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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rt            Wedding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리조트  웨딩

결혼식은  두  사람이  맺어지는  평생  한번뿐인

행복으로  빛나는  날 ,  축복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 .

세계에  하나뿐인  당신다움이  빛나는  결혼식을  위해 ,  

오키나와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

햇빛이  내리쬐는  백사장이  있는  해안 ,  산호초

바다에  둘러싸여  미소  넘치는  낙원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  

와  리조트  웨딩

결혼식은  두  사람이  맺어지는  평생  한번뿐인

행복으로  빛나는  날 ,  축복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 .

세계에  하나뿐인  당신다움이  빛나는  결혼식을  위해 ,

오키나와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

햇빛이  내리쬐는  백사장이  있는  해안 ,  산호초

바다에 둘러싸여 미소 넘치는 낙원의 결혼식이

일본의 낙원을 전세계의 연인들에게.



Ceremony
결 혼 식  스 타 일

푸른 하늘과 바다로 둘러싸인 개방적인 채플(교회),

스테인드글라스 너머로 상냥한 빛이 비치는

고전적인 예배당, 새하얀 모래사장에서 태양과

손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가슴 두근거리는 행복한 무대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두 사람을 커다란 감동이 뒤덮는다.

두 사람이 꿈꾸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남국 리조트

개성 넘치는 

다양한 예식 스타일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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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식  스 타 일

남국의 친절함으로 가득한 섬에서 두 사람의 개성이 넘치는 예식을 프로듀스…

세상 하나뿐인 웨딩을 오키나와에서.

행복의 무대는 오션뷰

채플  웨딩

버진로드 앞에 두 사람의 미래를 

나타내듯 빛나는 푸른 바다와 하늘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류큐  전통  혼례

류큐왕조시대의 정장을 입고

엄숙하게 치러지는 예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예식, 파티,  선셋 크루징까지 즐긴다.

무인도 웨딩

편안한 접대

레스토랑  웨딩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

선상  결혼식

오키나와의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와

함께 즐기는 캐주얼 웨딩.

태고의 역사와 자연의

힘을 온 몸으로 느끼며

간가라  계곡  웨딩

종유굴 터에 펼쳐진 공간에서 낭만이 넘치는

신비한 예식을. 

하얀 모래사장에서

파도 소리를 BGM 삼아

모래사장  웨딩

바다를 눈 앞에 두고 태양과 바람의 

축복을 받으며 소중한 시간을 새긴다.

럭셔리하고 특별한 시간을 손님들과 함께 편하게 즐긴다.

호텔이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호텔  전세  웨딩

웨딩을 오키나와에서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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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Plan
파 티  상 품

신성한 세레모니가 끝난 뒤에는 손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웨딩파티.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든파티나 레스토랑의

정찬, 달빛과 함께 하는 축하연 등 다채로운 상품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선된 식재료로 셰프가 요리한 음식이

손님들의 미각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남국의 개방적인 공간에서 

웃음꽃 피어나는 

웨딩파티

맛과 최고의 환경속에서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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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그리는 행복 가득한 모습을 영화의

주인공처럼 화사하게 기록하는 로케이션 포토 웨딩.

로케이션과 의상에 신경 쓴 최고의 한 장은 평생의

보물.

Wedding Location
두 사람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아름답고 드라마틱하게 남긴다.

웨 딩  로 케 이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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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게, 스타일리쉬하게…. 인테리어와 조명에도 신경을 써서, 두 

사람이 꿈꾸는 순간을 기록한다.

1

최고의 한 장과 만나는 웨딩 로케이션

새파란 바다와 사랑으로 가득한
두 사람의 눈부신 조화

푸르른 그러데이션을 뽐내는 아름다운 바다, 아열대의 숲에 펼쳐진 생명력 충만한 식물들,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명소 등 매력적인 로케이션이 펼쳐지는 오키나와. 

평생 한번뿐인 기억에 남는 포토 웨딩을. 

보석같이 반짝이는 투명한 바다가 두 사람을 보다

돋보이게 해, 반짝반짝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연출.

Beach
해변

남국 리조트의 화려함을 담는

추억에 남는 선명한 사진.

