지도 2.수확 체험 3.압착 체험 4.흑당 만들기 5.시식

●참 가 인 원:10명~6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약 2시간 30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http://www.onnaweek.jp/
Ⓣ098-966-2893 Ⓕ098-966-2892
●영 업 시 간:8:30~17:30(10월~5월)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1명 1,8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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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약 1,300 종류의 식물이 한곳에 모여 있는
식물원에서 자연을 느끼고 공유하며 결속력을 다집니다.

(하루 코스)

‘돛단배 사바니’는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목조선입니다. 주변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오래전부터 훌륭한 바다 문화가 꽃을 피운 오키나와에서는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며 저 멀리
해외로까지 항해를 나가곤 했습니다. 이때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가장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
바로 ‘돛단배 사바니’입니다. 프로그램은 오전에 사바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노 젓는 법
등을 배우고, 점심 식사 후 사바니 레이스를 체험하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로프 워크 관련 워크숍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여행 보험 가입은
별도입니다.
●참 가 인 원:10명~100명
●소 요 시 간:약 5시간
●문 의 처:후카키 사바니
Ⓐ오키나와현 나고시 아가리에 2-8-47
Ⓦhttp://www.f-sabani.net/
Ⓣ098-988-3821
●영 업 시 간:10:00~19:00 / 정기 휴일: 부정기 휴일(프로그램은 10:00부터)
●요
금:1명 9,000엔(세금 별도)
●대 응 언 어:영어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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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행사 하리 배 경주를 즐기며 협동심을 기르고 유대감을 쌓아 보세요.

식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릴렉스하며 팀력을 업 시키는

협동심과 달성감, 그리고 단결력을 극대화하는

‘가든 운동회’

‘하리 배 경주 체험’

부지의 자원을 활용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입니다. 팀 경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자들 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협력 체제 구축 및 모티베이션 향상 등에 효과적입니다.

14세기경 중국에서 전래된 하리는 해운과 풍어를 기원하며 화려한 파룡선을 타고 경주를
벌이는 음력 5월 4일의 전통 행사입니다. 지금도 오키나와 각지의 항구에서는 매년 음력 5월
4일이면 우민추(어부)들이 풍어와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며 에너지 넘치는 어선 경주를
선보입니다. 참가자 모두의 호흡을 맞추며 지금껏 쌓아온 팀 워크를 발휘해 보세요.

● 참 가 인 원:20명~150명
● 소 요 시 간:약 2시간~약 3시간
● 문 의 처:동남식물낙원
Ⓐ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지바나 2146
Ⓦ http://www.southeast-botanical.jp/
Ⓣ 098-939-2555
● 영 업 시 간:일~목 9:00~18:00, 금・토・공휴일 전날 9:00~22: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참가 인원:80명~ / 2척(80명~약 100명), 3척(101명~)
●소요 시간:약 3시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http://www.onnaweek.jp/
Ⓣ098-966-2893 Ⓕ098-966-2892
●영업 시간:8:30~17:30(4월~12월)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2척 232,000엔(세금 별도), 3척 312,0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지역의 농가 주민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공동 수작업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통 목조선 ‘돛단배 사바니’를 타고 바람을 맞아 보세요.
함께 호흡을 맞춰 노를 저으면 강한 일체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산품에 대해 배우고 맛보는

팀의 단결력을 높이는

‘사탕수수 수확&흑당 만들기’

‘돛단배 사바니&레이스 체험’

가장 오키나와다운 풍경은 역시 붉은 기와지붕과 넓게 펼쳐진 사탕수수밭이 아닐까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작물 사탕수수는 오키나와 말로는 우지라 불리며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갓 수확한 사탕수수의 껍질을 벗기고 통째로 한 입
베어 물어보세요. 흑당 만들기 체험을 통해 방금 완성된 흑당의 달콤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 1.수확 방법 지도 2.수확 체험 3.압착 체험 4.흑당 만들기 5.시식

●참 가 인 원:10명~6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약 2시간 30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http://www.onnaweek.jp/
Ⓣ098-966-2893 Ⓕ098-966-2892
●영 업 시 간:8:30~17:30(10월~5월)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1명 1,8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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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약 1,300 종류의 식물이 한곳에 모여 있는
식물원에서 자연을 느끼고 공유하며 결속력을 다집니다.

(하루 코스)

‘돛단배 사바니’는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목조선입니다. 주변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오래전부터 훌륭한 바다 문화가 꽃을 피운 오키나와에서는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며 저 멀리
해외로까지 항해를 나가곤 했습니다. 이때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가장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
바로 ‘돛단배 사바니’입니다. 프로그램은 오전에 사바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노 젓는 법
등을 배우고, 점심 식사 후 사바니 레이스를 체험하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로프 워크 관련 워크숍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여행 보험 가입은
별도입니다.
●참 가 인 원:10명~100명
●소 요 시 간:약 5시간
●문 의 처:후카키 사바니
Ⓐ오키나와현 나고시 아가리에 2-8-47
Ⓦhttp://www.f-sabani.net/
Ⓣ098-988-3821
●영 업 시 간:10:00~19:00 / 정기 휴일: 부정기 휴일(프로그램은 10:00부터)
●요
금:1명 9,000엔(세금 별도)
●대 응 언 어:영어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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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난조시 오우섬에서 오키나와 우민추(어부)들의 전통 행사인 하리 배(파룡선)
를 체험하며 연대감과 단결력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우민추(어부)의 전통 행사를 직접 경험해 보는

‘하리 배 체험’
오우섬의 하리 배는 오키나와현에서도 유명합니다. 친절한 오우섬의 어부에게 하리 배
젓는 법을 배운 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며 설렘을
만끽해 보세요. 하리 배와 같은 파룡선은 노를 젓는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춰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팀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조직력을 높이는
팀 빌딩 활동으로도 인기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난조시 오우섬의 하리 배를 꼭 한 번
체험해 보세요.
●참 가 인 원:1조 30명~100명
●소 요 시 간:약 3시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난조시 관광협회
Ⓐ오키나와현 난조시 지넨 아자 구데켄 541번지(간주역 난조 내)
Ⓦhttp://okinawa-nanjo.jp/
Ⓣ098-948-4611 Ⓕ098-948-4644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2,500엔(세금 포함)~ ※요금은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즈쿠(큰실말) 어획기인 3월~5월은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 응 언 어:영어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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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스커션
E X C U R S I O N

오키나와만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며 교양을 쌓자

MICE 프로그램의 일부인 익스커션은 참가자와 동반자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짧은
여행이나 시찰 등 테마에 따라 약간 떨어진 회장에서 실시됩니다. 생산 현장, 생산 시설을
전문적으로 시찰하는 테크니컬 비지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적인 요소가 강한 체험
프로그램은 ‘특별 관광’ 코너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심리학과 체험 학습 기법을 활용한 모험 교육!
야외 활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의 자주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프로젝트 어드벤처’
모험 교육이라고도 불리는 프로젝트 어드벤처는 심리학과 체험 학습 기법을 활용해 참가자의
자주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야외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예전 아이들은 산과 강,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연 속에서 협동심과 신뢰 관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도, 시간도, 친구도 부족합니다. 프로젝트 어드벤처는 한정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배움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히가시손 마을의 주민들이 설계한 숲 프로젝트 어드벤처 코스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코칭 스태프가 전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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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인 원:10명~80명
●소 요 시 간:약 8시간(하루), 약 4시간(반나절)
●문 의 처:진달래 에코 파크(히가시손 마을 진흥 주식회사)
Ⓐ오키나와현 히가시손 다이라 766-1
Ⓦhttp://higashi-ecopark.com/
Ⓣ0980-43-3300 Ⓕ0980-43-3030
●영 업 시 간:9:00~17:30(예약 접수)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게임+공중 액티비티 없음 2,800엔(반나절), 3,800엔(하루)(세금 별도)
1명 게임+공중 액티비티 1개 3,300엔(반나절), 4,300엔(하루)(세금 별도)
1명 게임+공중 액티비티 2개 3,800엔(반나절), 4,800엔(하루)(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0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9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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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조시 오우섬에서 오키나와 우민추(어부)들의 전통 행사인 하리 배(파룡선)
를 체험하며 연대감과 단결력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우민추(어부)의 전통 행사를 직접 경험해 보는

‘하리 배 체험’
오우섬의 하리 배는 오키나와현에서도 유명합니다. 친절한 오우섬의 어부에게 하리 배
젓는 법을 배운 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며 설렘을
만끽해 보세요. 하리 배와 같은 파룡선은 노를 젓는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춰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팀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조직력을 높이는
팀 빌딩 활동으로도 인기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난조시 오우섬의 하리 배를 꼭 한 번
체험해 보세요.
●참 가 인 원:1조 30명~100명
●소 요 시 간:약 3시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난조시 관광협회
Ⓐ오키나와현 난조시 지넨 아자 구데켄 541번지(간주역 난조 내)
Ⓦhttp://okinawa-nanjo.jp/
Ⓣ098-948-4611 Ⓕ098-948-4644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2,500엔(세금 포함)~ ※요금은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즈쿠(큰실말) 어획기인 3월~5월은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 응 언 어:영어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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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스커션
E X C U R S I O N

오키나와만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며 교양을 쌓자

MICE 프로그램의 일부인 익스커션은 참가자와 동반자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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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체험 학습 기법을 활용한 모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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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코칭 스태프가 전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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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견학하며 평소에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모로미
(거르지 않은 술) 향기와 양조장 특유의 분위기를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와모리 양조장 견학’

익스커션

오감으로 즐기고 마음에 담는

02

1 비디오 ‘아와모리주가 완성되기까지’를 보며 학습
2 양조장 직원이 공장 내 시설을 안내
3 실제로 사용 중인 원료 쌀 등을 직접 만져보며 견학
4 맛있는 고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
5 다양한 야와모리를 맛보고 비교, 누룩 식초 시음
독자적인 노력으로 완성된 가장 오키나와다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키나와 MICE 콘텐츠 콘테스트에서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Pickp!
u

● 참 가 인 원:1명~25명까지 1그룹으로 구성하여 안내합니다.
● 소 요 시 간:약 40분(안내 시간 약 20분・시음 약 20분) ※접수 시간은 10:00~16:00까지입니다.
● 문 의 처:유한회사 가미무라 주조
Ⓐ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이시카와 가데카루 570
Ⓦ http://kamimura-shuzo.co.jp/
Ⓣ 098-964-7628 Ⓕ 098-964-7627
● 영 업 시 간:10:00~17:00 / 정기 휴일: 연말연시(12/30~1/3)
●요
금:입장료 무료 / 예약 필요
●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5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하네지 내해와 동중국해를 면하고 있는 야가지섬에는 오키나와 본섬 최대급의 맹그로브 군락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열대 기후 특유의 풍요로운 자연을 만끽해보세요.

맹크로브를 실제로 보고 만지며 느끼는

‘자연 관찰과 카누 체험’
오키나와 8경 중 하나이자, ‘오키나와의 마쓰시마 섬’이라고도 불리는 오키나와 본섬 북부 하네지
내해의 야가지섬. 맑고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이곳의 맹그로브 숲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맹그로브 숲과 광활한 갯벌을 산책하는 자연 관찰 코스와 파도마저 잔잔한 투명한
바다에서 즐기는 카누 체험 코스의 2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에서 병정게
등의 신기한 생물을 구경하거나 카누를 타고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며 가슴이 뻥 뚫리는
개방감과 모험의 설렘을 만끽해보세요. 요리, 사이클링, 염색 등의 코스와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고우리 대교, 와루미 대교, 야가지 대교의 3개 다리가 있으며 나고는 물론, 고우리섬, 나키진손,
모토부로 이동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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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인 원:20명~80명까지
●소 요 시 간:약 3시간 30분
●문 의 처:야가지 에코 투어 네트워크
Ⓐ오키나와현 나고시 아자 야가지 376 Ⓦhttp://www.yagaeco.net/
Ⓣ090-1942-2882 Ⓕ0980-52-8690
●영 업 시 간:8:30~19:00 / 정기 휴일: 부정기 휴일
●요
금:1명 4,000엔(세금 포함) ※단체 요금
●대 응 언 어:영어(일상회화)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8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5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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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링 리더와 서포트 카가 안전하고 쾌적한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도록
서포트! 자전거로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해중 도로를 달리는 액티비티입니다.

오키나와의 전통 가라테를 체험하며 문화를 느끼는

오키나와의 자연을 활용한 액티비티

‘오키나와 가라테 체험’

‘바다를 건너는 사이클링 체험’

오키나와에서 탄생한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 가라테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추가 종목으로도

자전거로 섬을 연결하는 다리나 해중 도로를 달리는 액티비티입니다. 사이클링 리더와 서포트 카가 안전하고 쾌적한 사이클링을

채택된 가라테는 전 세계에 약 1억 명의 애호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전통 가라테를 단련하고 연무에 도전하며 일본의

즐길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무도를 체험해 보세요.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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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전통 가라테를 단련하고 연무에 도전하며 일본의 무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예: 8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인트로&아이스브레이킹(15분)

◆오키나와 가라테에 관한 강좌(15분)

◆인트로(20분)

◆자전거 피팅(20분)

◆기초 연습(45분)

◆도전할 가라테 형 시범(15분)

◆사이클링(하행)(60분)

◆중간 지점에서 태스크 도전(20분)

◆배운 가라테 형 연무(15분)

◆사이클링(상행)(60분)

◆골인

◆가라테 형 훈련(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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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시간 30분

총: 3시간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약 1시간부터 약 2시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http://www.dmc-okinawa.co.jp/
Ⓣ098-943-6642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참 가 인 원:30명~80명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약 3시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http://www.dmc-okinawa.co.jp/
Ⓣ098-943-6642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 본섬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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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링 리더와 서포트 카가 안전하고 쾌적한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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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가라테는 전 세계에 약 1억 명의 애호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전통 가라테를 단련하고 연무에 도전하며 일본의

즐길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무도를 체험해 보세요.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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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전통 가라테를 단련하고 연무에 도전하며 일본의 무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예: 8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인트로&아이스브레이킹(15분)

◆오키나와 가라테에 관한 강좌(15분)

◆인트로(20분)

◆자전거 피팅(20분)

◆기초 연습(45분)

◆도전할 가라테 형 시범(15분)

◆사이클링(하행)(60분)

◆중간 지점에서 태스크 도전(20분)

◆배운 가라테 형 연무(15분)

◆사이클링(상행)(60분)

◆골인

◆가라테 형 훈련(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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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시간 30분

총: 3시간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약 1시간부터 약 2시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http://www.dmc-okinawa.co.jp/
Ⓣ098-943-6642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참 가 인 원:30명~80명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약 3시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http://www.dmc-okinawa.co.jp/
Ⓣ098-943-6642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 본섬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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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긴초 오쿠쿠비강에서 카누를 타고 맹그로브 숲을 구경하며
자연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자적인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자연의 맹그로브를 보며 환경을 생각하는

‘전통 가라테 문화 체험’

‘맹그로브 카누 체험’

오키나와에서 탄생한 ‘가라테’는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애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라테 회관은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문화유산 가라테를 보존, 계승 및 발전시키며 ‘가라테의 발상지 오키나와’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은 전통
가라테의 진수가 담긴 거점 시설입니다. 가라테의 발상지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특별 도장(슈레노야카타, 수례지관)’을
중심으로 특별 도장의 앞뜰과 야외 단련장이 자리 잡은 구역 내에는 가라테 전문가부터 초보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성 ‘유료 자료실’을 비롯해 가라테 관련 한정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샵과 푸드 코너를 갖춘 전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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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커션

‘가라테의 발상지 오키나와’에서 전통 가라테의 진수를 배우자.
2017년 3월 오픈한 새로운 시설에서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문화유산 ‘가라테’를 체험해 보세요.

