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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MICE 유니크베뉴 가이드북

このページは最初のページです

특별한 장소＋α‘설레는’프로그램
세계유산,문화 시설,자연 경관 등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장소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파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서프라이즈와 감동을 선사하지만, 오키나와 MICE라면 장소＋α라는
독특한 체험과 기쁨, 즐거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베뉴’+’일류 리조트 호텔의 서비스’‘전통 예능’‘문화 체험’‘이국적인 문화’
‘환경보호 활동’‘액티비티’ 등 역사, 문화, 자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조합해 가장 오키나와다운 정서에 흠뻑 빠져보세요.

오키나와에서
‘두근두근 설레어보자!’

오키나와는 유니크베뉴의 두근두근 설레는 MICE를 서포트합니다.

비즈니스 트레블이라도 목적지가 오키나와라면 바캉스 가는 기분!
남국의 리조트 분위기에서 참가자도, 주최자도 일도, 자유 시간도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키나와 MI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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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을 무대로 펼쳐지는 전통 예능
류큐의 최고급 환대

지금까지의 실적① MICE×전통 예능

럭셔리한
정찬 플랜
인센티브 파티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키나와현의 인기 레스토랑 쉐프가 준비한 가쓰렌
성터 MICE 특별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풀코스 요리를 맛보며 오키나와의 전통
예능을 감상할 수 있는 화려하고 격식 있는 파티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② MICE×음악 라이브

야외 라이브 회장
성터 페스티벌도 대호평
‘세계 청년 우치난추 대회’의 그랜드 피날레 회장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야간 조명을 비춘 성벽 앞
스테이지에서는 지역의 전통 예능을 비롯해 수많은
아티스트의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클럽
뮤직으로 회장이 댄스 플로어로 변신하자, 국가와 언어의
벽을 뛰어넘은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세계유산 가쓰렌 성터
파티

〇

회의

×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F A X】

098-978-7373

【이용시간】

9：00～21：00

【정기휴일】

없음

【장ㅤㅤ소】

우루마시 가쓰렌 하에바루 3908

【수용인원】

좌석 200명, 입식 약 500명

【전화번호】

098-978-0077

【Hㅤ ㅤ P】

http://katsurenmice.jp/

왕조 시대의 설렘과 떨림
최고의 연출 플랜
류큐 왕조의 가장 오래된 성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쓰렌 성터의 장대한 성벽
앞에서 개최되는 정찬 디너 파티입니다. 표창자나 대표자 등 주요 인물이 등장할 때는 성
위에서부터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방식으로 연출해 보세요. 마치 왕처럼 위엄
있는 모습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주변의 풍경이 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가쓰렌성 마지막 성주의 반평생을 그린
오키나와 뮤지컬과 노래, 춤 등 본격적인 전통 예능을 선보이며 류큐 왕조 시대의 환대를
재현합니다.

1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선보이는
‘기무타카노 아마와리’는 일본
유네스코협회연맹 제1회 프로젝트 미래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 풀코스, 뷔페, 칵테일 파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선보이는
오키나와 뮤지컬 ‘기무타카노 아마와리’는
완성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봐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성 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2

3

3 오키나와의 전통 춤 에이사와 류큐
무용, 사자무, 민요 등 성벽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무대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세계유산이라는 독특하고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열리는 특별한 파티와 색다른
이벤트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합니다. 파티 전에는
성터를 견학하거나 높은 곳에서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일몰 후에는 야간 조명을 비춘 성벽
앞에서 환상적인 분위기의 파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정찬 코스 외에도 캐주얼한

입식 또는 포장마차 스타일 등 폭넓게
제공됩니다. 또한 예산에 맞춰 성벽에 빛으로
기업 로고 등을 투사하는 프로젝션 맵팅을
통해 참가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실적
●세계 청년 우치난추 대회 그랜드 피날레
●각종 이벤트의 애프터 파티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세계유산을 무대로 펼쳐지는 전통 예능
류큐의 최고급 환대

지금까지의 실적① MICE×전통 예능

럭셔리한
정찬 플랜
인센티브 파티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키나와현의 인기 레스토랑 쉐프가 준비한 가쓰렌
성터 MICE 특별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풀코스 요리를 맛보며 오키나와의 전통
예능을 감상할 수 있는 화려하고 격식 있는 파티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② MICE×음악 라이브

야외 라이브 회장
성터 페스티벌도 대호평
‘세계 청년 우치난추 대회’의 그랜드 피날레 회장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야간 조명을 비춘 성벽 앞
스테이지에서는 지역의 전통 예능을 비롯해 수많은
아티스트의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클럽
뮤직으로 회장이 댄스 플로어로 변신하자, 국가와 언어의
벽을 뛰어넘은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세계유산 가쓰렌 성터
파티

〇

회의

×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F A X】

098-978-7373

【이용시간】

9：00～21：00

【정기휴일】

없음

【장ㅤㅤ소】

우루마시 가쓰렌 하에바루 3908

【수용인원】

좌석 200명, 입식 약 500명

【전화번호】

098-978-0077

【Hㅤ ㅤ P】

http://katsurenmice.jp/

왕조 시대의 설렘과 떨림
최고의 연출 플랜
류큐 왕조의 가장 오래된 성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쓰렌 성터의 장대한 성벽
앞에서 개최되는 정찬 디너 파티입니다. 표창자나 대표자 등 주요 인물이 등장할 때는 성
위에서부터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방식으로 연출해 보세요. 마치 왕처럼 위엄
있는 모습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주변의 풍경이 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가쓰렌성 마지막 성주의 반평생을 그린
오키나와 뮤지컬과 노래, 춤 등 본격적인 전통 예능을 선보이며 류큐 왕조 시대의 환대를
재현합니다.

1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선보이는
‘기무타카노 아마와리’는 일본
유네스코협회연맹 제1회 프로젝트 미래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 풀코스, 뷔페, 칵테일 파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선보이는
오키나와 뮤지컬 ‘기무타카노 아마와리’는
완성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봐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성 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2

3

3 오키나와의 전통 춤 에이사와 류큐
무용, 사자무, 민요 등 성벽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무대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세계유산이라는 독특하고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열리는 특별한 파티와 색다른
이벤트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합니다. 파티 전에는
성터를 견학하거나 높은 곳에서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일몰 후에는 야간 조명을 비춘 성벽
앞에서 환상적인 분위기의 파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정찬 코스 외에도 캐주얼한

입식 또는 포장마차 스타일 등 폭넓게
제공됩니다. 또한 예산에 맞춰 성벽에 빛으로
기업 로고 등을 투사하는 프로젝션 맵팅을
통해 참가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실적
●세계 청년 우치난추 대회 그랜드 피날레
●각종 이벤트의 애프터 파티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중국의
이국적
회유식

문화가 그대로 재현된
정취가 감도는 공간에서
정원 파티를

현장감 가득!
자유롭게 어레인지할 수 있는
원형 투우장

투우장

후쿠슈엔
파티

〇

회의

×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이시카와 다목적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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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〇

대여

【이용시간】

098-978-1177
상담 필요

【F A X】

【정기휴일】

18:00〜21:00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정기휴일】

상담 필요

【장ㅤㅤ소】

나하시 구메 2-29-19

【수용인원】

메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ㅤㅤ소】

우루마시 이시카와 2298-1

【수용인원】

3000명

【전화번호】

098-943-6078

【Hㅤ ㅤ P】

https://www.naha-navi.or.jp/magazine/1419/

【전화번호】

098-978-0077

【Hㅤ ㅤ P】

http://www.city.uruma.lg.jp/iina/2394

(일반사단법인 우루마시 관광물산협회)

포인트!

오피스 거리와 인접한 별세계
시공간을 뛰어넘은 MICE 공간

담당자의 한마디

우호 관계의 상징으로 조성된 정원입니다. 고대 중국풍의 크고 웅장한 자연 풍경과 전통
양식으로 표현한 건축물,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꽃나무들이 수려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오키나와에 머물면서 오키나와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한 고대 중국의 문화를
감상해 보세요. 시공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 부지를
활용한 멋진 파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관은 물론 섬세한 세공이 멋진
건물까지, 무척이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고즈넉한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간에서
다과회나 달맞이 모임, 와카 모임, 음악회
등 운치 넘치는 이벤트를 기획해 보세요.

후쿠슈엔

센주 나오히로 씨

포인트!

이벤트 회장으로 제격!
360도 반구형 돔

담당자의 한마디

긴 투우 역사를 자랑하는 오키나와에서 이시카와 다목적 돔은 오키나와현의 유일한
투우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공간입니다. 지붕이 달린 전천후형 구조로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360도로 배치된 편리한 관객석에는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으로는 역사 문화 강의, 투우 쇼, 기념 촬영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 위에 올라탄 채로 입장하는 연출이나 투우 홍백전 등의
기획도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1 류큐 왕조 시대 국빈을 맞이할 때

1 오키나와의 투우는 소 두 마리가 싸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ICE 이벤트의
어트랙션인 투우 쇼에 흥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2 중국풍 포장마차가 늘어선 ‘류카 야시장’
플랜에는 오키나와의 식재료를 대만과 중국
스타일로 재해석한 특별한 요리가
제공됩니다.

2 적절한 크기의 돔형 회장은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어레인지하기 좋습니다.
집에 있는 듯 편안한 분위기의 이벤트와
특히 잘 어울립니다.

공연되던 류큐 무용 등 전통적인 음악과
춤으로 류큐 왕조 시대의 환영 행사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1

2

3 정원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경관을
연출하는 다리, 폭포, 연못으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는 숨이 멎을
정도로 황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3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나하시의 오피스 거리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한
2,600평의 후쿠슈엔 정원은 넓이와
편리함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현지 장인의 지도를 바탕으로
후쿠슈시에서 생산된 석재, 목재, 기와를
사용해 조성한 진짜 중국식 정원으로, 이미
오키나와 관광을 충분히 즐긴 이후에도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악기인 이호 연주와 류큐 무용

등의 전통 예능, 입식 뷔페나 포장마차로
야시장의 모습을 재현한 ‘류카 야시장’
오리지널 플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유식 정원 전체를 활용해
취향대로 자유롭게 어렌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획이 기대되는 회장입니다.