2
Hotel & Tourist facilities
호텔, 관광지

꽃과 나무로 가득한 리조트 호텔의 

부지 안이나 개성적인 공간이 펼쳐진 

관광지에서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담은 절묘한 한 장을.

3 Cultural Properties
세계유산

류큐의 역사가 느껴지는 드라마틱한 한 장을.

세계유산에 등록된 류큐왕조시대의 유적을 배경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을 기록한다.

Loca tion 4 Studio
스튜디오

Loca tion 5 Miyako Ishigaki Island
미야코, 이시가키

세게적으로 유명한 산호초 바다가 보석과 같이 

빛나며 두 사람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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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의 세트에서 다양한 세계관의 사진을 찍는다.

끝없는 투명한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

흐드러지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

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함께.



11:00 12:00 13:00
14:00

6:00 7:00 8:00 9:00
10:00

■다이빙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류큐 마을

■유리공예

■빈가타(오키나와식 염색기법)

■오키나와 월드

　문화왕국, 교쿠센도

■야치문(오키나와식 도예)

■부세나 바닷속 공원

　바닷속 전망탑 & 글래스 보트
■부쿠부쿠(보글보글)차■젠자이(오키나와식 팥빙수)

촬영장소/ 온나손 해역

아 침 식 사

단 음 식

점 심 식 사

■카약

■류큐 복장

■슈리성■시키나엔

■세이화 우타기

■스노클링

모~두 함께 즐기는

http://www.visitokinawa.jp/tc/

Let’s Go!

오키나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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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일식

■시마부타(오키나와 돼지) 요리

■쇠고기 스테이크

15:00 16:00

■궁정요리

저 녁 식 사

■DFS 갤러리아 오키나와

■코쿠사이도리

■오키나와 아울렛 몰 아시비나

■플라자하우스 쇼핑센터

■아메리칸 빌리지

■라이브하우스

■요이차야(취하는 찻집)

■MOBY DICK

■서브마린 jr.

■SPA UMIKI

■츠보야
　야치문도리

일식 류큐 아구(오키나와 토종 흑돼지) 스테이크 정식
리잔 시파크호텔 단차 베이

선 물

■오키나와 요리

■멕시코요리

요츠타케

오블리가드

아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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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z e l  &  W i l s o n

・Wedding Date: Jun, 24, 2012

・Wedding Church: Lazor Garden

That was a wonderful experience!
 It is my dream 

wedding indeed. The Lazor Garden
 just look like a 

ca s t l e ,  w i th  a  beau t i f u l  and  un
l im i t ed  beach  

s cenery,  the  wedd ing  was  in  a  
ve ry  peace fu l  

a tmosphere .  We  bo th  indu lged
 in  th i s  happy  

moment.  People there are all very
 welcoming and 

helpful. Afterall, we felt very grate
ful to be there, 

with all those staff.

R a ymon d
&G l e n d y

・挙式日：2
012年10月4

日

・挙式会場：
オクマ・フェリ

シア教会

新娘Er i k a  a n d  老公名Edw i n2013.5.10 Okuma教会

E a s o n＆F l o r a

挙式日：2011年7月
11日

挙式会場：沖繩艾
葵雅教堂

Da n i e l &G i n a
・挙式日：2012年10月11日　・라소르 가든 아리비라

오키나와에서 실제로 리조트 웨딩을 

올린 커플 여러분으로부터 행복 

가득한 소감이 도착했습니다!

OKINAWA RESORT　　　　　  　WEDDING REPORT

A l e x&M i z u h o
・挙式日：2011年3月26日・挙式会場：沖繩艾葵雅教堂

易光＆沛理

・挙式日：2012年6
月15日

・挙式会場：沖繩艾
葵雅教堂

K r i s  &  N i c h o l a s・Wedding Date: Aug 5, 2012
・Wedding Church: Lazor Garden

It was raining heavily with strong 

w ind  on  our  Wedd ing  Day,  bu t  

thanks to the hard work of all the 

l o c a l  s t aff ,  o u r  wedd i n g  wen t  

smoothly. We really appreciate the 

service of the staff, they are very 

p ro fess iona l  and  f r i end ly .  The  

v iews of  Lazor  Garden are  very 

beautiful, and we all including our 

guests  appreciate  i t  very much.  