맹그로브란 염분이 있는 해안가 연안이나 기수에서 자라는 관목군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맹그로브 뿌리 사이의 안전한 공간은 치어, 게, 새우
등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는 총 네
종류의 맹그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카누를 타고 맹그로브 숲을
구경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심오한 자연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라테 연습이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물론, 가라테 외 각종 이벤트에도 활용 가능한
‘도장’에는 단련실, 연수실, 샤워실 등이 완비되어 있어 관광객 또는 가라테 경험이 없는 분들도 국내외의 가라테 종사자와 함께
마음껏 가라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 가 인 원:상담 가능합니다.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문 의 처:오키나와 가라테 회관
Ⓐ오키나와현 도미구스쿠시 아자 도미구스쿠 854-1
Ⓦhttp://karatekaikan.jp/
Ⓣ098-851-1025
※10월 25일은 ‘가라테의 날’

●영 업 시 간:전시 시설 9:00~18:00・도장 시설 9:00~21:00/
정기 휴일: 수요일, 12/30~1/3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약 14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참 가 인 원:10명~12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
●문 의 처:네이처 미래관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긴초 긴 11818-2
Ⓦhttp://www.nature-kin.com/
Ⓣ098-968-6117 Ⓕ098-968-6187
●영 업 시 간:9:00~21:00 / 정기 휴일: 부정기 휴일
●요
금:어른 1명 5,300엔 / 어린이(6세~11세) 1명 3,700엔(세금 별도)
※10명 이상의 단체 고객은 어른 / 어린이: 모두 4,0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오키나와에서 가장 친숙한 악기인 ‘산신’으로 류큐 음악을 직접 연주해 보세요.

전통 예능과 문화를 배우는

‘산신 체험’
중국에서 전래된 산신은 울림통에 뱀가죽을 입힌 삼현 악기를 말합니다. 실제 산신으로
연주를 하며 오키나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산신에 대한 설명 2.모범 연주 3.실기 지도 및 시마우타(섬 노래), 아사도야 윤타, 틴사구노
하나, 잇페 가나산도 등을 연주
●참 가 인 원:5명~4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http://www.onnaweek.jp/
Ⓣ098-966-2893 Ⓕ098-966-2892
●영 업 시 간:8:30~17:30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1명 1,8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븐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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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긴초 오쿠쿠비강에서 카누를 타고 맹그로브 숲을 구경하며
자연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자적인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자연의 맹그로브를 보며 환경을 생각하는

‘전통 가라테 문화 체험’

‘맹그로브 카누 체험’

오키나와에서 탄생한 ‘가라테’는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애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라테 회관은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문화유산 가라테를 보존, 계승 및 발전시키며 ‘가라테의 발상지 오키나와’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은 전통
가라테의 진수가 담긴 거점 시설입니다. 가라테의 발상지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특별 도장(슈레노야카타, 수례지관)’을
중심으로 특별 도장의 앞뜰과 야외 단련장이 자리 잡은 구역 내에는 가라테 전문가부터 초보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성 ‘유료 자료실’을 비롯해 가라테 관련 한정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샵과 푸드 코너를 갖춘 전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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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테의 발상지 오키나와’에서 전통 가라테의 진수를 배우자.
2017년 3월 오픈한 새로운 시설에서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문화유산 ‘가라테’를 체험해 보세요.

맹그로브란 염분이 있는 해안가 연안이나 기수에서 자라는 관목군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맹그로브 뿌리 사이의 안전한 공간은 치어, 게, 새우
등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는 총 네
종류의 맹그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카누를 타고 맹그로브 숲을
구경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심오한 자연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라테 연습이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물론, 가라테 외 각종 이벤트에도 활용 가능한
‘도장’에는 단련실, 연수실, 샤워실 등이 완비되어 있어 관광객 또는 가라테 경험이 없는 분들도 국내외의 가라테 종사자와 함께
마음껏 가라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 가 인 원:상담 가능합니다.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문 의 처:오키나와 가라테 회관
Ⓐ오키나와현 도미구스쿠시 아자 도미구스쿠 854-1
Ⓦhttp://karatekaikan.jp/
Ⓣ098-851-1025
※10월 25일은 ‘가라테의 날’

●영 업 시 간:전시 시설 9:00~18:00・도장 시설 9:00~21:00/
정기 휴일: 수요일, 12/30~1/3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약 14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참 가 인 원:10명~12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
●문 의 처:네이처 미래관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긴초 긴 11818-2
Ⓦhttp://www.nature-kin.com/
Ⓣ098-968-6117 Ⓕ098-968-6187
●영 업 시 간:9:00~21:00 / 정기 휴일: 부정기 휴일
●요
금:어른 1명 5,300엔 / 어린이(6세~11세) 1명 3,700엔(세금 별도)
※10명 이상의 단체 고객은 어른 / 어린이: 모두 4,0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오키나와에서 가장 친숙한 악기인 ‘산신’으로 류큐 음악을 직접 연주해 보세요.

전통 예능과 문화를 배우는

‘산신 체험’
중국에서 전래된 산신은 울림통에 뱀가죽을 입힌 삼현 악기를 말합니다. 실제 산신으로
연주를 하며 오키나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산신에 대한 설명 2.모범 연주 3.실기 지도 및 시마우타(섬 노래), 아사도야 윤타, 틴사구노
하나, 잇페 가나산도 등을 연주
●참 가 인 원:5명~40명
●소 요 시 간:약 2시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http://www.onnaweek.jp/
Ⓣ098-966-2893 Ⓕ098-966-2892
●영 업 시 간:8:30~17:30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1명 1,8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븐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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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아와모리! 리셉션 이벤트와 조합하면 맞춤형
케이터링 서비스를 만끽하며 아와모리에 관한 전문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사시강의 대자연을 느끼며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즐기는 아와모리 체험

‘카누 체험과 맹그로브 관찰’

‘맞춤형 아와모리 케이터링 서비스’

오키나와현 히가시손에 위치한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게사시강 맹그로브에는 아마존을
방불케 하는 귀중한 동식물이 수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메인 필드로 활용되는 ‘게사시강’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수 차에 따라 카약 체험 장소를
다르게 운영합니다. 환상적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리버 카약, 씨 카약, 트레킹 등의 자연
프로그램 외에도 오키나와 요리를 맛보거나 파인애플 수확&잼 만들기를 체험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자연을 느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 속 저마다의
생물들이 가진 생존의 지혜, 그리고 불가사의한 자연의 모습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 가 인 원:20명~120명까지
●소 요 시 간:약 3시간(반나절 코스)
●문 의 처:얀바루 자연 체험스쿨
Ⓐ오키나와현 히가시손 아자 게사시 82
Ⓦ http://www.gesashi.com/
Ⓣ 0980-43-2571 Ⓕ 0980-43-2585
●영 업 시 간:8:00~18:00 / 정기 휴일: 새해 1월 1일
●요
금:1명 4,1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2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9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파티 시간에 맞춰 조정합니다.
●문 의 처:유한회사 가미무라 주조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이시카와 가데카루 570
Ⓦ http://kamimura-shuzo.co.jp/
Ⓣ 098-964-7628 Ⓕ 098-964-7627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5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실증실험 시설, 오키나와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지역에 뿌리내린 독자적인 산업 등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키시오를 통해 미야코섬에 대해 배우는

오키나와의 산업에 대해 알아 보는

‘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견학’

‘산업 시찰’

●참 가 인 원:1명~40명 / 예약 필요
●소 요 시 간:약 15분~약 20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미야코지마 관광협회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니시자토 187번지 2F
●운
영: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가리마타 191
Ⓦ http://www.yukisio.com/
Ⓣ 0980-72-5667
●영 업 시 간:9:00~18:30(4월~9월), 9:00~17:00(10월~3월) /
정기 휴일:연중무휴(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
금:무료
●찾아오는 길:미야코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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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무라 주조의 직원이 직접 파티 회장을 방문해 맞춤형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와모리를 맛있게 마시는 법, 아와모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들려 드립니다. 시음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해외 고객께 인기가 많은
플랜입니다. 독자적인 노력으로 완성된 가장 오키나와다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키나와
MICE 콘텐츠 콘테스트에서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이 고스란히 담긴 미야코섬의 ‘유키시오(설염)’
을 통해 제염 공정뿐 아니라, 미야코섬에 대해서도 배워 보세요.

미야코섬의 유키시오는 해수의 성분을 그대로 담아낸 소금으로 유명합니다. 가이드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조 공정은 물론, 오키나와 바다의 특징과 산호초와의 관계,
그리고 그 외 미야코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키시오를 맛보며 대자연의
은혜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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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 환경 보호, 호스피탈리티’를 모토로 맹그로브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실증실험 시설, 오키나와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지역에 뿌리내린
독자적인 산업 등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이동하는 차내에서 인트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산업 시설 시찰(180분~240분)
[시찰처 예]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실증실험 시설 ・제염 시설 ・아와모리 양조장 등 ※원하는
산업 시설에 맞춰 어레인지도 가능합니다 총: 3시간~4시간
●참 가 인 원:상담해 주십시오
●소 요 시 간:반나절 프로그램, 하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 http://www.dmc-okinawa.co.jp/
Ⓣ 098-943-6642 Ⓕ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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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아와모리! 리셉션 이벤트와 조합하면 맞춤형
케이터링 서비스를 만끽하며 아와모리에 관한 전문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사시강의 대자연을 느끼며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즐기는 아와모리 체험

‘카누 체험과 맹그로브 관찰’

‘맞춤형 아와모리 케이터링 서비스’

오키나와현 히가시손에 위치한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게사시강 맹그로브에는 아마존을
방불케 하는 귀중한 동식물이 수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메인 필드로 활용되는 ‘게사시강’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수 차에 따라 카약 체험 장소를
다르게 운영합니다. 환상적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리버 카약, 씨 카약, 트레킹 등의 자연
프로그램 외에도 오키나와 요리를 맛보거나 파인애플 수확&잼 만들기를 체험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자연을 느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 속 저마다의
생물들이 가진 생존의 지혜, 그리고 불가사의한 자연의 모습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 가 인 원:20명~120명까지
●소 요 시 간:약 3시간(반나절 코스)
●문 의 처:얀바루 자연 체험스쿨
Ⓐ오키나와현 히가시손 아자 게사시 82
Ⓦ http://www.gesashi.com/
Ⓣ 0980-43-2571 Ⓕ 0980-43-2585
●영 업 시 간:8:00~18:00 / 정기 휴일: 새해 1월 1일
●요
금:1명 4,1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2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9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파티 시간에 맞춰 조정합니다.
●문 의 처:유한회사 가미무라 주조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이시카와 가데카루 570
Ⓦ http://kamimura-shuzo.co.jp/
Ⓣ 098-964-7628 Ⓕ 098-964-7627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5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실증실험 시설, 오키나와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지역에 뿌리내린 독자적인 산업 등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키시오를 통해 미야코섬에 대해 배우는

오키나와의 산업에 대해 알아 보는

‘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견학’

‘산업 시찰’

●참 가 인 원:1명~40명 / 예약 필요
●소 요 시 간:약 15분~약 20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미야코지마 관광협회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니시자토 187번지 2F
●운
영: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가리마타 191
Ⓦ http://www.yukisio.com/
Ⓣ 0980-72-5667
●영 업 시 간:9:00~18:30(4월~9월), 9:00~17:00(10월~3월) /
정기 휴일:연중무휴(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
금:무료
●찾아오는 길:미야코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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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무라 주조의 직원이 직접 파티 회장을 방문해 맞춤형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와모리를 맛있게 마시는 법, 아와모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들려 드립니다. 시음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해외 고객께 인기가 많은
플랜입니다. 독자적인 노력으로 완성된 가장 오키나와다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키나와
MICE 콘텐츠 콘테스트에서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이 고스란히 담긴 미야코섬의 ‘유키시오(설염)’
을 통해 제염 공정뿐 아니라, 미야코섬에 대해서도 배워 보세요.

미야코섬의 유키시오는 해수의 성분을 그대로 담아낸 소금으로 유명합니다. 가이드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조 공정은 물론, 오키나와 바다의 특징과 산호초와의 관계,
그리고 그 외 미야코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키시오를 맛보며 대자연의
은혜를 느껴보세요.

02
익스커션

‘지역 밀착, 환경 보호, 호스피탈리티’를 모토로 맹그로브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실증실험 시설, 오키나와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지역에 뿌리내린
독자적인 산업 등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이동하는 차내에서 인트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산업 시설 시찰(180분~240분)
[시찰처 예]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실증실험 시설 ・제염 시설 ・아와모리 양조장 등 ※원하는
산업 시설에 맞춰 어레인지도 가능합니다 총: 3시간~4시간
●참 가 인 원:상담해 주십시오
●소 요 시 간:반나절 프로그램, 하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 http://www.dmc-okinawa.co.jp/
Ⓣ 098-943-6642 Ⓕ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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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으로 사회공헌 의식을 높이자
환경 문제, 지역 문제 등 오키나와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를 통해 CSR 활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최지
오키나와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Pickp!
u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게임 등의 체험을 통해 지구 재생 활동에 관한 의식이 강화됩니다.

