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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본섬

미야코지마

이라부･시모지지마

이시가키지마

코하마지마

이에지마

나고시

미야코 공항

신이시가키 공항
이시가키 공항 (2013년 3월 개항 예정)

서울

상해

홍콩
대만

오키나와제도

도쿄

우라소에시

나하시

나하공항

이토만시

오리온 아라시야마 골프 클럽

벨 비치 골프 클럽

카누챠 골프 코스

키세 컨트리 클럽

츄라 오차드 골프 클럽

기노자 컨트리 클럽

디 앗타 테라스 골프 리조트

오키나와 국제 골프 클럽

오키나와 로열 골프 클럽

오션 캐슬 컨트리 클럽

오키나와 컨트리 클럽

슈레이 컨트리 클럽

류큐 골프 클럽

팜 힐즈 골프 리조트

나하 골프 클럽

더 서던 링크스 골프 클럽

오션 링크스 미야코지마

시기라 베이 컨트리 클럽

에메랄드 코스트 골프 링크스

리조나레 코하마지마 컨트리 클럽

이에지마 컨트리 클럽

쿄다 골프 클럽

쿠시다케 골프 가든

히가시야마 컨트리 클럽

잔파 골프 클럽

코겐 골프 클럽

구시카와 골르 클럽

퍼블릭 골프 우라소에

니시하라 그린 센터

마린 타운 골프

토미시로 컨트리 클럽

쇼트 코스 타마구스쿠

나하 골프 쇼트 코스

마츠가하라 골프 클럽

치요다 컨트리 클럽

주 마르 골프 가든

마에사토 골프 코스

모토부 그린 파크 골프장

알로하 골프 센터

퀸즈 트랩 골프 코스

오니시 테라스 골프 클럽

시 사이드 골프

난잔 컨트리 클럽

사시바 링크스 이라부



오리온 아라시야마 골프 클럽 벨 비치 골프 클럽

얀바루의 자연이 펼쳐낸 본격 챔피언 코스.
얀바루의 구릉지대에 펼쳐진 18홀. 아웃 코스는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고개가 많아 플레이어의 도전 의욕을 자아내고, 인 
코스는 연못이나 벙커의 배치가 절묘해서 교묘한 전략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각 정확한 숏과 대담한 도전을 
요구하는 코스다. 또 오키나와 특유의 나무와 꽃이 자리한 
가운데 오키나와 본도나 카틀레야 모형의 벙커가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골프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한 타 한 타에서 드라마가 만들어 지는 코스.

모토부 반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
모든 홀에서 동중국해를 바라볼 수 있는 곳.
코발트 블루와 초록의 콘트라스트가 아름다운 골프장.
모토부 반도의 완만한 구릉지에 펼쳐진 필드에 어느 홀에서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갯바람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레이아웃을 통해 자연의 다양한 표정을 볼 
수 있다. 이 곳은 아웃코스와 인코스 최후의 각 4홀에 나이트 게임 
설비가 완비되어 있어 트와이라이트 플레이도 즐길 수 있다. 
세소코(瀨底)섬이나 이에(伊江)섬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플레이가 가능하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싸워야 할 때도 
많은 익사이팅한 코스다. 
오키나와 특유의 수목 또한 
코스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아름다운 섬, 오키나와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골프 클럽이다.

TEL. 0980-58-1910
FAX. 0980-58-1935
http://www.orion-agc.co.jp

TEL. 0980-47-3111
FAX. 0980-47-3314
예약전용전화 0980-47-5949
http://www.belle-co.com/belbeach/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나하I.C에서 쿄다I.C까지 자동차로 약40분
쿄다I.C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20분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시간

나키진 방면

해양박람회공원 방면

모토부초
나카야마 메밀 오키나와 과원

지방도로116호 아사가와 교차로

나고

국도58호
온나손 방면

국도449호

하네지나이카이
해도미사키 방면아라시야마 전망대

이용요금(엔)

회원

7,427

클럽 대여: 3,150엔
슈즈 대여: 1,050엔
예약접수: 플레이 당일 2개월 전부터 (AM07:30~PM7:00)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영업)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AMEX, OCS

비회원
평일

14,777
주말･공휴일

17,927

이용요금(엔)

회원

8,050

클럽 대여: 3,150~4,200엔 (풀 세트)
슈즈 대여: 840엔　　예약접수: 플레이 당일 2개월 전부터
휴무: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영업)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비회원
평일

15,400
주말･공휴일

20,650

동중국해

간판

간판

오오하마
세소코지마 갠캔

사키모토부

세소코대교
모토부초



카누챠 골프 코스

오우라(大浦) 만을 마주보는 얀바루 지역에
일반시설의 약 2배 넓이를 자랑, 느긋하게 플레이 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까지 갖추고 있는 코스.
〈아웃 코스〉
아열대의 심록에 둘러싸여 숲 사이로 불어 오는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면서 느긋하게 플레이를 즐기는 것이 카누챠 
빌리지 코스의 매력이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매듭짓는 상쾌한 
숏은 이곳에서만 가능한 궁극의 사치.
〈인 코스〉
청록색으로 빛나는 태평양을 조망하는 
시사이드 코스. 눈부신 바다와 하늘, 
그리고 산뜻하게 펼쳐진 그린 속에서 
오키나와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는 진화된 리조트 골프를 제안한다.

TEL. 0980-55-8888
FAX. 0980-55-8889
예약전용전화 098-869-5678
예약전용팩스 098-869-5655

오키나와 자동치도로 니하I.C에서 쿄다I.C까지 자동차로 약50분
쿄다I.C에서 골프장까지 약30분

하우스 게스트

7/1~9/30

11/1~3/31
평일

15,554
주말･공휴일

20,594

4/1~10/31
평일

13,034
주말･공휴일

16,394

비회원
11/1~3/31

평일
17,822

주말･공휴일
24,122

4/1~10/31
평일

14,672
주말･공휴일

18,872
온 시즌(10월~6월)　　오프 시즌(7월~9월)
연말연시 기간은 비회원 요금
캐디(예약제)요금: 1조 8,400엔
2인 플레이 가능(단, 공동 플레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2인 한정의 경우
하우스 게스트: 평일 7,350엔 추가, 주말･공휴일 10,500엔 추가.
비회원: 평일 8,925엔 추가, 주말･공휴일 12,075엔 추가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JCB 

키세 컨트리 클럽

풍요로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숲 속의 골프코스
지금 그 웅대한 경치 안에서 도전한다.
깊고 신비로운 숲에 둘러싸인 우드 코스, 눈부신 푸른 하늘과 
아득한 바다를 조망하는 리조트, 감상을 불러 일으키는 오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화려하면서도 터프한 그린 표면의 기복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략 구상이 필수. 당신을 가슴 설레이는 
심록의 무대로 초대한다.