Now we are in love with Okinawa!
The process of Legal Registration 

was very smooth and convenient!!

M r .  TAM  Kwo k  K a
n＆Ms .  HO  L i  L y

挙式日：2012年9月25日
　　挙式会場：아쿠아 그레이스

Wong Hock Man (Glen)＆YUEN Shou Man (Ivy)・挙式日：2012年8月31日・挙式会場：아쿠아 그레이스

홍콩,대만,상해,한국,각국 각지에는 오키나와 리조트 웨딩 
취급점이 있습니다.취급점에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거주하시는 지역에 취급점이 없는 분은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업자는 한국어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란에 한국어 마크가 없는 업자에게는 영어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장, 예식 스타일을 선택하기 위한 

상담이나 예약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언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키나와 
리조트 웨딩 취급점과 오키나와의 접수 담당업자는 
긴밀한 연락을 취한 뒤, 한국어 혹은 영어가 가능한 
스태프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오키나와를 
방문해 주십시오.

말이 통할지 걱정입니다.

스태프 전원이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최선의 대응을 합니다. 만일 
태풍이 접근해도 시간을 조정하여 예식을 거행하는 등, 현지에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가며 대응합니다.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4~5개월 전에 예약, 신청을 
하시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취소, 예약이 집중되는 인기일이 
있으니 서둘러 주십시오. 직접 상담이 아니라 전화나 메일 
등으로 상담을 할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쪽이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청 타이밍과 준비기간은?

각지에 있는 오키나와 리조트 웨딩 취급점의 스태프나 현지 스태프가 
세밀하게 정보를 주고 받아, 두 분이나 손님이 결혼식 당일을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오니 안심해 주십시오.

사전 답사를 하러 갈 시간이 없어 불안한데…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여비(항공, 숙박비)와 예식을 실시하는 
프로듀스 회사의 요금을 더한 것이 일반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오키나와 리조트 웨딩 취급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용과 그 내역은?

오키나와의 평균기온은 22.7도. 일년 내내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식에 적합한 계절은 2월~7월, 그리고 9월~ 12
월입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예식, 인기 있는 계절은?

오키나와는 서울에서 약 2시간 15분, 홍콩에서 약 2
시간 20분, 상해에서 약 2시간, 타이페이에서는 약 1
시간 15분, 아시아 각지에서 대단히 가까운 남국의 
낙원입니다. 이동시간이 짧으므로 고령의 손님이 느끼는 
부담도 적고, 호텔 내의 채플(교회)이라면 이동도 
간단하므로 고령 손님에게 편안한 리조트 웨딩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오키나와에는 예식, 피로연 후의 일정에 관해서도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 신혼여행지로 최적입니다. 인기 있는 일정으로는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이나 슈리성 등의 관광지 방문,  
에스테틱, 스파 체험,  해양 스포츠, 외딴 섬으로의 당일치기 
관광,  각지의 테마파크 등에서 오키나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핑으로는 백화점이나 가전제품 양판점,  드러그 
스토어에서 품질 좋은 일제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화장품도 인기이며,  면세점에서 고급 브랜드의 
쇼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년 내내 골프가 가능한 것도 
오키나와만의 장점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오
키
나
와 

리
조
트

웨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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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REPORT

Mr .  PARK  TAE J IN  &　Ms . LEE  INHEE
・挙式日：2013年10月18日　・挙式会場：OKUMA FELICIA教堂눈부시게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평소 결혼식은 조용하고 성스럽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해외 채플 
웨딩을 선택했다. 담당해 준 한국측 웨딩회사에서 준비 과정을 꼼꼼히 
챙겨주어 아주 편했고 오키나와의 스태프 분들도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식을 진행해 주셔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 노을을 배경으로 가족들의 
축복 속에 올렸던 오쿠마 채플에서의 웨딩은 내 평생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외 채플 웨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망설이지 말라고!
 



채플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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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한 부지, 다채로운 시설 속에 이루어지는 낙원의 결혼식

KANUCHA STELAR CHURCH
［카누차베이호텔 & 빌라즈 내］

약 1km 이어지는 해변을 눈 앞에 둔 크리스탈 채플

OKUMA FELICIA CHURCH
［JAL프라이빗 리조트 오쿠마 내］

명문 매리어트가 선사하는

대자연 속에 울려 퍼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거행하는 멋진 결혼식.

