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de inOkinawa

모토부 반도·나고 관광코스모토부 반도·나고 관광코스북부
지구

온나·해중도로 관광코스온나·해중도로 관광코스중부
지구

구메지마 섬 일주 코스구메지마 섬 일주 코스낙도
지구

ㆍ자전거 대여 ㆍ렌터카
ㆍ자전거 수리점 ㆍ숙박시설

각종
정보

2018년 2월

Recommended Spots

meñsõre

다언어 컨택트 센터(관광 정보안내 서비스)다언어 컨택트 센터(관광 정보안내 서비스)

●오키나와현이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공공 

서비스입니다.

●관광 안내와 통역 서비스, 재해 시의 대처 등을 전화, 

Skype, 이메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전화요금만 부과됩니다.

일반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

한국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 THE EXCHANGE SEOUL 6층

TEL : 02-318-6330

https://www.visitokinawa.jp
검색Visitokinawa

OFFICIAL TRAVEL　AND　
TOURISM　INFORMATION

전화번호   +81-98-851-9554

＜영업시간＞ 9:00~21:00

ID：call-center-kr01
ID：call-center-kr02

　　 E-mail  visitokinawa@ocvb.or.jp
서비스 무료

일반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

우편번호 901-0152 오키나와현 나하시 아자 오로쿠1831-1

오키나와 산업지원센터 2층

　   sports@ocvb.or.jp

본사

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
OKINAWAOKINAWAOKINAWA CYCLINGCYCLINGCYCLING

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
OKINAWA CYCLING

약65㎞

약100㎞

약27㎞

오키나와현



도마리항

슈리성나하 공항

평화기념 공원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부세나 해중공원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오키나와현 종합운동공원

가네구스쿠항

구메섬 공항

도미구스쿠시 난조시

야에세초이토만시

나하시

우라소에시

하에바루초

요나바루초

니시하라초

나카구스쿠손

기타나카구스쿠손

우루마시

하마히가지마 섬

헨자지마 섬

미야기지마 섬

이케이지마 섬

나고만
오우라만

긴만

나카구스쿠만

긴초

기노자손

나고시

모토부초

나키진손

고우리지마 섬

오기미손

구니가미손

히가시손

이에손

기노완시

자탄초

오키나와시

가데나초

요미탄손

온나손

도카시키손

자마미손

도나키손

구메지마초

하테노하마 해변
오우지마 섬

히야조반타 절벽미후가

야가지지마 섬

하네지 내해
와루미 대교

고우리 대교계속 달리고 싶은
매혹의 남국 사이클링

아열대성의 온난한 기후와 여유롭게 흐르는 시간에 둘러싸인 

섬 오키나와. 푸른 바다와 하이비스커스꽃, 사탕수수가 길가를 

선명하게 물들입니다. 이문화와 조화를 이룬 독특한 문화, 

먹거리, 음악이 당신에게 특별한 여행을 선사합니다. 본 

책자에서는 엄선한 오키나와의 사이클링 명소와 여행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섬의 매력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남국 사이클링을 전해 드립니다.

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
OKINAWAOKINAWAOKINAWA CYCLINGCYCLINGCYCLING

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
OKINAWA CYCLING

야치문노사토

하마히가 비치

구메지마 
섬 1주 코스
구메지마 
섬 1주 코스

온나·해중도로 관광 코스온나·해중도로 관광 코스

모토부 반도·나고 관광 코스모토부 반도·나고 관광 코스

오우지마 섬의 다타미이시 암석지대

미후가

디다 다리·쓰무기 다리

온나손의 해변길

하네지 내해
제공:나고시

운텐바루 공동 매점
(야가지지마 섬)

스무이데 농도(야가지지마 섬)
제공:나고시

❶

❷

❸

❹

❺

마음에 드는 사이클링 코스를 확인!

코스 주변에도 볼거리가 가득! 원하는 

만큼 주변 루트도 찾아 봅시다.

원하는 사이클링 코스를 찾았다면 

자신의 자전거로 달릴 것인지, 대여 

자전거로 달릴 것인지 결정합니다.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전거 운반 방법과 배송 방법을 

확인합시다.

대여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대여 

자전거숍에서 수속을.

