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intoshin
신도심
A popular shopping area with 
designer brands, home appliances, 
and drugstores to satisfy all your 
shopping needs.

브랜드 매장, 가전, 슈퍼마켓, 드러그 
스토어 등이 있는 인기 쇼핑 지역 

Oroku
오로쿠
A shopping mall, second-hand 
shops, etc.,  al l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Oroku Station.
10-minute taxi ride to Outlet Mall 
Ashibinaa.

모노레일 역 중심으로 대형 쇼핑 센터와 
대형 리사이클숍이 자리잡고 있다. 
아웃렛몰 아시비나까지는 택시로 약 10
분정도 소요. 

Shuri
슈리
Once the capital of the Ryukyu 
Kingdom, Shuri is still thriving with 
many historical sites and traditional 
crafts workshops. 

류큐 왕국 시대의 중심 도시였던 슈리. 
슈리성을 비롯하여 왕릉 등 역사적인 
유적과 오키나와 전통 염색인 빈가타 공방 
및 아와모리 주조장이 많이 남아있다. 

Open  Supermarket 7:00~24:00 Clothing and homeware 10:00~24:00 
7days/week (Shops' hours may vary) 

영업시간  직영식품매장  7 : 0 0 ~ 2 4 : 0 0   의류·생활용품  
10:00~24:00 연중무휴 (매장별 영업시간 상이) 

AEON Naha Shopping Center 
이온 나하 쇼핑 센터 

Popular second-hand shop.
Open  24/7

오키나와에서도 인기있는 리사이클숍
영업시간  24시간 영업  연중무휴

Manga Souko
만가소코

Open Apr. ～ Jun., Oct. ～ Nov. 8:30 ～ 19:00
                                Jul. ～ Sep. 8:30 ～ 20:00
                              Dec. ～ Mar. 8:30 ～ 18:00
Closed  First Wed. and Thurs. in July
Admission Adults: ¥830
                  High School Students: ¥630  
 Elementary/ Jr.high Students : ¥310
 Children Under 6 : free

개방시간 ４～ 6월, 10 ～ 11월 8:30 ～ 19:00
 7 ～ 9월 8:30 ～ 20:00
 12 ～ 3월 8:30 ～ 18:00
휴원일　　　7월 첫째 주 수・목
입장료 어른 830엔, 고등학생 630엔
 초중학생 310엔, 6세 미만 무료

슈리 성터(세계유산)
Shurijo Castle Site (World Heritage Site)

Hands-On Activity
체험

Bicycle Rental
자전거 렌탈

Restaurant
식당

Shopping
쇼핑

Post Office
우체국

McDonald's
맥도날드

Drug Store
드러그 스토어

Gas Station
주유소

Hotel
호텔

School
학교

Money Exchange
환전소

Bathroom
화장실

Bus Stop
버스 정류장

Wi-Fi

Fast Food
패스트푸드

ATM

Supermarket
슈퍼마켓

Coin Lockers
코인 로커

Bathroom with Ostomate Sink
오스토메이트(인공 배설기 사용자) 전용 화장실

Police Box
파출소

Electronics
Store
대형 가전 매장

Handicap
Bathroom
장애인 화장실

Temporary
Evacuation Area
일시 피난소

Restaurant
식당

Convenience Store
편의점

Supermarket
슈퍼마켓

McDonald's
맥도날드

Fast Food
패스트푸드

Hotel
호텔

ATMMoney Exchange
환전소

Post Office
우체국

School
학교

Hospital
병원

Shopping
쇼핑

Coin Lockers
코인 로커

UNIQLO
유니클로

Bathroom with Ostomate Sink
오스토메이트(인공 배설기 사용자) 전용 화장실

100yen Shop
100엔숍

Drug Store
드러그 스토어

Electronics
store
대형 가전 매장

Wi-Fi
Temporary
evacuation area
일시 피난소

Handicap
Bathroom
장애인 화장실

Restaurant
식당

Supermarket
슈퍼마켓

Shopping
쇼핑

Coin Lockers
코인 로커

ATM

Convenience Store
편의점

Post Office
우체국

Hotel
호텔

School
학교

Money Exchange
환전소

Bathroom with Ostomate Sink
오스토메이트(인공 배설기 사용자) 전용 화장실

Bus Stop
버스 정류장

Wi-Fi

Police Box
파출소

Temporary
Evacuation Area
일시 피난소

Handicap
Bathroom
장애인 화장실

Mausoleum of Royal Family
Open  9:00 ～ 18:00  Open 7 days
Admission  Adults: ¥300 
                   Children under 15: ¥150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왕가의 능묘 
개방시간  9:00 ～ 18:00 연중무휴 
입장료　  어른 300엔, 초중학생 150엔

Tamaudun (World Heritage Site)
다마우둔(세계유산)

Duty-free shopping center with popular 
designer brands and luxury goods.
Open 9:00-21:00
※Opening hours may vary by season 　
　and store
인기 브랜드 면세점

영업시간 9:00~21:00
※영업시간은 계절·점포에 따라 다릅니다.