오키나와의 투우는 인간과 소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상시 소들은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입니다. 단순한 장소 대여가 아닌,
소와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여행사 주최 달맞이 모임 투어
●학회 주최자 주요 인물 초빙
●모니터 파티
●슈퍼 문 달맞이 모임
●가을 달맞이 모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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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전통 예능 엔터테인먼트도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력 넘치는 에이사
춤이 회장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심플한 원형의 돔 회장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어레인지하기 쉽고 돔 특유의
현장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 시상식 및
표창식, 전시회, 음악 라이브, 격투 시합 등의
이벤트에 추천 드리는 공간입니다.
우루마시에서 왕성하게 공연 중인 에이사를
비롯해, 지역색이 물씬ㅤ느껴지는 다채로운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사이사이에는 오키나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회장의 특징을 살린 축제풍 포장마차 거리나
입식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인터체인지와도 가까워
방문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실적
●국제기업 사내 표창식 파티
●제전 ‘류진노 우타게2016’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중국의
이국적
회유식

문화가 그대로 재현된
정취가 감도는 공간에서
정원 파티를

현장감 가득!
자유롭게 어레인지할 수 있는
원형 투우장

투우장

후쿠슈엔
파티

〇

회의

×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이시카와 다목적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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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098-943-6003

【이용시간】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〇

대여

【이용시간】

098-978-1177
상담 필요

【F A X】

【정기휴일】

18:00〜21:00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정기휴일】

상담 필요

【장ㅤㅤ소】

나하시 구메 2-29-19

【수용인원】

메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ㅤㅤ소】

우루마시 이시카와 2298-1

【수용인원】

3000명

【전화번호】

098-943-6078

【Hㅤ ㅤ P】

https://www.naha-navi.or.jp/magazine/1419/

【전화번호】

098-978-0077

【Hㅤ ㅤ P】

http://www.city.uruma.lg.jp/iina/2394

(일반사단법인 우루마시 관광물산협회)

포인트!

오피스 거리와 인접한 별세계
시공간을 뛰어넘은 MICE 공간

담당자의 한마디

우호 관계의 상징으로 조성된 정원입니다. 고대 중국풍의 크고 웅장한 자연 풍경과 전통
양식으로 표현한 건축물,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꽃나무들이 수려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오키나와에 머물면서 오키나와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한 고대 중국의 문화를
감상해 보세요. 시공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 부지를
활용한 멋진 파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관은 물론 섬세한 세공이 멋진
건물까지, 무척이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고즈넉한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간에서
다과회나 달맞이 모임, 와카 모임, 음악회
등 운치 넘치는 이벤트를 기획해 보세요.

후쿠슈엔

센주 나오히로 씨

포인트!

이벤트 회장으로 제격!
360도 반구형 돔

담당자의 한마디

긴 투우 역사를 자랑하는 오키나와에서 이시카와 다목적 돔은 오키나와현의 유일한
투우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공간입니다. 지붕이 달린 전천후형 구조로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360도로 배치된 편리한 관객석에는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으로는 역사 문화 강의, 투우 쇼, 기념 촬영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 위에 올라탄 채로 입장하는 연출이나 투우 홍백전 등의
기획도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1 류큐 왕조 시대 국빈을 맞이할 때

1 오키나와의 투우는 소 두 마리가 싸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ICE 이벤트의
어트랙션인 투우 쇼에 흥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2 중국풍 포장마차가 늘어선 ‘류카 야시장’
플랜에는 오키나와의 식재료를 대만과 중국
스타일로 재해석한 특별한 요리가
제공됩니다.

2 적절한 크기의 돔형 회장은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어레인지하기 좋습니다.
집에 있는 듯 편안한 분위기의 이벤트와
특히 잘 어울립니다.

공연되던 류큐 무용 등 전통적인 음악과
춤으로 류큐 왕조 시대의 환영 행사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1

2

3 정원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경관을
연출하는 다리, 폭포, 연못으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는 숨이 멎을
정도로 황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3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나하시의 오피스 거리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한
2,600평의 후쿠슈엔 정원은 넓이와
편리함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현지 장인의 지도를 바탕으로
후쿠슈시에서 생산된 석재, 목재, 기와를
사용해 조성한 진짜 중국식 정원으로, 이미
오키나와 관광을 충분히 즐긴 이후에도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악기인 이호 연주와 류큐 무용

등의 전통 예능, 입식 뷔페나 포장마차로
야시장의 모습을 재현한 ‘류카 야시장’
오리지널 플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유식 정원 전체를 활용해
취향대로 자유롭게 어렌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획이 기대되는 회장입니다.

오키나와의 투우는 인간과 소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상시 소들은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입니다. 단순한 장소 대여가 아닌,
소와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여행사 주최 달맞이 모임 투어
●학회 주최자 주요 인물 초빙
●모니터 파티
●슈퍼 문 달맞이 모임
●가을 달맞이 모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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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전통 예능 엔터테인먼트도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력 넘치는 에이사
춤이 회장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심플한 원형의 돔 회장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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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실적
●국제기업 사내 표창식 파티
●제전 ‘류진노 우타게2016’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수십만 년의 역사와
지구의 고동을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동굴 파티

지금까지의 실적① MICE×음악

뮤지션들에게 사랑받는
동굴 라이브 스테이지
간가라 계곡은 수많은 뮤지션과 아티스트로부터 특별한 라이브
공연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엄한
분위기, 갇힌 공간에서 형성되는 일체감, 바위 사이사이로 흐르는 듯
울리는 소리 등 색다른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부터 클럽
뮤직까지 어떤 음악과도 잘 어울리는 이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춤을
주면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지금까지의 실적② MICE×간가라 계곡 가이드 투어

MICE 회장에 들어가기 전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태고의 숲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 봐야 할 계곡 가이드 투어
코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산골짜기
숲속을 1시간 20분 정도 산책하는 구성이지만, 참가자의
인원수와 연령층, 이벤트 스케줄에 맞춰 10~30분 코스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간가라 계곡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간가라 계곡
파티

〇

회의

상담 가능

전시회

상담 가능

체험
프로그램

〇

【장ㅤㅤ소】

난죠시 다마구스쿠 마에카와 202

【전화번호】

098-948-4192

대여

〇

【이용시간】

파티 플랜 18:00~21:00 사이 2시간

1 평상시에는 카페로 운영되지만, 패널
전시회나 사진전 등도 개최합니다.박력
넘치는 전시회가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 렌탈 15:00~22:00
【정기휴일】

없음

【수용인원】

좌석 100명, 입식 180명(파티)
좌석 350명, 스탠딩 600명(콘서트 등)

【Hㅤ ㅤ P】

http://www.caveparty.jp

전 세계의 미팅 플래너가
주목하는 천연 종유굴
수십만 년의 세월을 거치며 자연이 빚어낸 환상적인 계곡입니다. 입구에 넓게 펼쳐진 약
600㎡의 기적적인 공간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니크베뉴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종유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그로 인해 드러난 바위의 표면, 자유롭게 서식하는
작은 생물까지 마치 지구의 내부로 들어온 듯한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에서 고급 호텔의 고객 서비스와 스타일리시한 뮤직 이벤트
등을 만나보세요.

2 호텔 케이터링으로 제공되는 풀코스
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최근 몇 년간 MICE의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니즈를
골고루 충족시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찾아도 매번 다른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폭넓은 제안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가라 계곡
사업소장

다카하시 고 씨

1

2

3

3 지상에서 동굴로 내려오는 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몽환적인
감각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타임머신을 타고 태초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임팩트를
남기는 천연 종유굴은 파티나 라이브 등 어떤
행사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오키나와의 매력을 한자리에 모은
최고의 관광시설 오키나와 월드가 근처에
위치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관광,

문화 체험, 쇼핑, 그리고 파티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유명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과 다양한
수상 실적 등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겨 주십시오.

실적
●항공회사 상품 설명회 리셉션
●한국 보험회사 디스코 파티
●전기 브랜드 베트남지점 파티
●자동차 관련 회사 파티
●의료계 회사 시상식&파티
●컨설팅계 회사 좌식 파티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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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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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항공회사 상품 설명회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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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거대한
춤추듯
용궁의

수조를 무대로
헤엄치는 물고기 떼
환영 행사

지금까지의 실적 MICE×엔터테인먼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

대여

〇

【F A X】

0980-48-4444

【이용시간】

18:30~22:30(설치, 준비, 본식, 퇴장, 정리 포함)

【정기휴일】
【장ㅤㅤ소】

구니가미군 모토부초 아자 이시카와 424

【수용인원】

10〜2월 말일（휴관일, 성수기 및 수족관이 정한 날은 제외）
12월 첫째 주 수요일과 다음날

【전화번호】

0980-48-3748

【Hㅤ ㅤ P】

입식 약 100명, 좌식 약 70명

물고기 떼도 함께!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수조 ‘구로시오의 바다’ 앞에 설치된 스테이지에서 류큐 무용, 민요, 재즈, 클래식 등이 연주됩니다.
백댄서마냥 춤추는 물고기 떼를 배경으로 선보이는 류큐 무용은 마치 용궁의 선녀처럼 아름답습니다.
재즈나 클래식 연주회에서는 물고기 떼가 노래에 맞춰 헤엄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 수조 속의 물고기들을 배려해 화려하지
않은 조명을 사용합니다. 은은한 수조의
빛과 캔들의 불빛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 주변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로
제공되는 입식 뷔페, 정찬 풀코스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코발트블루 빛 세계에서
매혹적인 파티를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의 메인 수조인 ‘구로시오의 바다’ 정면이 MICE 회장으로
이용됩니다. 높이 8.2m×폭 22.5m의 거대한 아크릴 패널 너머 푸른 세계가 회장을 감싸
안으며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고래상어와 열대 쥐가오리 등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황홀해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만듭니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환상적이고 우아한 분위기에서 파티를 즐겨보세요.

담당자의 한마디
고래상어와 열대 쥐가오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구로시오의 바다’를 배경으로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의 MICE 파티를 만나보세요.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스태프

1

2

3 거대한 수조 속 다채로운 물고기 떼를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나 금세 매료되어
흥분과 감동의 바닷속 세계로 빠져들고
맙니다.

3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오키나와와 바다의 만남’을 테마로 한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은 산호초 여울에서 오키나와
앞바다를 순환하는 구로시오 해를 지나, 깊고 어두운
심해로 빠져 들듯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메인 수조인 ‘구로시오의 바다’의 크기는 깊이 10m,
폭 35m, 길이 27m, 용량 7,500㎥이며 수조 정면
공간이 MICE 회장으로 이용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인 고래상어와 대형 열대 쥐가오리,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떼 지어 헤엄치는 회유어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고래상어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 특별하고 멋진
기념 사진을 남겨보세요.