여행 수속도 잊지 마십시오. 본 책자의 

‘숙박 및 렌터카 정보’ 도 참고해 

주십시오.

사이클링 전후로 오키나와 관광을 

즐깁시다! 오키나와의 관광 정보는 

인터넷으로 ‘Visit Okinawa’ 라고 

입력하고 검색해 봅시다. 

전략 가이드북 사용방법

해중도로

02



모토부초

나키진손

세소코
지마 섬

고우리지마 섬

야가지지마 섬

오우지마 섬

하네지 내해

비세자키

나고 바이패스

(일주 약6Km)

●

●CALiN 카페
(카란)

●

●모토부 대교

비세의 
후쿠기 가로수●

●나카바루바바

●
세소코 대교

●야에다케산

●스쿠타의 해안선

●추라우미 수족관
●나키진 성터

●

나키진노에키 소레

옷파다케 
삼림공원 캠핑장

●모토부 
　　하마노에키

●  드라이브인 
　　 레스토랑 하와이

●스무이데 밭길에서 바라본 경치

●야가지 비치

●아라시야마
　 전망대

●야가지 대교

●
와루미 대교

난마무이
레스토랑
가후문

●마린테이

●Good morning 마키야

추라 테라스　　
●

운텐바루 공동 매점
●

Bicicletta SHIDO 나고점
　  ●

자전거 전용도로

●도도로키 폭포

●블루실

●A&W

●
힌푼가주마루 거목

●오리온 맥주 나고 공장

나쓰메 도리코 빵
inno coffee shop

다이라의 밭길
●

●가와카미의 밭길

3

2

4

6

16

14

앗짱의 
소금 공방
●

해변의 café 가누탄
　　● 고우리

후레아이 공원
●

리카리카와루미

●

●로손

●아이아이
　 수제 팜

●

오키나와 옛
민가 여관·
마키야 도쿠스케야과자의 EBISU 

비이마타점
●

●
마타요시 관광농원

● 카페 에니시

호텔 마하이나 
웰니스 리조트 오키나와

호텔 
유가후인 BISE

호텔 리조넥스 나고

호텔 유가후인 오키나와

●

얀바루 사이클

스포츠 데포 나고점

●

505

58

58
329

449

505

505

71
84

72

84

72

110

248

123

115

114

세소코 대교

이사가와(니시)

미야자토 4초메(기타)

구스쿠 1초메

야부(니시)

우라사키

구시켄(니시)

이마도마리

마키야

나카오지(기타)

START

GOAL

모토부 반도·나고 관광코스모토부 반도·나고 관광코스
‘오키나와 북부의 푸른 바다와 다리를 만끽!’  모토부 반도와 고우리 
대교, 나고의 하네지 내해를 돌아보는 업다운이 적은 코스. 처음 
도전하는 장거리 사이클링에 최적!

북부
지구

0km 10km 20km 30km 40km 50km 60km

20m
40m
60m
80m
100m
표고

나고시영 시장 모토부 가리유시 시장 덴쿠노에키 하소 공원 고우리 오하시 
대교

나고시  야가지 출장소
하네지노에키

나고시영 시장

1921년 탄생. 재래 
시장을 방불케 하는 
현지 주민에게 
인기있는 시장.

하네지노에키

현지 특산품 직매장. 
명물은 ‘뉴하프’ 라는 
이름의 어묵!

옛 민가 cafe 기이로-Kiiro-

이축한지 80년된 류큐 
붉은기와가 돋보이는 옛 
민가에서 몸에 좋은 
음식과 여유로운 한때를.

모토부 가리유시 시장

나고 아구리 파크

농원, 카페, 빵집, 상점, 
가공소가 들어선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새로운 명소

고우리 오하시 대교

덴쿠노에키 하소 공원

강과 논밭이 펼쳐지는 전원 공간에 
야채 직매장과 샐러드바 식당이 
들어선 마을 휴게소

약65㎞

제공:나고시

제공:나고시

상세 지도 절경
스폿

관광지

화장실

식사

휴식

SPA

샤워 자전거
고정대

자전거 
수리점

대여 
자전거

No. 숙박 시설

고우리지마 섬을 
이어주는 약2Km의 다리. 
감동의 절경 스폿.
통행 무료

아세롤라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과 
야채, 기념선물 등 
현지 특산품만 
판매하는 시장.

