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VE IN 
OKINAWA!

오키나와를 찾는 분들이 아름답게 보전된 바다에서 자연과 여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파라다이스

아득히 먼 바다 저편의 ‘니라이카나이’에서 신이 찾아와 풍요를 선사한다.
오키나와에 예로부터 전해지는 신앙으로, 사람들은 바다에 경외감을 품고 기원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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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다이버를 매료시키는 오키나와 바다

부산

서울

베이징

톈진

상하이

홍콩

일본

나하

아구니 섬

게라마 제도

이에 섬

이헤야 섬
요론 섬

아마미 오섬

기타다이토 섬

미나미다이토 섬

구메 섬

미야코 섬다라마 섬

이시가키 섬

이시가키

요나구니 섬

이리오모테 섬

삿포로

센다이

고마쓰

이바라키

나리타
도쿄(하네다 국제)

시즈오카중부 국제

오사카(이타미)

간사이 국제
고베오카야마

다카마쓰히로시마

마쓰야마

후쿠오카
구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

잠수하는 순간, 호흡은 잊고 시간은 멈춘다. 아름다운 생명이 숨쉬는 바다의 보석상자.

오키나와 바다의 매력

주변 섬으로 가는 길

나가사키

요나구니 섬 남쪽 앞바다, 남북으로 약 290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석 구조물. 
계단 모양의 거석, 거북 모양을 한 부조 바위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자연의 창조물인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투성이의 거석 구조물은 로망이 넘칩니다.

거석 구조물(요나구니 섬 앞바다)
최대 수심 25m 조류 때때로 강함

세계 최대의 난류 쿠로시오가 흐르는 동지나해와 태평양을 바라보는 
160개의 섬과 49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진 오키나와.
항공로, 해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각 섬들로 가는 교통편도 편리합니다.
아열대 기후의 온화한 기후와 풍요로운 자연,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주목을 받아
동아시아 최대의 리조트 아일랜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은 오키나와의 바다!
전 세계의 프로 다이버들이 ‘한번쯤은 잠수해보고 싶은 바다’로 꼽을 만큼 매력적인 포인트가 곳곳에 산재합니다.
초보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인기 만발의 <푸른 동굴>.
40~50미터 앞까지 보일 정도로 발군의 투명도를 뽐내는 게라마제도 국립공원.
아름다운 블루 라이트가 쏟아지는 동굴과 다이내믹한 지형이 매력적인 미야코 지역.
세계 유수의 만타 포인트 야에야마 제도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요나구니 섬의 거석 구조물. 
어디까지나 투명한 바닷속, 햇빛에 반짝이며 하늘대는 산호초와 아열대의 군무.
눈 앞에서 우아하게 춤추는 만타와 대형 회유어, 귀상어, 
때로는 고래상어를 만나는 행운까지….

겨울에는 혹등고래가 돌아다니는 등 생명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오키나와 바다.
여름의 해수온은 약 28℃, 겨울에도 해수온은 약 21℃로 따뜻해서
자녀를 동반한 가족부터 프로 다이버까지 일년 내내 리조트 아일랜드 오키나와의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미야코

나하

타이중

가오슝

오키나와

타이베이

구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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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 섬

Umiuchiwa

Jitsuru

Dragon Lady

Jichigatama Reef

Yakabi Tunnel

Under Lighthouse

Achinera-birashi 
UshinojiAntsu Tower 

Siru

Maehama 

Sand Triangle

Amuro Island 
L-formation Course

Amuro Friendly Course

Fukanshi

Amuro Cattle Reef
Ufumata

Hirase

Nakaranshi Akanma

Akazaki
Kuro Island Twin Rock

Chishi

Ugan (Male Rock)

Gushikujima

Nagasaki

Ou Island West Hiding Reef

Ou Island No.6 Shoal

Tomumo-ya

North of Kuba

Ou Island Nose

Arari

Takabanta

Inner Reef
Unnoshiru

Ura

Shiraiwa Rock

Unse

Kamigu
Gishibu Waterway

Uchakashi

Nita Cave

Unajinosachi

Alpine Meadow

Undersea Desert

Coresis

Hamanaka

Nishibama

Amaushiri

Nakachinshi

Takachinshi

Yakabi Hiding Reef

South of Yakabi

Spots Coral
Ijakaja

Shimo Reef

Gina

Sakubaru Nose
Sakubaru Fish Reef

Amuro Fish Reef

Sakubaru Hiding Reef

Whale Observatory
West of Gishibu

Tamaruru

Irabuya

Nozaki 

Kuriraha

Sunzaki

Ariga Cable

South of Ariga

Three Reef
Uminchu (Fisherman) 

Tokashiku Beach-mae

Hiyaruga

Chiyochiburu

Hanari Island

South of Hanari 

Hinakushi

Nakachiburu
Toe

Leck ‘92

Under Lighthouse 

Kamigu

Kuba Hiding Reef
West of Kuba

Kuba Kaneji

Konse Reef

East of Kuba

South of Kuba
Kuba Canyon

9

자마미 섬

도카시키 섬

기시부 섬

구로 섬

마에 섬

아카 섬

후카지 섬
구바 섬

게루마 섬

야카비 섬

North of Kuro Island 

Sanbashi-mae

Shark Point

Paraiso

오키나와

Umiuchiwa(Seaweed)

게루마 공항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수온
풍향

슈트 기준

게라마 제도의 계절별 다이빙

바다의 볼거리

월
(℃)
(℃)
(℃)

북 북남동 동
5mm 풀슈트 5mm 원피스 5mm 원피스3mm 원피스5mm 풀슈트+후드

혹등고래

황안어

루미너스 카디날피시

흰동가리•붉돔의 산란

문짝갑오징어의 산란

만타(자마미 섬•아카 섬•게루마 섬)

세계가 사랑하는 바다 ‘게라마 블루’

게라마제도 국립공원

1

2

3

4

5

6

7

8

Kamigusuku

Urunosachi

（ °C）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투명도 발군의 게라마 제도의 바다.
‘세계가 사랑하는 바다’로 불릴 만큼 지형, 산호, 물고기의 종류와 수, 
높은 투명도 등 다이버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의 다이버를 매료시킵니다.
일년 내내 수많은 다이버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핫 플레이스.