실적
●각 기업의 주년 파티
●국제회의, 학회 등의 애프터 파티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거대한
춤추듯
용궁의

수조를 무대로
헤엄치는 물고기 떼
환영 행사

지금까지의 실적 MICE×엔터테인먼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

대여

〇

【F A X】

0980-48-4444

【이용시간】

18:30~22:30(설치, 준비, 본식, 퇴장, 정리 포함)

【정기휴일】
【장ㅤㅤ소】

구니가미군 모토부초 아자 이시카와 424

【수용인원】

10〜2월 말일（휴관일, 성수기 및 수족관이 정한 날은 제외）
12월 첫째 주 수요일과 다음날

【전화번호】

0980-48-3748

【Hㅤ ㅤ P】

입식 약 100명, 좌식 약 70명

물고기 떼도 함께!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수조 ‘구로시오의 바다’ 앞에 설치된 스테이지에서 류큐 무용, 민요, 재즈, 클래식 등이 연주됩니다.
백댄서마냥 춤추는 물고기 떼를 배경으로 선보이는 류큐 무용은 마치 용궁의 선녀처럼 아름답습니다.
재즈나 클래식 연주회에서는 물고기 떼가 노래에 맞춰 헤엄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 수조 속의 물고기들을 배려해 화려하지
않은 조명을 사용합니다. 은은한 수조의
빛과 캔들의 불빛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 주변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로
제공되는 입식 뷔페, 정찬 풀코스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코발트블루 빛 세계에서
매혹적인 파티를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의 메인 수조인 ‘구로시오의 바다’ 정면이 MICE 회장으로
이용됩니다. 높이 8.2m×폭 22.5m의 거대한 아크릴 패널 너머 푸른 세계가 회장을 감싸
안으며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고래상어와 열대 쥐가오리 등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황홀해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만듭니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환상적이고 우아한 분위기에서 파티를 즐겨보세요.

담당자의 한마디
고래상어와 열대 쥐가오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구로시오의 바다’를 배경으로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의 MICE 파티를 만나보세요.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스태프

1

2

3 거대한 수조 속 다채로운 물고기 떼를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나 금세 매료되어
흥분과 감동의 바닷속 세계로 빠져들고
맙니다.

3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오키나와와 바다의 만남’을 테마로 한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은 산호초 여울에서 오키나와
앞바다를 순환하는 구로시오 해를 지나, 깊고 어두운
심해로 빠져 들듯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메인 수조인 ‘구로시오의 바다’의 크기는 깊이 10m,
폭 35m, 길이 27m, 용량 7,500㎥이며 수조 정면
공간이 MICE 회장으로 이용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인 고래상어와 대형 열대 쥐가오리,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떼 지어 헤엄치는 회유어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고래상어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 특별하고 멋진
기념 사진을 남겨보세요.

실적
●각 기업의 주년 파티
●국제회의, 학회 등의 애프터 파티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광대한 부지에 뿌리내린 귀중한 식물
일본 최대의 빅 가든 MICE를 이곳에서 즐겨보세요!

디너&런치 파티는 물론 전시회와 이벤트까지
특별한 기분 전환을 위한 선상 MICE

디너 크루즈 모비딕호
오키나와 본섬에 하나뿐인
선박 레스토랑

동남식물낙원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098-939-2564

【이용시간】

일요일~목요일 9:00~18:00(입장 마감 17:00)

〇

회의

×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대형
선박 모비딕호에서 레스토랑 플로어의
전시회나 꽃꽂이 강습회, 오픈 데크의
각종 세레모니 등 넓은 선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파티를
만나보세요.

【F A X】

파티

잔잔한 만 사이를 운항하며 크루즈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
종류의 코스 요리와 뷔페, BBQ, 치즈
퐁듀 등 계절에 어울리는 식사를
준비해 드립니다.

웨스트 마린

구데켄 겐타 씨

【장ㅤㅤ소】 나하시 돈도초 2-1
【이용시간】
나하부두 선객 대합실 1F
【정기휴일】
【전화번호】 098-866-0489
【수용인원】
【F A X】 098-867-3489
【H ㅤ ㅤ P】 http://www.westmarine.co.jp/

8:00~20:30 (예약 접수 시간)
매일 운항 (연 1회 부두 운휴)
2F 레스토랑 플로어 좌석 200명/
3F 오픈 데크 좌석 100명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승선 장소는 주변의
수많은 호텔과 국제거리 등의 번화가와도 가까워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오키나와의 바다는 물론, 리조트 특유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만끽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금, 토요일, 공휴일 전날 9:00~22:00(입장 마감 21:00)
【장ㅤㅤ소】

오키나와시 지바나 2146

【정기휴일】

없음

【전화번호】

098-939-2555

【수용인원】

(대왕 야자 광장) 입식 1500명
(프렌즈) 입식 360명, 원탁 250명

일본에도 외국에도 없는
오키나와만의 낙원 비오톱

【Hㅤ ㅤ P】

포인트!

http://www.southeast-botanical.jp/

담당자의 한마디

4만 5천평의 부지에 국내외에서 수집한 1,300종 이상의 아열대 및 열대 식물을 약 40
년에 걸쳐 재배하며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등
희귀 식물이 생기 있게 자라나고 있는 기적의 낙원에서 1,500명 규모의 가든 파티,
이벤트, 전시회 등을 만나보세요. 이외에도 식물을 활용한 팀 빌딩 메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물학자나 마니아도 놀랄만한 희귀 식물이
다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본 유일의 대왕
야자 가로수와 바오밥 나무, 계절마다
화려함을 뽐내는 꽃 등 다양한 포토스팟이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합니다.
동남식물낙원
세일즈마케팅부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에 안겨
바닷속 세상을 구경하는 미야코 섬의 선상파티

모리시마 야스토 씨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1 세광장 중 한 곳을 선택해 개최하는
가든파티입니다.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고객 여러분의 니즈에 맞춰 플래닝해
드립니다.
2 낙원의 전속 쉐프는 어떤 주문에도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허브를
활용한 보기에도 화려한 메뉴는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2

3 팀빌딩은 대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단결력을 높이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개인의 주체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3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오키나와 자동차도로의 인터체인지와 가까워
공항이나 호텔로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자연의
활용해 몸을 움직이며 즐기는 다채로운 팀 빌딩
메뉴는 활동적인 해외기업의 고객 여러분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거나 표창식을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사원 여행, 포상 휴가에

알맞은 팀빌딩 플랜입니다. 텐트와 레스토랑도
완비되어 있어 비가 내려도 걱정없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패밀리 이벤트나 연회로도
이용되는 등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합니다.

실적
●제약회사 인센티브 파티
●국내기업 사내 운동회& 파티

물고기와 바다거북을 만날 수 있는 런치 크루징

세상을 구경하며 아쿠아 뷰를 즐기다 보면,
운 좋게 헤엄치는 바다거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진
환상적인 공간에서의 특별한 파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회의

×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장ㅤㅤ소】

담당자의 한마디

들여다 보입니다. 보텀 데크에서 바닷속

〇

포인트!

미야코 섬의 바다는 너무나도 맑고 투명해
배 위에서도 물고기와 산호초가 훤히

파티

바닷속 세상을 구경하는 런치 크루즈,
이라부 대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모닝
크루즈,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즐기는
디너 크루즈 등 시간에 따라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최고의 뷰 포인트로
안내해 드립니다.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스태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시모자토
【이용시간】 마린 터미널 2F
108-11
【정기휴일】 부정기 휴일
【전화번호】 0980-72-6641
【수용인원】 300명・런치 크루징은 60명
【F A X】 0980-79-0408
【H ㅤ ㅤ P】 https://www.hayate-montblanc.com/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클래식한 영국 여객선처럼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인테리어된 선박 내부가 기품 넘치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식사
메뉴는 일본식과 양식 뷔페로 준비해 드리며, 특산품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광대한 부지에 뿌리내린 귀중한 식물
일본 최대의 빅 가든 MICE를 이곳에서 즐겨보세요!

디너&런치 파티는 물론 전시회와 이벤트까지
특별한 기분 전환을 위한 선상 MICE

디너 크루즈 모비딕호
오키나와 본섬에 하나뿐인
선박 레스토랑

동남식물낙원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098-939-2564

【이용시간】

일요일~목요일 9:00~18:00(입장 마감 17:00)

〇

회의

×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대형
선박 모비딕호에서 레스토랑 플로어의
전시회나 꽃꽂이 강습회, 오픈 데크의
각종 세레모니 등 넓은 선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파티를
만나보세요.

【F A X】

파티

잔잔한 만 사이를 운항하며 크루즈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
종류의 코스 요리와 뷔페, BBQ, 치즈
퐁듀 등 계절에 어울리는 식사를
준비해 드립니다.

웨스트 마린

구데켄 겐타 씨

【장ㅤㅤ소】 나하시 돈도초 2-1
【이용시간】
나하부두 선객 대합실 1F
【정기휴일】
【전화번호】 098-866-0489
【수용인원】
【F A X】 098-867-3489
【H ㅤ ㅤ P】 http://www.westmarine.co.jp/

8:00~20:30 (예약 접수 시간)
매일 운항 (연 1회 부두 운휴)
2F 레스토랑 플로어 좌석 200명/
3F 오픈 데크 좌석 100명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승선 장소는 주변의
수많은 호텔과 국제거리 등의 번화가와도 가까워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오키나와의 바다는 물론, 리조트 특유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만끽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금, 토요일, 공휴일 전날 9:00~22:00(입장 마감 21:00)
【장ㅤㅤ소】

오키나와시 지바나 2146

【정기휴일】

없음

【전화번호】

098-939-2555

【수용인원】

(대왕 야자 광장) 입식 1500명
(프렌즈) 입식 360명, 원탁 250명

일본에도 외국에도 없는
오키나와만의 낙원 비오톱

【Hㅤ ㅤ P】

포인트!

http://www.southeast-botanical.jp/

담당자의 한마디

4만 5천평의 부지에 국내외에서 수집한 1,300종 이상의 아열대 및 열대 식물을 약 40
년에 걸쳐 재배하며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등
희귀 식물이 생기 있게 자라나고 있는 기적의 낙원에서 1,500명 규모의 가든 파티,
이벤트, 전시회 등을 만나보세요. 이외에도 식물을 활용한 팀 빌딩 메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물학자나 마니아도 놀랄만한 희귀 식물이
다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본 유일의 대왕
야자 가로수와 바오밥 나무, 계절마다
화려함을 뽐내는 꽃 등 다양한 포토스팟이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합니다.
동남식물낙원
세일즈마케팅부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에 안겨
바닷속 세상을 구경하는 미야코 섬의 선상파티

모리시마 야스토 씨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1 세광장 중 한 곳을 선택해 개최하는
가든파티입니다.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고객 여러분의 니즈에 맞춰 플래닝해
드립니다.
2 낙원의 전속 쉐프는 어떤 주문에도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허브를
활용한 보기에도 화려한 메뉴는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2

3 팀빌딩은 대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단결력을 높이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개인의 주체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3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오키나와 자동차도로의 인터체인지와 가까워
공항이나 호텔로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자연의
활용해 몸을 움직이며 즐기는 다채로운 팀 빌딩
메뉴는 활동적인 해외기업의 고객 여러분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거나 표창식을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사원 여행, 포상 휴가에

알맞은 팀빌딩 플랜입니다. 텐트와 레스토랑도
완비되어 있어 비가 내려도 걱정없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패밀리 이벤트나 연회로도
이용되는 등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합니다.