생명의 역할을 확인하고 자연의 힘을 깨닫는 액티브 러닝

‘산천 자연 교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요구되는 시대, 자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생물들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작은 강의 새우와 물고기, 습지 비오톱의 잠자리 유충과 물방개 등을 실제로 관찰하며, 식물이나
오리지널 빙고 카드를 사용한 체험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액티브 러닝 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의 존재를 느끼고 지구의 환경이 정화되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물들을 실제로 만나고 느끼면서 지구 재생 활동에 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 가 인 원:4명~20명
●소 요 시 간:약 90분
●문 의 처:NPO법인 반딧불이회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초 아자 오타 420
Ⓦ https://kumejimahotaru.jimdofree.com/
Ⓣ 080-6490-3850 ／ 098-896-7100
●영 업 시 간:9:30~16:30 / 정기 휴일: 월요일, 화요일(체험 프로그램은 가능)
●요
금:1명 3,5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구메지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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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으로 사회공헌 의식을 높이자
환경 문제, 지역 문제 등 오키나와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를 통해 CSR 활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최지
오키나와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Pickp!
u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게임 등의 체험을 통해 지구 재생 활동에 관한 의식이 강화됩니다.

생명의 역할을 확인하고 자연의 힘을 깨닫는 액티브 러닝

‘산천 자연 교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요구되는 시대, 자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생물들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작은 강의 새우와 물고기, 습지 비오톱의 잠자리 유충과 물방개 등을 실제로 관찰하며, 식물이나
오리지널 빙고 카드를 사용한 체험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액티브 러닝 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의 존재를 느끼고 지구의 환경이 정화되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물들을 실제로 만나고 느끼면서 지구 재생 활동에 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 가 인 원:4명~20명
●소 요 시 간:약 90분
●문 의 처:NPO법인 반딧불이회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초 아자 오타 420
Ⓦ https://kumejimahotaru.jimdofree.com/
Ⓣ 080-6490-3850 ／ 098-896-7100
●영 업 시 간:9:30~16:30 / 정기 휴일: 월요일, 화요일(체험 프로그램은 가능)
●요
금:1명 3,5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구메지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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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큐 필하모닉과 함께 산간벽지의 학교를 방문해 출장 연주회를 지원하고 공연을
선보이는 CSR 활동입니다.
오키나와의 아이들에게 풍부한 인간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세요.

깊은 밤, 지속 가능한 비오톱 산책을 즐기며 생명의 지혜를 깨닫는

음악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보람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미스터리 나이트 투어’

산간벽지의 학교에 보내는 음악 선물

지구의 자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동식물들은 생활 공간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동 시간을 낮과 밤으로 나눠

류큐 필하모닉과 함께 라이브 클래식 연주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산간벽지의 학교에 방문해 출장 연주회를 지원하고 공연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벌레의 울음소리나 보이지 않았던 반딧불이의 불빛도 밤이 되면 선명하게 그 모습을

선보이는 CSR 활동입니다. 오키나와의 아이들에게 풍부한 인간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세요. 놀라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드러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구메섬 반딧불이관 주변의 녹지와 널빤지 길, 습지와 강 비오톱을 가이드와 함께 산책하며 밤이

순수한 반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감동적인 경험은 사원들의 모티베이션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키나와 특유의

어두워야 하는 진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문화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서트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람과 기쁨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실시 목적,

03
CSR 프로그램

늦은 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느긋하게 산책하다 보면,
구메섬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등 수많은 밤 생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여유로운 자연의 밤 시간을 만끽해 보세요.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팀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참 가 인 원:40명
●소 요 시 간:약 60분
●문 의 처:NPO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초 아자 오타 420
Ⓦ https://kumejimahotaru.jimdofree.com/
Ⓣ 080-6490-3850 ／ 098-896-7100
●영 업 시 간:9:00~17:30 /
정기 휴일: 월요일, 화요일(체험 프로그램은 가능)
●요
금:1명 3,0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구메지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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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인트로&아이스브레이킹(15분) ◆창작 퍼포먼스 연습(60분) ◆회장(학교 체육관) 장식, 장비 설치, 악기 운반 등 준비(90분) ◆
류큐 필하모닉과 함께 공연(90분) ・어린이/학생들을 환영하는 행사 ・류큐 필하모닉과 함께 창작 퍼포먼스 공연 ・류큐
필하모닉의 연주회 ◆어린이/학생들과 함께 회장 뒷정리(15분)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약 3시간부터 약 4시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 http://www.dmc-okinawa.co.jp/
Ⓣ 098-943-6642 Ⓕ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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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큐 필하모닉과 함께 산간벽지의 학교를 방문해 출장 연주회를 지원하고 공연을
선보이는 CSR 활동입니다.
오키나와의 아이들에게 풍부한 인간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세요.

깊은 밤, 지속 가능한 비오톱 산책을 즐기며 생명의 지혜를 깨닫는

음악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보람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미스터리 나이트 투어’

산간벽지의 학교에 보내는 음악 선물

지구의 자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동식물들은 생활 공간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동 시간을 낮과 밤으로 나눠

류큐 필하모닉과 함께 라이브 클래식 연주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산간벽지의 학교에 방문해 출장 연주회를 지원하고 공연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벌레의 울음소리나 보이지 않았던 반딧불이의 불빛도 밤이 되면 선명하게 그 모습을

선보이는 CSR 활동입니다. 오키나와의 아이들에게 풍부한 인간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세요. 놀라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드러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구메섬 반딧불이관 주변의 녹지와 널빤지 길, 습지와 강 비오톱을 가이드와 함께 산책하며 밤이

순수한 반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감동적인 경험은 사원들의 모티베이션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키나와 특유의

어두워야 하는 진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문화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서트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람과 기쁨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실시 목적,

03
CSR 프로그램

늦은 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느긋하게 산책하다 보면,
구메섬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등 수많은 밤 생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여유로운 자연의 밤 시간을 만끽해 보세요.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팀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참 가 인 원:40명
●소 요 시 간:약 60분
●문 의 처:NPO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초 아자 오타 420
Ⓦ https://kumejimahotaru.jimdofree.com/
Ⓣ 080-6490-3850 ／ 098-896-7100
●영 업 시 간:9:00~17:30 /
정기 휴일: 월요일, 화요일(체험 프로그램은 가능)
●요
금:1명 3,0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구메지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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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인트로&아이스브레이킹(15분) ◆창작 퍼포먼스 연습(60분) ◆회장(학교 체육관) 장식, 장비 설치, 악기 운반 등 준비(90분) ◆
류큐 필하모닉과 함께 공연(90분) ・어린이/학생들을 환영하는 행사 ・류큐 필하모닉과 함께 창작 퍼포먼스 공연 ・류큐
필하모닉의 연주회 ◆어린이/학생들과 함께 회장 뒷정리(15분)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약 3시간부터 약 4시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 http://www.dmc-okinawa.co.jp/
Ⓣ 098-943-6642 Ⓕ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전역(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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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섬들로는 수많은 표착물이 바다를 건너 떠밀려 옵니다.
자연 보호와 환경 유지에 노력함으로써 사원들의 사회공헌 의식을 높이고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섬 지역의 문제에 대면하며 자연 보호와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배우는

‘비치 클린업’
오키나와의 섬들로는 수많은 표착물이 바다를 건너 떠밀려 옵니다. MICE 개최지로 방문한
오키나와의 자연 보호와 환경 유지에 노력함으로써 사원들의 사회공헌 의식을 높이고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팀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인트로(15분)
◆청소 활동(40분)
◆쓰레기 분리 작업(20분)
◆기념 촬영(15분)
총: 1시간 30분 ※BBQ 등 런치 메뉴를 선택하면 더욱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됩니다.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약 1시간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 http://www.dmc-okinawa.co.jp/
Ⓣ 098-943-6642 Ⓕ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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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광
S P E C I A L

남국 특유의 활기 넘치는 파워로 시야를 넓히자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에서 남국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고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오키나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과 문화를 만끽해 보세요. 오키나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지적 호기심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프리 컨벤션※1 / 포스트 컨벤션※2 MICE에 개인으로 참여할 경우 체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컨벤션 전, 개최 도시에서 관광하는 것.ㅤ※2 컨벤션 종료 후, 관광하는 것.

2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구메섬의 자연 재생 활동.
팀 빌딩과 액티브 러닝 요소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지구 환경 재생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SDGs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 구메섬 반딧불이관에서
지속 가능한 비오톱에 참여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SDGs 15 에코 투어 연수 플랜’
SDGs 15 목표인 ‘풍요로운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자’에 참여해 실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메섬 반딧불이관의 노력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지구 환경 재생에도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의지, 깨달음을 촉구하기 위한 워밍업으로 생물을
관찰하기 쉬운 밤에 약 60분 동안 나이트 투어를 진행합니다. 다음날 아침 9:00~12:00
사이에는 육상의 자연 환경에 대해 배우는 오리지널 네이처 빙고 게임을 팀별로 클리어하고,
습지나 강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강 생태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층이 물에 쓸려 내려가는 현상을 알아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과 영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적토를 제거하는 등 구메섬 반딧불이회가 적토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실천적 활동에도 직접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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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인 원:1회당 4명~20명
●소 요 시 간:당일 밤 20:00~21:00(60분) 다음날 아침 9:00~12:00(180분), 총 240분
●문 의 처:NPO 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초 아자 오타 420
Ⓦhttps://kumejimahotaru.jimdofree.com/
Ⓣ080-1740-1529/098-896-7100
●영 업 시 간:월, 화요일 외 9:00~17:00(프로그램은 월, 화요일에도 가능)
●요
금:1명/ 12,000엔(세금 포함)
●대 응 언 어:일본어
●찾아오는 길:구메지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이 프로그램은 구메섬 반딧불이관에서만 개최됩니다.

P R O G R A M

MICE
Experience Program
Guide Book
Okinawa, JAPAN

MICE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오키나와의 섬들로는 수많은 표착물이 바다를 건너 떠밀려 옵니다.
자연 보호와 환경 유지에 노력함으로써 사원들의 사회공헌 의식을 높이고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섬 지역의 문제에 대면하며 자연 보호와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배우는

‘비치 클린업’
오키나와의 섬들로는 수많은 표착물이 바다를 건너 떠밀려 옵니다. MICE 개최지로 방문한
오키나와의 자연 보호와 환경 유지에 노력함으로써 사원들의 사회공헌 의식을 높이고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시 목적, 참가자의 속성, 달성하려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팀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키나와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회장도 찾아 드리고 있사오니, 주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 100명 기준》※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인트로(15분)
◆청소 활동(40분)
◆쓰레기 분리 작업(20분)
◆기념 촬영(15분)
총: 1시간 30분 ※BBQ 등 런치 메뉴를 선택하면 더욱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됩니다.
●참 가 인 원:제한 없음
●소 요 시 간:상담 가능합니다. (약 1시간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적절)
●문 의 처:주식회사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 도노쿠라초 1-6-4
Ⓦ http://www.dmc-okinawa.co.jp/
Ⓣ 098-943-6642 Ⓕ 098-943-6641
●영 업 시 간:의뢰 내용에 맞춰 조정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오키나와현 (주변 섬 포함) 어디로든 직접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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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광
S P E C I A L

남국 특유의 활기 넘치는 파워로 시야를 넓히자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에서 남국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고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오키나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과 문화를 만끽해 보세요. 오키나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지적 호기심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프리 컨벤션※1 / 포스트 컨벤션※2 MICE에 개인으로 참여할 경우 체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컨벤션 전, 개최 도시에서 관광하는 것.ㅤ※2 컨벤션 종료 후, 관광하는 것.

2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구메섬의 자연 재생 활동.
팀 빌딩과 액티브 러닝 요소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지구 환경 재생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SDGs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 구메섬 반딧불이관에서
지속 가능한 비오톱에 참여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SDGs 15 에코 투어 연수 플랜’
SDGs 15 목표인 ‘풍요로운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자’에 참여해 실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메섬 반딧불이관의 노력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지구 환경 재생에도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의지, 깨달음을 촉구하기 위한 워밍업으로 생물을
관찰하기 쉬운 밤에 약 60분 동안 나이트 투어를 진행합니다. 다음날 아침 9:00~12:00
사이에는 육상의 자연 환경에 대해 배우는 오리지널 네이처 빙고 게임을 팀별로 클리어하고,
습지나 강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강 생태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층이 물에 쓸려 내려가는 현상을 알아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과 영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적토를 제거하는 등 구메섬 반딧불이회가 적토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실천적 활동에도 직접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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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인 원:1회당 4명~20명
●소 요 시 간:당일 밤 20:00~21:00(60분) 다음날 아침 9:00~12:00(180분), 총 240분
●문 의 처:NPO 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초 아자 오타 420
Ⓦhttps://kumejimahotaru.jimdofree.com/
Ⓣ080-1740-1529/098-896-7100
●영 업 시 간:월, 화요일 외 9:00~17:00(프로그램은 월, 화요일에도 가능)
●요
금:1명/ 12,000엔(세금 포함)
●대 응 언 어:일본어
●찾아오는 길:구메지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이 프로그램은 구메섬 반딧불이관에서만 개최됩니다.

P R O G R A M

MICE
Experience Program
Guide Book
Okinawa, JAPAN

MICE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전용 하네스(구명 장비)를 착용하고 나무에서 나무로 공중을 이동하는
삼림 모험 시설입니다.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관 광

‘삼림 공중 체험’

특 별

자연 공생형 에코 파크에서 배우는

04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잡은 숲 속, 전용 하네스(구명 장비)를 착용하고 나무에서 나무로 공중을 이동하는
삼림 모험 시설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2006년 일본에 상륙한 숲 속 공중 체험에서는 자기 확립, 안전에 대한 의식, 룰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자연 생태계 시스템 등 다양한 지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은 나무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잡목을 솎아내거나 잡초를 벌채하고 병에 걸린 나무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해 숲에 더욱 많은 빛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숲을 살리고 보호하는 자연 공생형 에코 파크에서 어릴 적 나무를 오르며 느꼇던 짜릿함을 다시 한 번 만끽해 보세요.
체험 학습 등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어레인지도 가능합니다.

Pickp!
u
산호초로 형성된 석회암 지대에는 종유굴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골짜기를 구경하는 가이드 투어입니다.