TEL 0980-53-7575
FAX 0980-53-6225
예약전용전화 0980-53-6100
예약전용팩스 0980 -53-7788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나하I.C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50분

이용요금(엔)

비회원

클럽 대여: 4,200엔　　슈즈 대여: 1,050엔
(클럽슈즈 대여는 문의바랍니다)
시작 전에 무료 음료 제공(재스민차, 생수) 
2인부터 플레이 가능　　예약 접수: 플레이 당일 1개월 전부터(AM09:00~PM06:00)
휴무: 연중무휴(특정일 제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OAKS, JCB, VISA, DC, DINERS, UC, UFJ, NICOS

쿄다I.C

세라카키 비치
현민의 숲

오오타만자모
아후소

우주개발사업단

지방도로104호선

긴초

야카I.C
긴I.C

국도58호선
온나다케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오키나와 공예마을

나고시

나고만

국도58호
메니지야마 식물원 후타미 데이마

헤노코댐 오오우라만
헤노코자키

쿄다I.C 헤노코다케
구시다케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이용요금(엔)

4월~10월 11월~3월 12월~2월 4월~10월 11월~3월 12월~2월
평일 주말･공휴일

15,000
15,000
17,000

18.000
20,000
22,000

21,000
23,000
25,000

18,000
18,000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
30,000
32,000

4B
3B
2B



츄라 오차드 골프 클럽

오키나와 해안국정공원의 바다를 눈 앞에 보면서
온나다케의 남쪽, 골프의 감동을
계속 만들어 온 전통 명문코스.
왕년의 명 플레이어였던 아사미 로쿠조(浅見緑蔵)씨와 
타케무라 히데오(竹村秀夫)씨가 설계한 언덕과 골짜기 등 
자연의 지형을 교묘히 살린 구릉 코스는 과거 PGA투어 
최종전과 다이쿄(大京) 오픈 골프가 개최된 곳으로, 
여러가지의 뜨거운 감동신화를 탄생시킨 오키나와에서도 
최고급 명문코스이다. 코스는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과 교묘하게 배치된 뱅커나 기복은 
플레이어의 정신적인 힘과 바람을 읽는 실력을 
요구한다. 한 번쯤은 도전해 보고 싶은 프로 
선수들이 경기했던 스테이지, 챔피언 코스이다.

TEL. 098-967-8711
FAX. 098-967-8655
예약전용전화 098-967-8835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 1시간10분
나고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 20분

오키나와해중공원

세라카키 비치
현민의 숲

우주개발사업단만자모 오오타

오키나와 공예마을 지방도로104호선

국도58호선

야카I.C

오키나와자동차도로
긴I.C

긴초

아후소

온나다케

이용요금(엔)

비회원

평일
15,435

주말･공휴일
20,685

클럽 대여: 4,800엔(풀 세트)　　슈즈 대여: 1,200엔
예약 접수: 플레이 당일 3개월 전부터　　매월 제4일요일은 회원만 가능
대회: 조 수 제한 없음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등

기노자 컨트리 클럽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 할 수 있는 본격적인 퍼블릭 골프장.
녹음이 펼쳐진 기노자의 구릉지와 살짝 살짝 
드러나는 태평양의 환상적인 조합이 지형적 
아름다움을 뽐낸다. 대자연의 품에서 전략적 
코스로 완성된 기노자 컨트리 클럽. 이곳에는 
‘골프의 참맛’이 응집되어 있다.

TEL. 098-983-2200
FAX. 098-983-2300
예약전용전화 098-983-2266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끼지 자동차로 약1시간
오키나와자동차도로 기노자I.C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5분

이용요금(엔)

평일
11,020

주말･공휴일
15,550

3인의 경우 일인당 1,000엔 추가
GPS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도입
클럽 대여: 남성 4.500엔, 여성 4,000엔, 채당 500엔
슈즈 대여: 1,0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JCB, DC, UFJ, VISA, MASTER, OAKS 등

나고만
국도58호선 후타미

쿄다I.C 헤노코다케
구시다케 헤노코댐

헤노코사키
현민의 숲

우주개발사업단 데이마오오타
아후소
지방도로104호선 기노자I.C

긴초

긴I.C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메이지 식물원

오오우라만



디 앗타 테라스 골프 리조트

동중국해의 에메랄드 블루와 온나다케의 자연이 감싼 
자연과 어우러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숲 속 골프장.
온나다케 산기슭의 웅대한 자연과 동중국해의 빛나는 
해안선이 하모니를 이루고, 변화가 많은 지면이 그대로 
살아있는 18코스. 자연을 향한 도전 의욕이 끓어 
오르는 코스 설계로 플레이어의 마음을 유혹한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홀은 아웃 코스의 2번 홀. 그린 앞의 
그래스 벙커와 130야드 지점에 크게 가지를 넓힌 
소나무가 어프로치를 어렵게 하는 이곳에서는 3온을 
겨냥하는 것이 견실한 공략법이다. 인 코스의 피니싱 
홀을 노리는 것도 최후에 스코어를 좌우하는 롱 
홀이다.

TEL. 098-967-8184
FAX. 098-967-8719
예약전용전화 098-967-8184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60분
오키나와 자동차도 야카I.C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5분

아츠타
세라카키 비치

만자모 아후소

국도58호
온나다케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야카I.C

긴초

긴I.C

오키나와 공예마을 지방도로104호선

현민의 숲
오키나와 우주통신소
(JAXA)

오키나와 국제 골프 클럽

오키나와 서해안에 자리잡은 온나 리조트.
동중국해를 내려다보는 장대한 경관과 함께 수많은
토너먼트로 이야기를 만들어 온 명문 코스다.
두뇌 플레이가 요구되는 ‘부겐빌레아’, 자연이 
아름다운 ‘히비스커스’, 공략이 쉽지 않은 
‘데이고‘의 3개 코스로 구성되었다. 거리가 
길고 평면이 폭넓게 펼쳐진 코스는 아름다운 
환경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쇼트 코스는 고개 넘기와 업다운 등 지형을 
교묘하게 살린 개성적이고 공략이 어려운 코스. 
그 중에서도 ‘데이고 코스의 2번 홀은 거리는 
짧지만 티 숏부터의 페어워이가 좁아서 통칭 
’학의 목'이라고 불리며, 바람이 불면 더욱 
어려워지는 코스다.

TEL. 098-965-1100
FAX. 098-965-5584
예약전용전화 098-964-5467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 1시간
오키나와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0분

이용요금(엔)

평일
16,930

주말･공휴일
22,180

클럽 대여: 5,250엔
슈즈 대여: 1,050엔
휴무: 연중무휴(단, 연말연시 제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JCB, DC, AMEX

온나손

단차 국도58호
타이거 비치

오키나와 자동차도로문 비치

야마다

긴만
이시카와I.C

이용요금(엔)

비회원
평일 주말･공휴일

16,750 22,000

클럽 대여: 4,725엔　　슈즈 대여: 1,05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오키나와 로열 골프 클럽

태평양과 동중국해, 동서 양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이시카와 고원에 자리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유일한 36홀의 골프 클럽.
동쪽의 태평양과 서쪽의 동중국해, 각각의 
에메랄드 빛 바다를 바라보며 산뜻한 
공기를 듬뿍 마실 수 있는 이시카와 
고원에 펼쳐진 오키나와 유일의 36홀. 
츄잔, 헤이잔, 호쿠잔, 난잔의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페어웨이가 널찍하고 
느긋한 츄잔, 그린이 크게 펼쳐진 가운데 
퍼트의 기술을 요하는 헤이잔, 남성적이고 
변화무쌍한 호쿠잔, 교묘한 함정이 있는 
난잔 등 각각 특징을 살린 코스 설계가 
게임의 재미를 더한다. 그 중에서도 츄잔 
코스의 6번 홀은 깊은 숲을 안고 있는 
고개 넘어 위치한 쇼트 홀. 이곳에서는 
바람을 읽는 것이 포인트다.