나하 서쪽 40킬로미터에 위치하며 도카시키 섬과 자마미 섬, 아카 섬을 비롯해 
크고 작은 2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게라마 제도.
발군의 투명도를 자랑하고 수 십 미터 앞까지 내다보이는 수중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아름다움은 ‘게라마 블루’로 표현될 정도로, 물고기와 산호 등 생명력 넘치는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12월∼3월까지는 번식을 위해 혹등고래가 회유하고 고래관찰투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연안에서 해역에 걸쳐 다양한 생태계가 보존되고 자연이 아름다운 풍경지가 높이 평가되어 
2014년 3월 5일(산호의 날) 게라마제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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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akaja3
Uminchu（해인）5

Paraiso（마에 섬）7 Hanari Island9

Kamigusuku（도카시키 섬 동쪽）6
마음을 앗아가는 생명의 신비 ‘산호의 산란’

宇輪之崎（URUNOSACHI）

Urunosachi2

Undersea Desert4North of Kuba(구바 섬: 무인도)1 Gina（아카 섬）8

해저에 가라앉은 정글짐 같은 어초 블록에 다양한 생물이 모여듭니다.
수많은 물고기와 만나기에는 최적의 포인트.

최대 수심 30m 조류 때때로 강함

최대 수심 25m 조류 때때로 강함
최대 수심 35m 조류 때때로 강함

최대 수심 20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30m 조류 가끔

최대 수심 35m 조류 가끔

끝없는 백사장이 사막처럼 펼쳐지는 인기 포인트.
반짝이는 햇빛과 파문이 모래밭을 빛내는 환상적인 푸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최대 수심 20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25m 조류 잔잔

새빨간 부채뿔산호에 황안어, 루미너스 카디날피시, 
나비고기가 모여글어 용궁을 방불케 하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치와 균열 등 미로 같은 지형을 드리프트 다이빙으로 즐길 수 있는 포인트.

숲처럼 컬러풀한 가지 모양의 산호초 군생이 이어지고 
그린 크로미스와 퍼플퀸 앤티어스 무리가 춤을 추는 힐링 포인트.

일 년에 불과 몇 번 밖에 볼 수 없는 귀중한 산호의 산란!
초여름이 시작되는 5월~6월 사이, 보름 무렵의 밤에 
산호들은 시간을 미리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산란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은 감동적이고 신비롭습니다. 
산호의 고향으로 불리는 게라마 제도. 
아하렌 비치, 아카 섬 앞바다 등 여러 포인트에서 나이트 다이빙으로 
환상적인 바다 세계를 체험하세요!

게라마 제도 중에서도 만타를 만날 확률은 최고. 
만타 클리닝 포인트가 있어 호버링하면서 클리닝하는 모습과 먹이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한사리 때가 만타를 만나기에는 최적기.

구멍이 뚫린 바위 뿌리에 부채뿔산호가 군생하고 그 주변에는 깃털제비활치, 금강바리가 떼지어 다닙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용궁을 보듯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새하얀 모래밭에는 귀여운 가든일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습니다.
바위 밑 틈새로는 화이트팁 리프 샤크가 보이고 
때때로 대형 부채가오리와의 조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래밭과 산호도 있고 물고기 그림자가 짙은 포인트.
푸른바다거북이나 매부리바다거북과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다이빙 중에 잠을 자거나 먹이를 먹는 거북을 만나면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도카시키 섬 아하렌 비치에서 1킬로미터 앞에 있는 무인도. 
나룻배로 건너지만 바다카약이나 바나나 보트로 건너는 체험 투어도 있습니다.
투명도가 매우 높고 얕은 곳에서도 열대어를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함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키나와 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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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누 섬

구메 섬

Tatamiishi

Hatenohama Beach

Irishinakita V Point

Ohama

Mifuga(Female Rock)

Under Airfield

Elementary School Offshore

Hidenchigama 
Garasa Offshore

Turtle Paradise

Torinokuchi
Torinokuchi Overvatory

Ara Cave-mae
Ara Oyakoiwa Rock

Shippishi Drop

Coral Garden

Yahe Rock
Irabu Rock

Hiramatsu

Dynamite
Triangle
Majinbu

Table Coral
Ibikusashi

Grouper Reef

W Rock

Soft Rime Forest

Yona Tunnel

Cape Hedo Dome

Futagami Rock

Sakimotobu Gorilla Chop

Sesoko Island Labyrinth

Sesoko Island Pumpkin

Minna Island Cable

Waji

Sankaku Mountain
Gama Portal

White Striped Hawkfish 

Ryukyukikka 
Angela Portal

Cape Shimajirizaki

Dozaki
Michelin

Yamada Point

Cape Maeda

Onna Point
Manza Dream Hole

Hoshu
Nakayukui

Chatan Tower

Mishiragi

Inanbishi

Cape Zanpa
Jinbaru

Under Aka

Imazuni

Ichunza
Tonbarasaji

Shichugama
Umagai

North Line Kasumi Point 
Under Lighthouse

Hatenohama Beach Offshore
Nakanohama Beach Offshore
Under Nakanohama Beach

Around Egg Rock
Egg Rock

Cape Kin
Red Beach
Kin I.C.-mae

Muchigu
Nanguchi
Nanpanari
Clownfish Castle 

Tonbara

Makushino Beach

Yukuta

Nakaruma 

Cape Kanan
Aurora

Ashihaya
Turtle Beach

Wreck of the USS Emmons

Under Cape Hedo Beach
Cape Hedo Canyon

Dice
Mini Arch

White Garden

Wreck

Sukabuya

Mitsu Reef
Ou Island 

Sugar Hill

Beacon
Sanbashi-mae

Double Drop
Coral Garden Sand Highway

Big Seafun

West of Kamiyama 

Kamiyama South Labyrinth Giza Cliff
Odo Seashore

Cape KyanUnder Gushikawa Castle Ruin

이제나 섬

이헤야 섬
Kumaya Cave 

헨자 섬
미야기 섬

이케이 섬

하마히가 섬

쓰켄 섬

구다카 섬

이에 섬

나하 공항

구메지마 공항

슈리성 공원

도나카 섬

치비시 제도(게라마 제도 국립공원)