Marriott Water Chapel
［오키나와 매리어트 리조트 ＆ 스파 내］

360도의 절경에서 바다와 하늘이 반짝이는 웨딩

CHAPEL DIAMOND OCEAN
산세키 해양 교당
［오키나와 카리유시 비치 리조트, 오션스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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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에 안겨 진주같이 빛나는 채플.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와 하늘을 느끼며 나만의 결혼식을

온나손아자후차크시리후쿠치바루

카푸리조트후차크콘도호텔

Kafuu 푸른 채플
［카푸 리조트 후차크 콘도 호텔 내］

Aqualuce Chapel
［ANA인터컨티넨탈 만자 비치 리조트 내］

온나손 아자 세라카키 2260

800m의 롱비치를 따라 세워진 파티 룸이 병설된 채플. 

온나손아자단차

치요다브라이덜하우스

［리잔 시파크호텔 단차베이 내]

Le angemarry Chapel

산호초 바다에 둘러 싸인 유리 성당.

Coralvita Chapel
［ANA인터컨티넨탈 만자 비치 리조트 내］

온나손아자세라카키

대리석

1일 1팀 한정 프라이빗의 느낌이 가득한

리조트 웨딩

성스러운 언덕

암스호텔즈칸나리조트빌라

［칸나 리조트 빌라 내］

海が見える 立型 メイクル〡ム フラワ〡シャワ〡

パ〡ティ〡 場 自然光が入る オルガン演奏 ナイトウェディング

宿泊提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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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브리티시 스타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MONTEREY LUMER CHURCH
［호텔 몬트레 오키나와 스파 ＆ 리조트 내］

오키나와의 자연에 가장 가까운 리조트

블루문 채플

유리 제단의 맞은 편으로 하늘과 바다가 

펼쳐지는 곶 위의 하얀 채플. 

RENAISSANCE RIBERA CHURCH
［르네상스 리조트 오키나와 내]

남국 분위기에 둘러싸인 편안한 분위기의 예식

CHAPEL BIANCA
［오키나와 잔파곶 로얄호텔 내］

E-mail

URL

지상 14층에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스카이 채플 & 가든 예식

Chapel Ciel de Amou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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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빛과 바람의 축복을 받으며

감동의 게스트하우스 웨딩

Aquagrace Chapel

호텔 닛코 아리비라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ALIVILA GLORY CHURCH
［호텔 닛코 아리비라 내］

최고 수준의 만족을 추구한

전관 오션뷰의 게스트하우스

LAZOR GARDEN ALIVILA
［호텔 닛코 아리비라 내]

이루어진다 ,  동경하던  호텔  웨딩

Laguna Chapel
［라구나가든호텔 내］Voyage de lumière Chatan Resort

［보이지 드 뤼미에르 차탄 리조트］

빛나는 순백색 시티 채플

Crystal Rose Chapel

바다를 이미지한 현대적인 채플 & 연회장

차탄·미하마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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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십자성이라 명명된 일본 최남단의 채플.

Crudesur Chapel
［ANA인터컨티넨탈 이시가키리조트 내］

공항에서 20분 합리적인 가격 & 수준 높은 서비스

Sea Shell Blue
［서던비치호텔 & 리조트 내］

최고급 럭셔리 웨딩

ALLAMANDA CHAPEL
［시기라베이사이드 스위트 아라만다 내]

태평양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서 사랑을 맹세한다

St.Andrew's Chapel



오리지널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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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팀만의 프라이빗 리조트

반코쿠신료칸

모두가 행복해지는최고의 레스토랑 웨딩

MERCURE OKINAWA NAHA
［메르큐르 호텔 오키나와 나하］

바다와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여

하객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결혼식 

THE BEACH TOWER OKINAWA

［세루리안 블루］

수용인원

롱리무진으로 신데렐라 기분을 만끽! 

Cerulean blue

［오리엔탈 힐즈 오키나와］

수용인원

럭셔리한 공간이 두 사람을 감싸는 
전관 전세 웨딩

ORIENTAL HILLS OKINAWA

촛불의 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만의 로맨틱한 예식을. 