TEL. 098-964-2811
FAX. 098-965-0559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시간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50분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이시카와I.C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0분

헤이잔COURSE

츄잔COURSE

호쿠산COURSE

난잔COURSE

온나손

동중국해
단차

타이거 비치

문 비치

야마다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이시카와I.C

 긴만

우루마시

국도58호

이용요금(엔)

평일
14,630

주말･공휴일
19,880

클럽 대여: 3,150엔(풀 세트) 슈즈 대여: 1,050엔
예약 접수: 플레이 당일 2개월 전부터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JCB, DC, UFJ, OCS

오션 캐슬 컨트리 클럽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절경을 감상할 수 숲과 물로 둘러싸인 코스.
18홀 중 17홀이 오션 뷰인 웅대한 로케이션에 
태평양과 동중국해를 내려다보는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장대한 코스가 자랑거리.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키타나카구스쿠I.C에서 3분, 나하 
시내에서 약35분이라는 편리한 입지조건도 
이곳의 매력이다.

TEL. 098-895-7867
FAX. 098-895-7865
예약전용전화 098-895-7788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5분

이용요금(엔)

평일

회원 법인무기명 비회원

7,020
주말･공휴일

7,020
평일

8,020
주말･공휴일

11,020
평일

14,672
주말･공휴일
18,872

카트 캐디 포함　　클럽 대여: 4,200엔
슈즈 대여: 1,050엔　　로커: 210엔
오전9시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엔 아침식사 포함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JCB, DC, MC등

기노만 기타나카구스쿠손
국도329호

지방도로146호

나카구스쿠 성터공원

나리타산

나리타산 입구

태평양

나카구스쿠손

국도
330호

기타나카구스쿠I.C

오
키

나
와

 자
동

차
도

로



오키나와 컨트리 클럽

나카구스쿠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해발 158.1미터의 ‘운타마’ 숲을 품고 있는,
오키나와 현 굴지의 47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골프장.
나하에서 가까운 이곳은 ‘운타마 기르’ 
전설이 남아 있는 운타마 숲을 무대로 
태평양을 향해 공을 날리는 호쾌한 숏을 
즐길 수 있는 18코스. 그래서 단골 
플레이어들은 이 클럽을 ’운타마’라고 
부른다. 구릉지에 펼쳐진 코스이기 
때문에 업 다운이 많아 공략은 다소 
어려운 편. 또 OB지역이 많은 편이라 
정확한 티 숏을 구사하지 않으면 
스코어를 올리기 쉽지 않은 전략이 
필요한 코스다.

TEL. 098-945-3371
FAX. 098-946-6422
예약전용전화 098-945-3375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20분

니시하라I.C 나카구스쿠손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나하시 슈리
니시하라초

나하I.C
미야구스쿠

요나바루초
하에바루초

난조시

우라소에시

이용요금(엔)

평일

비회원

13,000
주말･공휴일

17,000
클럽 대여: 4,200엔　　슈즈 대여: 1,050엔
로커: 300엔
예약 접수: 평일은 플레이 당일 3개월 전부터(회원, 비회원)  
매월 제 1일요일 및 제 2 일요일 오전중에는 회원만 가능
휴무: 연중무휴(부정기 휴일 있음)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JCB, DC, UFJ, SAISON, OCS 등

슈레이 컨트리 클럽

고저 차이가 있어 변화가 풍부한 18홀을 즐기자!
기복이 심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고저 차이가 있는 
전략성을 요구하는 코스가 특징인 품위 있는 컨트리 
클럽. 오키나와에서는 흔치 않은 벤트그래스가 
어프로치 숏은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퍼팅에는 긴장감을 
더해주어 이곳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TEL. 098-947-3411
FAX. 098-947-0858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40분

이용요금(엔)

회원 비회원

4,285 평일
7,785

주말･공휴일
11,785

클럽 대여: 2,625엔　　슈즈 대여: 525엔
네비게이션 시스템 탑재 승용 카트 도입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 VISA, MASTER, JCB

지나사키

지나

지넨사키
재사장 우타키

난조시
지방도로331호

지넨 성터

야마자토

햐쿠나

태평양

수쿠야마

바텐항 아자마 산산 비치



류큐 골프 클럽

마부니언덕이 바라보이고
초록이 풍성한 가운데 차분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태평양의 푸름과 고성의 정서가 품격을 자아내는 코스.
눈 아래에 바다가 펼쳐진 남코스, 초록이 아름다운 
구릉의 동코스･서코스의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페어웨이가 널찍하고 거리가 상당해서 크게 날려야 하는 
서코스, 성터와 연못을 보는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두뇌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는 동코스, 그린 표면의 
기복으로 인해 공격이 쉽지 않은 남코스까지 각각의 
개성을 지닌 코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코스에 
효과적으로 배치된 다수의 벙커， 연못, 수목이 오키나와 
자연과의 조화 속에 공략의 
즐거움을 더한다. 오키나와에서 
유일하게 고려잔디가 심겨진 곳.

TEL. 098-948-2460
FAX. 098-949-7573
예약전용전화 098-948-2464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40분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40분

난조시 지넨 성터

다마시로 성터
교쿠센도 햐쿠나 태평양

햐쿠나 비치
미바루 비치

오우지마

이용요금(엔)

평일

회원 비회원

7,300
주말･공휴일

7,300
평일

17,800
주말･공휴일

24,800

3인 플레이의 경우 추가 캐디 피 1,000엔이 부과됩니다.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영업)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JCB, DC, MC, UC, DINERS

팜 힐즈 골프 리조트

멀리 케라마 제도까지 바라보이는 곳에
지형의 아름다움과 억세고 다부진
요소를 최대한 살린 전략적 코스.
국제적으로 유명한 골프장 설계자 로널드 프림이 
설계했으며 조형미와 전략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총 18코스로 구성된 골프장. 거대한 
가드 벙커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3번 샌드 
아일랜드， 태평양을 향해서 티 숏을 날리는 5번 
코럴 게이트， 케라마 제도를 바라보며 치는 12번 
비스타 포인트 등 이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두뇌 플레이를 만끽할 수 있다. 코스 전체가 마치 
인상파의 회화와 같이 드라마틱한 정경을 느끼게 
해준다.

TEL. 098-994-0002
FAX. 098-994-8844
예약전용전화 098-994-8881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0~40분

이용요금(엔)

회원

7,322

연간

24,122

12/29~1/3

비회원

10,480
평일

17,000
주말･공휴일

18,872
평일

24,122
주말･공휴일

클럽 대여: 4,725엔 　　슈즈 대여: 1,050엔
로커: 무료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AMEX, DINERS, JCB

나하
지방도로7호

지방도로15호
야에세초

지방도로54호

평화기념공원
국도331호 고메스 마부니 언덕

히메유리 탑

다카라
이토만시

항공 자위대
요자다케 파견기지

이
토
만 

로
터
리

서 코스

남 코스

동 코스

하계4/1~11/30 동계12/1~3/31



나하 골프 클럽

코발트 블루의 태평양이 펼쳐지는 상쾌한 숲 속 골프장.
구릉지에 있는 임간 골프 코스이며, 고저 차이 14m의 비교적 
평면인 지형을 살리고 그린 주변에는 가드 벙커를 배치했으며, 
여기에 6개의 연못을 만들어 전략적 레이아웃을 완성했다. 해풍이 
천연 해저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게임의 재미를 더하는 부분.