나고시 야가지 출장소

야가지 지역 활성화 거점. 
고지대에 있어 하네지 
내해를 내려다보는 
경관이 최고!

제공:나고시

각 시설의 정보는 P10∼을 참조

고 저 차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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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기타

이시카와

야카

긴

기노자

긴만

나카구스쿠만

우루마시

요미탄손

오키나와시

가데나초

긴초

기노자손

이케이지마 섬

미야기지마 섬

헨자지마 섬

하마히가지마 섬

온나손

온
나 

바
이
패
스

●긴 대교

●
간나 비치

●
이게이 해변공원　 

구시카와 비치
●

훼미리마트●

우켄 비치
●

●하마히가 대교

하마히가 비치●

●가후반타 절벽

●야케나 해협전망대

●도구치 비치
사이클관 지바나점이시카와 사이클

잔파 비치

야치문노사토

자키미 성터

●

잔파미사키 곶●

●
니라이 비치

●네이처 미라이관
긴초 환락가   

●

●

이시쟈윤타쿠 시장

●카페 마그마　 

아마미추의 무덤
●　　

누치마스 
관광 제염 팩토리●

●

●
도야 어항

●
헤이와노모리 구장

10

11

●마에다 브리즈

●
온나손 읍사무소

온나손 관광협회●

●

가후 리조트 후차쿠 
콘도 호텔

호텔 문비치

만자모

●

●디 앗타 테라스 
　골프 리조트

15

●

●

329

329

329

58

58

58

104
88

73

75

255

75

85

16

10

33
37

224

66

6

74

12

잔파미사키 공원

비오스의 언덕

겐민노모리 숲

오키나와현 종합운동공원

아카사키 1초메

히가시온나

긴

덴간

다바

해중도로 니시구치

요나시로
야케나(니시)

요카쓰

마에하라

에스나카바루

오완

온나(미나미)

아후소

미사토

START

GOAL

온나·해중도로 관광코스온나·해중도로 관광코스
길게 이어지는 온나손의 해안가와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긴초, 그리고 바다를 감상하며 건널 수 있는 해중도로 등, 리조트 
지구를 돌아보는 업다운이 있는 약100km 코스.

중부
지구

간나 타라소 라구나
        웃카가

해중도로 가쓰렌 성터 미치노에키(휴게소) 가데나
온나노에키

0km 10km 20km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90km 100km

20m
40m
60m
80m
100m
표고

고 저 차 지 도

히가시온나(미나미)

미치노에키(휴게소) 가데나

온나손의 해변길

에메랄드빛 바다의 해안선을 
따라 야자나무가 늘어서 있는 
남국 정취가 물씬 풍기는 길

해중도로(우미노에키 아야하시관)

전장 4.75Km로 동양에서 가장 긴 다리.
도로 중간 쯤에 위치한 우미노에키를 
꼭 한번 들러 보십시오.

웃카가(긴오카와)

가쓰렌 성터

가리유시 간나 타라소 라구나

신선한 바닷물을 사용한 
온욕 온천 시설. 
기포욕조와 수영장, 
사우나 완비.

약100㎞

온나노에키 나카유쿠이 시장

팥빙수 과 트로피칼 
주스 등 부담없이 
들러 맛볼 수 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휴게소

성벽의 곡선미가 아름다운 
옛 성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절경.
견학 무료

가데나 기지 옆에 위치한 
미치노에키(휴게소). 명물 
점보 햄버거는 꼭 한번 
드셔 보세요!

상세 지도
절경 
스폿

관광지

화장실

식사

휴식

SPA

샤워 자전거 
고정대

No. 숙박 시설

긴초 지정 문화재인 샘물. 
음료수와 물놀이 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다.