T Galleria by DFS, Okinawa
T 갤러리아 DFS 오키나와

A popular local shopping mall
Open　9:00 ～ 23:00

현지에서도 인기있는 대형 쇼핑몰
영업시간 9:00 ～ 23:00

San-A Naha Main Place
산에이 나하 메인플레이스

小禄駅
Oroku Sta.
오로쿠역

赤嶺駅
Akamine Sta.
아카미네역

331
金城中学校
School

金城小学校
School

サンエー
San-A
산에이

ユニオン
Union
유니온

小禄金城公園
Oroku-Kanagusuku Park
오로쿠 가나구스쿠 공원

どんぐり公園
Donguri Park
돈구리 공원

安次嶺
Ashimine
아시미네

宇栄原
Uebaru
우에바루

田原（北）
Tabaru (north)
다바루(북쪽)

TSUTAYA
쓰타야

那
覇
空
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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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ンガ倉庫
Manga Souko
만가소코

イオン那覇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
AEON Naha Shopping Center
이온 나하 쇼핑 센터

BOOKOFF
북오프

Drug Eleven
드러그 일레븐 스토어

100YEN Plaza
ダイソーアオヤマ

100엔숍

Daikoku Drug
ダイコクドラッグ

다이코쿠
드러그 스토어

2nd street
세컨드 스트리트

セカンドストリート

Temple
사원

Bank
은행

Easy Travel Conversation／여행 기본 회화

○○に行きたいです

I want to go to ○○.
○○에 가고 싶어요.

○○はどこにありますか？

Where is ○○?
○○는 어디에 있어요?

ここはどこですか？

Where are we? / Where is this?
여기가 어디예요?

最終便は何時ですか？

What time is the last flight/bus/train?
막차는  몇 시예요?

これはいくらですか？

How much is this?
얼마예요?

おいしい

It's delicious.
맛있어요.

ありがとう

Thank you.
감사합니다.

（無料で）Wi-Fi を使えるところがありますか？

Where can I get (free) Wi-Fi?
와이파이(무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までどのくらいの時間 （料金） がかかりますか？

How long (much) does it take (cost) to get to ○○.
○○까지 얼마나 걸려요? / 얼마예요?

○○に着いたら教えてください

Please let me know when we get to ○○.
○○에 도착하면 알려주세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zero hundred thousand

1 2 3 4 5 6 7 8 9 0 百 千 万

ten thousand

Convenience store
편의점

Pharmacy/ Drug store
약국/드러그 스토어

Restaurant
식당

bathroom
화장실

Parking lot
주차장

Bus stop
버스정류장

Station
역

ATM Money Exchange
환전소

コンビニ 薬局／ドラッグストア レストラン トイレ 駐車場

バス停 駅 ＡＴＭ 両替所 喫煙所

Smoking area
흡연실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영/공

ten

十
십 백 천 만

あの、すみません
Excuse me. ／ 저기, 죄송한데요.

ごめんなさい
I'm sorry. ／ 죄송합니다.

こんにちは
Hello. ／ 안녕하세요.

Akamine station. A stone monument with the 
inscription "The southernmost rail station of Japan".

모노레일  아카미네역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기념 전시물이 있다.

Akamine Station
아카미네역

Located 2.4km from
Onoyama Park Station, 8 minutes 
by car, 20-minute walk
Open July to Sep. 8:30 ～ 17:30
 Oct. to June. 8:30 ～ 17:00

7days/week
Admission Adults: ¥440,
　　　　　Children: ¥220
오노야마공원역에서 약 2.4km  
차로 약 8분, 도보 약 30분 
개방시간 7월 ～ 9월 8:30 ～ 17:30 
 10월 ～ 6월 8:30 ～ 17:00

연중무휴  
입장료  어른 440엔,  어린이 220엔 

The Former Japanese Navy
Underground  Headquarters
구)해군 사령부 방공호　

F

Listed under the Ramsar Convention. 
Located 1.2 km from Onoyama Park Station, 
5minutes by car, 20-minute walk
Open  9:00 ～ 17:00  Closed  Mon.
Admission  free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오노야마공원역에서 1.2km, 차로 약 5 분, 도보 약 20 분
개방시간  9:00 ∼ 17:00  휴관일  월요일   입장료  무료