●참 가 인 원:30명(예약 시 상담 및 조정 가능)
●소 요 시 간:약 2시간
●문 의 처:포레스트 어드벤처 IN 온나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마에다 1525
Ⓦ http://www.forest-adventure-onna.jp
Ⓣ 098-963-0088 Ⓕ 098-963-0087
●영 업 시 간:8:30~17:00 / 정기 휴일: 수요일
●요
금:1명 3,800엔(세금 포함)
※단체는 일반 요금 1명 3,800엔에서 300엔 할인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대자연의 신비를 만끽하는

‘간가라 계곡 가이드 투어’
아열대 기후가 만들어낸 천혜의 자연환경 ‘간가라 계곡’은 예약제 가이드 투어 전용 구역으로 2008년
8월에서야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골짜기 숲을 전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구경하며 산책해 보세요. 벼랑 아래로 무수한 뿌리를 늘어뜨린 거목 ‘용수나무’와 수백 년 전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져 온‘ 이키가(남자) 동굴’ , 그리고 구석기 시대 인류의 흔적을 찾아 지금도 발굴
조사 중인 동굴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투어의 스타트 지점인 천연 종유굴 ‘케이브 카페’에서는 2016
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 2만 3천년 전의 낚싯바늘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계곡의 넓이는 도쿄
돔과 비슷한 정도이며 투어 거리는 약 1km로, 비가 내려도 우비를 입으면 문제없이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태풍 등 악천후 시에는 중지될 수 있음). 단체 고객께는 인원수에 따라 오리지널 스타트
시각을 설정해 드립니다(파티 이용자 한정 특별 플랜도 있음).
●참 가 인 원:1명~500명(단체는 30명을 한 그룹으로 설정, 그룹마다 가이드가 배치되며 시간 차를 두고 출발합니다)
●소 요 시 간:약 80분
●문 의 처:㈜난토 간가라 계곡
Ⓐ오키나와현 난조시 다마구스쿠 아자 마에카와 202
Ⓦhttp://www.gangala.com/ Ⓣ098-948-4192
●영 업 시 간:9:00~18: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2,500엔(세금 포함) 학생(12세 이상) 1명 1,500엔(세금 포함) ※학생증 제시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한국어(투어 텍스트 가이드 있음)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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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하네스(구명 장비)를 착용하고 나무에서 나무로 공중을 이동하는
삼림 모험 시설입니다.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관 광

‘삼림 공중 체험’

특 별

자연 공생형 에코 파크에서 배우는

04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잡은 숲 속, 전용 하네스(구명 장비)를 착용하고 나무에서 나무로 공중을 이동하는
삼림 모험 시설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2006년 일본에 상륙한 숲 속 공중 체험에서는 자기 확립, 안전에 대한 의식, 룰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자연 생태계 시스템 등 다양한 지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은 나무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잡목을 솎아내거나 잡초를 벌채하고 병에 걸린 나무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해 숲에 더욱 많은 빛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숲을 살리고 보호하는 자연 공생형 에코 파크에서 어릴 적 나무를 오르며 느꼇던 짜릿함을 다시 한 번 만끽해 보세요.
체험 학습 등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어레인지도 가능합니다.

Pickp!
u
산호초로 형성된 석회암 지대에는 종유굴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골짜기를 구경하는 가이드 투어입니다.

●참 가 인 원:30명(예약 시 상담 및 조정 가능)
●소 요 시 간:약 2시간
●문 의 처:포레스트 어드벤처 IN 온나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마에다 1525
Ⓦ http://www.forest-adventure-onna.jp
Ⓣ 098-963-0088 Ⓕ 098-963-0087
●영 업 시 간:8:30~17:00 / 정기 휴일: 수요일
●요
금:1명 3,800엔(세금 포함)
※단체는 일반 요금 1명 3,800엔에서 300엔 할인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대자연의 신비를 만끽하는

‘간가라 계곡 가이드 투어’
아열대 기후가 만들어낸 천혜의 자연환경 ‘간가라 계곡’은 예약제 가이드 투어 전용 구역으로 2008년
8월에서야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골짜기 숲을 전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구경하며 산책해 보세요. 벼랑 아래로 무수한 뿌리를 늘어뜨린 거목 ‘용수나무’와 수백 년 전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져 온‘ 이키가(남자) 동굴’ , 그리고 구석기 시대 인류의 흔적을 찾아 지금도 발굴
조사 중인 동굴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투어의 스타트 지점인 천연 종유굴 ‘케이브 카페’에서는 2016
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 2만 3천년 전의 낚싯바늘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계곡의 넓이는 도쿄
돔과 비슷한 정도이며 투어 거리는 약 1km로, 비가 내려도 우비를 입으면 문제없이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태풍 등 악천후 시에는 중지될 수 있음). 단체 고객께는 인원수에 따라 오리지널 스타트
시각을 설정해 드립니다(파티 이용자 한정 특별 플랜도 있음).
●참 가 인 원:1명~500명(단체는 30명을 한 그룹으로 설정, 그룹마다 가이드가 배치되며 시간 차를 두고 출발합니다)
●소 요 시 간:약 80분
●문 의 처:㈜난토 간가라 계곡
Ⓐ오키나와현 난조시 다마구스쿠 아자 마에카와 202
Ⓦhttp://www.gangala.com/ Ⓣ098-948-4192
●영 업 시 간:9:00~18: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2,500엔(세금 포함) 학생(12세 이상) 1명 1,500엔(세금 포함) ※학생증 제시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한국어(투어 텍스트 가이드 있음)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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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염색 기술을 배우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온몸으로 미야코 블루를 느낄 수 있는

‘염색 체험’

‘미야코섬 크루징’

산호 염색은 류센의 오리지널 염색입니다. 화석이 된 산호를 이용해 일반 천은 물론, 티셔츠, 보자기, 토트백 등 다양한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에서는 바다는 물론, 바닷속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에메랄드

아이템까지 원하는 대로 염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 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류센 염색을 체험하며

그린 색의 바다와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대교, 그리고 수평선을 향해 저무는 석양 등 황홀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창문

즐거운 시간을 만끽해 보세요. 프로그램은 오키나와의 전통 빈가타 무늬가 입혀진 삼베천 3종류 중에서 하나를 골라 천 위에

저편의 경치를 더욱 환상적으로 연출하는 화려한 내부 장식과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쿠아 라운지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붓으로 색을 염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설을 방문하시면 류센의 직원이 빈가타 염색 공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때문에 초보자도 실패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한 작품은 그날 집으로 가져가신 후, ‘세탁’을 하고 색이

런치 크루즈의 미야코 블루, 디너 크루즈의 저무는 노을과 달빛, 그리고 별이 쏟아질듯한 밤하늘 등 서로 각기 다른 매력의

잘 고정되도록 ‘매염’ 작업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공되는 작업 설명서를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야코섬을 만끽해 보세요. 크루즈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MontBlanc 몽블랑’이 여러분을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오키나와 여행의 추억으로 남겨보세요.

미야코섬의 에메랄드 그린 빛 세계로 안내합니다.

●참 가 인 원:40명
●소 요 시 간:약 30분~약 40분
●문 의 처:슈리류센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야마가와초 1-54
Ⓦ http://www.shuri-ryusen.com/
Ⓣ 098-886-1131 Ⓕ 098-887-3125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어린이 1명 2,700엔, 어른 1명 3,240엔(세금 포함) ※재료비 포함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권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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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미야코섬의 아름다운 바다를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크루즈선에서 만끽해 보세요. 오키나와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바닷속
전망 여객선 ‘몽블랑’에 오르면 미야코섬의 아름다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 별

오직 류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인기 코너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염색 공예품을 만들어 보세요.

●참 가 인 원:모닝 크루즈 최대 120명, 런치 크루즈 최대 88명, 디너 크루즈 최대 76명
●소 요 시 간:모닝 크루즈 9:00~10:20, 런치 크루즈 12:30~14:00,
디너 크루즈 4~9월 18:00~20:00 / 10~3월 17:00~19:00
●문 의 처:㈜하야테(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우)906-0031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시모자토 108-11 마린 터미널 2F
Ⓦhttps://www.hayate-montblanc.com/
Ⓣ0980-72-6641ㅤⒻ 0980-79-0408
●영 업 시 간:8: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모닝 크루즈 어른 1명 3,500엔, 런치 크루즈 어른 1명 4,500엔
디너 크루즈 어른 1명 8,500엔(세금 포함), 승선 플랜 어른 2,500엔
●대 응 언 어:없음
●찾아오는 길:미야코지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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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염색 기술을 배우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온몸으로 미야코 블루를 느낄 수 있는

‘염색 체험’

‘미야코섬 크루징’

산호 염색은 류센의 오리지널 염색입니다. 화석이 된 산호를 이용해 일반 천은 물론, 티셔츠, 보자기, 토트백 등 다양한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에서는 바다는 물론, 바닷속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에메랄드

아이템까지 원하는 대로 염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 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류센 염색을 체험하며

그린 색의 바다와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대교, 그리고 수평선을 향해 저무는 석양 등 황홀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창문

즐거운 시간을 만끽해 보세요. 프로그램은 오키나와의 전통 빈가타 무늬가 입혀진 삼베천 3종류 중에서 하나를 골라 천 위에

저편의 경치를 더욱 환상적으로 연출하는 화려한 내부 장식과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쿠아 라운지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붓으로 색을 염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설을 방문하시면 류센의 직원이 빈가타 염색 공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때문에 초보자도 실패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한 작품은 그날 집으로 가져가신 후, ‘세탁’을 하고 색이

런치 크루즈의 미야코 블루, 디너 크루즈의 저무는 노을과 달빛, 그리고 별이 쏟아질듯한 밤하늘 등 서로 각기 다른 매력의

잘 고정되도록 ‘매염’ 작업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공되는 작업 설명서를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야코섬을 만끽해 보세요. 크루즈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MontBlanc 몽블랑’이 여러분을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오키나와 여행의 추억으로 남겨보세요.

미야코섬의 에메랄드 그린 빛 세계로 안내합니다.

●참 가 인 원:40명
●소 요 시 간:약 30분~약 40분
●문 의 처:슈리류센
Ⓐ오키나와현 나하시 슈리야마가와초 1-54
Ⓦ http://www.shuri-ryusen.com/
Ⓣ 098-886-1131 Ⓕ 098-887-3125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어린이 1명 2,700엔, 어른 1명 3,240엔(세금 포함) ※재료비 포함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권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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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미야코섬의 아름다운 바다를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크루즈선에서 만끽해 보세요. 오키나와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바닷속
전망 여객선 ‘몽블랑’에 오르면 미야코섬의 아름다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 별

오직 류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인기 코너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염색 공예품을 만들어 보세요.

●참 가 인 원:모닝 크루즈 최대 120명, 런치 크루즈 최대 88명, 디너 크루즈 최대 76명
●소 요 시 간:모닝 크루즈 9:00~10:20, 런치 크루즈 12:30~14:00,
디너 크루즈 4~9월 18:00~20:00 / 10~3월 17:00~19:00
●문 의 처:㈜하야테(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우)906-0031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시모자토 108-11 마린 터미널 2F
Ⓦhttps://www.hayate-montblanc.com/
Ⓣ0980-72-6641ㅤⒻ 0980-79-0408
●영 업 시 간:8: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모닝 크루즈 어른 1명 3,500엔, 런치 크루즈 어른 1명 4,500엔
디너 크루즈 어른 1명 8,500엔(세금 포함), 승선 플랜 어른 2,500엔
●대 응 언 어:없음
●찾아오는 길:미야코지마 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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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식문화를 만끽하며 사내 교류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의 어머니들과 교류하며 오키나와 요리를 배우는

‘팀 빌딩 쿠킹’

‘오키나와 가정 요리 체험’

외국계 기업 고객께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팀이 되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교류와 단결력이 발휘됩니다. 연령, 성별, 직무와 상관없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요리하면서 책임감이 형성되고 만든 요리를 서로 맛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류큐 오키나와 요리, Health&Beauty, 메디컬 요리 중에서 테마를 선택할 수
있으며 파티 형식으로 어레인지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진행»1.강의 2.요리 체험 3.식사
이 외에도 식사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바꾸는 런천세미나(출장 가능), 요리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라이브 쿠킹, 웰니스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전통 요리와 과자, 그리고 가정 요리 찬푸루를 만들고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온나손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친절하고 알기 쉽게 오키나와의 가정
요리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텍스트도 제공되므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직접
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찬푸루란 ‘여러가지 재료를 한데 섞는다’는 의미의 오키나와
말입니다.
1. 메뉴 설명 2. 요리 실습 3. 상차림 4. 식사 5. 뒷정리
《상차림 예》 소키(돼지연골)국, 여주 찬푸루(채소 볶음), 모즈쿠(큰실말) 튀김, 바다포도,
돼지기름 된장 볶음, 흰 쌀밥

●참 가 인 원:12~30명 ※31명 이상은 상담 필요
●소 요 시 간:2~3시간
●문 의 처:웰니스 스튜디오 가에 프로젝트
Ⓐ오키나와현 요미탄손 오완 356번지 2F
Ⓦwww.twpo.jp Ⓣ098-989-9530ㅤ
●영 업 시 간:10:00~18:00(저녁 또는 밤 시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
정기 휴일: 월요일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일본어, 영어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약 1시간. 국도 58호선 가데나 로타리에서 약 1.5km 북쪽 방향.
패밀리마트 요미탄오완히가시점 2F

●참 가 인 원:5명~30명
●소 요 시 간:약 3시간(식사 시간 포함)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 http://www.onnaweek.jp/
Ⓣ 098-966-2893 Ⓕ 098-966-2892
●영 업 시 간:8:30~17:30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1명 3,0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오키나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 시설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을 돌아다니면서 신 에너지 시설을 견학합니다.

(일반재단법인)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의 가이드 양성 강좌를 수료한
유지가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입니다. 관광 및 평화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진행됩니다.

순환 사회 구축 의식을 높이는

평화의 염원을 담은

‘에코 아일랜드 미야코섬 시찰 투어’

‘평화 학습 투어’

2008년 3월 31일 ‘에코 아일랜드 선언’을 한 미야코지마시는 ‘환경의 세기’를 맞이한 현재,
자연과 공생하며 제한적인 자원 및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민관 공동 모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바가스(Bagasse) 발전, 바이오
에탄올E3 제조 시설이나 산학관 협력 시설 등을 견학하며 환경 보호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순환 사회 구축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교육 기관 등의 고객께 인기있는
시찰 투어입니다.