각 시설의 정보는 P10∼을 참조

자전거 
수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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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메지마 섬

오우지마 섬

아지마관
●

구메지마 야구장●

●구메섬 공항

●
가네구스쿠항

구루시무이 공원　　
●

●
다타미이시 
암석지대

●
사탕수수밭

사탕수수밭
●

홈플라자 
요시나가

사탕수수밭 
●

●
다치자미

●우에구스쿠 성터

돈나하 성터●

신오우 다리
●

열대어의 집●

●
고에다노마쓰 
소나무

●
야마토 도마리 해안

●

●시마지리 해안

●우에즈 집안의 저택

●보리새우 양식장

●보리새우 양식장

구메지마 시사이드 
파크골프장●

호타루돔●

●구메지마 쓰무기노사토 
　유이마루관

나카자토 야구장
●

다루마야마 원지●

●구메지마 호타루관

●

구메지마
박물관●

●팔러 스리피스

리조트호텔 
구메 아일랜드

구메지마 
이프 비치 호텔

유스즈미●

지토도코로 후쿠야
카페 가주마루●

SMAKAKA 
RESTAURANT AND CAFÉ●

●
다타미이시 레스트하우스

아카의 샘물●

    우에구스쿠 시민회관
●

우네의 거대 소철
●

12

135

6

●
도마리 피셔리나

●

야마자토 윤타쿠 시장
●

●사탕수수밭

사탕수수밭●

사탕수수밭●

●
유쿠이도코로 와시마

국립 구메지마 병원

신리 해변

파라신리 해변

●

GOALSTART

구메지마 섬 일주 코스구메지마 섬 일주 코스
산호로 둘러싸인 자연이 풍요로운 힐링의 섬. 사탕수수밭과 
붉은기와가 돋보이는 옛 민가 등 오키나와의 원 풍경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절경 명소를 둘러보는 섬 일주 관광 코스

낙도
지구

0km 5km 10km 15km 20km 25km

100m

200m

300m

400m
표고

약27㎞

히야조반타 절벽

추라 후쿠기

YUUNAMI CAFÉ

오바케 언덕

아카미네 파인애플 농원

바데하우스 구메지마

구메지마 섬 앞바다 612m에서 퍼올린 
해양심층수 100%의 온욕 시설.

89

89

89

242

242

89

절경 
스폿

관광지

화장실

식사

휴식

SPA

샤워

‘복을 부르는 나무’로 사랑받고 있는 
추라 후쿠기. 최고의 촬영 장소.

오르막길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리막길?!
신비로운 관광명소를 체감해 
보세요!

미후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알려진 
신비로운 장소. 바위 틈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취가 살아 있다.

디다 다리·쓰무기 다리

하테노하마 해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절경의 다리

구메지마 섬의 보리새우를 만끽할 
수 있는 카페. 소재의 맛을 살린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미네씨 부부가 
기르는 구메지마산 
파인애플은 주스가 
인기!
휴식을 취하면서 
마셔 보세요.

구메지마 섬의 으뜸가는 경승지로 
하테노하마 해변과 주변 낙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바데하우스 구메지마 YUUNAMI CAFÉ 미후가 아카미네 
파인애플 농원

히야조반타 
절벽

디다 다리·쓰무기 다리
추라 후쿠기

상세 지도 No. 대여 자전거 No. 숙박 시설

고 저 차 지 도

각 시설의 정보는 P10∼을 참조

대여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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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여

1  오키나와 린교 마에지마 2호관
【주소】 나하시 마에지마2-10-3

【TEL】 098-943-6768

【영업시간】 7:00~20: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E-mail】 cycle＠okirin.com

【URL】 http://okirin.ti-da.net/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차종　하이브리드 자전거·로드바이크 (알루미늄·카본)

■예약 방법　전화 / 이메일 / 점포에서

■요금　시티 사이클＝ 2,400 엔 /1일 (2 일째 이후 1,200 엔 / 일）

　　　　로드바이크＝【투어링 타입】 2,700 엔 / 일 (2 일째 이후 1,350 엔 / 일）

　　　　　　　　　　【알루미늄 프레임】 6,000 엔 / 일 (2 일째 이후 3,000 엔 / 일）

　　　　　　　　　　【카본 프레임】 9,000 엔 ~/ 일 (2 일째 이후 4,500 엔 / 일）

■옵션　헬멧 , 와이어락 , 라이트는 무료 .