가미야마 섬

구에후 섬

아구니 섬

Castle Wall North and South
Sunabe No.1

Komaka Island

Mizugama

19.5
14.6

19.8
14.8

21
북북동 북북동동남동 남남서 동남동남동북

5mm 풀슈트 5mm 원피스 3mm 원피스 5mm 원피스
동

20 25 25~29 25~2421 23 23

21.7
16.5

24.1
19.0

26.7
21.8

29.4
24.8

31.8
26.8

31.5
26.6

30.4
25.5

27.9
23.1

24.6
19.9

21.2
16.3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얼룩매가오리

Shinba
Under Airport

Slobe-mae

Ugu Beach
Okunominami
Bojitomai 

Pipeline
Telecommunication Tower-mae 

Noma
Sakura

Kushireji
Cape Fudenzaki 

Blue Cave

Cape Maeda(푸른 동굴 속)

11

3

4

5

6

7

8

9

10

11

1

2

아구니 비행장

Cape Maeda1 Sunabe No.13

Manza Dream Hole2
갯민숭달팽이의 교접

문짝갑오징어의 산란

문짝갑오징어의 보육

산호의 산란

바다거북의 산란

★

★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반코쿠신료칸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수온
풍향

슈트 기준

오키나와 본도의 계절별 다이빙

바다의 볼거리

월
(℃)
(℃)
(℃)

Komaka Island4

오키나와 본도
오키나와의 관문, 나하가 있는 오키나와 본도. 
다이빙포인트가 서해안을 따라 산재하고, 매력적인 지형의 주변 섬들에서 다이빙도 가능. 
비치 엔트리가 가능한 포인트도 많아 초보자도 안심하고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앞바다로 밀려나온 암초 위에 뻥 뚫린 구멍을 
통해 수직으로 24미터까지 떨어지는 종혈이 
있고, 그곳을 빠져 나오는 순간, 푸른 빛에 
시선을 뺏기고 맙니다. 엄청난 숫자의 주걱치의 
실루엣은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최대 수심 40m 조류 가끔

최대 수심 30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20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15m 조류 잔잔

오키나와 본도를 대표하는 다이빙포인트. 푸른 동굴과 단애 지형, 
얕은 바다에는 산호초가 펼쳐지고 물고기 그림자도 짙습니다. 
제비활치 떼 외에 바다거북이나 나폴레옹피시 같은 거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의 연체 산호가 꽃밭 처럼 펼쳐지고 
주위에는 자리돔과 나비고기 친구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비치에서도 엔트리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인기 포인트.

태평양의 외딴곳에 떠있는 8백여 미터 둘레의 무인도. 
파도가 밀어닥치는 물가까지 화려한 열대어들이 헤엄치는 산호모래 비치에서는 해수욕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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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yama South Labyrinth（치비시 제도）5

Wreck of the USS Emmons（고우리 섬 앞바다）10

Sesoko Island Labyrinth（세소코 섬）11

Minna Island Cable（민나 섬）9

Tonbara（구메 섬）7

8 Imazuni（구메 섬）

최대 수심 20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40m 조류 가끔

최대 수심 30m 조류 가끔

최대 수심 30m 조류 가끔

최대 수심 40m 조류 때때로 강함

최대 수심 12m 조류 때때로 강함

Cape Fudenzaki（아구니 섬）6
최대 수심 40m 조류 때때로 강함

4월~7월에 줄전갱이 수천 마리의 다이내믹한 대군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포인트.
그 밖에도 이다랭이떼와 운이 좋으면 귀상어, 고래상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하 앞바다에 떠있는 3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치비시 중 하나가 가미야마 섬. 
초보자도 지형을 즐길 수 있는 인기 무인도입니다. 
바닷속은 균열과 동굴이 많고 그 사이를 미로처럼 나아간다고 해서 라비린스로 불립니다.

해저에서는 거대한 암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포인트에 
잠수하여 무명갈전갱이, 이다랭이 따위의 회유어를, 
수심 40미터 부근에서는 화이트팁 리프 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귀상어,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는 찬스도!

오키나와 본도 북부의 모토부 반도 앞바다에 펼쳐진 산호초에 떠있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섬. 
투명도가 높고 가든일과 컬러풀한 열대어가 춤을 춥니다. 
얕은 바다의 암초 위에 있는 산호초 군생은 오키나와 중에서도 톱 클래스.

태평양 전쟁 중에 고우리 섬 앞바다에 침몰한 군함 <USS 에몬즈>. 
길이 약 10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군함은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침몰 당시와 거의 다름없는 모습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규모와 박진감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스페셜한 침몰선 포인트!

오키나와 현 모토부 정에 있는 세소코 섬. 암초에는 여러 개의 균열이 나 있고 터널과 동굴로 이어진 거대한 미로 같은 곳입니다. 
미궁 속으로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 볼 때마다 모습을 바꾸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광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다이내믹한 줄전갱이 대군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꼬치고기, 이다랭이, 무명갈전갱이 따위의 회유어 무리를 만날 확률이 높은 인기 포인트. 
항구에서 보트로 약 5분 정도면 도착!
구멍, 드롭, 균열과 기복이 심한 지형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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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부 섬

이케마 섬

시모지 섬

야비지
여름철에 잠수할 수 있는 미야코 섬 최고의 산호초군

다이내믹한 지형을 체감할 수 있다

남해안 & 동해안

다라마 섬·민나 섬

시모지 섬·이라부 섬

사람의 손길이 닫지 않은 산호초를 만나다

다라마 섬

미야코 섬

융기 산호에서 탄생한 두 개의 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오키나와

Coral Garden

Hakuai Out Reef

Muiga
Gao

Cape Shiratorizaki

Yabiji Kindergarten
Do-East Paradise
Fujaya

Wreck Tag
White City

Fukawasa

Yabiji Coral Garden

Nakagausa
Kanamara Point

Kijaka Paradice
Yabiji Turtle Point

Thank you, moocow.
Moocow, I’m scared.
Hello Moocow in distance.