TEL. 098-998-3311
FAX. 098-998-3310
예약전용전화 098-998-3311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0분

지방도로7호

지방도로15호
야에세다케

지방도로54호

히메유리 탑

국도331호

난조시

야에세초

아사토
요자

나카자

마부니
평화기념공원

마부니 언덕

이용요금(엔)

4B
3B

18,515
19,355

25,865
26,705

25,865
26,705

클럽 대여: 4,725엔　　슈즈 대여: 1,050엔
캐디 3B 4,515엔
휴무: 연중무휴 (단, 공휴일 및 11월~3월 제외), 새해 첫날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DC 등

더 서던 링크스 골프 클럽

그 유명한 페블 비치를 떠올리게 하는 장대한 로케이션,
자연 정복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일본 유수의 시사이드 코스.
태평양을 마주보는 구시카미의 장대한 자연 속에 펼쳐진 18
홀. 바람과 물결이 만들어낸 미묘한 표면의 기복. 안이한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해저드가 대담하면서도 세심한 
도전을 요구한다. 1번 스타팅 홀에서 태평양을 향해 호쾌한 
숏을 날리고，바다를 넘어가는 7번과 8번, 낭떠러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티 숏의 16번의 롱 홀 등 해안선의 바람 
속에 그야말로 자연과 맞서는 투쟁심을 필요로 하는 코스로 
설계되었다. 호텔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장기 체류형의 
골프도 즐길 수 있다.

TEL. 098-998-7001
FAX. 098-998-8001
예약전용전화 098-998-7100
http ://www.southern-Iinks.co.jp/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0분

이용요금(엔)

연간 4/1~10/31

회원 비회원

7,302 15,015
평일

19,215
주말･공휴일

11/1~12/28
1/4~3/31

19,215
평일

24,465
주말･공휴일

12/29~1/3

24,465
평일

24,465
주말･공휴일

클럽 대여: 4,725엔　　슈즈 대여: 1,050엔 
로커: 무료　　플레이는 3인부터. 3인의 경우
1인에 대해 캐디 피 1,260엔이 부과됩니다.
예약 접수: 플레이 당일 1개월 전부터
골프 추가 라운드에 관해서는 당일 스태프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이토만시
야에세초

국도507호

마부니
평화기념공원

마부니 언덕

지방도로54호

히메유리 탑

국도331호

평일 12/29~1/3주말･공휴일



오션 링크스 미야코지마

미야코지마의 경승지 ‘히가시헨나자키’에 펼쳐진 
아열대의 자연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아름다운 골프 리조트.
미야코지마만이 가진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닷가 코스. 히가시헨나자키를 향해서 숏을 날리는 
다이나믹한 17번 홀, 아름다운 아열대의 수목이 남국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는 5번 홀，그린 뒤편에 보이는 거대한 암석과 함께 
자연의 기묘한 조형성을 보여주는 16번 홀 등 섬의 자연을 살려 
만들어진 이곳 코스는 골프 플레이어의 실제 경험을 반영해 
다채롭게 설계되어 있다. 대담하면서 치밀한 공략이 필요한 
골프장.

TEL. 0980-77-8900
FAX. 0980-77-8901
예약전용전화 0980-77-8072
http://www.ocean-Iinks.co.jp/home

나하 공항에서 미야코지마 공항까지 약45분
미야코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25분

니시헨나자키

스나야마 비치

히사마츠 오용사 비

요나하 마에하마 비치

구리마지마

미야코지마시

미야코 공항

구리마대교 하쿠아이 비치
히가시헨나자키

무이거 절벽

12,592 17,842

클럽 대여: 4,000엔　　슈즈 대여: 1,000엔
로커: 210엔
공항 혹은 호텔에서 골프장까지 송영 서비스 제공(버스 혹은 택시)
휴무: 4/1~11/30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JCB

시기라 베이 컨트리 클럽

모든 홀에서 푸르게 빛나는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시사이드코스. 
가쥬마루 나무와 데이고, 부겐빌레아 등의 이국적인 꽃과 나무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골프장.
바다를 향해 호쾌한 티 숏을 즐길 수 있는 11번 홀이 가장 유명. 반면, 가장 어려운 12번 홀은 거리가 
있는 미들 홀에서 세컨드가 연못 넘기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클럽의 선택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표면에 
기복이 있는 홀이 많아 긴장감을 더하며,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본격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TEL. 0980-76-3940
FAX. 0980-76-3941
예약전용전화 0980-76-3939
http://www.nanseirakuen.com/

나하 공항에서 미야코 공항까지 약45분
미야코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5분

이용요금(엔)

하우스 게스트 비회원

18H
9H

평일
11,375
6,000

주말･공휴일
14,525
8,000

평일
13,475
7,500

주말･공휴일
18,200
9,500

평일
12,950
7,000

주말･공휴일
16,100
9,000

평일
15,050
8,000

주말･공휴일
19,775
10,000

클럽 대여: 5,250엔　　슈즈 대여: 1,050엔　　로커: 210엔, 315엔
예약 접수: 플레이 당일 3개월 전부터　　페어웨이에 카트 진입 가능
12/01~3/31은 2명일 경우 1인당 1,050엔 추가
하우스 게스트 특전 클럽 대여: 3,150엔(1R), 무료(9홀 플레이)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UFJ, UC, DC, DINERS, AMEX, OCS

니시헨나자키

스나야마 비치

히사마츠 오용사 비

요나하마에하마 비치

구리마지마

미야코지마시

미야코 공항

구리마대교
하쿠아이 비치 무이거 절벽 히가시헨나자키

이용요금(엔)

평일 주말･공휴일
14,592 18,892

평일 주말･공휴일
4/1~11/31 12/1~3/31

4월~11월 12월~3월 4월~11월 12월~3월



에메랄드 코스트 골프 링크스

여러가지 빛깔로 투명하게 펼쳐진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인 미야코지마의
자연 해변과 하나로 이어진 이름다운 링크스 코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섬. '미야코지마’가 자랑하는 동양 제일의 
요나하마에하마 비치에 인접한 18코스. 티에서 해연으로 내려올 
수 있는 6번 홀, 다이내믹하게 바다를 넘어야 하는 16번 홀, 자연 
그대로의 모래시장에서 공을 치는 것이 가능한 18번 홀 등 
산호초의 바다와 오키나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개성적인 코스로 완성되어 있다. 초보자부터 베테랑까지 섬의 
자연과 골프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골프장.