　　　　리어 캐리어 1,000 엔 , 스마트폰 홀더 800 엔 , 공구 세트 800 엔

■기타　출장 회수 3,000 엔 , 지정 장소로 배달 3,000 엔 ,

　　　　출장 수리 3,000 엔 , 가이드 투어 5,000 엔

2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시마즈쿠리 넷
【주소】 나하시 마키시2-11-27

【TEL】 090-8294-1852

【영업시간】 10:00~18: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E-mail】 shimadukuri＠gmail.com

【URL】 https://www.p-kit.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차종　시티 사이클·산악 자전거·전기 자전거

■예약 방법　전화 / 이메일로

■요금　시티 사이클＝ 200 엔 /1 시간 ~, 산악 자전거＝ 250 엔 /1 시간 ~,

　　　　전기 자전거＝ 350 엔 /1 시간 ~

3  페달리스트 클럽 플라넷 차오
【주소】 온나손 아자 마에다1424-2

【TEL】 070-6521-5141

【영업시간】 일출~일몰 【정기 휴일】 연중무휴

【E-mail】 planet＠et.ciao.jp

【URL】 http://planet.ciao.jp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차종　시티 사이클 / 하이브리드 자전거 / 어린이용※유아용 보조의자가 달린 자전거 있음

■예약 방법　전화 / 이메일 /web 에서

■요금　전부 1,500 엔

■기타　출장 수리 , 가이드 투어 무료 . 다른 점포에 반납 및 지정 장소로의 배달은 가

까운 지역은 무료 . 기타 지역은 유료 ( 거리에 따른 요금 ).

4  선셋 바이크
【주소】 차탄초 미하마2-5-17

【TEL】 098-955-2694

【영업시간】 11:00~20: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E-mail】 info＠sunset-bikes.com

【URL】 http://sunset-bikes.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차종　하이브리드 자전거·로드바이크 ( 알루미늄 )

　　　　※대여는 10 대 한정 , 서둘러 예약해 주십시오 !

■예약 방법　전화 / 이메일 / 점포에서

■요금　5,000 엔 / 일  3,500 엔 /4 시간 ( 기타 플랜은 문의 요망 )

■옵션　헬멧 , 와이어락 , 발목밴드 , 프레임 가방은 무료 .

　　　　장갑 , 라이트 , 선글라스 각 500 엔

■기타　가이드 투어 ( 문의 요망 ), 다른 점포에 반납 가능 ( 자매점인 얀바루 사이클 점포에서 )

5  리조트호텔 구메 아일랜드
【주소】 구메지마초 아자 마가리411

【TEL】 098-985-8001

【대여시간】 9:00~18: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URL】 http://www.kumeisland.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차종　하이브리드 자전거·로드바이크

■요금　【로드바이크】 3,000 엔 /4 시간 , 4,000 엔 / 일

　　　　【하이브리드 자전거】 2,000 엔 /4 시간 , 3,000 엔 / 일

■옵션　헬멧 500 엔

6  구메지마 이프비치 호텔
【주소】 구메지마초 아자 자나도548

【TEL】 098-985-7111

【대여시간】 9:00~13:00, 14:00~18:00

【URL】 https://www.courthotels.co.jp/kumejima/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차종　하이브리드 자전거

■요금　2,000 엔 /4 시간 , 3,000 엔 / 일

■옵션　헬멧은 무료 .

1  오키나와 린교 마에지마 2호관
【주소】 나하시 마에지마 2-10-3
【TEL】 098-943-6768
【영업시간】 7:00~20: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URL】 http://okirin.ti-da.net/

〈비고〉 차종  시티·전기·미니벨로·MTB·하이브리드·로드·키즈

범위  각종 조정·펑크 수리　

●출장 수리 ( 오키나와 본도 전역 3,000~8,000 엔 )

●영어 대응 가능

2  아웃도어 숍 NEOS
【주소】 우라소에시 마키미나토2-50-11
【TEL】 098-877-6122
【영업시간】 10:00~20: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URL】 http://www.outdoor-neos.com/

〈비고〉 차종  MTB·하이브리드·로드·키즈

범위  각종 조정·펑크 수리 ( 튜브 교환 )

※스포츠 바이크 전문가의 수리 대응 .