실적
●제약회사 인센티브 파티
●국내기업 사내 운동회& 파티

물고기와 바다거북을 만날 수 있는 런치 크루징

세상을 구경하며 아쿠아 뷰를 즐기다 보면,
운 좋게 헤엄치는 바다거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진
환상적인 공간에서의 특별한 파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회의

×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장ㅤㅤ소】

담당자의 한마디

들여다 보입니다. 보텀 데크에서 바닷속

〇

포인트!

미야코 섬의 바다는 너무나도 맑고 투명해
배 위에서도 물고기와 산호초가 훤히

파티

바닷속 세상을 구경하는 런치 크루즈,
이라부 대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모닝
크루즈,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즐기는
디너 크루즈 등 시간에 따라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최고의 뷰 포인트로
안내해 드립니다.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스태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아자 시모자토
【이용시간】 마린 터미널 2F
108-11
【정기휴일】 부정기 휴일
【전화번호】 0980-72-6641
【수용인원】 300명・런치 크루징은 60명
【F A X】 0980-79-0408
【H ㅤ ㅤ P】 https://www.hayate-montblanc.com/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클래식한 영국 여객선처럼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인테리어된 선박 내부가 기품 넘치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식사
메뉴는 일본식과 양식 뷔페로 준비해 드리며, 특산품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전세 보트에서 만끽하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한 때 크루즈&디너

100년 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마을이
활기차고 화려한 춤과 노래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탄 하버

류큐무라

브루어리&레스토랑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장ㅤㅤ소】

나카가미군 자탄초 아자 미하마 53-1

【전화번호】

098-926-1118

대여

〇

昼のみ

【이용시간】

상담 가능

【정기휴일】

없음

【수용인원】

280명, 크루징 30명

【Hㅤ ㅤ P】

http://www.chatanharbor.jp/

파티

〇

【장ㅤㅤ소】
【전화번호】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구니가미군 온나손 야마다 1130
098-965-1234

【F A X】

098-965-3457

【이용시간】

파티 18:00~

【정기휴일】

없음

【수용인원】

고민가 10~40명 극장 입식 약 350명, 좌석 200명

【Hㅤ ㅤ P】

http://www.ryukyumura.co.jp/

포인트!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을 중심으로
보트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시설

담당자의 한마디

보트 내 브루어리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갓 양조된 신선한 오리지널 크래프트 맥주
‘자탄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바와,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릴 요리와 씨푸드, 원
파운드 스테이크 등이 제공되는 레스토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중국해가 보이는 전세
크루즈에 몸을 맡기고, 고급스러운 요리와 특별한 애프터 파티가 연출하는 가슴 설레는
시간을 만끽해보세요.

자탄초에 짙게 배어든 미국 문화는
오키나와 특유의 식자재와 조리법을
만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요리로
재탄생했습니다. 레스토랑과 브루어리,
캐터머랜 보트를 갖춘 복합 시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포인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민가에서
시간여행을 떠나자

담당자의 한마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민가를 옮겨와 약 100년 전 오키나와 마을의 모습으로 재현한
문화 테마파크입니다.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연회를 즐길 수 있는 고민가 대여 플랜이나
300명 규모의 파티가 가능한 극장 돔 대여 플랜, 그리고 전통 예능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
대여 플랜 등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선택해보세요. 이벤트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진행 및 기획에 맞는 의상 대여나 참가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연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1 화려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
2 가볍고 상쾌한 라거부터 농후하고

화려한 풍미의 페일 에일까지, 5종류의
오리지널 크래프트 맥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라거 맥주로 맛을 낸
진주담치찜 등 맥주와 궁합이 잘 맞는
메뉴와 함께 즐겨보세요.

2

3

3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최적의
위치 등 파티와 행사에 알맞은 공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MICE 회장 가까이에 있는 마리나에서 보트에 완 벽 하 게 준 비 된 최 고 급 복 합 형
승선한 후, 크루즈를 즐기며 레스토랑으로 레스토랑입니다.
이동합니다. 선상 파티나 선셋 크루즈 등
원하는 방식으로 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보트, 차분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호텔 출신 쉐프가 요리한
특별한 요리, 스마트한 고객 서비스까지

2 오키나와현산 돼지로 만든 통구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 드립니다. 맛은 물론,
보기에도 임팩트 넘치는 창작 뷔페
요리입니다.

1

2

3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민가 플랜을
선택하면, 오키나와의 전통악기 산신의
라이브 연주를 들으며 여유롭게 창작 류큐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3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실적
●국내외 인센티브 여행 런치,
ㅤ디너 서비스, 행사 겸 입식 파티
ㅤ(150명 규모)

류큐무라

나카소네 미사코 씨

1 커다란 무대와 넓은 플로어가 마련된
실내 극장 돔에서는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석.

1

류큐무라의 직원이 직접 전통 예능을
공연하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요청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 관람이 아닌 참가형, 서프라이즈형
연출도 준비되어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걱정 없는 실내 극장 돔에서
프로젝터를 이용한 영화 상영회나 표창식 등
폭넓은 이벤트를 개최해보세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식자재만을 고집하며 재료의
장점을 살린 창작 요리를 인원수, 규모, 파티
스타일에 맞춰 제공해 드립니다. 대여 플랜을
류큐 전통의상 체험이나 공예 체험 등과

조합하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인 고민가의
운치 넘치는 분위기와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파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적
●해외 단체 인센티브 여행, 이벤트 애프터 파티
●사원 여행 고민가 파티 플랜
●학회 및 대회의 애프터 파티
ㅤ(250~300명 규모)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전세 보트에서 만끽하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한 때 크루즈&디너

100년 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마을이
활기차고 화려한 춤과 노래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탄 하버

류큐무라

브루어리&레스토랑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장ㅤㅤ소】

나카가미군 자탄초 아자 미하마 53-1

【전화번호】

098-926-1118

대여

〇

昼のみ

【이용시간】

상담 가능

【정기휴일】

없음

【수용인원】

280명, 크루징 30명

【Hㅤ ㅤ P】

http://www.chatanharbor.jp/

파티

〇

【장ㅤㅤ소】
【전화번호】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구니가미군 온나손 야마다 1130
098-965-1234

【F A X】

098-965-3457

【이용시간】

파티 18:00~

【정기휴일】

없음

【수용인원】

고민가 10~40명 극장 입식 약 350명, 좌석 200명

【Hㅤ ㅤ P】

http://www.ryukyumura.co.jp/

포인트!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을 중심으로
보트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시설

담당자의 한마디

보트 내 브루어리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갓 양조된 신선한 오리지널 크래프트 맥주
‘자탄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바와,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릴 요리와 씨푸드, 원
파운드 스테이크 등이 제공되는 레스토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중국해가 보이는 전세
크루즈에 몸을 맡기고, 고급스러운 요리와 특별한 애프터 파티가 연출하는 가슴 설레는
시간을 만끽해보세요.

자탄초에 짙게 배어든 미국 문화는
오키나와 특유의 식자재와 조리법을
만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요리로
재탄생했습니다. 레스토랑과 브루어리,
캐터머랜 보트를 갖춘 복합 시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포인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민가에서
시간여행을 떠나자

담당자의 한마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민가를 옮겨와 약 100년 전 오키나와 마을의 모습으로 재현한
문화 테마파크입니다.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연회를 즐길 수 있는 고민가 대여 플랜이나
300명 규모의 파티가 가능한 극장 돔 대여 플랜, 그리고 전통 예능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
대여 플랜 등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선택해보세요. 이벤트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진행 및 기획에 맞는 의상 대여나 참가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연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1 화려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
2 가볍고 상쾌한 라거부터 농후하고

화려한 풍미의 페일 에일까지, 5종류의
오리지널 크래프트 맥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라거 맥주로 맛을 낸
진주담치찜 등 맥주와 궁합이 잘 맞는
메뉴와 함께 즐겨보세요.

2

3

3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최적의
위치 등 파티와 행사에 알맞은 공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MICE 회장 가까이에 있는 마리나에서 보트에 완 벽 하 게 준 비 된 최 고 급 복 합 형
승선한 후, 크루즈를 즐기며 레스토랑으로 레스토랑입니다.
이동합니다. 선상 파티나 선셋 크루즈 등
원하는 방식으로 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보트, 차분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호텔 출신 쉐프가 요리한
특별한 요리, 스마트한 고객 서비스까지

2 오키나와현산 돼지로 만든 통구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 드립니다. 맛은 물론,
보기에도 임팩트 넘치는 창작 뷔페
요리입니다.

1

2

3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민가 플랜을
선택하면, 오키나와의 전통악기 산신의
라이브 연주를 들으며 여유롭게 창작 류큐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3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실적
●국내외 인센티브 여행 런치,
ㅤ디너 서비스, 행사 겸 입식 파티
ㅤ(150명 규모)

류큐무라

나카소네 미사코 씨

1 커다란 무대와 넓은 플로어가 마련된
실내 극장 돔에서는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석.