Maibishi

Twin Hole

Rock BeautyOasis

Fish Garden
Crystal Park

L-formation Arch

W Arch

Providence
Providence 2

Crimson Sea Bream Arch
Crimson Sea Bream Corner

Slender Sweeper Reef
Yabiji Geometrical Forest

Mijuki
Agaragausa

Twin Rock
Sweeper Reef

Debeso
Debeso 2

Under Karimata

Nanako Bay

Cross Hole
Babenoya

Overhang
Triple Three

Panata

Kumaza

Tea Garden
K２Maru Tower

Maru

Tsuwatsuwaisshu Park
Tsuwatsuwa East

Fish Tower
Rock

Triangle

Muddy Park
Prawn Tempura

Dune Legend
Kumaza No.1

Angel Cave

Small World

Nanamata Arch
New Small World

Panari Bishi Inner Reef
Panari to Panari

Demon King’s Palace
Wall Cave

Toriike Pond
Mini Toriike

Antoni Gaudi

Tsuha Drop
Sea Whip Reef

Marine Lake

Room of Queen

Nakanoshima Hole
Coral Hole

Nakanoshima Channel 

Ichinose Hole
Ichinose Drop

Deep Blue 
Tukakin Drop

Sunnagu

Bana League
Banadainugu

Mitsunugu

Big Crevasse
Minna Corner

Coral Farm

Minna Panari
Double Rock

Rock Garden
Flower Park

Kaitokun’s Bluebanded Snapper
Ubudu

Counter Voice Mihae Coral
Yoija

Bymidge
Hanamichi

Taniga Tunnel

Shark City
Cozy
Free Way

Coral Village
Coral Mountain

Sand Way 
Hamasaki

Minna Island Drop

Thriving Coral 

Healing Reef

Naruhodo-the Cave

미야코 지역

290km

20.4
16.0

20.9
16.2

21~23
북북동~북동 남~남서 북동

23~25 23~2526~29 25~27

22.7
17.7

25.1
20.2

27.5
22.7

29.9
25.2

31.6
26.6

31.2
26.3

30.0
25.3

27.8
23.6

25.0
20.8

22.0
17.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

2

3

6

4

7
9

5

8

Cape Shiratorizaki1

니시헨나자키

히가시헨나자키

미야코 공항

다라마 공항

5mm 풀슈트 5mm 원피스 3mm 원피스 5mm 풀슈트
만타

야비지＆동해안 다이빙 시존

문짝갑오징어의 산란

무명갈전갱이•이다랭이

꼬치고기•샛줄멸

미야코 섬

다라마 섬

Demon king’s Palace2

구리마 섬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수온
풍향

슈트 기준

미야코 지역의 계절별 다이빙

바다의 볼거리

월
(℃)
(℃)
(℃)

미야코 지역
지형 스폿을 잠수하고 싶다!
모험심이 소용돌이치는 다이버에게 안성맞춤인 미야코 섬. 
산호초가 만들어낸 동굴 속으로 매혹적인 푸른 빛이 쏟아져 내린다.

최대 수심 35m 조류 완만

최대 수심 27m 조류 때때로 강함

이라부 섬 북쪽에 위치하며 한가로이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 
뿌리 주변에는 디스파 안티아스 무리가 춤추고 리프 스콜피온 피시와 캔디 크랩의 모습도 보입니다. 
말미잘에 서식하는 핑크 아네모네 피시의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중 조명은 필수. 수심 20미터 부근의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미로처럼 복잡한 지형을 따라가면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 집니다. 
천장에서 곧장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곳에 마왕이 사는 듯한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곳곳에 난 균열을 통해 스며드는 햇빛 커튼도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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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EYAMA REJION
石垣島周辺（川平石崎マンタポイント）
7月～10月は高確率でマンタに出会うことができる。

W Arch

Antoni Gaudi

Ichinose Hole

Mini Toriike

Toriike Pond

4

6

7
9

Babenoya8Rock Beauty5

16

Kijaka Paradise（야비지）3
최대 수심 20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30m 조류 가끔

최대 수심 13m 조류 때때로 강함

최대 수심 18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30m 조류 가끔

최대 수심 30m 조류 때때로 강함

최대 수심 35m 조류 잔잔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을 방불케 하는 인기 스폿. 
천장에 뚫린 네 개의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커다란 오버행 지형이 재미있고 바위 앞에는 갯고사리가 색채를 더합니다.
겨울에는 만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산호의 숲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 디딜 틈 없는 컬러풀한 산호의 군생과 붉돔이 춤추는 화려한 장소!
투명도도 높아 다이빙 초보자나 스노클링을 즐기는 곳으로 추천.

미야코 섬의 지형 포인트 중에서도 스케일이 큰 포인트. 
수심은 약 30미터 전후로 깊지만, 홀 천장의 구멍에서 
쏟아지는 환상적인 푸른 빛이 아름답습니다. 
동굴 속 황안어 대군이 빛에 반짝이며 흐르는 광경은 압권!

산호가 군생하는 모래밭 포인트. 
모래밭에는 귀여운 가든일이 얼굴을 내밀고 산호 주변에는 자리돔, 
황안어와 화려한 물고기가 많아 어류 관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암초 틈새에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아치를 즐길 수 있는 지형 스폿. 
큰 아치를 바로 밑에서 올려다보면 하트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여성 다이버에게도 인기. 
수심도 얕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동굴 다이빙도 안심. 
아치 밖에는 스트립트 안티사스 , 쏠배감펭 따위의 어류도 풍부.

땅 위의 연못이 바닥으로는 바다와 이어져 있는 특이한 
지형이며 시모지 섬의 인기 스폿입니다. 
수심 10미터 정도에 있는 횡혈을 빠져나가면 연못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면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눈 속으로 달려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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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gochi 3 Reef

Tranquility Reef
East Canyon

Nishihama Beach

21.2
16.5
21

21.6
16.9
20

23.5
18.5
22

25.8
21.2
23.9

28.3
23.6
26.1

30.4
26.1
27.7

32.0
27.6
29.1

31.8
27.1
28.9

30.7
25.8
28.3

28.7
23.7
26.5

25.8
21.1
24.2

22.7
18.0
2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황안어•루미너스 카디날피시

귀상어（요나구니 섬 외양）

만타(이시가키 섬)