TEL. 0980-76-3232
FAX. 0980-76-3227
예약전용전화 0980-76-3030
http://www. tokyugolf.com/emerald

나하 공항에서 미야코 공항까지 약45분
미아코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5분

니시헨나자키

스나야마비치

히사마츠 오용사 비

구리마지마

미야코지마시

미야코 공항

구리마대교
하쿠아이 비치 무이거 절벽 히가시헨나자키

요나하마에하마 비치

이용요금(엔)

평일

4/1~6/30
10/1~3/31

15,155합계
주말･공휴일
19,880

평일

12/16~3/15

20,903
주말･공휴일 평일

7/1~9/30

13,055
주말･공휴일
16,205

클럽 대여: 5,250엔, 여성 4,200엔
슈즈 대여: 1,050엔　　로커: 525엔
휴무: 6월~9월의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화요일)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JCB 등

리조나레 코하마지마 컨트리 클럽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플레이 할 수 있는
티 그라운드.
상쾌하게 불어오는 남쪽 바람과 아름다운 꽃들이 자태를 
뽐내는 티 그라운드. 1년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는 수목과 
바다와의 조화가 아름다운 시사이드 코스. 그린이 빨라지는 
일본 최초의 ‘챔피언 더 워프’라고 불리는 잔디와 전략적인 
코스 레이아웃이 골프 그 자체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TEL. 0980-84-6314
FAX. 0980-84-6224
예약전용전화 0120-83-6314(이시가키지마)
http://www.risonare-kohamajima.com

나하 공항에서 이시가키 공항까지 약1시간
이시가키지마에서 코하마지마까지 정기고속선으로 약25분
코하마지마에서 골프장까지 셔틀버스로 약5분

이용요금(엔)

하우스 게스트 비회원
평일

10,300
5,000
2,350
4,700
3,000

18H
9H
2회차 9H
2회차 18H
트와이라이트

주말･공휴일
12,500
6,000
3,450
6,900
3,000

평일
15,000
7,500
4,700
9,410
5,000

주말･공휴일
17,000
9,410
6,600
13,200
5,000

클럽 대여: 4,200엔　　슈즈 대여: 1,100엔
로커: 315엔　　트와이라이트 PM4:30~PM7:00(4월~9월),
PM4:00~PM6:00 (10월~3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아카야자키

호소자키

해인공원 비치

오오다케

고하마지마

고하마

하이무루부시 비치

후나자키

고하마항

비루마자키



모토부 그린 파크 골프장

TEL. 0980-48-3333 FAX. 0980-48-3216
예약전용전화 0980-48-3333
http://www.motobu-green.jp 

나하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시간40분
나고 버스 터미널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30분

북부지역의 대자연을 느끼면서
새파란 바다를 일망할 수 있는 골프장.
모토부 후지 기슭의 들판, 아열대 식물로 가득한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가져와 만든 코스레이아웃에는 18홀 안에 드라이버 
숏을 비롯해 골짜기나 연못을 넘는 플레이， 내려치기와 
올려치기 등을 모두 구사하게 만드는 전략적 즐거움이 숨겨져 
있다. 코스 내에는 부겐빌레아, 히비스커스 등 아열대 특유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고, 모든 홀에서 에메랄드 그린의 
산호초에 둘러싸인 바다와 섬들을 바라보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야간 설비(9홀)도 갖춰져 있으며, 여름철의 선셋 
플레이에도 최적이다.

이용요금(엔)

18H(주간)
9H(야간)

3,000
1,700

평일
3,500
1,700

토요일
3,500
1,700

일･공휴일

클럽 대여: 1,050엔　　슈즈 대여: 525엔
로커: 무료　　카트: 5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알로하 골프 센터

TEL. 098-958-3527  FAX. 098-958-0034
http://www.alohagolf.jp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50분

풍광명미를 자랑하는 오키나와의 골프장.
자연녹지에 둘러싸인 품위있는 코스. 야자수나 히비스커스가 
많아 식물원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오키나와 관광과 함께 골프도 즐겨보자! 초보자도 대환영!

이용요금(엔)

18H(주간)
9H(야간)

1,900
1,000

평일
2,800
1,300

토요일
3,200
1,500

일요일
2,800
1,300

공휴일

평일18H는 승용 카트 서비스
계절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클럽 대여: 800엔
슈즈 대여: 3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OCS

퀸즈 트랩 골프 코스

TEL. 098-921-5577  FAX. 098-921-5572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60분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오키나와미나미I.C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5분

전략적 플레이를 요구하는 9개의 표정을 가진 곳
각각의 개성을 즐길 수 있는 본격 코스.
구석구석까지 섬세한 ‘여왕의 함정’코스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여왕’으로 
불리지만 결코 코스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여기저기에 트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 그 함정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인지 피할 것인지 당신의 전략성을 요한다. 
거리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한 이곳에서 여왕이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발톱을 드러낼 것인가 시험해 볼 것.

이용요금(엔)

클럽 대여: 4,200엔
슈즈 대여: 1,500엔
로커: 있음　　목욕: 샤워시설
전자유도 승용 카트 플레이 비용에 포함
낮 18H의 요금에는 식사가 포함됩니다.
휴무: 화요일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JCB, DC, UFJ, 
NICOS, MASTER, DINERS, MUFG, AMEX, OCS

오니시 테라스 골프 클럽

TEL. 098-935-4300  FAX. 098-935-4987

나하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25분

빼어난 경치의 나카구스쿠만을 내려다보는
익사이팅한 퍼블릭 골프장.
어느 홀에서나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고,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다. 야간 설비도 완비하고 있으니 햇살이 뜨거운 시간대를 
피해 즐기는 플레이도 추천.

이용요금(엔)

평일
5,500
4,500
2,500

토요일
6,000
4,500
2,500

일요일
6,500
4,500
2,500

공휴일
5,500
4,500
2,500

18H(주간)
18H(야간)
9H(야간)

야간: (18H)평일 PM3:00이후, 주말･공휴일 PM2:00이후
(9H)PM3:00이후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18H
9H

8,800
4,500

평일
12,800
7,500

주말･공휴일



2,277 34
4,554 68

2,277 34

116 3 116 3

124
124
189
102
213
321
141
174
287

1,675

113
100
270
242
152
287
105
88
241

1,598

시 사이드 골프

TEL. 098-850-2525  FAX. 0980-48-3130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0분

세나가 섬을 배경으로 바람과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해변형 퍼블릭 골프장.
시사이드 특유의 바람과 길고 좁은 페어웨이가 특징인 이 곳은 
비기너부터 시니어까지 핸디를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이용요금(엔)
비회원

18H
9H

4,500
2,700

평일
6,500

주말･공휴일

플레이는 반드시 3~4인 1팀으로 부탁 드립니다.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평일에 한해 2인부터 플레이 비용 200엔 추가

난잔 컨트리 클럽

TEL. 098-997-2025  FAX. 098-997-2026
예약전용전화 098-997-2021
http://www.okinawa- nanzan.com/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0분

상쾌한 환경에서 느긋하게 플레이 할 수 있는 골프장.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오키나와 전적국정공원, 마부나 언덕의 끝자락에 
펼쳐진 18홀의 구릉코스. 아웃 코스와 인 코스는 모두 자연의 지형을 
살려 만들어졌으며 다채로운 공략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설계되어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다. 레스토랑이나 목욕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용요금(엔)

기간한정 4,980
평일

5,980
주말･공휴일

비회원

클럽 대여: 1,800엔　　슈즈 대여: 32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2012년 7월부터 코스 변경 있음.

사시바 링크스 이라부

TEL. 0980-74-5555  FAX. 0980-74-5556
나하 공항에서 미야코 공항까지 약45분
미야코 공항에서 히라라 항까지 자동차로 약15분
히라라 항에서 사라하마 항까지 고속정 또는 페리로 15~20분
사라하마 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0분

남국에서 발견하는 스코틀랜드의 링크 코스.
미야코지마시의 시모지섬에 만들어진 코스로, 후미 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특징. 바닷가의 사구와 수풀이 우거진 초원의 대지는 
완만한 기복을 이루고 있어 스코틀랜드의 골프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용요금(엔)

평일 주말･공휴일
3,000
2,000

18H
9H
클럽 대여: 1,500엔　　슈즈 대여: 300엔
수동 카트: 3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오키나와 골프의 원포인트 지식

하나 마음껏 골프를 만끽!
오키나와의 골프장은 중간휴식 없이 18홀을 연속으로 플레이하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오전과 오후에 다른 코스를 설정할 수 있어서 
즐거움도 두 배가 됩니다.