1

류큐무라의 직원이 직접 전통 예능을
공연하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요청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 관람이 아닌 참가형, 서프라이즈형
연출도 준비되어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걱정 없는 실내 극장 돔에서
프로젝터를 이용한 영화 상영회나 표창식 등
폭넓은 이벤트를 개최해보세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식자재만을 고집하며 재료의
장점을 살린 창작 요리를 인원수, 규모, 파티
스타일에 맞춰 제공해 드립니다. 대여 플랜을
류큐 전통의상 체험이나 공예 체험 등과

조합하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인 고민가의
운치 넘치는 분위기와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파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적
●해외 단체 인센티브 여행, 이벤트 애프터 파티
●사원 여행 고민가 파티 플랜
●학회 및 대회의 애프터 파티
ㅤ(250~300명 규모)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얀바루 산지에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된
오키나와 취락

류큐 왕조 시대의 성하마을을 충실하게 재현한
숙박형 체제 시설

류큐 무사 저택 자나테이
101 종류의 체험 콘텐츠를 갖춘
류큐 저택에서의 파티

백년고택
백년고가 우후야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F A X】

0980-43-0102

【이용시간】

점심: 11:00~16:30

TV 드라마의 오픈 세트장을 활용한
테마 파크입니다. 부지 내에는 체험
공방, 류큐 저택 요정, 호텔, 준
천연온천, 회의실, 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난 듯 찬란했던 왕조 문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18:00~22:00
【장ㅤㅤ소】

나고시 나카야마 90

【정기휴일】

없음

【전화번호】

0980-53-0280

【수용인원】

130명

【Hㅤ ㅤ P】

http://www.ufuya.com/

그리운 옛 풍경 속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고민가 연회

〇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공방 체험, 근처 농가에서의 수확 체험,
지역의 주부에게 배우는 가정 요리
체험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리얼 체험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MICE 단체 고객도 환영합니다.
체험 왕국 무라사키무라

구니요시 준 씨

【장ㅤㅤ소】
【전화번호】
【F A X】
【H ㅤ ㅤ P】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아자 다카시호 1020-1
098-958-1111
098-958-1109
http://murasakimura.com/

대여

〇

11:00〜21:00
없음
100명

【이용시간】
【정기휴일】
【수용인원】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지난 2000년 류큐 정상회담 때도 이용되었던
시설입니다. 스테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선보이는
노래와 춤 공연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축제 한마당을
연출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쾌적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민가의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성과 편리성을 갖춘 시설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다리를 내릴 수 있는 좌식
테이블과 일반 테이블로 구성된 좌석은
장시간 앉아 있어도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이시가키섬의 고민가에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즐기는 팀 활동&파티

백년고택 우후야

아사토 유야 씨

2 고민가 취락에서 감상하는 전통 예능은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조용하고 잔잔하게 울리는 라이브 재즈나
클래식을 추천 드립니다.

3

3 안뜰에서는 입식 파티도
가능합니다.조명학회의 우수조명시설
규슈지부장상을 수상한 야간 조명이 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산간 지역에 호젓하게 자리한 우후야는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함께 오키나와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처럼
단순 감상용이 아닌, 실제 사용하기 위해
옮겨진 민가는 일본에서도 매우 보기
드뭅니다. 시설 내부는 모든 연령층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5채의 민가는 각각
표창식장, 파티 회장, 사무국 대기실 등 목적에

회의

포인트!

이시가키 야이마무라

1 가장 인기있는 이시가키산 소고기
샤브샤브 코스는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즐길 수 있도록 1인 1전골로 제공됩니다.

2

〇

담당자의 한마디

나고 시내에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와 약간 떨어진 곳에 오키나와 옛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취락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약 100년 전에 건축된 고민가 8채를
옮겨와 새로 복원한 오키나와 소바 및 류큐 요리 전문점입니다. 5채의 민가가 안뜰을
둘러싸고 있는 별정은 파티용 회장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모든 가옥이 안뜰을 바라보는
구조로, 정원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 사회 진행이나 인사,
엔터테인먼트 등의 행사에 적합합니다.

1

파티

따라 쓰임새를 나눠 활용할 수 있으며 파티 전
회의실이나 이벤트 회장으로도 알맞습니다.
안뜰은 입식 뷔페 파티, 엔터테인먼트
스테이지, 스크린 또는 프로젝터를 이용한
상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적
●국제회의 애프터 파티
●기업 인센티브 고민가 파티

독특한 시간이 흐르는 이시가키섬에서
단결력을 강화하는 섬 MICE를 즐기자
국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민가들이
야에야마 지역의 옛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오키나와의
전통악기 산바(타악기)나 산신(샤미센), 춤
등을 연습한 뒤, 파티 회장에서 함께
공연하는 문화 체험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만의 독특함을
경험하며 팀의 단결력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공원 내에는 음악 이벤트, 댄스 발표회
등 폭넓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이 있으며, 팀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이는 맹그로브 숲 속 카약 투어 등의
다채로운 액티비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시가키 야이마무라

스미요시 류지 씨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장ㅤㅤ소】

이시가키시 나구라 967-1

【전화번호】

0980-82-8798

〇

체험
프로그램

〇

【이용시간】

대여

〇

9:00～17:30
(저녁식사 제공 가능)

【F A X】 0980-83-4620

【정기휴일】

없음

【H ㅤ ㅤ P】

【수용인원】

상담 필요

http://www.yaimamura.com/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해외 기업의 단체 연수 및 기업의 단체 여행 목적으로는
체험과 파티가 결합된 세트 플랜이 가장 인기입니다.
이외에도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진행되는 밤하늘 별 감상회
등 다양한 기획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얀바루 산지에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된
오키나와 취락

류큐 왕조 시대의 성하마을을 충실하게 재현한
숙박형 체제 시설

류큐 무사 저택 자나테이
101 종류의 체험 콘텐츠를 갖춘
류큐 저택에서의 파티

백년고택
백년고가 우후야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F A X】

0980-43-0102

【이용시간】

점심: 11:00~16:30

TV 드라마의 오픈 세트장을 활용한
테마 파크입니다. 부지 내에는 체험
공방, 류큐 저택 요정, 호텔, 준
천연온천, 회의실, 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난 듯 찬란했던 왕조 문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18:00~22:00
【장ㅤㅤ소】

나고시 나카야마 90

【정기휴일】

없음

【전화번호】

0980-53-0280

【수용인원】

130명

【Hㅤ ㅤ P】

http://www.ufuya.com/

그리운 옛 풍경 속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고민가 연회

〇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공방 체험, 근처 농가에서의 수확 체험,
지역의 주부에게 배우는 가정 요리
체험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리얼 체험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MICE 단체 고객도 환영합니다.
체험 왕국 무라사키무라

구니요시 준 씨

【장ㅤㅤ소】
【전화번호】
【F A X】
【H ㅤ ㅤ P】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아자 다카시호 1020-1
098-958-1111
098-958-1109
http://murasakimura.com/

대여

〇

11:00〜21:00
없음
100명

【이용시간】
【정기휴일】
【수용인원】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지난 2000년 류큐 정상회담 때도 이용되었던
시설입니다. 스테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선보이는
노래와 춤 공연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축제 한마당을
연출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쾌적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민가의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성과 편리성을 갖춘 시설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다리를 내릴 수 있는 좌식
테이블과 일반 테이블로 구성된 좌석은
장시간 앉아 있어도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이시가키섬의 고민가에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즐기는 팀 활동&파티

백년고택 우후야

아사토 유야 씨

2 고민가 취락에서 감상하는 전통 예능은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조용하고 잔잔하게 울리는 라이브 재즈나
클래식을 추천 드립니다.

3

3 안뜰에서는 입식 파티도
가능합니다.조명학회의 우수조명시설
규슈지부장상을 수상한 야간 조명이 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산간 지역에 호젓하게 자리한 우후야는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함께 오키나와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처럼
단순 감상용이 아닌, 실제 사용하기 위해
옮겨진 민가는 일본에서도 매우 보기
드뭅니다. 시설 내부는 모든 연령층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5채의 민가는 각각
표창식장, 파티 회장, 사무국 대기실 등 목적에

회의

포인트!

이시가키 야이마무라

1 가장 인기있는 이시가키산 소고기
샤브샤브 코스는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즐길 수 있도록 1인 1전골로 제공됩니다.

2

〇

담당자의 한마디

나고 시내에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와 약간 떨어진 곳에 오키나와 옛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취락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약 100년 전에 건축된 고민가 8채를
옮겨와 새로 복원한 오키나와 소바 및 류큐 요리 전문점입니다. 5채의 민가가 안뜰을
둘러싸고 있는 별정은 파티용 회장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모든 가옥이 안뜰을 바라보는
구조로, 정원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 사회 진행이나 인사,
엔터테인먼트 등의 행사에 적합합니다.

1

파티

따라 쓰임새를 나눠 활용할 수 있으며 파티 전
회의실이나 이벤트 회장으로도 알맞습니다.
안뜰은 입식 뷔페 파티, 엔터테인먼트
스테이지, 스크린 또는 프로젝터를 이용한
상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적
●국제회의 애프터 파티
●기업 인센티브 고민가 파티

독특한 시간이 흐르는 이시가키섬에서
단결력을 강화하는 섬 MICE를 즐기자
국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민가들이
야에야마 지역의 옛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오키나와의
전통악기 산바(타악기)나 산신(샤미센), 춤
등을 연습한 뒤, 파티 회장에서 함께
공연하는 문화 체험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만의 독특함을
경험하며 팀의 단결력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인트!

담당자의 한마디
공원 내에는 음악 이벤트, 댄스 발표회
등 폭넓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이 있으며, 팀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이는 맹그로브 숲 속 카약 투어 등의
다채로운 액티비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시가키 야이마무라

스미요시 류지 씨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장ㅤㅤ소】

이시가키시 나구라 967-1

【전화번호】

0980-82-8798

〇

체험
프로그램

〇

【이용시간】

대여

〇

9:00～17:30
(저녁식사 제공 가능)

【F A X】 0980-83-4620

【정기휴일】

없음

【H ㅤ ㅤ P】

【수용인원】

상담 필요

http://www.yaimamura.com/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해외 기업의 단체 연수 및 기업의 단체 여행 목적으로는
체험과 파티가 결합된 세트 플랜이 가장 인기입니다.
이외에도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진행되는 밤하늘 별 감상회
등 다양한 기획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류큐 제일의 축성가가 쌓은 걸작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연회를 즐기자

아름다운 고우리 블루가
눈 앞에 펼쳐지는 감동의 파티

고우리 오션 타워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
파티

〇

회의

×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

【F A X】

098-982-9022

【이용시간】

13：00～21：00

【정기휴일】

화요일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장ㅤㅤ소】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아자 자키미 708-6

【수용인원】

200명

【장ㅤㅤ소】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나키진손 아자 고우리 538

【전화번호】

098-958-3141

【Hㅤ ㅤ P】

없음

【전화번호】

0980-56-1616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 윤탄자 뮤지엄

【F A X】

0980-56-1619

【정기휴일】

연중무휴

【수용인원】

10~200명 ※플랜에 따라 상담 가능

【Hㅤ 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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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요미탄손 문화진흥과)

360도 성벽으로 둘러싸인
별세계 고성 파티

담당자의 한마디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운 자키미 성은 전쟁을 대비해 선진적인 건축 기술로 쌓은 성으로,
지금도 매우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후하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성벽은 일종의
‘천연 극장’으로서 예능이나 이벤트 무대로 활용됩니다. 360도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파티
회장으로도 이용되는 제2 성곽은 마치 현재에서 잘려져 나간 듯 이차원적인 공간감을
연출합니다. 오랜 시간 오키나와를 지켜온 아름다운 고성에서 평화로웠던 왕조 시대의
향수를 느껴보세요.