만타(구로 섬)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

하테루마 섬

요나구니 섬

410km

Umapana Drop-off
Umapana Skerry

Dannu Drop
Dannu Beach

Kuburabari
Irizaki

Hammer Head Rock
South Reef

Hammer Way
W Arch
Daiyati

Tachigami Rock
Stadium
Ruins Point

Agarizaki Blue Hole

Moulin
Rokujo Drop

White World

White River
Sabachi

Turtle Point

다케토미 섬
고하마 섬이리오모테 섬

Under Hirakubo Lighthouse
S Road

Hirakubo Isobana Reef

Crimson Sea Bream Reef
Coral Color

Ibaruma Offshore Reef
Sea-through

Big Mountain
Ibaruma In Reef

Hirano

Yassaguchi

White Wave

Garden

Nosoko Drop

Yonehara W Reef Southwest

Kabira Ishizaki Manta Scramble
Manta City Point

Chair of King

Sukuji Bananafish Reef
Sukuji Out

Sakieda Big Arch
Sakieda Labyrinth

Coral Wave 
Uganzaki Bluefin Trevally Reef

Uganzaki Lair of Shrimp
Uganzaki Turtle Kiss

North of Hatoma Island
Southwest of Hatoma

West of Baras
North of Baras

Baras Island
Tokakin Reef

Star Fruit
Midarahama Beach

Hanagoi Reef
South of Sotopanari Island

Cape Sabasaki
No.4 Pole

Amitori Shoal
Amitori Clownfish Point

Secret Garden
Sakiyama Offshore Reef

Sakiyama Azami Coral

Alice
Blue Labyrinth

Blue Spring
Hateruma Stone

Shikano River, Wreck

Shikano River Oguricap
Cape Uteimijisaki

Shikano River Indiana Jones

Osaki Hanagoi Reef
Cape Yarabuzaki

Osaki Lionfish Palace

South of Indabishi
Hunaura Bay
Isoroku
Tenjiku

Milky Way
Ritori Sand Paradise

Taketomi Island South Banabana

Dogtooth tuna Reef

Kuro Island V-formation Point 

구로 섬

하토마 섬

Panari Out

Kuro Island Red Bream Reef

Hanahige Point
Kuroshima Therapy

Panari Dragon Palace Reef

East of Panari
Panari Japanese Garden

Osaki

Taketomi Island Submarine Spring 
East of Hama Island 

North of Hama Island

Phantom Island(Hama Island)

Mitsuishi
Alpine Meadow

Garden Point

Yonara Channel Manta Way

East of Taketomi Island

Nagura Bay Small

Nagura Bay Kaleidoscope
Nagura Bay Batfish Reef

Nagura Bay Strawberry Field
Ishigakinoshio-mae

Miyara Dogtooth Reef

Ohama Offshore
Sakuraguchi
Coral Paradise

Taketomi Island South Damselfish Reef
Pinky

Little Creatures Home
Taketomi Island South Middle Book

Taketomi Island Sand Rock
Taketomi Island South Red Bream Reef
Taketomi Island South Dolly Square 

Big Drop Off
South Base

Akabana

Shiraho Offsore

Tower of Indian
Sakieda Flower Farm

Yonehara W Reef East 

Yoshihara

Shido Yonahara W Reef Southeast
Yonehara W Reef South

Yonehara Camp Site-mae

Arakawa W Arch
Yanbare Reef
Yanbare

Itona Dome
Itona Waterway 

Urasoko Beach

동양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와일드한 자연에 압도되다

거석 구조물의 신비와 귀상어를 만나는 유명 포인트 남십자성이 빛나는 일본 최남단의 섬

3

4

5

6

8

9

10

1

2

이시가키 섬

Kabira Ishigaki Manta Scramble1

5mm 풀슈트+후드
이다랭이•바라쿠다

문짝갑오징어의 산란•부화

5mm 풀슈트 5mm 풀슈트3mm 원피스

Taketomi North Jyagariko Reef

7
이시가키 공항

요나구니 공항

Takana Drop

야에야마 지역

북북동 북북동북동 북동남남서남

요나구니 섬

이리오모테 섬

하테루마 섬

Y A E Y A M A  A R E A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수온
풍향

슈트 기준

야에야마 제도의 계절별 다이빙

바다의 볼거리

월
(℃)
(℃)
(℃)

야에야마 지역
최대 수심 25m 조류 잔잔

이시가키 섬을 기점으로 갈 수 있는 다케토미 섬과 이리오모테 섬, 요나구니 섬, 
마보로시노 섬 등 주변 섬들에 퍼져있는 힐링 플레이스부터 다이내믹한 지형까지, 
생명감 넘치는 수중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야에야마 제도. 
전 세계의 다이버를 매료시키는 포인트가 수없이 산재합니다.

만타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는 인기 장소. 
운이 좋으면 열 마리 이상의 만타에 포위될 수도! 
하늘을 날 듯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에 감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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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s Island2
Panari Dragon King Reef

（아라구스쿠 섬 앞바다）
4 Irizaki（요나구니 섬）8

Sakieda Big Arch5 North of Hatoma Island9

Taketomi North Jagariko Reef10

Takana Drop （이리오모테 섬）7
Nishihama Beach （하테루마 섬）3

Yonehara W Reef East6

최대 수심 7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8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25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20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12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15m 조류 전전 최대 수심 17m 조류 잔잔
최대 수심 30m 조류 때때로 강함

최대 수심 30m 조류 때때로 강함

빨간 류큐 부채뿔산호와 연체 산호 주변에서 금강바리와 
루미너스 카디날피시가 춤추고 용궁 같은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리오모테 섬과 하토마 섬 사이에 홀로 떠있는 산호 조각으로 된 바라스 섬. 
발군의 투명도에 예쁘게 펼쳐진 산호, 수많은 물고기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인기 지역.

새하얀 모래밭이 펼쳐지는 투명도 30미터 이상의 바다. 
모래땅에 산재한 산호초 뿌리에는 흰동가리와 나비고기 따위가 모여들고 어류 관찰도 즐길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 한정의 세계이지만 커다란 아치 속에 수많은 루미너스 카디날피시가 모여듭니다. 
아치 속으로 빛이 스며들면 은하수 같기도 하고 오로라 같기도 한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요네하라 비치 앞바다에 있는 발군의 투명도와 물고기 그림자가 짙은 장소. 
산호초군에 군집하는 붉은돔과 자리돔 대군이 아름답고 
봄철에는 수십 마리의 문짝갑오징어가 산란하러 찾아옵니다.

수심 5미터쯤 되는 층에서 30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드롭 오프. 
빛이 연출하는 궁전 같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로 통하는 아치는 류큐주걱치가 춤을 추고 환상적인 공간에 둘러싸인 힐링 포인트입니다.

청새치, 이다랭이, 바라쿠다 등 거대 회유어를 많이 볼 수 있는 일본 최고 수준의 빅 포인트 중 하나.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귀상어와의 조우율은 요나구니 최대의 매력입니다. 
해머 리버로 불리는 귀상어 대군은 다이빙 팬도 꼭 봐야 할 광경!

수심 3미터 정도의 얕은 바다에 있는 류큐에키노포라과 석산호 군생이 볼만합니다. 
물방울 무늬가 인기인 롱노즈 파일피시도 많이 서식합니다.