●영어 대응 가능

3  마이요
【주소】 기노완시 이사2-4-19
【TEL】 098-927-6999
【영업시간】 14:00~22: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URL】 https://www.maiyo.org

〈비고〉 차종  시티·전기·미니벨로·MTB·하이브리드·로드·키즈

범위  각종 조정·펑크 수리·리스토어

※밤 10 시까지 영업하므로 긴급 수리에도 대응 가능

●영어 대응 가능

4  선셋 바이크
【주소】차탄초 미하마 2-5-17
【TEL】 098-955-2694
【영업시간】 11:00~20:00 【정기 휴일】연중무휴
【URL】http://sunset-bikes.com

〈비고〉 차종  시티·전기·미니벨로·MTB·하이브리드·로드·키즈

범위  각종 조정·펑크 수리

●스포츠 바이크는 전부 대응합니다 .

●영어 대응 가능

5  슈퍼스포츠 제비오 기노완점
【주소】기노완시 마시키 3-28-3
【TEL】 098-870-9611
【영업시간】 10:00~21:00 【정기 휴일】연중무휴
【URL】http://www.xebio.co.jp

〈비고〉 차종  시티·MTB·하이브리드·로드·키즈

범위  펑크 수리 ( 튜브 교환 )　

●영어 대응 가능

＝수리 가능 차종차종

＝수리 대응 범위범위

시티＝시티 사이클　 　　　　　　전기＝전기 자전거　  미니벨로＝바퀴가 작은 소형 자전거　　MTB ＝산악 자전거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자전거　 로드＝로드바이크　　키즈＝어린이용 자전거

점포도 충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약은 신속하게.
My페달 반입 등은 각 점포에 문의해 주십시오. 자전거 수리점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믿음직한 우리편! ……하지만 긴급
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자!!

1  닛폰 렌터카 오키나와
【주소】 나하시 니시1-19-1
【TEL】 098-866-0919
【영업시간】 8:00~20: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URL】 http://www.nr-okinawa.co.jp
〈비고〉 영어·중국어·한국어 대응 가능

2  타임스 카 렌털 나하 공항점
【주소】 나하시 가가미즈457-1
【TEL】 098-858-1536
【영업시간】 8:00~20: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URL】 https://rental.timescar.jp/okinawa/shop/4701/
〈비고〉 영어·중국어·한국어 대응 가능

3  J-net렌터카 나하 공항점(유한회사NEWS)
【주소】 나하시 가나구스쿠3-7-2 1F
【TEL】 098-852-0070
【영업시간】 8:00~20:00 【정기 휴일】연중무휴
【mail】news_naha＠j-okinawa.jp
【URL】http://www.j-okinawa.jp/
〈비고〉 영어·한국어 대응 가능

4  OTS렌터카
【주소】 도미구스쿠시 도요사키3-37
【TEL】 098-856-8877
【영업시간】 8:00~19: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URL】 https://www.otsinternational.jp/otsrentacar/okinawa/
〈비고〉 영어·중국어·한국어 대응 가능

5  루프트·트래블 렌터카
【주소】 도미구스쿠시 세나가3-2
【TEL】 098-856-8926　
【영업시간】 8:00~20:00 【정기 휴일】 연중무휴
【URL】 https://www.okinawatravel.co.jp
〈비고〉 영어·중국어·한국어 대응 가능

렌터카
자전거 캐리어와 차내 고정 밴드 등은 준비되어 있지 않
으므로 고정할 때는 주의하자!!

해외에서 전화 거는 방법
(「렌타 사이클」, 「자전거 수리점」, 「렌터카」, 「숙박 시설」 공통)

해외에서 전화 거는 방법
(「렌타 사이클」, 「자전거 수리점」, 「렌터카」, 「숙박 시설」 공통)

해외에서 각 지역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먼저 일본의 국가번호 「81」을 누른 다음, 

전화번호의 처음 「0」 (시외 국번)을 빼고 번호를 누릅니다.

예) 098-123-4567　　　+81-98-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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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호텔

자전거를 객실에 반입할 때는 기름 등에 주의!
각 호텔의 반입 조건을 반드시 확인!!