Manko Waterbird and Wetland Center
만코 물새·습지센터

E

Temple
사원

2nd Street
セカンドストリート

세컨드 스트리트

東京靴流通センター

Tokyo Kutsu
Ryutsu Center

(Shoes store)
도쿄 신발 유통 센터

하드오프

HARD-OFF
ハードオ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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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嘉比小学校
School

那覇国際高校
School

天久小学校
School

天久ちゅらまち公園
Ameku Churamachi Park
아메쿠 추라마치 공원 

新都心公園
Shintoshin Parｋ

신도심 공원

東横イン新都心
Hotel Toyoko Inn
도요코인 신도심

ザ･ナハテラス
The Naha Terrace
더 나하 테라스 산에이

T ギャラリア 沖縄 by DFS 
T Galleria by DFS, Okinawa
T 갤러리아 DFS 오키나와

沖縄県立博物館・美術館
Okinawa Prefectural Museum
& Art Museum
오키나와현립 박물관・미술관

San-A Naha
Main Place
산에이 나하
메인플레이스

あっぷるタウン
トイザらス
co-op Apple Town
Toys"R"US
애플타운 토이저러스

サンエー
San-A

天久りうぼう楽市
Ameku Ryubo Rakuichi
아메쿠 류보 라쿠이치

TSUTAYA

上之屋
Uenoya
우에노야

西松屋
Nishimatsuya
Children’s clothes
니시마쓰야

Daikoku
Drug

다이코쿠 드러그 스토어

Main events in Naha
나하시 관광 이벤트

Jan. / 1 월
Naha Shurijo Castle 
Park・New Year’s 
Ceremony 
(Shurijo Castle Park)

슈리 성 공원·신춘연 
(슈리 성 공원)

Aug. / 8 월
10,000 Eisa 
Dancers Parade 
(Kokusai St.)

1 만인 에이사 축제 
(국제거리)

Dec. / 12 월
NAHA Marathon 
(Naha City、Haebaru、 
Yaese、Itoman、 
Tomigusuku)

NAHA 마라톤 
(나하,  하에바루, 야에세,  
이토만, 도미구스쿠) 

May. / 5 월

Feb. / 2 월
Naha Cherry Blossom Festival 
(Yogi Park) 
Naha Chura Cherry Blossom 
Festival (Manko Park)

나하 벚꽃 축제(요기 공원) 
나하 추라 벚꽃 축제(만코 공원)

Apr. / 4 월
Opening of Naminoue 
Beach
(Naminoue Beach)

나미노우에 해수욕장 개장 
(나미노우에 비치)

Naha Hārī (Dragon Boat races)(Naha Shinko Wharf) 

나하 하리(나하 신항 부두)
Naha Hari is Okinawa's largest Dragon Boat festival. Beside the races, festival-goers can 
enjoy stage shows, a sumo tournament, fireworks, and even ride a Dragon boat on the 
second day of the festival.

하리는 풍어와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축제. 
행사장에서는 하리 조정 경기외에 일반 승선 체험, 개그쇼, 라이브, 씨름 대회, 불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Oct. / 10 월
Naha Great Tug-of-war festival
(Kokusai St., Route 58 Kumoji Crossroads, Onoyama Athletic Park)

나하 대줄다리기 축제
(국제거리, 국도 58 호선 구모지 사거리, 오노야마 공원)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all ages and origins gather to tug the rope, recognized by Guinness World 
Records as the longest in the world. Festivities also include a parade, live shows and fireworks.

나하 대줄다리기는 오키나와 최대의 전통 행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대줄을 수만 명이 하나가 되어 마주 
잡아당깁니다. 시민공연 퍼레이드, 라이브, 불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Nov. / 11 월
Shurijo Castle Festival (Shurijo Castle Park, Kokusai St.)

슈리 성 축제 (슈리성 공원 주변, 국제거리)

The Shurijo Castle Festival re-enacts a Chinese envoy’s procession 
and a coronation ceremony from the times of the Ryukyu 
Kingdom with many performers in period costumes.

슈리 성 축제는 류큐 왕조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 슈리 성 공원: 전통 예능, 책봉사 행렬, 책봉 의식
· 국제거리:에마키(그림 두루마리)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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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奥武山公園駅
Onoyama Park Sta.
오노야마공원역

C

ドラッグイレブン

ブックオフ

In March 2019, a new combined 
terminal connect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rvices was 
opened to the public. The new 
terminal features a plethora of shops 
you can enjoy, selling goods ranging 
from souvenirs and electronics to 
sundries and daily necessities.

2019 년 3 월에 국내선과 국제선을 
잇는 연결 터미널이 개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쇼핑 시설이 입점해 있는 새로운 
터미널에서 기념품, 일상용품, 잡화, 
가전제품 등 즐거운 쇼핑이 되기를 
바랍니다.