산호초와 그 발달에 따라 생긴 균열이 형성되어 
지형을 즐길 수 있고 산호의 파노라마 풍경이 이어집니다. 
스테가스테스 니그리칸스의 환영을 받는 군체도 재미있습니다.



스노클링

S N O R K E L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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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와 열대어의 숲을 자녀와 함께 즐기다.
발군의 투명도를 뽐내는 오키나와 바다. 화려한 산호초와 
컬러풀한 열대어 무리 사이를 스노클링으로 자유롭게 누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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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R I N E  S P O R T S

연 바람에 이끌리며 파도를 달립니다.KITEBOARDING :

25

WINDSURFING : 요령을 터득하면 파도 위를 기분좋게 미끄러지듯 달릴 수 있습니다.

STAND UP PADDLE BOARDING :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젓습니다. 초보자도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SURFING : 오키나와에서도 이토만 고메스해안, 차탄 미야기해안은 유명한 장소.

WAKEBOARDING : 보트에 이끌려 바람을 가르고 물보라를 맞으며 물위를 달리는 상쾌함은 최고입니다.

해양 스포츠
최고의 로케이션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긴다!
바람을 느끼며 파도를 탄다.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의 천국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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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R I N E  L E I S U R E

27

해양 레저
리조트에서 즐기는 해양 스포츠
스릴 만점의 절규형 어트랙션부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까지 풍부한 메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최고의 추억으로 남을 오키나와의 바다를 마음껏 즐기자!

배 밑바닥에 벤치를 설치한 특수한 배. 가족과 함께 앉아 바다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WATER BIRD :

제트 스키의 제트 분사의 힘을 이용해서 공중부양. 색다른 차원을 체험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양 스포츠입니다.FLYBOARD :

수중 헬멧을 쓰고 수중산책. 화장도 지워지지 않고 안경을 쓴 채로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SEAWALKER :

보트로 낙하산을 잡아당겨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새가 된 기분으로 공중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PARASAILING : 모터보트로 2∼5인승 튜브를 고속으로 끄는 절규형 액티비티.BUMPER TUBE :

파도 위를 달리는 스피드, 커브, 급하게 방향을 꺾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JETSKI : 모터보트로 끄는 바나나 모양의 고무보트.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으세요!BANANA BO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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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수족관으로 오세요!

가족이랑 바닷속 관찰

바닷속에서 유리 너머로 오키나와의 바다 세계를 즐길 수 있는 해중 전망탑.
배를 타고 앞바다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유리바닥 보트와 반잠수정.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모두가 
오키나와의 산호초와 열대어의 세계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남국 바다의 세계를 배 안에서 볼 수 있는 쾌적한 크루즈.

오키나와 본도 북부에 있는 부세나 해중공원 전망탑과 미야코 섬에 있는 미야코 섬 해중공원에서는 수족관과는 또 다른 자연의 해중세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파크 & 
유리바닥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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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I L - P O W E R E D  S A B A N I  B O A T ST H E H E AT O F T H E D R AG O N B OAT R AC E  

여름의 도래를 알리다.
음력 5월 4일, 하리가 오키나와에 여름이 왔음을 알립니다.
하리는 바다와 공생하는 해인(어부)이 일 년 동안의 만선풍어와 항해안전을 기원하고 
각지의 어항에서 하류선이라는 배로 펼치는 경주를 말합니다.
오키나와 어부들의 문화를 느끼는 열기와 레이스는 박력만점!
해인을 응원하는 성원과 박수, 징과 북, 손가락 휘파람이 울려 퍼지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어 오키나와에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행사를 고대합니다.

호흡이 맞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바닥의 투명 카약을 탄 채 아름다운 산호와 
화려한 열대어를 감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리의 열기
오키나와의 전통을 느끼다.
돛에 바람을 받고 달리는 오키나와의 전통 배, 사바니를 체험하세요. 
사바니는 옛날 오키나와 해인(어부)들이 타던 전통 목조선입니다.
자마미 섬에서 오키나와 본도까지 레이스가 펼쳐지고 
그룹으로 참가할 수 있는 체험 투어로도 주목 받습니다.

마음도 배도 만족.
오키나와 현민의 바다 놀이 중 하나는 비치 파티.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와 친목을 도모하는 이벤트의 하나로, 
해변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파도소리를 배경으로 바다를 조망하면서 오키나와산 야채와 고기, 
해산물에 향토맥주를 음미하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
바닷속 세계를 즐긴 후에는 비치 파티로 마음의 정을 나눠보세요.

범선 사바니

바비큐
무인도 & 동굴 탐험을 떠나다 !
어린 자녀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카약 체험! 
열대어와 아름다운 산호를 감상하며 동굴과 무인도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넘실대는 파도를 넘어 모험을 떠나요!

바다카약을 타고 모험의 세계로



Top  Popular romantic night cruises under a starry sky, or dinner cruises gazing at night view in dusk.
Bottom  Why not charter a cruiser for diving and fishing during the day, and a dinner cruise at night?

32 33

남국 크루징
상쾌한 바닷바람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다.
아름다운 석양과 야경을 바라보며 디너 크루즈.
밤하늘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나이트 크루즈.
끝없는 바다에서 올려다보는 하늘과 바다의 세계가 여행자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행복의 시간...

동지나해로 저무는 아름다운 저녁노을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만큼 감동적입니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는 로맨틱한 나이트 크루즈와 
해질녘의 야경을 바라보는 디너 크루즈도 인기!

전세 크루저로 낮에는 다이빙과 낚시, 밤에는 디너 크루즈를 즐기는 플랜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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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확률

98％

고래 관찰
혹등고래를 만나다.
겨울의 오키나와에서 무한한 감동을 !

고래 관찰투어 포인트 지역

12월 하순부터 3월 하순 사이, 혹등고래는 오키나와 바다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찾아옵니다.
그 크기는 몸길이 15미터 전후, 몸무게 약 30톤으로 
지구 상의 최대급 포유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체구로 선보이는 퍼포먼스는 압권입니다. 
다채로운 표정을 뽐내는 고래들을 만나러 갈까요?

남국의 푸른 바다 위를 유유히 항해하면서 혹등고래의 다이나믹한 액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겨울철 관광으로 자녀와 함께 가족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박력 넘치는 고래의 점프를 눈 앞에서 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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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둘러싸인 오키나와는 낚시 천국으로도 불립니다.
월척을 낚기 위해 다이내믹한 유혹을 즐기는 트롤링.
초보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뗏목 낚시와 연안 낚시까지 
남국 특유의 다채로운 어종에 놀라움과 흥분의 세계가 기다립니다.