세계유산에서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오키나와현의
오직 하나뿐인 장소입니다. 성벽을
뒤덮은 듯한 거대한 하늘이 붉게 타는
저녁 노을을 만나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며 물드는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입니다.
요미탄손 관광협회

히가 히토시 씨

1 입장 시 성문을 지키는 무사들이 봉술을
구사하며 관객을 호위하는 듯한 연출도
가능합니다. 평화를 누리며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자키미 성의 압도적인 위용이
재현됩니다.

포인트!

오키나와현 최고의 절경과
별이 쏟아질듯한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인기 명소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와 고유의 맛이 느껴지는 지역 술을 즐기며 전통 예능
등의 엔터테인먼트까지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개방적인 스테이지가 매력적인 ‘KUIKIMA PARTY’,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한 캐주얼 뷔페와 가든 BBQ, 파노라마 뷰를 눈에 담을 수 있는 레스토랑의
풀코스 등 다양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을 약속
드립니다.

담당자의 한마디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개방적인
공간에서 즐기는 가든 대여 파티와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대여 파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설렘, 그리고
비일상적인 감각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특별한 공간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조합하면 팀의 단결력을
높이는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ICE 담당자

마쓰모토 씨

2 성벽을 배경으로 오랜 시간 계승된 다양한
전통 예능이 펼쳐집니다. 참가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1

2

3

3 류큐 전통의상을 입고 자유롭게
산책하는 플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운
색감의 화려한 기모노는 여성 고객들께
특히 인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일찍부터 유니크베뉴로 활용되며 수많은
실적을 쌓아 온 시설입니다. 서해 바다를 향해
저무는 석양은 리조트 특유의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일몰 후 야간 조명을 비춘 성벽은
꿈처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성의
규모가 작아 야간 조명이나 설비 등을 쉽게
어레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식사는 호텔과 레스토랑의 케이터링 메뉴로

고객의 취향에 따라 고급스럽게 제공되며,
원탁 풀코스부터 포장마차 스타일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즐기는 파티는 마치 성의
주인이 된 듯한 특별한 기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실적
●각종 학회의 애프터 파티
●웨딩 파티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라이브 키친이 참신하고 재미있었어요.
・화장실과 흡연실 등은 대여 고객만 사용할 수
・멋진 경치와 해방감이 특별한 공간이예요. 있어서 편리했어요.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을 맛볼 수 있어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식사는 화려하고 맛도 아주 좋았어요. 다시
이용하고 싶어요.

실적
●고급 화장품 회사 인센티브 파티
ㅤ140명×2개 단체
●대기업 생명보험회사 인센티브 파티 80명
●대기업 공구 브랜드 인센티브 파티 60명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그 외 다수
※ FAM 투어, 학회 애프터 파티, 각종 촬영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류큐 제일의 축성가가 쌓은 걸작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연회를 즐기자

아름다운 고우리 블루가
눈 앞에 펼쳐지는 감동의 파티

고우리 오션 타워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
파티

〇

회의

×

전시회

×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

【F A X】

098-982-9022

【이용시간】

13：00～21：00

【정기휴일】

화요일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장ㅤㅤ소】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아자 자키미 708-6

【수용인원】

200명

【장ㅤㅤ소】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나키진손 아자 고우리 538

【전화번호】

098-958-3141

【Hㅤ ㅤ P】

없음

【전화번호】

0980-56-1616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 윤탄자 뮤지엄

【F A X】

0980-56-1619

【정기휴일】

연중무휴

【수용인원】

10~200명 ※플랜에 따라 상담 가능

【Hㅤ 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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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요미탄손 문화진흥과)

360도 성벽으로 둘러싸인
별세계 고성 파티

담당자의 한마디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운 자키미 성은 전쟁을 대비해 선진적인 건축 기술로 쌓은 성으로,
지금도 매우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후하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성벽은 일종의
‘천연 극장’으로서 예능이나 이벤트 무대로 활용됩니다. 360도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파티
회장으로도 이용되는 제2 성곽은 마치 현재에서 잘려져 나간 듯 이차원적인 공간감을
연출합니다. 오랜 시간 오키나와를 지켜온 아름다운 고성에서 평화로웠던 왕조 시대의
향수를 느껴보세요.

세계유산에서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오키나와현의
오직 하나뿐인 장소입니다. 성벽을
뒤덮은 듯한 거대한 하늘이 붉게 타는
저녁 노을을 만나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며 물드는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입니다.
요미탄손 관광협회

히가 히토시 씨

1 입장 시 성문을 지키는 무사들이 봉술을
구사하며 관객을 호위하는 듯한 연출도
가능합니다. 평화를 누리며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자키미 성의 압도적인 위용이
재현됩니다.

포인트!

오키나와현 최고의 절경과
별이 쏟아질듯한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인기 명소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와 고유의 맛이 느껴지는 지역 술을 즐기며 전통 예능
등의 엔터테인먼트까지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개방적인 스테이지가 매력적인 ‘KUIKIMA PARTY’,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한 캐주얼 뷔페와 가든 BBQ, 파노라마 뷰를 눈에 담을 수 있는 레스토랑의
풀코스 등 다양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을 약속
드립니다.

담당자의 한마디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개방적인
공간에서 즐기는 가든 대여 파티와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대여 파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설렘, 그리고
비일상적인 감각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특별한 공간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조합하면 팀의 단결력을
높이는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ICE 담당자

마쓰모토 씨

2 성벽을 배경으로 오랜 시간 계승된 다양한
전통 예능이 펼쳐집니다. 참가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1

2

3

3 류큐 전통의상을 입고 자유롭게
산책하는 플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운
색감의 화려한 기모노는 여성 고객들께
특히 인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일찍부터 유니크베뉴로 활용되며 수많은
실적을 쌓아 온 시설입니다. 서해 바다를 향해
저무는 석양은 리조트 특유의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일몰 후 야간 조명을 비춘 성벽은
꿈처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성의
규모가 작아 야간 조명이나 설비 등을 쉽게
어레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식사는 호텔과 레스토랑의 케이터링 메뉴로

고객의 취향에 따라 고급스럽게 제공되며,
원탁 풀코스부터 포장마차 스타일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즐기는 파티는 마치 성의
주인이 된 듯한 특별한 기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실적
●각종 학회의 애프터 파티
●웨딩 파티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라이브 키친이 참신하고 재미있었어요.
・화장실과 흡연실 등은 대여 고객만 사용할 수
・멋진 경치와 해방감이 특별한 공간이예요. 있어서 편리했어요.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을 맛볼 수 있어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식사는 화려하고 맛도 아주 좋았어요. 다시
이용하고 싶어요.

실적
●고급 화장품 회사 인센티브 파티
ㅤ140명×2개 단체
●대기업 생명보험회사 인센티브 파티 80명
●대기업 공구 브랜드 인센티브 파티 60명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그 외 다수
※ FAM 투어, 학회 애프터 파티, 각종 촬영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낮에는 경치를 감상하며 BBQ 파티
밤에는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닥불 파티”

BBQ 시설

이코이노 광장 Ti-da33

파티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F A X】

098-958-0039

【이용시간】
【정기휴일】

10:00〜22:00
없음

【장ㅤㅤ소】
【전화번호】
【Hㅤ ㅤ P】

【장ㅤㅤ소】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아자 우자 1861

【수용인원】

75~420명 420명 이상일 경우 상담 가능

【전화번호】

098-958-0038

【Hㅤ ㅤ P】

http://www.ti-da33.com/bbq.html

포인트!

석양을 배경으로 즐기는
모닥불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한마디

해변과 잔파 곶에 인접해 와일드한 아웃도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는 여러가지
재료를 꼬치에 꿰어 장작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직화 BBQ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BQ
파티를 마친 후에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닥불
커뮤니케이션을 즐겨보세요. 일렁이는 불꽃이 참가자들의 감정과 미묘하게 파장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본심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동료의식을 고취시켜 줍니다. 해변가에서 안전하게
모닥불 파티를 할 수 있는 오키나와현에서도 보기 드문 시설입니다.

오키나와의 자연 속에서 멋지고
안전하게 아웃도어 연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BBQ 시설과
모닥불 설비를 증설하며 새로운 플랜도
계획하고 있사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코이노 광장

Ti-da33

1 오키나와의 식재료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재해석한 ‘류큐 아메리칸’과
오키나와현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오키나와
스타일’의 두 가지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12명용 육각형 파이어 핏. 벤치 위에
쿠션을 올리면 여유롭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로 변신합니다.

1

2

3

3 공원 내 광장에는 붉은 기와를 얹은

BBQ용 건물 11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아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잔파 곶의 백아의 등대, 새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 융단처럼 깔린 푸른 잔디,
관목으로 덮인 산책로 등 선명한 색의 대비와
남국의 리조트 분위기가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광장에는 테니스 코트, 축구장, 체험 동물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 리조트 호텔이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벤트
전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MICE
로의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광대한 부지의
장점을 살려 대형 스테이지를 설치하거나 회장
주변을 포장마차 거리로 세팅해 이벤트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어보세요.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총 길이 700m

추라 SUN 비치

실적
●오키나와현 외부 기업 사원 연수
●실업단 스포츠 팀 합숙
●한국 기업 인센티브 투어

BBQ 텐트 54채가 마련되어 있어 대규모 비치

BBQ
도구 대여

도미구스쿠시 도요사키 5-1
098-850-1139
http://churasun-beach.com/

선셋 비치
파티

【장ㅤㅤ소】
【전화번호】
【Hㅤ ㅤ P】

BBQ
도구 대여

의 롱 비치입니다. 15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〇

전시회

나카가미군 자탄초 미하마 2
098-936-8273
http://www.uminikansya.com/

【F A X】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장ㅤㅤ소】
【전화번호】
【Hㅤ ㅤ P】

BBQ
도구 대여

〇

기노완시 마시키 4-2-1
098-897-2759
http://www.ginowantropicalbeach.jp/

비비 비치 이토만
파티

【장ㅤㅤ소】
【전화번호】
【Hㅤ ㅤ P】

BBQ
도구 대여

〇

【F A X】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F A X】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098-936-8295
10:00〜20:00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중
없음
2500엔~4000엔

【장ㅤㅤ소】
【전화번호】

BBQ
도구 대여

〇

난조시 지넨 아자 아자마 1141-3
098-948-3521

해변을 활용한 팀 대항 스포츠 대회 등의 자체
기획도 가능합니다.