Naha Airport
나하 공항

Convenience Store
편의점

100yen Shop
100엔숍

Hospital
병원

Fire Station
소방서

おもろまち駅
Omoromachi Sta.
오모로마치역

ヤマダ電機
Yamada Denki Electronics
야마다 전기

Tomarin Port도마린 방면

とまりん方面
Omoromachi
Medical Center

おもろまちメディカルセンター

오모로마치 메디컬 센터

Kokusai St.

국제거리 방면

国際通り方面
安里駅方面

아사토역 방면
Asato Sta.

サンエー那覇
メインプレイス

Kokusai St.

국제거
리 방면

国際通り方面

Okinawa Prefectural Museum & Art Museum
오키나와현립 박물관・미술관

Open Tue. ～ Thur. and Sun. 9:00 ～ 18:00 (last entry: 17:30)
           Fri. and Sat. 9:00 ～ 20:00 (last entry: 19:30) 
Closed Mon. and Dec.29-Jan.3
Admission Permanent exhibitions: ¥400-530 

High school / University students: ¥210-260
Elementary/ Jr. high: ¥100-150

개관시간  일･화~목 9:00~18:00(입장 17:30까지)
            금・토 9:00~20:00(입장 19:30까지)
휴관일  월요일, 12월 29일~1월 3일 
입장료  일반: 400-530엔　고등·대학생: 210-260엔
　　　  초중학생: 100-150엔

C

ダイコクドラッグ

(상설전)

Image by: Shurijo Castle Park

Image: Naha City

Image: Naha City

Image: Naha City

古島駅方面

Furujima Sta.

후루지마
역 방면

28

山川
Yamagawa
야마가와

500-year-old stone-paved path.

약 500년 전에 정비된 도로.
기적적으로 본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Shuri Kinjo-cho Ishidatami
슈리킨조초 이시다타미미치(돌길) 

Stone gate built in 1519.
The sacred site behind the gate 
is a place of worship. 
1519년에 세워진 석문으로 배후의 
성지는 신앙의 대상.

Sonohyan Utaki Ishimon (World Heritage Site)

소노햔 우타키 이시몬(성지) 

首里金城町石畳道
Shuri Kinjo-cho

Ishidatami 
(stone-paved path)
슈리킨조초
이시다타미미치
(돌길)

松城中学校
School

県立芸大
College

崎山公園
Sakiyama Park
사키야마 공원

首里金城の大アカギ
Shuri Kinjo Oakagi
긴조초노 오아카기

城南小学校
School

首里城跡
Shurijo Castle Site

슈리 성터 首里城公園

슈리성 공원
Shurijo Castle Park

瑞泉酒造
Zuisen Distillery
즈이센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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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陵
Tamaudun
다마우둔(왕릉)

安国寺
Ankoku-ji
Temple
안코쿠지 절

首里琉染
Shuri Ryusen
슈리류센

守礼門
Shureimon Gate
슈레이몬(수례문)

ポタリング首里

首里観光案内所
(日本語のみ対応)

Pottering Shuri
포터링 슈리

首里中学校
School

県立芸大
College

県立芸大
College

園比屋武御嶽石門
Sonohyan Utaki Ishimon
소노햔 우타키 이시몬(성지)

城西小学校
School

龍潭
Ryutan Pond
류탄(연못)

池端
Ikehata
이케하타

当蔵
Tonokura
도노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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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anchu Craft
시만추 공방

Shurijo Koen
Iriguchi

首里城公園入口

슈리성 공원 입구

Offers a free tour of the factory 
and tasting
Open 9:00-17:00
Closed 2nd & 4th Sat., Sun., 

National holidays
오키나와 술 아와모리의 제조 
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며 시음도 가능.(입장 무료)

Zuisen Distillery
즈이센 주조

F

Shuri Kinjo Oakagi
긴조초노 오아카기
300-year-old gigantic bishop wood tree 
that has been long revered as sacred 
by locals
수령 300년이 넘는 거목이다.
성스로운 나무로 여겨져,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중히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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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rea
나하시 무료 와이파이 

NAHA_CITY_FREE_Wi-Fi
GUSUWJISABIRA

Service Area
나하시 무료 와이파이 

NAHA_CITY_FREE_Wi-Fi
GUSUWJISABIRA

Service Area
나하시 무료 와이파이

NAHA_CITY_FREE_Wi-Fi
GUSUWJISABIRA

石嶺駅方面

Ishimine Sta.

이시
미네
역 방

면
首里駅

Shuri Sta.
슈리역

首里高校
School

島人工房

達磨寺
Daruma Temple
다루마데라 절

영업시간  9:00 ～ 17:00 
정기휴일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