●참 가 인 원:2명~20명까지
●소 요 시 간:약 3시간~약 6시간
●문 의 처:미야코섬 여행 클럽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마쓰바라 840
Ⓦ http://miyatabi.com/
Ⓣ 0980-75-4380 Ⓕ 0980-75-4382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투어 시마다 견적가 결정
●찾아오는 길:미야코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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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전통 과자와 가정 요리 찬푸루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 별

오키나와의 “식문화”를 테마로 한 체험형 액티비티입니다.
참가자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류큐 요리 또는 Health&Beauty 요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 남부에 위치한 가마(동굴) 등 오키나와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를 돌아
보는 평화 학습 투어입니다.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들의 모든 이름이 적힌 평화기념공원의
‘평화의 초석’과 ‘아라사키 해안’ , 위령탑 등 전쟁 유적지와 미군 기지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 직장, 지역 부인회 등 단체는 1명부터 40명까지 참가 가능하며, 가이드가 버스에 동승해
진행하는 반나절~하루 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가 인 원:최대 40명(가이드 1명)
●소 요 시 간:약 1시간(9:00~18:00 사이)
●문 의 처:오키나와현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 모임
Ⓐ오키나와현 도미구스쿠시 도미구스쿠 236
Ⓣ 098-856-6441 Ⓕ 098-856-6565
휴대폰: 090-1179-0002(9:00~21:00 휴일 없음)
●영 업 시 간:11:00~17:00 / 정기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요
금:1명~40명 5,000엔(세금 포함)
※반나절 이상(1명~40명 10,000엔) 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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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식문화를 만끽하며 사내 교류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의 어머니들과 교류하며 오키나와 요리를 배우는

‘팀 빌딩 쿠킹’

‘오키나와 가정 요리 체험’

외국계 기업 고객께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팀이 되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교류와 단결력이 발휘됩니다. 연령, 성별, 직무와 상관없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요리하면서 책임감이 형성되고 만든 요리를 서로 맛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류큐 오키나와 요리, Health&Beauty, 메디컬 요리 중에서 테마를 선택할 수
있으며 파티 형식으로 어레인지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진행»1.강의 2.요리 체험 3.식사
이 외에도 식사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바꾸는 런천세미나(출장 가능), 요리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라이브 쿠킹, 웰니스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전통 요리와 과자, 그리고 가정 요리 찬푸루를 만들고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온나손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친절하고 알기 쉽게 오키나와의 가정
요리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텍스트도 제공되므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직접
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찬푸루란 ‘여러가지 재료를 한데 섞는다’는 의미의 오키나와
말입니다.
1. 메뉴 설명 2. 요리 실습 3. 상차림 4. 식사 5. 뒷정리
《상차림 예》 소키(돼지연골)국, 여주 찬푸루(채소 볶음), 모즈쿠(큰실말) 튀김, 바다포도,
돼지기름 된장 볶음, 흰 쌀밥

●참 가 인 원:12~30명 ※31명 이상은 상담 필요
●소 요 시 간:2~3시간
●문 의 처:웰니스 스튜디오 가에 프로젝트
Ⓐ오키나와현 요미탄손 오완 356번지 2F
Ⓦwww.twpo.jp Ⓣ098-989-9530ㅤ
●영 업 시 간:10:00~18:00(저녁 또는 밤 시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
정기 휴일: 월요일
●요
금: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대 응 언 어:일본어, 영어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약 1시간. 국도 58호선 가데나 로타리에서 약 1.5km 북쪽 방향.
패밀리마트 요미탄오완히가시점 2F

●참 가 인 원:5명~30명
●소 요 시 간:약 3시간(식사 시간 포함)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아자 온나 5973
Ⓦ http://www.onnaweek.jp/
Ⓣ 098-966-2893 Ⓕ 098-966-2892
●영 업 시 간:8:30~17:30 /
정기 휴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예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요
금:1명 3,000엔(세금 별도)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7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오키나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 시설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을 돌아다니면서 신 에너지 시설을 견학합니다.

(일반재단법인)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의 가이드 양성 강좌를 수료한
유지가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입니다. 관광 및 평화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진행됩니다.

순환 사회 구축 의식을 높이는

평화의 염원을 담은

‘에코 아일랜드 미야코섬 시찰 투어’

‘평화 학습 투어’

2008년 3월 31일 ‘에코 아일랜드 선언’을 한 미야코지마시는 ‘환경의 세기’를 맞이한 현재,
자연과 공생하며 제한적인 자원 및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민관 공동 모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바가스(Bagasse) 발전, 바이오
에탄올E3 제조 시설이나 산학관 협력 시설 등을 견학하며 환경 보호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순환 사회 구축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교육 기관 등의 고객께 인기있는
시찰 투어입니다.

●참 가 인 원:2명~20명까지
●소 요 시 간:약 3시간~약 6시간
●문 의 처:미야코섬 여행 클럽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마쓰바라 840
Ⓦ http://miyatabi.com/
Ⓣ 0980-75-4380 Ⓕ 0980-75-4382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투어 시마다 견적가 결정
●찾아오는 길:미야코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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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오키나와의 전통 과자와 가정 요리 찬푸루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 별

오키나와의 “식문화”를 테마로 한 체험형 액티비티입니다.
참가자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류큐 요리 또는 Health&Beauty 요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 남부에 위치한 가마(동굴) 등 오키나와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를 돌아
보는 평화 학습 투어입니다.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들의 모든 이름이 적힌 평화기념공원의
‘평화의 초석’과 ‘아라사키 해안’ , 위령탑 등 전쟁 유적지와 미군 기지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 직장, 지역 부인회 등 단체는 1명부터 40명까지 참가 가능하며, 가이드가 버스에 동승해
진행하는 반나절~하루 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가 인 원:최대 40명(가이드 1명)
●소 요 시 간:약 1시간(9:00~18:00 사이)
●문 의 처:오키나와현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 모임
Ⓐ오키나와현 도미구스쿠시 도미구스쿠 236
Ⓣ 098-856-6441 Ⓕ 098-856-6565
휴대폰: 090-1179-0002(9:00~21:00 휴일 없음)
●영 업 시 간:11:00~17:00 / 정기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요
금:1명~40명 5,000엔(세금 포함)
※반나절 이상(1명~40명 10,000엔) 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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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염색 기법을 배우며 문화를 체험하는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식문화를 배우는

‘컵받침, 토트백 빈가타 염색’

‘류큐 요리 체험’

빈가타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전통 염색 기법 중 하나로, ‘빈’은 색채를 가리키고 ‘가타’
는 다양한 문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리 무늬가 그려진 본 위에
색깔을 칠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체험 후 염색물을 집으로 가져가 3일 동안 말린 뒤
세탁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모든 과정이 장인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참 가 인 원:1명~40명
●소 요 시 간:약 1시간
●문 의 처:나하시 전통 공예관
Ⓐ오키나와현 나하시 마키시 3-2-10 덴부스 나하 2F
Ⓦ http://kogeikan.jp/
Ⓣ 098-868-7866 Ⓕ 098-868-3005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1,540엔~3,100엔(세금 포함) 체험 후
염색물을 집으로 가져가 3일 뒤에 풀을 먹이면 완성.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참 가 인 원:20명~60명 ※2021년 1월~ 새로운 강좌 예약 접수
●소 요 시 간:약 3시간
●문 의 처:마쓰모토 요리 학원
Ⓐ오키나와현 나하시 이즈미자키 1-9-13
Ⓦhttp://matucook.sakura.ne.jp/
Ⓣ 098-861-0763 Ⓕ 098-861-5163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일요일, 공휴일
●요
금:1명 5,500엔~6,500엔(세금 포함) ※준비물: 앞치마, 필기도구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뜨거운 마음과 남국의 로망이 담긴 직물
“야에야마 민사 방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에야마 지방의 전통 기법을 배우는

손베틀로 마음을 전하는

‘재래식 초목 염색 체험’

‘손베틀 체험’

●참 가 인 원:2명~ (전화 예약 필요) ※단체는 상담 필요
●소 요 시 간:약 40분
●문 의 처:미네야 수직 공방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아라카와 1129-2 (나구라만 주변 체험 로드)
Ⓦ http://www.mineya.com/
Ⓣ 0980-83-0039 Ⓕ 0980-83-3485
●영 업 시 간:9:30~18:3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2,500엔(세금 포함)~ ※단체 요금 있음
※반나절 코스 염색&직물 짜기 체험(1명 5,000엔~15,000엔)(세금 포함)
※맛보기 체험(직물 짜기) 1,000엔(세금 포함)~ ※다양한 종류의 반나절 코스 있음
●찾아오는 길:이시가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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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오키나와의 류큐 요리를 체험해 보세요. 각 가정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류큐 요리에 대해 배우며 오키나와 고유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여행의 만족감을 한층 높여주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범 및 설명(5종류) 2. 그룹으로 나눠 조리 실습(2종류) 3. 시식
4. 뒷정리 후 종료 ※메뉴는 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부터 계승되어 온 ‘염색’ 기법을 체험하며 오키나와의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에야마의 고급 삼베 하나오리 민사 등 야에야마 지방의 전통 수공예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시가키섬의 공방입니다. 가방과 소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쪽, 크루시아,
홍로 등의 염료로 손수건을 염색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
환경이 매력적인 남국의 섬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염색’
기술을 배우고 여자의 마음이 담긴 하나오리를 체험하며 오키나와의 전통 문화를 느껴
보세요(런치 포함 코스도 있음).

04
관 광

류큐 요리를 체험하며 오키나와 특유의 식재료와 식문화, 그리고 독특한
조리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 별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류큐 빈가타’
를 통해 오키나와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야에야마 민사’는 이시가키시와 다케토미초에서 생산되는 무명 소재의 평직물을
말합니다. 야에야마 민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섯 개의 사각형과 네 개의 사각형이
교차하는 문양으로, 여기에는 ‘어느(이쓰, 5) 시대(요쓰, 4)까지라도 영원토록’이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오비(띠)와 가공품으로,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패션류, 인테리어류 등의 제품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손베틀 체험 코스》 A코스 컵받침(약 11cm×14cm), B코스 테이블 센터피스 소형(약
20cm×36cm), C코스 테이블 센터피스 대형(약 28cm×42cm) D코스 태피스트리(약
39cm×90cm)

●참 가 인 원:1명~ (사전 예약 필요)
●소 요 시 간:약 20분~약 90분
●문 의 처:아자미야 민사 공예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909
Ⓦ http://www.minsah.co.jp
Ⓣ 0980-82-3473 Ⓕ 0980-83-4066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1,500엔~3,5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이시가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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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염색 기법을 배우며 문화를 체험하는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식문화를 배우는

‘컵받침, 토트백 빈가타 염색’

‘류큐 요리 체험’

빈가타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전통 염색 기법 중 하나로, ‘빈’은 색채를 가리키고 ‘가타’
는 다양한 문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리 무늬가 그려진 본 위에
색깔을 칠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체험 후 염색물을 집으로 가져가 3일 동안 말린 뒤
세탁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모든 과정이 장인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참 가 인 원:1명~40명
●소 요 시 간:약 1시간
●문 의 처:나하시 전통 공예관
Ⓐ오키나와현 나하시 마키시 3-2-10 덴부스 나하 2F
Ⓦ http://kogeikan.jp/
Ⓣ 098-868-7866 Ⓕ 098-868-3005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1,540엔~3,100엔(세금 포함) 체험 후
염색물을 집으로 가져가 3일 뒤에 풀을 먹이면 완성.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참 가 인 원:20명~60명 ※2021년 1월~ 새로운 강좌 예약 접수
●소 요 시 간:약 3시간
●문 의 처:마쓰모토 요리 학원
Ⓐ오키나와현 나하시 이즈미자키 1-9-13
Ⓦhttp://matucook.sakura.ne.jp/
Ⓣ 098-861-0763 Ⓕ 098-861-5163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일요일, 공휴일
●요
금:1명 5,500엔~6,500엔(세금 포함) ※준비물: 앞치마, 필기도구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뜨거운 마음과 남국의 로망이 담긴 직물
“야에야마 민사 방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에야마 지방의 전통 기법을 배우는

손베틀로 마음을 전하는

‘재래식 초목 염색 체험’

‘손베틀 체험’

●참 가 인 원:2명~ (전화 예약 필요) ※단체는 상담 필요
●소 요 시 간:약 40분
●문 의 처:미네야 수직 공방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아라카와 1129-2 (나구라만 주변 체험 로드)
Ⓦ http://www.mineya.com/
Ⓣ 0980-83-0039 Ⓕ 0980-83-3485
●영 업 시 간:9:30~18:3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2,500엔(세금 포함)~ ※단체 요금 있음
※반나절 코스 염색&직물 짜기 체험(1명 5,000엔~15,000엔)(세금 포함)
※맛보기 체험(직물 짜기) 1,000엔(세금 포함)~ ※다양한 종류의 반나절 코스 있음
●찾아오는 길:이시가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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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오키나와의 류큐 요리를 체험해 보세요. 각 가정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류큐 요리에 대해 배우며 오키나와 고유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여행의 만족감을 한층 높여주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범 및 설명(5종류) 2. 그룹으로 나눠 조리 실습(2종류) 3. 시식
4. 뒷정리 후 종료 ※메뉴는 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부터 계승되어 온 ‘염색’ 기법을 체험하며 오키나와의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에야마의 고급 삼베 하나오리 민사 등 야에야마 지방의 전통 수공예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시가키섬의 공방입니다. 가방과 소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쪽, 크루시아,
홍로 등의 염료로 손수건을 염색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
환경이 매력적인 남국의 섬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염색’
기술을 배우고 여자의 마음이 담긴 하나오리를 체험하며 오키나와의 전통 문화를 느껴
보세요(런치 포함 코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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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큐 요리를 체험하며 오키나와 특유의 식재료와 식문화, 그리고 독특한
조리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 별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류큐 빈가타’
를 통해 오키나와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야에야마 민사’는 이시가키시와 다케토미초에서 생산되는 무명 소재의 평직물을
말합니다. 야에야마 민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섯 개의 사각형과 네 개의 사각형이
교차하는 문양으로, 여기에는 ‘어느(이쓰, 5) 시대(요쓰, 4)까지라도 영원토록’이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오비(띠)와 가공품으로,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패션류, 인테리어류 등의 제품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손베틀 체험 코스》 A코스 컵받침(약 11cm×14cm), B코스 테이블 센터피스 소형(약
20cm×36cm), C코스 테이블 센터피스 대형(약 28cm×42cm) D코스 태피스트리(약
39cm×90cm)

●참 가 인 원:1명~ (사전 예약 필요)
●소 요 시 간:약 20분~약 90분
●문 의 처:아자미야 민사 공예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909
Ⓦ http://www.minsah.co.jp
Ⓣ 0980-82-3473 Ⓕ 0980-83-4066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1,500엔~3,5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이시가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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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실을 잣듯 역사를 엮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이시가키야키 도자기 가마 체험’

‘명주의 발상지에서 즐기는 직물 체험’

이시가키야키는 오키나와의 바다 ‘이시가키 블루’를 표현한 자연발색의 푸른 유리와 검은
바탕 위 은빛 반점이 매력적인 유적천목 기법이 융합된 특이한 도자기입니다.
[단체 체험 도예 코스] 사원 여행, 서클 등 인원수가 많은 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5명
이상의 그룹은 별도로 상담해 주십시오.