남국 낚시 체험

차터선에서 월척을 노리는 트롤링.
다랑어, 청새치, 만새기가 물었을 때의 흥분은 평생의 추억.

트롤링으로 호쾌하게 대어를 노리다 !

직접 잡아 올린 생선을 맛보는 것은 낚시가 끝난 후 최대의 즐거움.
잡은 생선을 요리해주는 음식점도 있으므로 낚시점 등에 물어보세요.

갓 잡은 생선의 맛은 각별 !

초보자도 반나절이면, 아무 준비 없이도 OK
초보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뗏목 낚시. 가족동반이나 여성분들에게도 
추천하는 간편한 배 낚시, 다랑어와 가다랑어가 잡히는 파야오 낚시 등 
난생 처음 보는 물고기에 너도나도 탄성! 오키나와 낚시를 만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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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핀 테라피 
마음을 치유하는 돌고래와의 만남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는 돌핀 테라피.
자녀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꿈 같은 감동의 프로그램.
돌핀 테라피로도 주목 받고 있으며
포근하게 감싸는 돌고래의 신비한 힘에 힐링됩니다 !

호스 테라피
말과 함께 바다 산책
말과 함께 호흡과 리듬을 맞춰 한가로이 비치를 산책하는 여유로움.
말과 함께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 헤엄칠 수 있습니다.
호스테라피로도 주목 받고 있으며 어린이도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폐증 같은 발달 장애의 경우 발달 지원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고래와의 교류를 통해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학습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고취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합니다.

돌핀 테라피란 ?

승마, 말 손질이나 사육관리, 말 관찰 등을 통해 
장애자의 정신 기능과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 방법의 하나.

호스 테라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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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요가 
부드럽게 감싸는 아침 해와 파도 소리. 비치 요가로 몸도 마음도 상쾌 !
두 팔을 벌려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
파도 소리, 바다 향기, 상쾌한 바람이 온몸을 채우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해돋이와 함께 실시되는 비치요가는 신체 리듬을 바로잡아줍니다.

탈라소 테라피
몸에 좋은 바다의 선물
탈라소 테라피는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해수, 해초, 바다진흙을 이용한 요법으로,
'건강•미•치유' 모두에 작용하는 해양요법입니다.
남국 오키나와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리조트 공간 속에서 일상을 떠나 
편안히 재충전하여 본래의 심신의 건강을 되찾아보세요.
※ 해양심층수는 햇빛조차 닿지 않은 심해에서 2천 년이란 세월 동안 천천히 지구를 돌고 있는 자연계의 기적으로 불리는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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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메 섬
게라마 제도

미야코 섬

이시가키 섬

다케토미 섬

하테루마 섬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4월~9월) 8:30-19:00 (10월) 8:30-17:30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4월~10월) 10:00-19:00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4월8일~11월30일) 9:00-19:00 ※계절마다 다릅니다.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4월17일~10월31일) 9:00-19:00 ※계절마다 다릅니다.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4월~10월) 9:00-18:00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영업시간
입장요금
시　　설

:
:
:

(7월~9월) 9:00-17:30 (4월28일~ 6월 / 10월1일~10일) 9:00-17:00
입장무료（주차료1,000엔）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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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inawan 
Beach Ｉ

Ｅ Ｆ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A

K

D

ざんぱ I

M

 (7월~8월) 9:00-19:00 (9월~10월 / 4월∼6월) 9:00-18:00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나하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비치. 곳곳에 정자도 많아, 그늘에서 
쉬어가며 해수욕을 즐길수 있습니다.

연중
입장무료（구메 섬에서 보트로 이동 / 유료）
화장실

연중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연중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매점

연중
입장무료

영업시간
입장요금

:
:

연중
입장무료

연중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매점

연중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눈 같은 하얀 모래가 유명하고 자연적인 조형이 아름답습니다.

(5월~9월) 9:00-18:00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7월~8월) 10:00-19:00 (9월~10월 / 4월∼6월)10:00-18:00
입장무료（주차료500엔）
샤워, 화장실, 물품보관함, 매점, 해파리방지그물

연중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매점

연중
입장무료
샤워, 화장실, 매점

얕은 여울에서 하는 스노클링에 최적. 투명도 발군의 비치.
에메랄드 비치（오키나와 본도）

온나 촌경영 비치（오키나와 본도）

세소코 비치 (오키나와 본도)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 감시원 해양  레저스노클링차탄 선셋 비치 (오키나와 본도) 기노완트로피컬 비치(오키나와 본도)

잔파미사키미나미 비치 (오키나와 본도)

도요사키추라산 비치 (오키나와 본도) 아자마산산 비치 (오키나와 본도) 아하렌 비치 (도카시키 섬)

하테노하마 (구메 섬) 요나하마에하마(미야코 섬) 스나야마 비치(미야코 섬) 스쿠지 비치 (이시가키 섬)

곤도이 비치 (다케토미 섬) 하마시마 바라스 섬 니시하마 (하테루마 섬)

후루자마미 비치 (자마미 섬)
최고인 아름다운 비치, 스노클링에도 최적.

지역 젊은이에게 인기가 있는  차탄에 위치하고
주변 관광지도 즐길 거리가 많은 비치.

오키나와 본도

고하마 섬

요나구니 섬

이리오모테 섬

오키나와에는 아름다운 비치가 많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대표적인 비치를 소개합니다.

오키나와 바다

얕은 앞바다의 조용한 비치.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놀 수 있습니다.

해양박공원 안에 위치하고 산호초에 둘러싸인 백사장이 아름다운 비치. 오키나와 본도 북부 세소코 섬에 있는 본도 최고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천연 비치입니다.

요미탄 촌의 잔파 곶 근처에 있으며 바다도 모래해변도 예쁜 비치.온나해변공원 내에 있는 비치. 지역 주민에게도 사랑 받는 숨겨진 명소.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의 근처에 위치하고지역 주민에게도 
인기 있는 비치.

치넨 반도의 아자마 항 옆에 위치하며 바다 저편으로 구다카 섬이 보이는 비치.

하얀 모래해변에 이어진 얕은 바다가 헤엄치기 좋은 비치. 저녁놀도 
아름답습니다.