10 카후 리조트 후차쿠 콘도·호텔
【주소】 온나손 아자 후차쿠 시리후쿠치하라246-1
【TEL】 098-964-7000
【E-mail】 kafuu-okinawa＠kpg.gr.jp
【URL】 http://www.kafuu-okinawa.jp/
〈비고〉 영어·중국어(북경어)·한국어 대응 가능

■실내 반입＝불가 (상담 가능)
■자전거 보관＝가능 (가설·열쇠 없음)
■정비 공간＝없음
■공구 대여＝없음
■택배 수령＝가능
■세탁＝객실 설치 세탁기 : 무료·세탁 코너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3  호텔 마하이나 웰니스 리조트 오키나와
【주소】 모토부초 야마카와1456
【TEL】 0980-51-7700
【E-mail】 mwro-1＠mahaina.co.jp
【URL】 http://www.mahaina.co.jp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사이클리스트 전용 플랜 ( 자전거 합숙 전용 숙박 플랜 )
※합숙 이용 이외에도 상담 가능
1인 8,000 엔 ~ (1 박 2 식 )

〈혜택〉무료 픽업 (선착순). 숙박 중 생수 1일 1 개 증정 . 숙박 중에는 음료
용·아이싱용 얼음 무료 제공 외

■실내 반입＝가능 ※조건 확인 요망
■자전거 보관＝불가　■정비 공간＝있음 (장소는 상담 요망)
■공구 대여＝없음　■택배 수령＝가능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주의사항＝자전거를 반입하시려면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
■기타＝추라우미 수족관에서 가깝고 넓은 객실과 대욕탕으로 합숙을 지원

합니다 . 호텔 앞의 도로는 투르 드 오키나와 대회의 코스이므로 합숙도 추
천합니다 .

2  호텔 유가후인 오키나와
【주소】 나고시 미야자토453-1
【TEL】 0980-53-0031
【URL】 http://www.yugaf.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사이클리스트 전용 플랜 ( 자전거 합숙 전용 숙박 플랜 )
※합숙 이용 이외에도 상담 가능
　1인 7,000 엔 ~ (1 박 2 식)　

〈혜택〉무료 픽업 (선착순). 숙박 중 생수 1일 1 개 증정 . 숙박 중에는 음료
용·아이싱용 얼음 무료 제공 외

■실내 반입＝가능　■자전거 보관＝가능 (로비·옥외)
■정비 공간＝있음 (장소는 상담 요망)
■공구 대여＝있음　■택배 수령 (보관 장소) ＝가능 (로비)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주의사항＝자전거를 반입하시려면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
■기타＝ 투르 드 오키나와의 초대선수의 숙소로서 25 년 간 대회를 지원 . 나

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근린 시설도 충실한 시티 리조트호텔입니다 .

1  오키나와 메리어트 리조트 & 스파
【주소】 나고시 기세1490-1
【TEL】 0980-51-1000
【E-mail】 info＠okinawa-marriott.com
【URL】 http://www.okinawa-marriott.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사이클리스트 전용 플랜
　·아침식사 ( 점심 도시락으로 대체 가능 ) ＋ SPA 포함·2 인 1 실 / 1 인 

10,000 엔 ~ ( 트윈 )·거치대 무료 대여·사이클 롤러 무료 이용
　·페어 스트레치 30% 할인 티켓·저녁식사의 10% 할인 쿠폰
■실내 반입＝가능　■자전거 보관＝불가
■정비 공간＝있음 ( 옥외 ) ※전용 플랜 한정
■공구 대여＝공기주입기·스패너·육각렌치 ※전용 플랜 한정
■택배 수령 (보관 장소) ＝가능 (백야드)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주의사항＝이벤트 시에는 정비 공간이나 공구 대여는 대단히 혼잡하기 때

문에 이용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 관내 바닥이 손상하는 신발은 이용
을 삼가 주십시오 .

5  오키나와 선코스트 호텔
【주소】 나고시 아자 코우키108
【TEL】 0980-53-0330
【E-mail】 info＠suncoast.okinawa
【URL】 https://suncoast.okinawa/
〈비고〉 영어·중국어 대응 가능

■실내 반입＝가능
■자전거 보관＝가능 (로비)
■정비 공간＝있음 (옥외)　
■공구 대여＝없음　■택배 수령 (보관 장소) ＝가능 (로비)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주의사항＝자전거를 객실에 반입하고 연박하는 경우 , 객실 청소 서비스 없음