유이마루관은 구메섬 명주(국가 지정 중요 무형 문화재)를 소개하는 자료관이자, 인재
육성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방직이나 염색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통 직물 ‘구메섬
명주’의 제작 공정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틀을 이용해 구메섬 명주로 짠
컵받침 등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 가 인 원:1명~120명
●소 요 시 간:이시가키야키 도자기 코스 약 60분 / 액막이 사자상 시사 코스 약 90분 /
단체 체험 도예 코스 약 60분, 약 90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하마사키초 1-1-4 1F
●운
영:이시가키야키 도자기 가마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나구라 1356-71
Ⓦ http://www.ishigaki-yaki.com/
Ⓣ 0980-88-8722 Ⓕ 0980-88-8180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체험 도예 교실 접수는 16:00까지)
●요
금:1명 4,500엔(세금 포함) / 예약 필요 ※2020년 4월~ 5,500엔(세금 포함)
●대 응 언 어:영어
●찾아오는 길:이시가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리토 터미널에서 약 20분

●참 가 인 원:베틀 체험과 자료관 견학은 로테이션으로 진행 베틀 수가 한정되어 있어 1회 8명까지 가능
●소 요 시 간:약 30분
●문 의 처:구메섬 명주 사업협동조합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초 아자 마자 1878-1
Ⓦ http://www.kume-tumugi.com/page16.html
Ⓣ 098-985-8333 Ⓕ 098-985-8970
●영 업 시 간:9:00~17:00 / 정기 휴일: 새해 1월 1일,음력 1월 16일, 백중, 마을 산업 축제일
●요
금:입장료 1명 어른 200엔/어린이(중학생 이하) 100엔(세금 포함)
체험료 1명 컵받침 짜기 2,100엔(어린이 200엔 할인)(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구메지마 공항에서 약 30분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유리 문화 속에서 탄생한 재생 유리 공예를 체험해 보세요.

달궈진 유리에 숨을 불어 넣어 부풀린 뒤, 입구를 넓혀 유리컵을 만들어 보세요.
유리 공예 공정의 대부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역사와 예술이 담긴

아름다운 류큐 유리로 오리지널 글래스를 만드는

‘유리 불기 체험’

‘유리 불기 체험’

류큐 유리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오키나와 다른 곳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항상 옆에서 서포트를 지원하는 온나 유리 공방에서는 유리를 감는 공정부터 색
입히기, 형태 만들기까지 오직 참가자 여러분의 힘만으로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을 직원의 손으로 진행해버리면 모처럼의 추억도 빛이 바래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많은 작업에 고객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과 형태를 조합한 300종류 이상의 작품 중에서 선택해보세요.
작품 수령 /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또는 우편(일본 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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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인 원:3명~40명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로테이션도 가능.
●소 요 시 간:■총 시간: 단체일 경우 1시간 ■체험 시간/ 5~10분
※제작하는 작품에 따라 시간 및 공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의 처:온나 유리 공방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후차쿠85
Ⓦ http://www.onna-glass-okinawa.co.jp/
Ⓣ 098-965-3090
●영 업 시 간:8:00~21:3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1,500엔(세금 별도)~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관 광

오키나와의 바다와 닮은 도자기를 만들어보자

04
특 별

이시가키야키 도자기를 만날 수 있는 이시가키섬의 인기 도예 교실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구메섬의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얻어낸 명주솜으로 원사를 짠 뒤,
직조 장인의 고집스러운 수작업을 거쳐 완성되는 고급 직물입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구메섬 명주를 만나보세요.

이시가키섬에 위치한 류큐 유리 체험 시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름다운 색채가
매력적인 류큐 유리로 오리지널 글래스를 만드는 공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녹인 유리에
숨을 불어 넣으며 형태를 부풀려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오리지널 글래스를
만들어보세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여행의
기념품 또는 친구나 가족을 위한 선물로도 좋습니다.

●참 가 인 원:1명~10명
●소 요 시 간:약 10분~약 15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하마사키초 1-1-4 1F
●운
영:글래스 아일랜드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히라에 178번지
Ⓦ http://www.glass-island.com/
Ⓣ 0980-83-1260
●영 업 시 간:10:00~17:00 / 정기 휴일: 일요일
●요
금:1명 2,5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이시가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약 30분
(국도 390호선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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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실을 잣듯 역사를 엮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이시가키야키 도자기 가마 체험’

‘명주의 발상지에서 즐기는 직물 체험’

이시가키야키는 오키나와의 바다 ‘이시가키 블루’를 표현한 자연발색의 푸른 유리와 검은
바탕 위 은빛 반점이 매력적인 유적천목 기법이 융합된 특이한 도자기입니다.
[단체 체험 도예 코스] 사원 여행, 서클 등 인원수가 많은 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5명
이상의 그룹은 별도로 상담해 주십시오.

유이마루관은 구메섬 명주(국가 지정 중요 무형 문화재)를 소개하는 자료관이자, 인재
육성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방직이나 염색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통 직물 ‘구메섬
명주’의 제작 공정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틀을 이용해 구메섬 명주로 짠
컵받침 등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 가 인 원:1명~120명
●소 요 시 간:이시가키야키 도자기 코스 약 60분 / 액막이 사자상 시사 코스 약 90분 /
단체 체험 도예 코스 약 60분, 약 90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하마사키초 1-1-4 1F
●운
영:이시가키야키 도자기 가마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나구라 1356-71
Ⓦ http://www.ishigaki-yaki.com/
Ⓣ 0980-88-8722 Ⓕ 0980-88-8180
●영 업 시 간:9:00~18:00 / 정기 휴일: 연중무휴(체험 도예 교실 접수는 16:00까지)
●요
금:1명 4,500엔(세금 포함) / 예약 필요 ※2020년 4월~ 5,500엔(세금 포함)
●대 응 언 어:영어
●찾아오는 길:이시가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리토 터미널에서 약 20분

●참 가 인 원:베틀 체험과 자료관 견학은 로테이션으로 진행 베틀 수가 한정되어 있어 1회 8명까지 가능
●소 요 시 간:약 30분
●문 의 처:구메섬 명주 사업협동조합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초 아자 마자 1878-1
Ⓦ http://www.kume-tumugi.com/page16.html
Ⓣ 098-985-8333 Ⓕ 098-985-8970
●영 업 시 간:9:00~17:00 / 정기 휴일: 새해 1월 1일,음력 1월 16일, 백중, 마을 산업 축제일
●요
금:입장료 1명 어른 200엔/어린이(중학생 이하) 100엔(세금 포함)
체험료 1명 컵받침 짜기 2,100엔(어린이 200엔 할인)(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구메지마 공항에서 약 30분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유리 문화 속에서 탄생한 재생 유리 공예를 체험해 보세요.

달궈진 유리에 숨을 불어 넣어 부풀린 뒤, 입구를 넓혀 유리컵을 만들어 보세요.
유리 공예 공정의 대부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역사와 예술이 담긴

아름다운 류큐 유리로 오리지널 글래스를 만드는

‘유리 불기 체험’

‘유리 불기 체험’

류큐 유리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오키나와 다른 곳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항상 옆에서 서포트를 지원하는 온나 유리 공방에서는 유리를 감는 공정부터 색
입히기, 형태 만들기까지 오직 참가자 여러분의 힘만으로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을 직원의 손으로 진행해버리면 모처럼의 추억도 빛이 바래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많은 작업에 고객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과 형태를 조합한 300종류 이상의 작품 중에서 선택해보세요.
작품 수령 /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또는 우편(일본 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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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인 원:3명~40명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로테이션도 가능.
●소 요 시 간:■총 시간: 단체일 경우 1시간 ■체험 시간/ 5~10분
※제작하는 작품에 따라 시간 및 공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의 처:온나 유리 공방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손 후차쿠85
Ⓦ http://www.onna-glass-okinawa.co.jp/
Ⓣ 098-965-3090
●영 업 시 간:8:00~21:30 / 정기 휴일: 연중무휴
●요
금:1명 1,500엔(세금 별도)~
●대 응 언 어:영어, 중국어
●찾아오는 길: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60분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에서 자동차로 약 5분
만국진량관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관 광

오키나와의 바다와 닮은 도자기를 만들어보자

04
특 별

이시가키야키 도자기를 만날 수 있는 이시가키섬의 인기 도예 교실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구메섬의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얻어낸 명주솜으로 원사를 짠 뒤,
직조 장인의 고집스러운 수작업을 거쳐 완성되는 고급 직물입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구메섬 명주를 만나보세요.

이시가키섬에 위치한 류큐 유리 체험 시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름다운 색채가
매력적인 류큐 유리로 오리지널 글래스를 만드는 공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녹인 유리에
숨을 불어 넣으며 형태를 부풀려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오리지널 글래스를
만들어보세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여행의
기념품 또는 친구나 가족을 위한 선물로도 좋습니다.

●참 가 인 원:1명~10명
●소 요 시 간:약 10분~약 15분
●문 의 처:일반사단법인 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하마사키초 1-1-4 1F
●운
영:글래스 아일랜드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히라에 178번지
Ⓦ http://www.glass-island.com/
Ⓣ 0980-83-1260
●영 업 시 간:10:00~17:00 / 정기 휴일: 일요일
●요
금:1명 2,500엔(세금 포함)
●찾아오는 길:이시가키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약 30분
(국도 390호선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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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도 곶

Okinawa, JAPAN

70

야가지 에코 투어 네트워크

● 팀 빌딩

자연 관찰과 카누 체험 P15

● 익스커션

구니가미손

● CSR 프로그램

이에섬

● 특별 관광

505

● 컨벤션 시설

오기미손

14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나키진손

공항

모토부초

구메섬 명주 사업협동조합
구메섬 반딧불이회

명주 발상지에서 즐기는 직물 체험 P38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히가시손

에이사 체험 P06

산천 자연 교실 P24

사탕수수 수확&흑당 만들기 P10

미스터리 나이트 투어 P25

하리 배 경주 체험 P12

SDGs 15 에코 투어 연수 플랜 P27

구메섬

구메지마 공항

진달래 에코 파크(히가시손 마을 진흥㈜)

나고시

산신 체험ㅤP20

(공익재단법인)나고시 관광협회

오키나와 가정 요리 체험 P34

하리 배 체험

프로젝트 어드벤처 P13

후카키 사바니

돛단배 사바니&레이스 체험

P05

P12
얀바루 자연 체험스쿨

만국진량관

카누 체험과 맹그로브 관찰 P21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

에코넷 추라

인문 학교 P07

나하 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35분

온나 유리 공방

기노자손

유리 불기 체험 P37
(일반사단법인)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운영: 이시가키야키 가마
이시가키야키 도자기 가마 체험 P37
미네야 수직 공방

이시가키섬

오키나와 체험 니라이카나이

이시가키시

사탕수수 베기와 흑당 만들기 P10

온나손

긴초

네이처 미래관

포레스트 어드벤처 IN 온나

파이누시마 이시가키 공항

맹그로브 카누 체험 P20

삼림 공중 체험 P30

재래식 초목 염색 체험 P35

가미무라 주조

아와모리 양조장 견학 P16
맞춤형 아와모리 케이터링 서비스 P22
아자미야 민사 공예관

손베틀 체험 P36

(일반사단법인)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요미탄손

운영: 글래스 아일랜드
유리 불기 체험 P37

웰니스 스튜디오 가에 프로젝트
동남식물낙원

팀 빌딩 쿠킹 P33

가든 운동회 P11
오키나와시

가데나초

나하 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60분

우루마시

㈜하야테(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자탄초

미야코섬 크루징 P32

(일반사단법인)미야코지마 관광협회

오키나와현 어디서든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유키시오 뮤지엄
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견학 P21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기타나카구스쿠손

미야코섬 여행 클럽

비치 올림픽 P04

기노완시

에코 아일랜드 미야코섬 시찰 투어 P33

나하시 전통 공예관

이라부섬

우라소에시

컵받침, 토트백 빈가타 염색 P35

나카구스쿠손

시모지섬

슈리류센
미야코 공항
미야코섬

니시하라초

마쓰모토 요리 학원

미야코지마시

오키나와 가라테 회관

나하 공항

나하시

나하 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50분

오키나와현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 모임

오키나와 가라테 체험 P17

P18

산업 시찰 P22
산간벽지의 학교에 보내는 음악 선물 P26
(일반사단법인)난조시 관광협회

요나바루초

비치 클린업 P27

하리 배 체험 P13

하에바루초

전통 가라테 문화 체험 P19

Amazing Race In NAHA City P09
바다를 건너는 사이클링 체험

염색 체험 P31

슈리

류큐 요리 체험 P36

Making Okinawan Music P08

도미구스쿠시
난조시

평화 학습 투어

P34
야에세초

이토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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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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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도 곶

Okinawa, JAPAN

70

야가지 에코 투어 네트워크

● 팀 빌딩

자연 관찰과 카누 체험 P15

● 익스커션

구니가미손

● CSR 프로그램

이에섬

● 특별 관광

505

● 컨벤션 시설

오기미손

14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나키진손

공항

모토부초

구메섬 명주 사업협동조합
구메섬 반딧불이회

명주 발상지에서 즐기는 직물 체험 P38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히가시손

에이사 체험 P06

산천 자연 교실 P24

사탕수수 수확&흑당 만들기 P10

미스터리 나이트 투어 P25

하리 배 경주 체험 P12

SDGs 15 에코 투어 연수 플랜 P27

구메섬

구메지마 공항

진달래 에코 파크(히가시손 마을 진흥㈜)

나고시

산신 체험ㅤP20

(공익재단법인)나고시 관광협회

오키나와 가정 요리 체험 P34

하리 배 체험

프로젝트 어드벤처 P13

후카키 사바니

돛단배 사바니&레이스 체험

P05

P12
얀바루 자연 체험스쿨

만국진량관

카누 체험과 맹그로브 관찰 P21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OIST

에코넷 추라

인문 학교 P07

나하 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35분

온나 유리 공방

기노자손

유리 불기 체험 P37
(일반사단법인)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운영: 이시가키야키 가마
이시가키야키 도자기 가마 체험 P37
미네야 수직 공방

이시가키섬

오키나와 체험 니라이카나이

이시가키시

사탕수수 베기와 흑당 만들기 P10

온나손

긴초

네이처 미래관

포레스트 어드벤처 IN 온나

파이누시마 이시가키 공항

맹그로브 카누 체험 P20

삼림 공중 체험 P30

재래식 초목 염색 체험 P35

가미무라 주조

아와모리 양조장 견학 P16
맞춤형 아와모리 케이터링 서비스 P22
아자미야 민사 공예관

손베틀 체험 P36

(일반사단법인)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요미탄손

운영: 글래스 아일랜드
유리 불기 체험 P37

웰니스 스튜디오 가에 프로젝트
동남식물낙원

팀 빌딩 쿠킹 P33

가든 운동회 P11
오키나와시

가데나초

나하 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60분

우루마시

㈜하야테(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자탄초

미야코섬 크루징 P32

(일반사단법인)미야코지마 관광협회

오키나와현 어디서든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유키시오 뮤지엄
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견학 P21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기타나카구스쿠손