영화관, 개성적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쇼핑몰
‘아메리칸 빌리지’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호텔과도 가까워 이동은 물론, 관광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내에 있는 해변입니다. 공원의 야외 극장이나
098-917-5467
10:00〜21:00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중
없음
5000엔~8000엔

근처의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BBQ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를
마친 후 애프터 파티 장소로 활용하기에 알맞은
공간입니다.
새하얀 모래사장과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른 바다가
매력적인 해변입니다. 이토만 어항 만남의 공원

【F A X】
【이용 시간】

098-840-3454
10:00〜20:00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연중
11월~3월은 매주 화요일, 연말연시
문의해 주십시오

아자마 산산 비치
파티

등 풍부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으며 넓은

나하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의 기노완 해변 공원

(11월~3월은 ~19:00)

이토만시 니시자키초 1-6-15
098-840-3451
http://bibibeach.com/

파티에도 적합합니다. 마린 스포츠와 비치 스포츠

미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해변입니다. 관람차,

기노완 트로피컬 비치
파티

098-850-1143
4월~10월 10:00~20:00
11월~3월 10:00~18:00
연중
없음
문의해 주십시오

【F A X】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098-852-6300
10:00〜18:00
연중
없음
950엔~

내에 있으며, 리조트 호텔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라이빗 비치처럼 한가로운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레저 시설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바다 건너 저편으로 ‘신의 섬’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땅 구다카 섬이 보이는 해변입니다.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배리어 프리 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낮에는 경치를 감상하며 BBQ 파티
밤에는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닥불 파티”

BBQ 시설

이코이노 광장 Ti-da33

파티

파티

〇

회의

〇

전시회

〇

체험
프로그램

〇

대여

〇

【F A X】

098-958-0039

【이용시간】
【정기휴일】

10:00〜22:00
없음

【장ㅤㅤ소】
【전화번호】
【Hㅤ ㅤ P】

【장ㅤㅤ소】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아자 우자 1861

【수용인원】

75~420명 420명 이상일 경우 상담 가능

【전화번호】

098-958-0038

【Hㅤ ㅤ P】

http://www.ti-da33.com/bbq.html

포인트!

석양을 배경으로 즐기는
모닥불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한마디

해변과 잔파 곶에 인접해 와일드한 아웃도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는 여러가지
재료를 꼬치에 꿰어 장작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직화 BBQ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BQ
파티를 마친 후에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닥불
커뮤니케이션을 즐겨보세요. 일렁이는 불꽃이 참가자들의 감정과 미묘하게 파장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본심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동료의식을 고취시켜 줍니다. 해변가에서 안전하게
모닥불 파티를 할 수 있는 오키나와현에서도 보기 드문 시설입니다.

오키나와의 자연 속에서 멋지고
안전하게 아웃도어 연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BBQ 시설과
모닥불 설비를 증설하며 새로운 플랜도
계획하고 있사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코이노 광장

Ti-da33

1 오키나와의 식재료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재해석한 ‘류큐 아메리칸’과
오키나와현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오키나와
스타일’의 두 가지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12명용 육각형 파이어 핏. 벤치 위에
쿠션을 올리면 여유롭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로 변신합니다.

1

2

3

3 공원 내 광장에는 붉은 기와를 얹은

BBQ용 건물 11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아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MICE 플래너의 한마디
잔파 곶의 백아의 등대, 새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 융단처럼 깔린 푸른 잔디,
관목으로 덮인 산책로 등 선명한 색의 대비와
남국의 리조트 분위기가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광장에는 테니스 코트, 축구장, 체험 동물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 리조트 호텔이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벤트
전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MICE
로의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광대한 부지의
장점을 살려 대형 스테이지를 설치하거나 회장
주변을 포장마차 거리로 세팅해 이벤트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어보세요.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총 길이 700m

추라 SUN 비치

실적
●오키나와현 외부 기업 사원 연수
●실업단 스포츠 팀 합숙
●한국 기업 인센티브 투어

BBQ 텐트 54채가 마련되어 있어 대규모 비치

BBQ
도구 대여

도미구스쿠시 도요사키 5-1
098-850-1139
http://churasun-beach.com/

선셋 비치
파티

【장ㅤㅤ소】
【전화번호】
【Hㅤ ㅤ P】

BBQ
도구 대여

의 롱 비치입니다. 15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〇

전시회

나카가미군 자탄초 미하마 2
098-936-8273
http://www.uminikansya.com/

【F A X】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장ㅤㅤ소】
【전화번호】
【Hㅤ ㅤ P】

BBQ
도구 대여

〇

기노완시 마시키 4-2-1
098-897-2759
http://www.ginowantropicalbeach.jp/

비비 비치 이토만
파티

【장ㅤㅤ소】
【전화번호】
【Hㅤ ㅤ P】

BBQ
도구 대여

〇

【F A X】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F A X】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098-936-8295
10:00〜20:00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중
없음
2500엔~4000엔

【장ㅤㅤ소】
【전화번호】

BBQ
도구 대여

〇

난조시 지넨 아자 아자마 1141-3
098-948-3521

해변을 활용한 팀 대항 스포츠 대회 등의 자체
기획도 가능합니다.

영화관, 개성적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쇼핑몰
‘아메리칸 빌리지’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호텔과도 가까워 이동은 물론, 관광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내에 있는 해변입니다. 공원의 야외 극장이나
098-917-5467
10:00〜21:00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중
없음
5000엔~8000엔

근처의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BBQ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를
마친 후 애프터 파티 장소로 활용하기에 알맞은
공간입니다.
새하얀 모래사장과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른 바다가
매력적인 해변입니다. 이토만 어항 만남의 공원

【F A X】
【이용 시간】

098-840-3454
10:00〜20:00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연중
11월~3월은 매주 화요일, 연말연시
문의해 주십시오

아자마 산산 비치
파티

등 풍부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으며 넓은

나하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의 기노완 해변 공원

(11월~3월은 ~19:00)

이토만시 니시자키초 1-6-15
098-840-3451
http://bibibeach.com/

파티에도 적합합니다. 마린 스포츠와 비치 스포츠

미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해변입니다. 관람차,

기노완 트로피컬 비치
파티

098-850-1143
4월~10월 10:00~20:00
11월~3월 10:00~18:00
연중
없음
문의해 주십시오

【F A X】
【이용 시간】
【이용 기간】
【정기 휴일】
【요ㅤㅤ 금】

098-852-6300
10:00〜18:00
연중
없음
950엔~

내에 있으며, 리조트 호텔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라이빗 비치처럼 한가로운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레저 시설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바다 건너 저편으로 ‘신의 섬’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땅 구다카 섬이 보이는 해변입니다.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배리어 프리 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및 설치 방법에 따라 실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 측과의 조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このページは最終ページです

오키나와 MICE 맵
체재형 리조트 MICE에서 비일상적인 감각을 만끽하자

오키나와현은 총 길이 125km의 본섬과 수많은 주변 섬으로
이루어진 개성적인 리조트 아일랜드입니다. 본섬을 중심으로 현
전체에 유니크베뉴 시설, MICE 회장, 호텔, 관광지 등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으며, 중심부인 나하시에서 약 2시간이면 본섬 북부와
주요 주변 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화, 자연 환경, 거리 등 지역마다 서로 다른 볼거리로 가득한

오키나와의 여러 곳을 한바퀴 둘러보는 순회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MICE 시설과 리조트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리조트 MICE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JAL 프라이빗 리조트 오쿠마

●고우리 오션 타워

얀바루 지역

■호텔 오리온 모토부 리조트&스파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오키나와 본섬

모토부 지역
이시가키섬

나고 지역

미야코섬

이리오모테섬

●백년고택 우후야

■호텔 유가후 인 오키나와

공항
시설명

지구

동해안 지역

이동수단: 자동차
(유료 도로 이용)

각 시설ㅤ⇔ㅤ호텔 간ㅤ소요시간

나하 공항

호텔 지역
나하

기노완

자탄

온나・요미탄

나고

모토부

얀바루

동해안

■카누차 베이 호텔&빌라스

주요 회장

※아래에서 기준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만국진량관(반코쿠신료칸)

만국진량관
(반코쿠신료칸)

아자마 산산 비치

난조시

55분

50분

55분

60분

70분

90분

130분

130분

100분

50분

75분

간가라 계곡

난조시

40분

35분

45분

55분

60분

85분

125분

125분

95분

40분

65분

비비 비치 이토만

이토만시

25분

30분

55분

55분

65분

85분

135분

130분

90분

45분

70분

추라 SUN 비치

도미구스쿠시

20분

25분

45분

60분

65분

85분

125분

125분

85분

45분

65분

오키나와 도시 모노레일(나하 공항역)

나하시

ㅤ

10분

40분

50분

65분

85분

110분

120분

90분

40분

75분

디너 크루즈 모비딕호

나하시

10분

10분

40분

50분

55분

75분

110분

115분

90분

40분

70분

후쿠슈엔

나하시

15분

5분

35분

45분

60분

70분

110분

115분

85분

35분

70분

기노완 트로피컬 비치

기노완시

45분

35분

5분

20분

45분

60분

95분

100분

75분

3분

60분

선셋 비치ㅤㅤㅤㅤㅤㅤㅤ

자탄초

50분

40분

20분

1분

40분

60분

90분

95분

65분

15분

50분

자탄 하버 브루어리&레스토랑

자탄초

45분

40분

20분

5분

40분

60분

85분

90분

70분

20분

50분

류큐 무사 저택 자나테이

요미탄손

75분

65분

45분

30분

30분

60분

95분

95분

75분

40분

45분

이코이노 광장 Ti-da33

요미탄손

70분

65분

50분

40분

25분

60분

100분

90분

70분

45분

45분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

요미탄손

65분

65분

45분

35분

30분

60분

95분

90분

65분

45분

50분

류큐무라

온나손

60분

55분

45분

35분

15분

45분

75분

85분

60분

45분

35분

세계유산 가쓰렌 성터

우루마시

60분

55분

45분

35분

40분

60분

90분

95분

65분

45분

50분

투우장(이시가키 다목적 돔)