하얀 모래 해변이 아름답고 그 하얗고 부드러운 모래는 동양 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메 섬 앞바다에 떠있는 모래사장만으로 만들어진 섬. 
아무것도 없는 한적함이 이곳에 있습니다.

모래사장은 산호로 되어 있고 바다색도 아름답습니다. 
만조에는 섬이 사라집니다.

산호조각이 퇴적되어 생긴 섬. 스노클링과 다이빙포인트. 부드러운 모래 해변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감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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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amid butterflyfish
（방언 이름 : —）
학명 : Hemitaurichthys polylepis

Blue damselfish
（방언 이름 : Oiyu）
학명 : Chrysiptera cyanea

Black back butteflyfish
（방언 이름 : Kasa）
학명 : Chaetodon melannotus 

Bicolour parrotfish
（방언 이름 : Agacha）

Green humphead parrotfish
（방언 이름 : Gujirabuttai）
학명 : Bolbometopon muricatum 학명 : Zanclus cornutus 학명 : Forcipiger flavissimus

Clown anemonefish
（방언 이름 : Inubi）

Humphead wrasse
（방언 이름 : Hirosa）

Bluefin trevally
（방언 이름 : Gara）
학명 : Caranx melampygus

Sea goldie
（방언 이름 : Akabi）
학명 :  Pseudanthias squamipinnis

Palette surgeonfish
（방언 이름 : Jurigwakusuku）
학명 : Paracanthurus hepatus

Blotched foxface
（방언 이름 : Garasaake）
학명 : Siganus unimaculatus

Longspined porcupinefish
（방언 이름 : Abasa）
학명 : Diodon holocanthus

학명 : Pterocaesio diagramma 

Blue sea star
（방언 이름 : —）
학명 : Linckia laevigata 

Alfred manta
（방언 이름 : Gamakamanta）
학명 : Manta alfredi

Tawny nurse shark
（방언 이름 : Takokuwaya）
학명 : Nebrius ferrugineus

Broadclub cuttlefish
（방언 이름 : Kubushimi）
학명 : Sepia latimanus

Spotted moray
（방언 이름 : Uji）
학명 : Gymnothorax isingteena

Bull shark
（방언 이름 : Shironaka）
학명 : Carcharhinus leucas

Oriental butterflyfish
（방언 이름 : Kasa）
학명 : Chaetodon auripes

Razorfish
（방언 이름 : Kinuhaiyu）
학명 : Aeoliscus strigatus

Barhead spinefoot
（방언 이름 : Ake）
학명 : Siganus virgatus

Common dolphinfish
（방언 이름 : Manbika）
학명 : Coryphaena hippurus

Tiger shark
（방언 이름 : Iccho）
학명 : Galeocerdo cuvier

Spotted garden-eel
（방언 이름 : —）
학명 : Heteroconger hassi

Saddle butterflyfish
（방언 이름 : —）
학명 : Chaetodon ephippium

Semicircle angelfish
（방언 이름 : Kasa）

학명 : Pomacanthus semicirculatus

Steephead parrotfish
（방언 이름 : Obacha, Gennoirabucha）
학명 : Chlorurus microrhinos

Potato grouper
（방언 이름 : Aramibai）
학명 : Epinephelus tukula

Green sea turtle
（방언 이름 : Mijigami）
학명 : Chelonia mydas

Blackspot tuskfish
（방언 이름 : Makubu）
학명 : Choerodon shoenleinii

Yellow and blueback fusilier
（방언 이름  : Akajugurukun）
학명 : Caesio teres

Emperor angelfish
（방언 이름 : Kasa）
학명 : Pomacanthus imperator 

Whale shark
（방언 이름 : Mizusaba）
학명 : Rhincodon typus

Giant grouper
（방언 이름 : Aramibai）
학명 : Epinephelus lanceolatus

Live sharksucker
（방언 이름 : Hunahiccha）
학명 : Echeneis naucrates

Coachwhip ray
（방언 이름 : Kamanta）
학명 : Himantura uarnak

Dark-banded fusilier
（방언 이름 : Ukugurukun）
학명 : Pterocaesio tile

Bluestreak cleaner wrasse
（방언 이름 : —）
학명 : Labroides dimidiatus

Giant trevally
（방언 이름 : Kamaja）
학명 : Caranx ignobilis

Bigfin reef squid
（방언 이름 : Shiruicha）
학명 : Sepioteuthis lessoniana 

Double-lined fusilier
（방언 이름 : Kabukuwagurukun）

학명 : Cetoscarus bicolor학명 : Amphiprion ocellaris

학명 : Cheilinus undulatus

Moorish idol
（방언 이름 : Hatamuchi）

Longnose butterflyfish
（방언 이름 : Kasa）

G U I D E  T O  S E A  C R E A T U R E S  I N  O K I N A W A

오키나와 바다의 투명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해양 생물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산호초의 형성에 필요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추라우미(아름다운 바다)’ 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석처럼 화려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해양 생물들의 낙원입니다.

오키나와 해양생물도감

협조 : 해양박공원·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열대어가 빼곡히 진열된 
마키시 공설시장
남국의 미각으로 가득한 나하의 마키시 
공설시장. 진기한 물고기와 조개류, 새우, 게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층에서 구입한 
신선한 생선을 2층 식당에서 요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의 어항 ’도마리 이유마치’
도마리 이유마치에서는 그 날 잡아 올린 
신 선 한  해 산 물 을  여 러  생 선 가 게 에 서  
판매합니다. 오키나와 방언으로 ‘이유’는  
'생선',  ‘마치’ 는 '시장' 이란 뜻입니다. 
오키나와답게 컬러풀한 물고기가 즐비하고 
일본 전역으로 발송되는 가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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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바다와의 만남’을 콘셉트로 이노(산호초의 있는 얕은 바다), 
산호, 흑조, 심해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초로 장기 사육에 성공한 세계 최대의 고래상어와　
만타가 헤엄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수조 ‘흑조의 바다’ 는 압권!
오키나와 바다의 세계를 통째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족관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DIVE IN 
OKINAWA!

오키나와를 찾는 분들이 아름답게 보전된 바다에서 자연과 여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파라다이스

아득히 먼 바다 저편의 ‘니라이카나이’에서 신이 찾아와 풍요를 선사한다.
오키나와에 예로부터 전해지는 신앙으로, 사람들은 바다에 경외감을 품고 기원을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