RIZZAN 캔들 웨딩
［리잔 시파크호텔 단차 베이］

［더 비치 타워 오키나와］



어떤 결혼식을 원하는지 바라는 
스타일을 상담한다

1

드디어 결혼식 당일! 
최고의 하루를 즐기자

6

오키나와 체류 시의 숙박, 교통, 
신혼여행처를 수배

3

전날까지 현지에 와 회장의 
예비조사나 최종 협의

5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의상 & 뷰티

4

오키나와 리조트 웨딩의 진행
두 사람에게는 뭐든지 생소한 일의 연속,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의 예식은 걱정으로 가득.

하지만 각 회장 및 프로듀스 회사와 상담하며 진행하면 문제 없습니다!  

두 사람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회장을 철저히 조사

2

눈부시게 빛나는 두 사람을 영원히 
남기는 포토 웨딩.

7 예식 후도 모두 즐겁게!!8

1 January

07：18 18：03

2 February

07：01 18：25

3 March

06：34 18：41

4 April

06：02 18：55

5 May

05：41 19：11

6 June

05：37 19：24

복장

계
절
별 

복
장

일출
일몰
기온
강수량
해수온도

7 July

05：49 19：24

8 August

06：04 19：01

9 September

06：17 18：28

10 October

06：31 17：57

11 November

06：51 17：38

12 December

07：12 17：42

복장

계
절
별 

복
장

일출
일몰
기온
강수량
해수온도

상하이

베이징

서울

부산

홍콩 타이페이

도쿄
부산

후쿠오카
나고야

홋카이도

오키나와

오키나와 교통 가이드

타이페이에서 약 1시간 15 분,홍콩에서 약 2시간 30분, 
한국 서울에서 2시간 15분,베이징에서 약 3시간,
 가깝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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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달력 1月

0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100
200
300
400
500

0
5
10
15
20
25

600 30

18.3 19.9 21.2
23.8

26.7 28.7 28.9 28.0 25.7
21.4

18.116.8

90.0

276.5
219.0 220.5 193.0 194.0

88.5

368.0
281.5

574.5

348.5

41.5

해수욕이 시
작되는 계절

벚꽃이
만개 자외선

 주의!

태풍 
시즌

오키나와  계절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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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코공항
이시가키공항

나하공항

교다

기노자

킨
야카

이시카와 

오키나와 키타

오키나와 미나미

키타나카구스쿠

토미구스쿠토미구스쿠·나카치

니시하라

오키나와 자동차 도로

나하� 니시하라 JCT

하에바루 키타

하에바루 미나미

반코쿠신료칸

아리비라 글로리 교회

시셸 블루

크루데스루 채플

오쿠마 펠리시아 교회

카누차 스텔라 교회

카푸리조트 푸른 채플
몬트레 루멜 교회
블루문 채플

리잔 르 앙주마리 교회

르네상스 리베라 교회

채플 비앙카

세인트 앤드류스 채플

채플 다이아몬드 오션

칸나 리조트 성스러운 언덕

매리어트 워터 채플

琉球村

오키나와월드 문화왕국, 교쿠센도
간가라 계곡

아쿠아 그레이스 채플

코랄 비터 채플
아쿠아 루체 채플

아라만다 채플

라소르 가든 아리비라

채플 셸 두 아무르

라구나 채플

채플,  예식장  지도 참가기업  리스트

비치 타워

크리스탈 로제 채플

브라이덜 하우스 TUTU 오키나와

빅 브라이덜

반코쿠신료칸

리잔 시파크호텔 단차 베이

주식회사 세루리안 블루

메르큐르 호텔 오키나와 나하

LA-VIE FACTORY／작은 결혼식

오키나와 와타베 웨딩

월드 브라이덜

암스호텔즈 칸나 리조트 빌라

카푸리조트 후차크 콘도 호텔

코우키 판타지스타 웨딩

치요다 브라이덜 하우스

오키나와 잔파 로얄호텔

서니즈웨딩

Ⅲ 

오키나와현

RIZZAN 캔들 웨딩

보이지 드 뤼미에르 차탄 리조트

오리엔탈 힐즈 오키나와

세루리안 블루
메르큐르 호텔 오키나와 나하

라구나가든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