미야코섬 여행 클럽

비치 올림픽 P04

기노완시

에코 아일랜드 미야코섬 시찰 투어 P33

나하시 전통 공예관

이라부섬

우라소에시

컵받침, 토트백 빈가타 염색 P35

나카구스쿠손

시모지섬

슈리류센
미야코 공항
미야코섬

니시하라초

마쓰모토 요리 학원

미야코지마시

오키나와 가라테 회관

나하 공항

나하시

나하 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50분

오키나와현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 모임

오키나와 가라테 체험 P17

P18

산업 시찰 P22
산간벽지의 학교에 보내는 음악 선물 P26
(일반사단법인)난조시 관광협회

요나바루초

비치 클린업 P27

하리 배 체험 P13

하에바루초

전통 가라테 문화 체험 P19

Amazing Race In NAHA City P09
바다를 건너는 사이클링 체험

염색 체험 P31

슈리

류큐 요리 체험 P36

Making Okinawan Music P08

도미구스쿠시
난조시

평화 학습 투어

P34
야에세초

이토만시

39

㈜난토 간가라 계곡

간가라 계곡 가이드 투어 P29

40

MICE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INDE X

MICE Experience Program

카테고리

Guide Book
Okinawa, JAPAN

시설 및 프로그램 리스트
카테고리

프로그램명
비치 올림픽

제한 없음

50명~300명

에이사 체험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의상 착용 5명~40명
의상 미착용 5명~80명

Making Okinawan Music

Amazing Race In NAHA City

에코넷 추라

㈜DMC 오키나와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 체험 니라이카나이

1명~45명까지

20명~최대 400명

제한 없음
20명~120명

상담 필요

약 2~6시간

약 2시간
약 7~8시간

상담 필요

상담 필요
약 2~3시간

TEAM BUILDING

가든 운동회

동남식물낙원

사탕수수 수확&흑당 만들기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10명~60명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80명~ / 2척(80명~약 100명)
3척(101명~)

약 3시간~

후카키 사바니

10명~100명

약 5시간

하리 배 경주 체험

하리 배 체험

(일반사단법인)난조시 관광협회

프로젝트 어드벤처

20명~150명

약 2~3시간

약 2~2시간 30분

당일치기 코스 1명 11,000엔(세금 포함)

0980-53-7755

P05

098-966-2893

P07

※1박 오전 코스, 1박 오후 코스도 있음
※어린이, 유아 요금 있음

0980-55-8077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P08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P09

1명 3,000엔(세금 포함)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1명 1,800엔(세금 별도)

098-964-1616

098-939-2555

098-966-2893

2척 232,000엔(세금 별도)
3척 312,000엔(세금 별도)

098-966-2893

1명 9,000엔(세금 별도)

098-988-3821

1명 2,500엔(세금 포함)~

P10

P11

098-964-7628

P16

상담 필요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P17

아와모리 양조장 견학

(유)가미무라 주조

1명~25명까지

오키나와 가라테 체험

㈜DMC 오키나와

제한 없음

상담 필요

맹그로브 카누 체험

네이처 미래관

10명~120명

약 2시간

산신 체험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5명~40명

약 2시간

카누 체험과 맹그로브 관찰

얀바루 자연 체험스쿨

20명~120명까지

약 3시간
(반나절 코스)

P18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851-1025

P19

어른 1명 5,300엔(세금 별도)~

098-968-6117

P20

1명 1,800엔(세금 별도)

098-966-2893

P20

1명 4,100엔(세금 포함)

0980-43-2571

P21

※10명 이상 단체 4,000엔(세금 별도)

무료

0980-72-5667

약 80분

삼림 공중 체험

포레스트 어드벤처 IN 온나

30명
(예약 시 상담 및 조정 가능)

약 2시간

1명 3,800엔(세금 포함)
※단체는 300엔 할인

098-963-0088

P30

염색 체험

슈리류센

40명

약 30~40분

어린이 1명 2,500엔(세금 별도)
어른 1명 3,000엔(세금 별도)

098-886-1131

P31

모닝 크루즈 최대 120명
런치 크루즈 최대 88명
디너 크루즈 최대 76명

모닝
런치
디너 4~9월
10~3월

모닝 어른 1명 3,500엔
런치 어른 1명 4,500엔
디너 어른 1명 8,500엔
승선 어른 1명 2,500엔

0980-72-6641

P32

㈜하야테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9:00~10:20
12:30~14:00
18:00~20:00
17:00~19:00

098-948-4192

P29

팀 빌딩 쿠킹

웰니스 스튜디오
가에 프로젝트

12~30명
※31명~ 상담 필요

2~3시간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89-9530

P33

에코 아일랜드 미야코섬 시찰 투어

미야코섬 여행 클럽

2명~20명까지

약 3~6시간

투어 시마다 견적가 결정

0980-75-4380

P33

오키나와 가정 요리 체험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5명~30명

약 3시간
(식사 시간 포함)

1명 3,000엔(세금 별도)

098-966-2893

P34

평화 학습 투어

오키나와현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 모임

최대 40명
(가이드 1명)

약 1시간
(9:00~18:00 사이)

1명~40명 5,000엔(세금 포함)
※반나절 이상(1명~40명 10,000엔) 코스도 있음

098-856-6441

P34

컵받침, 토트백 빈가타 염색

나하시 전통 공예관

1명~40명

약 1시간

1명 1,540엔~3,100엔(세금 포함)

098-868-7866

P35

재래식 초목 염색 체험

미네야 수직 공방

2명~
(전화 예약 필요)

약 40분

1명 2,500엔(세금 포함)~
※단체 요금 있음

0980-83-0039

P35

류큐 요리 체험

마쓰모토 요리 학원

20명~60명
※2021년 1월~ 새로운 강좌 예약 접수

약 3시간

1명 5,500엔~6,500엔(세금 포함)

098-861-0763

P36

손베틀 체험

아자미야 민사 공예관

1명~
(사전 상담 필요)

약 20~90분

1명 1,500엔~3,500엔(세금 포함)

0980-82-3473

P36

이시가키야키 도자기 가마 체험

(일반사단법인)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1명~120명

약 60분, 약 90분

1명 4,500엔(세금 포함) / 예약 필요
※2020년 4월~ 5,500엔(세금 포함)

0980-88-8722

P37

유리 불기 체험

온나 유리 공방

3명~40명

총 시간:
단체일 경우 1시간
체험 시간/ 5~10분

1명 1,500엔(세금 별도)~

098-965-3090

P37

명주 발상지에서 즐기는 직물 체험

구메섬 명주 사업협동조합

베틀 체험과 자료관 견학은
로테이션으로 진행
1회에 8명까지(베틀 수)

약 30분

입장료 1명 어른 200엔 / 어린이(중학생 이하) 100엔(세금 포함)
체험료 1명 컵받침 짜기 2,100엔
(어린이 200엔 할인)(세금 포함)

098-985-8333

P38

유리 불기 체험

(일반사단법인)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1명~10명

약 10~15분

1명 2,500엔(세금 포함)

※코스에 따라 변동됩니다.

명칭

주소/ U R L

전화번호

일반사단법인
나하시 관광협회

나하시 마키시 3-2-10 덴부스 나하 3F
http://www.naha-navi.or.jp/

（石垣焼窯元）

0980-83-1260
（글래스 아일랜드）

P38

098-862-1442

일반사단법인
도미구스쿠시 관광협회

도미구스쿠시 도요사키 1-1162
http://www.tomigusuku-okinawa.jp/

일반사단법인
이토만시 관광협회

명칭

주소/ U RL

전화번호

일반사단법인
나키진손 관광협회

나키진손 나카소네 230-2 나키진손 커뮤니티 센터 1F
http://www.nakijinson.jp

0980-56-1057

098-865-8766

NPO법인
히가시손 관광추진협의회

히가시손 다이라 471-24
http://higashi-kanko.jp/

0980-51-2655

이토만시 니시자키 4-20-4
http://www.okinawa-itoman.jp/

098-840-3100

도카시키손 상공회

도카시키손 도카시키 346
http://www.tokashiki.or.jp/

098-987-2430

일반사단법인
하에바루초 관광협회

하에바루초 모토부 158
http://www.haebaru-kankou.jp/

098-851-7273

일반사단법인
자마미손 관광협회

자마미손 자마미 95 자마미손 낙도진흥종합센터 2F
http://www.vill.zamami.okinawa.jp/

098-987-2277

일반사단법인
난조시 관광협회

난조시 지넨 구데켄 541(간주역 난조 내)
http://okinawa-nanjo.jp/

098-948-4611

일반사단법인
아구니손 관광협회

아구니손 히가시 1142
http://aguni-kankou.jp/

098-896-5151

우라소에시 관광협회

우라소에시 짓차쿠 4-13-1(우라소에시 산업진흥센터 이음길 4F)
http://www.urasoenavi.jp/

098-874-0145

일반사단법인
구메지마초 관광협회

구메지마초 나카도마리 966-33 아지마관 내
http://www.kanko-kumejima.com

098-896-7010

일반사단법인
기노완시 관광진흥협회

기노완시 우치도마리 558-18 기노완 베이사이드 정보 센터 1F
http://www.mensore-ginowan.net/

098-897-2764

일반사단법인
이에지마 관광협회

이에손 가와히라 519-3
http://www.iekanko.jp/

0980-49-3519

일반사단법인
자탄초 관광협회

자탄초 미하마 16-2
http://www.chatan.or.jp/

098-926-5678

일반사단법인
이제나지마 관광협회

이제나손 나카다 177-7
http://www.izena-kanko.jp/index.jsp

0980-45-2435

주 변

상담 필요

1명~500명

본 섬

오키나와 가라테 회관

098-943-6642

페이지

관광협회 및 관광 관련 단체

남부

EXCURSION

전통 가라테 문화 체험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전화번호

㈜난토 간가라 계곡

북부

상담 필요

※단체 요금

나하

익스커션

입장료 무료 / 예약 필요

약 3시간 30분

요금

간가라 계곡 가이드 투어

P12

약 40분

20명~80명까지

소요시간

P12

P15

야가지 에코 투어 네트워크

게임+공중 액티비티(없음) 2,800엔(반나절), 3,800엔(하루)
게임+공중 액티비티(1개) 3,300엔(반나절), 4,300엔(하루)
게임+공중 액티비티(2개) 3,800엔(반나절), 4,800엔(하루)
모든 요금은 1명 기준, 세금 별도

인원

P11

090-1942-2882

자연 관찰과 카누 체험

※요금은 체험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명

1명 2,500엔(세금 포함)
학생(12세 이상)
1명 1,500엔(세금 포함)
※학생증 제시

미야코섬 크루징

P06

1명 4,000엔(세금 포함)

10명~80명

약 15~20분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64-7628

P22

일반사단법인
오키나와시 관광물산진흥협회

오키나와시 우에치 1-1-1 코자 뮤직 타운 105-1
http://www.kozaweb.jp/

098-989-5566

이헤야지마 관광협회

이헤야손 가키야 217-27
http://www.iheyazima-kankou.jp

0980-46-2526

（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P21

섬

1명~40명 / 예약 필요

중부

(일반사단법인)미야코지마 관광협회

의상 착용 1명 2,100엔(세금 별도)
의상 미착용 1명 1,800엔(세금 별도)

P04

P13

약 8시간(하루)
약 4시간(반나절)

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견학

※50명~100명일 경우 요금 / 예약 필요

098-943-6642

0980-43-3300

진달래 에코 파크
(히가시손 마을 진흥㈜)

30명~80명

1명 3,200엔(세금 포함)

페이지

P13

약 3시간

㈜DMC 오키나와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전화번호

098-948-4611

1조 30명~100명

바다를 건너는 사이클링 체험

요금

SPECIAL PROGRAM

팀 빌딩

인문 학교

소요시간

특별 관광

(공익재단법인)나고시 관광협회

돛단배 사바니&레이스 체험

(유)가미무라 주조

제한 없음

산업 시찰

㈜DMC 오키나와

상담 필요

반나절 프로그램
하루 프로그램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P22

일반사단법인
우루마시 관광물산협회

우루마시 요나시로 야히라 4
http://uruma-ru.jp/

098-978-0077

일반사단법인
미나미다이토손 관광협회

미나미다이토손 규토 258
http://www.borodino.okinawa.jp

09802-2-2053

산천 자연 교실

NPO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4명~20명

약 90분

1명 3,500엔(세금 포함)

080-6490-3850
098-896-7100

P24

일반사단법인
요미탄손 관광협회

요미탄손 기나 2346-11 요미탄손 지역진흥센터 1F
http://www.yomitan-kankou.jp

098-958-6494

일반사단법인
미야코지마 관광협회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니시자토 187-2
http://www.miyako-guide.net/

0980-73-1881

미스터리 나이트 투어

NPO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40명

약 60분

1명 3,000엔(세금 포함)

080-6490-3850
098-896-7100

P25

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온나 5973
http://www.onnaweek.jp/

098-966-2893

이라부 관광협회

미야코지마시 이라부 마에사토소에 4

0980-78-5611

다라마손 관광협회

다라마손 시오카와 18(꿈의 파티오 다라마관 내)

0980-79-2828

P26

긴초 긴 4086-1
http://kintowntourist.com/wordpress/

098-989-5674

098-943-6642

일반사단법인
긴초 관광협회
일반사단법인
기노자손 관광협회

기노자손 마쓰다 78
http://ginozanavi.com/

098-968-8787

일반사단법인
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이시가키시 하마사키초 1-1-4 이시가키시 상공회관 1F
http://www.yaeyama.or.jp

0980-82-2809

P27

공익재단법인
나고시 관광협회

나고시 오나카 1-19-24
http://kanko.city.nago.okinawa.jp/

0980-53-7755

다케토미초 관광협회

이시가키시 미사키초 1-5 2F
http://www.painusima.com/

0980-82-5445

P27

일반사단법인
모토부초 관광협회

모토부초 오하마 881-1
http://www.motobu-ka.com/

0980-47-3641

요나구니초 관광협회

요나구니초 요나구니 437-17

0980-87-2402

산간벽지의 학교에 보내는 음악 선물

SDGs 15 에코 투어 연수 플랜

㈜DMC 오키나와

NPO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4명~20명

상담 필요

상담 필요

약 4시간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1명 12,000엔(세금 포함)

080-1740-1529
098-896-7100

야 에 야 마

비치 클린업

㈜DMC 오키나와

미야코

맞춤형 아와모리 케이터링 서비스

파티 시간에
맞춰 조정합니다.