둘 ‘카리유시 웨어’로 리조트 기분을 만끽
클럽 하우스에서는 윗도리를 착용하는 것이 매너입니다만, 오키나와에서는 정장 옷인
「카리유시 웨어」를 착용하고 외출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겨울철은 윗도리를 
착용해야 하는 골프 클럽도 일부 있습니다.)

셋 더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여름철은 특히 기온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더위 예방이 필요합니다. 장시간의 코스 
플레이는 수분과 염분의 보급을 필요로 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골프장이나 클럽 
하우스에 있는 대부분의 이동용 카트에 보급용 ‘소금’과 ‘흑설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캐디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에지마 컨트리 클럽

TEL. 0980-50-6969
FAX. 0980-50-6480

http://www.shagishi.co.jp/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2시간30분
이에 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0분

쇼트 코스, 롱 코스에서 
2배의 즐거움을!
푸른 하늘 그리고 마린 블루의 바다! 대파노라마를 
바라보면서 플레이하는 기분이 참으로 호쾌하다. 
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이용요금(엔)

18H(쇼트코스)
2회차
18H(롱코스)

3,000
1,500

평일
3,500
2,000
4,500

주말･공휴일

클럽 대여: 1,500엔　　슈즈 대여: 500엔
카트: 1,000엔(대수에 한정 있음)
롱 코스는 둘째･넷째 토요일 AM7:00~PM1:00까지,
쇼트 코스는 AM7:00~PM3:00까지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쿄다 골프 클럽

TEL. 0980-54-5300  FAX. 0980-54-5353
http://www.k-kyouritu.co.jp/kyoda-golf/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 1시간

나고만을 내려다보는 구릉지,
나이트 골프도 즐길 수 있는 골프장.
18홀의 쇼트 코스이면서 골짜기, 연못, 2단 그린이 있어 
상급자도 즐길 수 있다.

이용요금(엔)

18H
2회차

평일
3,000
1,500

토요일
3,000
1,500

일요일
4,000
1,500

공휴일
3,000
1,500

클럽 대여: 1,000엔　　슈즈 대여: 525엔(평일)
조조할인: AM07:00~PM11:00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쿠시다케 골프 가든

TEL. 0980-50-0770  FAX. 0980-50-0788
http://www.kube.jp/kushidake-gg/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시간30분
오키나와 자동차도로 쿄다I.C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8분

쿠시다케의 기슭, 나고 교외에 펼쳐지는 
숲 속의 퍼블릭 골프장.
쿠시다케의 완만한 기슭에 펼쳐지는 18 홀. 변화가 많은 지형을 절묘한 
기복을 섞어서 레이아웃 하였습니다.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여유 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1명부터 라운드 가능.

이용요금(엔)

18H
2회차
9H

평일
2,500
1,000
1,500

주말･공휴일
3,500
1,000
2,000

클럽 대여(하프 세트): 500엔
카트: 1인당 500엔
수동 카트: 무료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슈즈 대여: 500엔

히가시야마 컨트리 클럽

TEL. 098-965-6914  FAX. 098-965-1158
예악전용전화 098-956-1937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45분

오키나와 중부, 이시카와타케 구릉지의
기복이 심한 지형을 있는 그대로 살린 코스 레이아웃.
사시사철 경쟁하듯 화려하게 피는 꽃과 온난한 기후 속에 자란 남국의 
수목. 이국적인 분위기를 빚어내는 편안한 공간에서 파노라마 와이드로 
펼쳐지는 태평양을 눈 아래에 두고 즐기는 골프는 리조트 아일랜드만이 
주는 특별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이용요금(엔)
평일･공휴일 토요일･일요일

4,000
3,500

4,000
3,500

클럽 대여: 1,000엔
슈즈 대여: 500엔　　카트: 무료
야간: PM4:00이후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쇼트 코스 롱 코스



잔파 골프 클럽

TEL. 098-958-1938  FAX. 098-958-2863
http://www.zanpa-golf.co.jp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시간

잔파 바다가 한 눈에 펼쳐지는 최고의 입지!
잔파 골프 클럽 특유의 매일 변화하는 강한 해풍을 계산해서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잔파 숏(z-shot)을 비롯해 넓은 티 
그라운드에서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티 숏 등을 즐겨볼 것. 코스 
정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롱 코스도 뒤쳐지지 않는 골프장.

이용요금(엔)
회원

평일
3,500

주말･공휴일 
3,500

3,000 3,500

평일
4,600

주말･공휴일 
5,29018H

18H(야간)

비회원

클럽 대여: 2,100엔　　슈즈 대여: 525엔
수동 카트: 210엔, 승용 카트: 5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코겐 골프 클럽

TEL. 098-965-3500/3501  FAX. 098-965-2194
http://www.k-kyouritu.co.jp/kougen-golf/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시간

물과 녹음에 둘러싸인 킨만이 바라다보이는 경승지.
여유로운 플레이를 위한 우아한 골프장.
9번 홀은 올려치는 홀이지만 그린 안쪽에 경사가 
있으므로 1 번 클럽을 사용해 안쪽으로 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용요금(엔)
평일

18H
1회차

3,000
1,500

토요일
3,000
1,500

일요일
4,000
1,500

공휴일
3,000
1,500

클럽 대여: 1,000엔(1세트)　　슈즈 대여: 500엔
로커: 무료　　클럽백 대여: 400엔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제로 운영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구시카와 골프 클럽

TEL. 098-972-3131  FAX. 098-972-2124

나하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45분

초보자는 물론 베테랑 플레이어도 만족하는 골프장
대자연 속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골프장. 
그린의 다이나믹한 기복이나 롱 그린 등 각 홀이 가진 개성이 
빛난다!

이용요금(엔)
비회원

평일
3,500

주말･공휴일
4,500

클럽 대여: 1,000엔 　　슈즈 대여: 500엔
사우나: 5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퍼블릭 골프 우라소에

TEL. 098-877-3513  FAX. 098-879-5983
http://www.pg-urasoe.com/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20분

우라소에 성터가 지켜보고 있는 이곳에서는
롱 숏도 즐길 수 있다.
넓은 그린, 벙커, 연못 등 롱 코스의 2타부터의 플레이를 두루 고려해 
설계한 이곳에서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즐겁게 플레이 할 수 있다!

이용요금(엔)
평일･공휴일 토요일･일요일

1,800
1,000
1,500

9H(주간)
2회차(주간)
9H(야간)

2,000
1,500
1,500

클럽 대여: 300엔(하프 세트)　　슈즈 대여: 200엔
클럽백 대여, 퍼터 대여: 100엔　　예약자 우선, 그 외에는 도착한 순서로 접수
조조 AM6:00~AM9:00　　야간 PM9:00~PM10:00시작
휴무: 연중무휴(새해 첫날 제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JCB



니시하라 그린 센터

TEL. 098-945-5456  FAX. 098-945-4250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0분

나카구스쿠만이 내려다보이는
니시하라 평원의 산뜻한 퍼블릭 코스.
60야드에서 110야드까지 있으며 짧은 파 3
코스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즐길 수 있다.