우루마시

65분

60분

50분

40분

20분

50분

80분

90분

60분

40분ㅤ

35분

동남식물낙원

오키나와시ㅤㅤㅤㅤ 60분

50분

35분

30분

30분

50분

75분

90분

60분

35분

40분

백년고택 우후야

나고시

90분

85분

75분

70분

55분

15분

30분

50분

40분

75분

35분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모토부초

105분

100분

90분

80분

65분

30분

5분

60분

60분

90분

50분

온나・요미탄 지역
■리젠시 파크 호텔 탄차 베이

●투우장(이시카와 다목적 돔)

미야코 지역

이코이노 광장 Ti-da33●

●류큐무라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
●류큐 무사 저택 자나테이
●동남식물낙원

자탄 지역

●세계유산 가쓰렌 성터
●자탄 하버 브루어리&레스토랑
선셋 비치●■더 비치 타워 오키나와

기노완 지역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

호텔 아톨에메랄드 미야코지마■
미야코 공항■

■
미야코지마 도큐 호텔&리조트

야에야마 지역

■라구나 가든 호텔

트로피컬 비치●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클럽 메드 이시가키지마■

이동수단: 자동차
공항

호텔 지역

시설명

지구

이시가키 야이마무라

이시가키시

25분

20분

15분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미야코지마시

10분

5분

20분

미야코・이시가키

시내 중심부

리조트 지역

[기재 조건]
상기 소요 시간은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경우 예상되는 참고 시간입니다. 당일의 날씨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각 숙박 지역의 기준 지점은 평균 지점을 정해 산출한 것입니다.
같은 지구 내에서도 호텔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은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온나・요미탄: 리젠시 파크 호텔 탄차 베이
나고: 호텔 유가후 인 오키나와
모토부: 호텔 오리온 모토부 리조트&스파

<이시가키섬・미야코섬>
시내 중심부
이시가키섬: 호텔 그랜드뷰 이시가키
미야코섬: 호텔 아톨에메랄드 미야코지마

나하 공항■

추라 SUN 비치●

[호텔 지역의 기준 지점]
<본섬>
나하: 오키나와 현청
기노완: 라구나 가든 호텔
자탄: 더 비치 타워 오키나와

●이시가키 야이마무라
모비딕호● ●후쿠슈엔

비비 비치 이토만●
얀바루: JAL 프라이빗 리조트 오쿠마
동해안: 카누차 베이 호텔&빌라스

리조트 지역
이시가키섬: 클럽 메드 이시가키지마
미야코섬: 미야코지마 도큐 호텔&리조트

파이누시마 이시가키 공항■

■오키나와 현청

나하 지역
●간가라 계곡

●아자마 산산 비치

このページは最終ページです

오키나와 MICE 맵
체재형 리조트 MICE에서 비일상적인 감각을 만끽하자

오키나와현은 총 길이 125km의 본섬과 수많은 주변 섬으로
이루어진 개성적인 리조트 아일랜드입니다. 본섬을 중심으로 현
전체에 유니크베뉴 시설, MICE 회장, 호텔, 관광지 등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으며, 중심부인 나하시에서 약 2시간이면 본섬 북부와
주요 주변 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화, 자연 환경, 거리 등 지역마다 서로 다른 볼거리로 가득한

오키나와의 여러 곳을 한바퀴 둘러보는 순회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MICE 시설과 리조트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리조트 MICE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JAL 프라이빗 리조트 오쿠마

●고우리 오션 타워

얀바루 지역

■호텔 오리온 모토부 리조트&스파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오키나와 본섬

모토부 지역
이시가키섬

나고 지역

미야코섬

이리오모테섬

●백년고택 우후야

■호텔 유가후 인 오키나와

공항
시설명

지구

동해안 지역

이동수단: 자동차
(유료 도로 이용)

각 시설ㅤ⇔ㅤ호텔 간ㅤ소요시간

나하 공항

호텔 지역
나하

기노완

자탄

온나・요미탄

나고

모토부

얀바루

동해안

■카누차 베이 호텔&빌라스

주요 회장

※아래에서 기준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만국진량관(반코쿠신료칸)

만국진량관
(반코쿠신료칸)

아자마 산산 비치

난조시

55분

50분

55분

60분

70분

90분

130분

130분

100분

50분

75분

간가라 계곡

난조시

40분

35분

45분

55분

60분

85분

125분

125분

95분

40분

65분

비비 비치 이토만

이토만시

25분

30분

55분

55분

65분

85분

135분

130분

90분

45분

70분

추라 SUN 비치

도미구스쿠시

20분

25분

45분

60분

65분

85분

125분

125분

85분

45분

65분

오키나와 도시 모노레일(나하 공항역)

나하시

ㅤ

10분

40분

50분

65분

85분

110분

120분

90분

40분

75분

디너 크루즈 모비딕호

나하시

10분

10분

40분

50분

55분

75분

110분

115분

90분

40분

70분

후쿠슈엔

나하시

15분

5분

35분

45분

60분

70분

110분

115분

85분

35분

70분

기노완 트로피컬 비치

기노완시

45분

35분

5분

20분

45분

60분

95분

100분

75분

3분

60분

선셋 비치ㅤㅤㅤㅤㅤㅤㅤ

자탄초

50분

40분

20분

1분

40분

60분

90분

95분

65분

15분

50분

자탄 하버 브루어리&레스토랑

자탄초

45분

40분

20분

5분

40분

60분

85분

90분

70분

20분

50분

류큐 무사 저택 자나테이

요미탄손

75분

65분

45분

30분

30분

60분

95분

95분

75분

40분

45분

이코이노 광장 Ti-da33

요미탄손

70분

65분

50분

40분

25분

60분

100분

90분

70분

45분

45분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

요미탄손

65분

65분

45분

35분

30분

60분

95분

90분

65분

45분

50분

류큐무라

온나손

60분

55분

45분

35분

15분

45분

75분

85분

60분

45분

35분

세계유산 가쓰렌 성터

우루마시

60분

55분

45분

35분

40분

60분

90분

95분

65분

45분

50분

투우장(이시가키 다목적 돔)

우루마시

65분

60분

50분

40분

20분

50분

80분

90분

60분

40분ㅤ

35분

동남식물낙원

오키나와시ㅤㅤㅤㅤ 60분

50분

35분

30분

30분

50분

75분

90분

60분

35분

40분

백년고택 우후야

나고시

90분

85분

75분

70분

55분

15분

30분

50분

40분

75분

35분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모토부초

105분

100분

90분

80분

65분

30분

5분

60분

60분

90분

50분

온나・요미탄 지역
■리젠시 파크 호텔 탄차 베이

●투우장(이시카와 다목적 돔)

미야코 지역

이코이노 광장 Ti-da33●

●류큐무라
●세계유산 자키미 성터
●류큐 무사 저택 자나테이
●동남식물낙원

자탄 지역

●세계유산 가쓰렌 성터
●자탄 하버 브루어리&레스토랑
선셋 비치●■더 비치 타워 오키나와

기노완 지역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

호텔 아톨에메랄드 미야코지마■
미야코 공항■

■
미야코지마 도큐 호텔&리조트

야에야마 지역

■라구나 가든 호텔

트로피컬 비치●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클럽 메드 이시가키지마■

이동수단: 자동차
공항

호텔 지역

시설명

지구

이시가키 야이마무라

이시가키시

25분

20분

15분

베이 크루즈 미야코지마 몽블랑

미야코지마시

10분

5분

20분

미야코・이시가키

시내 중심부

리조트 지역

[기재 조건]
상기 소요 시간은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경우 예상되는 참고 시간입니다. 당일의 날씨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각 숙박 지역의 기준 지점은 평균 지점을 정해 산출한 것입니다.
같은 지구 내에서도 호텔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은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온나・요미탄: 리젠시 파크 호텔 탄차 베이
나고: 호텔 유가후 인 오키나와
모토부: 호텔 오리온 모토부 리조트&스파

<이시가키섬・미야코섬>
시내 중심부
이시가키섬: 호텔 그랜드뷰 이시가키
미야코섬: 호텔 아톨에메랄드 미야코지마

나하 공항■

추라 SUN 비치●

[호텔 지역의 기준 지점]
<본섬>
나하: 오키나와 현청
기노완: 라구나 가든 호텔
자탄: 더 비치 타워 오키나와

●이시가키 야이마무라
모비딕호● ●후쿠슈엔

비비 비치 이토만●
얀바루: JAL 프라이빗 리조트 오쿠마
동해안: 카누차 베이 호텔&빌라스

리조트 지역
이시가키섬: 클럽 메드 이시가키지마
미야코섬: 미야코지마 도큐 호텔&리조트

파이누시마 이시가키 공항■

■오키나와 현청

나하 지역
●간가라 계곡

●아자마 산산 비치

A

오키나와 MICE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키나와 MICE 내비에서!

오키나와 MICE 내비

검색

http://mice.okinawastory.jp/

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스포츠부 MICE추진과
우900-8570
오키나와현 나하시 이즈미자키 1-2-2

TEL : 098-866-2077 FAX : 098-866-2264

오키나와현 오사카 사무소

우530-0001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 1-3-2100 오사카역 앞 제3빌딩 21층

TEL : 06-6344-6828 FAX : 06-6346-1784

오키나와현 나고야 정보 센터

우460-0008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사카에 4-16-36히사야주니치 빌딩 5층

TEL : 052-263-3618 FAX : 052-263-3619

2020년 3월 발행

일반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 MICE추진과
우901-0152
오키나와현 나하시 아자오로쿠 1831-1 오키나와 산업지원센터 2F

TEL : 098-859-6130 FAX : 098-859-6222

일반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 도쿄 사무소
우100-0006
도쿄도 지요다구 유라쿠초 2-10-1 도쿄교통회관 3층

TEL : 03-5220-5311 FAX : 03-5220-9720

OKINAWA MICE

UNIQUE VENUE
GUIDEBOOK
오키나와 MICE 유니크베뉴 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