북부

CSR PROGRAM

41

㈜DMC 오키나와

인원

하리 배 체험

사탕수수 베기와 흑당 만들기

C
S
R
프
로
그
램

시설명

프로그램명

42

MICE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INDE X

MICE Experience Program

카테고리

Guide Book
Okinawa, JAPAN

시설 및 프로그램 리스트
카테고리

프로그램명
비치 올림픽

제한 없음

50명~300명

에이사 체험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의상 착용 5명~40명
의상 미착용 5명~80명

Making Okinawan Music

Amazing Race In NAHA City

에코넷 추라

㈜DMC 오키나와

㈜DMC 오키나와
오키나와 체험 니라이카나이

1명~45명까지

20명~최대 400명

제한 없음
20명~120명

상담 필요

약 2~6시간

약 2시간
약 7~8시간

상담 필요

상담 필요
약 2~3시간

TEAM BUILDING

가든 운동회

동남식물낙원

사탕수수 수확&흑당 만들기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10명~60명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80명~ / 2척(80명~약 100명)
3척(101명~)

약 3시간~

후카키 사바니

10명~100명

약 5시간

하리 배 경주 체험

하리 배 체험

(일반사단법인)난조시 관광협회

프로젝트 어드벤처

20명~150명

약 2~3시간

약 2~2시간 30분

당일치기 코스 1명 11,000엔(세금 포함)

0980-53-7755

P05

098-966-2893

P07

※1박 오전 코스, 1박 오후 코스도 있음
※어린이, 유아 요금 있음

0980-55-8077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P08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P09

1명 3,000엔(세금 포함)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1명 1,800엔(세금 별도)

098-964-1616

098-939-2555

098-966-2893

2척 232,000엔(세금 별도)
3척 312,000엔(세금 별도)

098-966-2893

1명 9,000엔(세금 별도)

098-988-3821

1명 2,500엔(세금 포함)~

P10

P11

098-964-7628

P16

상담 필요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P17

아와모리 양조장 견학

(유)가미무라 주조

1명~25명까지

오키나와 가라테 체험

㈜DMC 오키나와

제한 없음

상담 필요

맹그로브 카누 체험

네이처 미래관

10명~120명

약 2시간

산신 체험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5명~40명

약 2시간

카누 체험과 맹그로브 관찰

얀바루 자연 체험스쿨

20명~120명까지

약 3시간
(반나절 코스)

P18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851-1025

P19

어른 1명 5,300엔(세금 별도)~

098-968-6117

P20

1명 1,800엔(세금 별도)

098-966-2893

P20

1명 4,100엔(세금 포함)

0980-43-2571

P21

※10명 이상 단체 4,000엔(세금 별도)

무료

0980-72-5667

약 80분

삼림 공중 체험

포레스트 어드벤처 IN 온나

30명
(예약 시 상담 및 조정 가능)

약 2시간

1명 3,800엔(세금 포함)
※단체는 300엔 할인

098-963-0088

P30

염색 체험

슈리류센

40명

약 30~40분

어린이 1명 2,500엔(세금 별도)
어른 1명 3,000엔(세금 별도)

098-886-1131

P31

모닝 크루즈 최대 120명
런치 크루즈 최대 88명
디너 크루즈 최대 76명

모닝
런치
디너 4~9월
10~3월

모닝 어른 1명 3,500엔
런치 어른 1명 4,500엔
디너 어른 1명 8,500엔
승선 어른 1명 2,500엔

0980-72-6641

P32

㈜하야테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9:00~10:20
12:30~14:00
18:00~20:00
17:00~19:00

098-948-4192

P29

팀 빌딩 쿠킹

웰니스 스튜디오
가에 프로젝트

12~30명
※31명~ 상담 필요

2~3시간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89-9530

P33

에코 아일랜드 미야코섬 시찰 투어

미야코섬 여행 클럽

2명~20명까지

약 3~6시간

투어 시마다 견적가 결정

0980-75-4380

P33

오키나와 가정 요리 체험

(일반사단법인)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만남 체험 학습 센터 내)

5명~30명

약 3시간
(식사 시간 포함)

1명 3,000엔(세금 별도)

098-966-2893

P34

평화 학습 투어

오키나와현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 모임

최대 40명
(가이드 1명)

약 1시간
(9:00~18:00 사이)

1명~40명 5,000엔(세금 포함)
※반나절 이상(1명~40명 10,000엔) 코스도 있음

098-856-6441

P34

컵받침, 토트백 빈가타 염색

나하시 전통 공예관

1명~40명

약 1시간

1명 1,540엔~3,100엔(세금 포함)

098-868-7866

P35

재래식 초목 염색 체험

미네야 수직 공방

2명~
(전화 예약 필요)

약 40분

1명 2,500엔(세금 포함)~
※단체 요금 있음

0980-83-0039

P35

류큐 요리 체험

마쓰모토 요리 학원

20명~60명
※2021년 1월~ 새로운 강좌 예약 접수

약 3시간

1명 5,500엔~6,500엔(세금 포함)

098-861-0763

P36

손베틀 체험

아자미야 민사 공예관

1명~
(사전 상담 필요)

약 20~90분

1명 1,500엔~3,500엔(세금 포함)

0980-82-3473

P36

이시가키야키 도자기 가마 체험

(일반사단법인)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1명~120명

약 60분, 약 90분

1명 4,500엔(세금 포함) / 예약 필요
※2020년 4월~ 5,500엔(세금 포함)

0980-88-8722

P37

유리 불기 체험

온나 유리 공방

3명~40명

총 시간:
단체일 경우 1시간
체험 시간/ 5~10분

1명 1,500엔(세금 별도)~

098-965-3090

P37

명주 발상지에서 즐기는 직물 체험

구메섬 명주 사업협동조합

베틀 체험과 자료관 견학은
로테이션으로 진행
1회에 8명까지(베틀 수)

약 30분

입장료 1명 어른 200엔 / 어린이(중학생 이하) 100엔(세금 포함)
체험료 1명 컵받침 짜기 2,100엔
(어린이 200엔 할인)(세금 포함)

098-985-8333

P38

유리 불기 체험

(일반사단법인)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1명~10명

약 10~15분

1명 2,500엔(세금 포함)

※코스에 따라 변동됩니다.

명칭

주소/ U R L

전화번호

일반사단법인
나하시 관광협회

나하시 마키시 3-2-10 덴부스 나하 3F
http://www.naha-navi.or.jp/

（石垣焼窯元）

0980-83-1260
（글래스 아일랜드）

P38

098-862-1442

일반사단법인
도미구스쿠시 관광협회

도미구스쿠시 도요사키 1-1162
http://www.tomigusuku-okinawa.jp/

일반사단법인
이토만시 관광협회

명칭

주소/ U RL

전화번호

일반사단법인
나키진손 관광협회

나키진손 나카소네 230-2 나키진손 커뮤니티 센터 1F
http://www.nakijinson.jp

0980-56-1057

098-865-8766

NPO법인
히가시손 관광추진협의회

히가시손 다이라 471-24
http://higashi-kanko.jp/

0980-51-2655

이토만시 니시자키 4-20-4
http://www.okinawa-itoman.jp/

098-840-3100

도카시키손 상공회

도카시키손 도카시키 346
http://www.tokashiki.or.jp/

098-987-2430

일반사단법인
하에바루초 관광협회

하에바루초 모토부 158
http://www.haebaru-kankou.jp/

098-851-7273

일반사단법인
자마미손 관광협회

자마미손 자마미 95 자마미손 낙도진흥종합센터 2F
http://www.vill.zamami.okinawa.jp/

098-987-2277

일반사단법인
난조시 관광협회

난조시 지넨 구데켄 541(간주역 난조 내)
http://okinawa-nanjo.jp/

098-948-4611

일반사단법인
아구니손 관광협회

아구니손 히가시 1142
http://aguni-kankou.jp/

098-896-5151

우라소에시 관광협회

우라소에시 짓차쿠 4-13-1(우라소에시 산업진흥센터 이음길 4F)
http://www.urasoenavi.jp/

098-874-0145

일반사단법인
구메지마초 관광협회

구메지마초 나카도마리 966-33 아지마관 내
http://www.kanko-kumejima.com

098-896-7010

일반사단법인
기노완시 관광진흥협회

기노완시 우치도마리 558-18 기노완 베이사이드 정보 센터 1F
http://www.mensore-ginowan.net/

098-897-2764

일반사단법인
이에지마 관광협회

이에손 가와히라 519-3
http://www.iekanko.jp/

0980-49-3519

일반사단법인
자탄초 관광협회

자탄초 미하마 16-2
http://www.chatan.or.jp/

098-926-5678

일반사단법인
이제나지마 관광협회

이제나손 나카다 177-7
http://www.izena-kanko.jp/index.jsp

0980-45-2435

주 변

상담 필요

1명~500명

본 섬

오키나와 가라테 회관

098-943-6642

페이지

관광협회 및 관광 관련 단체

남부

EXCURSION

전통 가라테 문화 체험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전화번호

㈜난토 간가라 계곡

북부

상담 필요

※단체 요금

나하

익스커션

입장료 무료 / 예약 필요

약 3시간 30분

요금

간가라 계곡 가이드 투어

P12

약 40분

20명~80명까지

소요시간

P12

P15

야가지 에코 투어 네트워크

게임+공중 액티비티(없음) 2,800엔(반나절), 3,800엔(하루)
게임+공중 액티비티(1개) 3,300엔(반나절), 4,300엔(하루)
게임+공중 액티비티(2개) 3,800엔(반나절), 4,800엔(하루)
모든 요금은 1명 기준, 세금 별도

인원

P11

090-1942-2882

자연 관찰과 카누 체험

※요금은 체험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명

1명 2,500엔(세금 포함)
학생(12세 이상)
1명 1,500엔(세금 포함)
※학생증 제시

미야코섬 크루징

P06

1명 4,000엔(세금 포함)

10명~80명

약 15~20분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64-7628

P22

일반사단법인
오키나와시 관광물산진흥협회

오키나와시 우에치 1-1-1 코자 뮤직 타운 105-1
http://www.kozaweb.jp/

098-989-5566

이헤야지마 관광협회

이헤야손 가키야 217-27
http://www.iheyazima-kankou.jp

0980-46-2526

（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P21

섬

1명~40명 / 예약 필요

중부

(일반사단법인)미야코지마 관광협회

의상 착용 1명 2,100엔(세금 별도)
의상 미착용 1명 1,800엔(세금 별도)

P04

P13

약 8시간(하루)
약 4시간(반나절)

유키시오 제염소 뮤지엄 견학

※50명~100명일 경우 요금 / 예약 필요

098-943-6642

0980-43-3300

진달래 에코 파크
(히가시손 마을 진흥㈜)

30명~80명

1명 3,200엔(세금 포함)

페이지

P13

약 3시간

㈜DMC 오키나와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전화번호

098-948-4611

1조 30명~100명

바다를 건너는 사이클링 체험

요금

SPECIAL PROGRAM

팀 빌딩

인문 학교

소요시간

특별 관광

(공익재단법인)나고시 관광협회

돛단배 사바니&레이스 체험

(유)가미무라 주조

제한 없음

산업 시찰

㈜DMC 오키나와

상담 필요

반나절 프로그램
하루 프로그램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P22

일반사단법인
우루마시 관광물산협회

우루마시 요나시로 야히라 4
http://uruma-ru.jp/

098-978-0077

일반사단법인
미나미다이토손 관광협회

미나미다이토손 규토 258
http://www.borodino.okinawa.jp

09802-2-2053

산천 자연 교실

NPO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4명~20명

약 90분

1명 3,500엔(세금 포함)

080-6490-3850
098-896-7100

P24

일반사단법인
요미탄손 관광협회

요미탄손 기나 2346-11 요미탄손 지역진흥센터 1F
http://www.yomitan-kankou.jp

098-958-6494

일반사단법인
미야코지마 관광협회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니시자토 187-2
http://www.miyako-guide.net/

0980-73-1881

미스터리 나이트 투어

NPO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40명

약 60분

1명 3,000엔(세금 포함)

080-6490-3850
098-896-7100

P25

일반사단법인
온나손 관광협회

온나손 온나 5973
http://www.onnaweek.jp/

098-966-2893

이라부 관광협회

미야코지마시 이라부 마에사토소에 4

0980-78-5611

다라마손 관광협회

다라마손 시오카와 18(꿈의 파티오 다라마관 내)

0980-79-2828

P26

긴초 긴 4086-1
http://kintowntourist.com/wordpress/

098-989-5674

098-943-6642

일반사단법인
긴초 관광협회
일반사단법인
기노자손 관광협회

기노자손 마쓰다 78
http://ginozanavi.com/

098-968-8787

일반사단법인
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이시가키시 하마사키초 1-1-4 이시가키시 상공회관 1F
http://www.yaeyama.or.jp

0980-82-2809

P27

공익재단법인
나고시 관광협회

나고시 오나카 1-19-24
http://kanko.city.nago.okinawa.jp/

0980-53-7755

다케토미초 관광협회

이시가키시 미사키초 1-5 2F
http://www.painusima.com/

0980-82-5445

P27

일반사단법인
모토부초 관광협회

모토부초 오하마 881-1
http://www.motobu-ka.com/

0980-47-3641

요나구니초 관광협회

요나구니초 요나구니 437-17

0980-87-2402

산간벽지의 학교에 보내는 음악 선물

SDGs 15 에코 투어 연수 플랜

㈜DMC 오키나와

NPO법인 구메섬 반딧불이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4명~20명

상담 필요

상담 필요

약 4시간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의뢰 내용에 따라 견적가 결정

098-943-6642

1명 12,000엔(세금 포함)

080-1740-1529
098-896-7100

야 에 야 마

비치 클린업

㈜DMC 오키나와

미야코

맞춤형 아와모리 케이터링 서비스

파티 시간에
맞춰 조정합니다.

북부

CSR PROGRAM

41

㈜DMC 오키나와

인원

하리 배 체험

사탕수수 베기와 흑당 만들기

C
S
R
프
로
그
램

시설명

프로그램명

42

팀 빌딩
익스커션
CSR 프로그램
특 별

오키나와 MICE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오키나와 MICE 내비

검색

http://mice.okinawastory.jp/

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스포츠부 MICE추진과

일반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 MICE추진과

〒900-8570
오키나와현 나하시 이즈미자키 1-2-2
TEL : 098-866-2077 FAX : 098-866-2264

〒901-0152
오키나와현 나하시 아자 오로쿠 1831-1 오키나와 산업지원센터 2층
TEL : 098-859-6130ㅤFAX : 098-859-6222

오키나와현 오사카 사무소

일반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 도쿄 사무소

〒530-0001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 1-3-2100 오사카역 앞 제3 빌딩 21층
TEL : 06-6344-6828 FAX : 06-6346-1784

〒100-0006
도쿄도 지요다구 유라쿠초 2-10-1 도쿄교통회관 3층
TEL : 03-5220-5311ㅤFAX : 03-5220-9720

오키나와현 나고야 정보 센터
〒460-0008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사카에 4-16-36 히사야주니치 빌딩 5층
TEL : 052-263-3618 FAX : 052-26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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