이용요금(엔)
비회원

평일 주말･공휴일
10H
2회차

1,000
500

클럽 대여: 300엔　　슈즈 대여: 2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마린 타운 골프

TEL. 098-945-1040  FAX. 098-945-1060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0분

요나바루 비치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만들어진 코스.
파3, 10홀 토탈 파30의 코스면서, 올려치기, 
내려치기를 구사해야 하는 구간이 많은 코스.

이용요금(엔)

평일
10H
2회차
무한정

1,000
500

1,500

주말･공휴일
1,300
700

학생의 경우 학생증 필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화･수요일 무한정: 1,300엔　　월･목･금요일 무한정: 1,500엔
야간 요금 없음

토미시로 컨트리 클럽

TEL. 098-850-3737  FAX. 098-850-3738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0분

나하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골프장.
쇼트코스가 메인으로, 비교적 평면으로 펼쳐지는 페어웨이는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플레이는 2명부터 가능.

이용요금(엔)
비회원

평일
4,980
2,880

주말･공휴일
6,980
3,880

18H
9H

클럽 대여(9채): 735엔　　슈즈 대여: 525엔
예약 접수: AM7:00~PM6:00
조조 AM7:00~AM9:00 (평일은 1,500엔 할인 <3,480엔>,
토･요일은 2,000 할인<4,980엔>)
주말･공휴일은 예약제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 JCB 등 

쇼트 코스 타마구스쿠

TEL. 098-948-7172  FAX. 098-947-7357
http://www.g-tamagusuku .com/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40분

자연이 보여주는 다정함과 엄격함.
난죠시 타마구스쿠 완만한 구릉에 펼쳐진 풍경 좋은 입지. 기복이 
풍부한 자연 그대로의 다채로운 레이아웃과 더불어 경사도가 높은 
그린을 배치해 쇼트 코스만의 정확한 숏과 교묘한 전략을 
요구하도록 설계. 남녀노소, 초보자는 물론 중급자의 도전 의욕도 
충분히 만족시킨다.

이용요금(엔)
비회원

18H
평일
1,500

토요일
1,500

일요일
2,000

공휴일
1,500

클럽 대여: 100엔/1채 　　슈즈 대여: 300엔
일몰 코스: 3월~6월 16:30~, 7월~9월 17:00~, 10월~2월 16:00~
휴무: 화요일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나하 골프 쇼트 코스

TEL. 098-998-3315  FAX. 098-998-3310
예약전용전화 098-998-3315

나하 시내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0분

다채로운 아웃·인 2개의 9홀을 즐길 수 있는 곳.
아웃 코스는 전체적으로 평면이어서 거리는 86
야드에서 158야드, 숏 아이언부터 미들 
아이언까지 사용 가능. 여성의 경우 우드도 시용할 
수 있다. 나하 골프 쇼트 코스의 코스레이아웃은 
주니어나 초보자의 등용문으로 사용되며, 일반 
골퍼의 그린연습에도 최적이다.

이용요금(엔)
비회원

평일
2,500

주말･공휴일
3,500

클럽 대여: 500엔 　　슈즈 대여: 500엔
휴무: 월요일(단, 공휴일 및 11월~3월은 제외), 새해 첫날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마츠가하라 골프 클럽

TEL. 0980-73-6011  FAX. 0980-73-6013

나하 공항에서 미야코 공항까지 약45분
미야코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3분

미야코지마의 대자연을 맛볼 수 있는
우아한 퍼블릭 코스.
해풍을 교묘하게 계산하는 것이 이 코스의 필승법.

이용요금(엔)

18H
2회차(매9홀 마다)

1,000
500

클럽 대여: 300엔
슈즈 대여: 2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치요다 컨트리 클럽

TEL. 0980-76-2588  FAX. 0980-76-2284
http://www.pacificgolf.co.jp/chiyoda/index.asp

나하 공항에서 미야코 공항까지 약45분
미야코 공항에서 우에노 독일문화마을 방면으로 주행.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5분

편안하고 한가로운 전원 속에 펼쳐진 퍼블릭 코스.
푸른 하늘의 광대함이 전해지는 널찍한 페어웨이에서 호쾌한 
숏을 즐길 수 있는 퍼블릭 코스.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나, 골프 초심자에게는 「가볍게 즐기는 골프」5 홀 4,000
엔을 추천한다. 야간 설비도 완비되어 있다.

이용요금(엔)
평일
8,800
5,600
5,000

주말･공휴일
10,000
6,800
5,000

18H
9H
9H(야간)
클럽 대여: 2,000엔　슈즈 대여: 500엔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영업)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주 마르 골프 가든

TEL. 0980-83-7211  FAX. 0980-83-7212

나하 공항에서 이시가키 공항까지 비행기로 약1시간
이시가키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15분

웅대하게 펼쳐진 남국의 대자연,
가쥬마루 나무에 둘러싸인 골프 가든.
주 마르 골프 가든은 이시가키지마의 중앙부에 치솟은 오키나와현 
최고봉인 오모토다케 남쪽에 위치해 풍요로운 자연이 펼쳐지는 
낙원이다. 합리적인 요금에 누구나 언제든지 가볍게 돌 수 있는 쇼트 
코스다.

이용요금(엔)
회원 비회원

평일
1,000
700

주말･공휴일 
1,000
700

평일
2,000
1,400

주말･공휴일 
2,000
1,400

16H
2회차

클럽 대여: 1,500엔(5채)　　슈즈 대여: 5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불가



이용요금(엔)

마에사토 골프 코스

TEL 0980-88-7204 (골프장 전용 전화)
0980-88-7111 (호텔 전용 전화)
FAX 0980-88-7211
http://www.anaintercontinental-ishigaki.jp/

나하 공항에서 이시가키 공항까지 비행기로 약1시간
이시가키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자동차로 약8분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쇼트 코스.

공항이나 시가지에서 이동이 편리하고 관리 상태가 좋은 본격 
쇼트 코스. 코스는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그린은 작은 편이라 
초심자부터 상급자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다. 렌탈 용품 일체가 
포함되는 세트 상품도 있으므로 여행지에서 가볍게 들러 플레이 
할 수 있다.

2회차
3,500 3,500
1,000 1,000

평일 주말･공휴일

대여 1식: 1,000엔
(클럽, 슈즈, 백, 수동 카트)
수동 카트: 500엔
휴무: 연중무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사)오키나와 택시협회
TEL 098-855-1344
(사)전국개인택시협회 오키나와지부
TEL 098-850-7677
(사)오키나와현 버스협회
TEL 098-667-2316
(사)오키나와현 렌터카협회
TEL 098-859-3825

오키나와 베리어프리 투어 센터
나하공항 장애인･고령자 관광안내소
영업시간 10:00~1800(연중무휴)
TEL 098-858-7760
(우)901-0142 오키나와현 나하시 가가미즈150
나하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빌딩 1층 도착로비
(OCVB 공항 관광안내소 옆)

■오키나와현 관광정보서비스
　 오키나와 관광정보 웹사이트 ‘오키나와이야기’
　 http://www.visitokinawa.jp/kr
■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901-0152 沖縄県那覇市字小録1831-1沖縄産業支援センター2階
　 TEL 098-859-6123　FAX 098-859-6222
　 【한국사무소】
　　 　우편번호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한국관광공사 10층
　　 　TEL (한국) 02-318-6330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스포츠부 관광진흥과
　 〒900-8570 沖縄県那覇市泉崎1-2-2　　TEL 098-866-2764 　http://www.pref.okinawa.jp

■교통편
　 오키나와 현 외에서 오키나와로 오는 방법 및 오키나와 본도에서 이도로 가는 교통편에 대하여는 ‘오키나와 이야기’에 있는 ‘교통편’을 참조 바랍니다.
　 오키나와 이야기 http://www.okinawastory.jp/

풍부한 자연 속에서 수확한 식재료를 사용한 풍성한 식문화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오키나와 요리

낙도만이 가진 식재료

오키나와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구스이문(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즉, 의식동원(醫食同源)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부한 자연 속에서 얻은 식품 재료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으로, 풍부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군이 가지고 들어 온 식품 
재료나 요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멕시코 
요리 ‘타코’를 밥 위에 올린 「타코라이스」는 오키나와의 
오리지널 요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술 ‘아와모리(泡盛)’

아와모리는 15 세기 초에 다양한 무역품과 함께 샴(태국)에서 류큐로 
들어 왔습니다. ‘태국 쌀’과 ‘흑 누룩균’을 이용하여 쌀누룩을 
만들고 이것을 발효시켜 증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약 600년간 이와 같은 제조법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누룩의 독특한 향기와 희미하게 느껴지는 달콤함 및 상쾌함이 
특징이며, 미즈와리(물을 섞은 술), 온 더 락, 칵테일, 
오유와리(뜨거운 물을 섞은 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대로 마셔도 좋습니다. 
아와모리와 물을 차례차례로 번갈아 마시면 아와모리의 깊은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현 내의 많은 바에서 아와모리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궁정 요리나 가정 요리 등 오키나와의 현지 요리와 함께 
아와모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식재료를 사용한 오키나와 요리

이시가키규로 만든 초밥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술 ‘아와모리(泡盛)’

높은 품질로 인기를 얻고 있는 미야코지마 망고

역사적・사회적 배경으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온 오키나와. 
오키나와 뿐만 아니라 야에야마나 미야코 등의 낙도에서도 
본섬과는 다른 고유의 식생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미디어로부터 주목을 받은 
이시가키규(石垣牛)는 2000년에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의 만찬에서 메인요리가 된 것을 계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재 야에야마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일부는 
생후 수개월 내에 브랜드 소의 산지로 출시되어 사육 되기도 
하여, 일본에 있는 다른 유명 브랜드 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쇠고기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미야코섬은 ‘미야코지마 망고’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있으며 이에지마에서는 땅콩과 흑설탕 사탕으로 만든 
‘땅콩 과자’가 특산품으로 유명합니다. 낙도에서 골프나 
해양 레저를 즐긴 후, 각지역의 특산물을 드셔보세요.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는 고급 SPA

아메리칸 빌리지 데포 아일랜드

　　　　　　　　　　　오키나와 아울렛 몰 아시비나
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출발 직전까지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하고, 느긋하게 쉬고, 쇼핑까지. 오키나와를 완벽하게 즐기는 법

우아하게 즐기는 리조트와 선택의 폭이 넓은 콘도미니엄

관광협회 및 관광관련단체

최고의 SPA & 에스테틱

리조트를 만끽하고 싶다면 럭셔리 호텔을 추천합니다. 
골프장과 인접한 스타일의 호텔은 신록이 풍부한 산들에 
둘러싸여 마치 골프장 내에 호텔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골프 여행을 겸한 격조 높은 호텔에서의 숙박으로 몸도 
마음도 재충전 해보세요.
리조트 호텔에서의 숙박 외에도 단기, 중기 숙박을 원하시는 
분께는 콘도미니엄 호텔을 추천합니다. 부엌 및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거주 공간 타입, 넓은 실내에 다양한 
어메니티들이 갖춰져 있는 패밀리 타입, 그리고 최고급 SPA
를 즐길 수 있는 타입 등 여행의 목적이나 기호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됩니다.

골프의 재미를 만끽한 후에는 지친 몸을 달래는 SPA와 
에스테틱이 인기 입니다.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온욕 
시설이나 천연 해초로 만든 트리트먼트 등 오키나와의 자연 
소재를 이용한 SPA & 에스테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골프 관광으로 몸과 마음 모두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와 다른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관광지 오키나와에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배경 문화, 역사, 자연 
등을 생각하면 쇼핑이 더욱 즐거워 집니다.
예를 들면, 1945년에 창업된 플라자 하우스 쇼핑센터는 미군 
관계자 전용 백화점으로 오픈 하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또, 챠탄쵸에 있는 아메리칸 빌리지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쇼핑 명소입니다. 레스토랑과 영화관, 라이브 하우스, 어뮤즈먼트 
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한곳에 모여있으므로 미국적인 분위기를 
즐기면서 하루 종일 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브랜드 상품을 면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DFS 
갤러리아’나, 100여개의 인기 브랜드 상품을 일반 가격의 
30%~80%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는 ‘오키나와 아울렛 몰 
아시비나」 등 다양한 쇼핑 시설이 있는 것도 오키나와의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이에지마 관광협회

재단법인 나고시 관광협회

NPO법인 히가시손 관광추진협의회

※표시 가격은 소비세(5%)포함 가격입니다. 
※협력금과 사용세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내용에 관해서는 각 골프장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이 골프 가이드는 2012년 3월 현재 각 골프장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격, 　
　휴일 등의 내용에 관해서는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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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부쵸 관광협회

온나손 상공회

일반사단법인
우루마시 관광물산협회

사단법인
기노완시 관광진흥협회

차탄쵸 관광협회

일반사단법인
이토만시 관광협회
일반사단법인
난죠시 관광협회
일반사단법인
아구니손 관광협회

사단법인 오키나와시 관광협회

요미탄손 관광협회

사단법인 나하시 관광협회

자마미손 상공회

토카시키손 상공회

타케토미쵸 관광협회

요나구니쵸 관광협회

오키나와 골프장 가이드북

사단법인 미야코지마 관광협회

사단법인 이시가키시 관광협회

사단법인 쿠메지마쵸 관광협회

우라소에시 관광협회

（0980）49-3519
（0980）49-5668
（0980）47-3641
（0980）47-3412
（0980）53-7755
（0980）52-1797
（0980）51-2655
（0980）51-2656
（098）966-8258
（098）966-2435
（098）978-0077
（098）978-1177
（098）926-5678
（098）926-5679
（098）989-5566
（098）989-5567
（098）982-9216
（098）982-9002
（098）897-2764
（098）897-0769

（098）862-1442
（098）880-6893
（098）840-3100
（098）840-3121
（098）948-4611
（098）948-4644
（098）896-5151
（098）896-5161
（098）896-4321
（098）987-2340
（098）987-2430
（098）987-2798
（098）985-7115
（098）985-7797
（0980）73-1881
（0980）73-0955
（0980）82-2809
（0980）83-6296
（0980）82-5443
（0980）82-5472
（0980）87-2402
（0980）87-2445

  （098）876-1234
내선（3167）
  （098）876-9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