6  호텔 리조넥스 나고
【주소】 나고시 아자 야마노하247-1
【TEL】 0980-53-8021
【E-mail】 info＠rezonex.co.jp
【URL】 http://www.resonex.jp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실내 반입＝가능 (기름이 묻지 않도록 주의)　■자전거 보관＝불가
■정비 공간＝있음 (지하주차장) ※사전 예약제
■공구 대여＝없음
■택배 수령＝가능 ※숙박일 2 일 전부터 수령 가능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7  오쿠마 프라이빗 비치 & 리조트
【주소】 구니가미손 아자 오쿠마913
【TEL】 0980-41-2222
【URL】 http://okumaresort.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실내 반입＝불가
■자전거 보관＝가능 (옥외·에코뮤지엄)
■정비 공간＝없음　■공구 대여＝없음
■택배 수령 (보관 장소) ＝가능 (로비)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주의사항＝ 2017 년 5 월부터 호텔 명칭 변경 .
(구 JAL 프라이빗 리조트 오쿠마)

8  아다 가든 호텔 오키나와
【주소】 구니가미손 아자 아다1285-95
【TEL】 0980-41-7070
【URL】 http://www.ada-hotel.net/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실내 반입＝가능 (접이식)
■자전거 보관＝가능 (로비)　■정비 공간＝가능 (로비)
■공구 대여＝공기주입기·스패너
■택배 수령 (보관 장소) ＝가능 (로비 /3 대까지)
■세탁＝세탁기 : 무료·건조기 : 무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주의사항＝체크인은 해가 지기 전에 해 주십시오 . 현도 2 호 , 70 호는 가로

등이 없습니다 .

9  오키나와 가리유시 비치리조트 오션스파
【주소】 온나손 나카마 야시바루2591-1
【TEL】 098-967-8731
【E-mail】 cycle＠tc-okinawa.co.jp
【URL】 https://kariyushi-oceanspa.jp/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실내 반입＝가능 (반입 시에 서약서 기입)
■자전거 보관＝불가　■정비 공간＝없음
■공구 대여＝없음　■택배 수령＝불가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기타＝ 사이클링 플랜에서 로드 레이서의 합숙 훈련 등 고객의 요청에 유연

하게 대응합니다 .

4  호텔 유가후인 BISE
【주소】 모토부초 아자 비세1147-1
【TEL】 0980-48-4388
【E-mail】 yugaf＠bise.jp
【URL】 http://www.bise.jp/
〈비고〉영어·중국어·한국어 대응 가능

■사이클리스트 전용 플랜 ( 자전거 합숙 전용 숙박 플랜 )
※합숙 이용 이외에도 상담 가능
1인 6,000 엔 ~ (1 박 2 식)  〈혜택〉무료 픽업 (선착순). 숙박 중 생수 1일 1 개 

증정 . 숙박 중에는 음료용·아이싱용 얼음 무료 제공 외
■실내 반입＝가능 ※조건 확인 요망
■자전거 보관＝가능　■정비 공간＝있음 (지하주차장)
■공구 대여＝없음　■택배 수령 (보관 장소) ＝가능 (사무소 등)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자전거를 객실에 반입하거나 보관하는 조건은 각 호텔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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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메지마 나하

한국

오키나와

일본
부산

대구

서울(인천)

오키나와로의 교통편

◆페리　 (나하 - 구메지마)

노선(소요시간) 선박회사명 운항수 운항일

나하 도마리항 ⇔가네구스쿠항
(약 3시간 30분~4시간)

구메쇼센 2 편 / 일 매일

◆월요일은 1편(오전편)만 운항. (8월은 매일 2편 운항.)

◆자전거를 그대로 실을 경우에는 1,190엔(부가세 포함)을 추가로 지불하면 승선 가능합니다. 또한 운반가방 등에 넣

어 반입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객 운임만으로 OK)

◆시기나 날씨에 따라 운항 스케줄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선박회사에 확인해 주십시오.

한국과 오키나와 매일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매우 가까운 리조트 아일랜드입니다 .

노선(소요시간) 항공사명 운항수 운항일

나하 ⇔ 구메지마(약 35분) 일본 트랜스오션 항공 / 류큐 에어 커뮤터 7 편 / 일 매일

◆항공기　 (나하 - 구메지마)

◆항공기　 (한국 - 나하)

노선(소요시간) 항공사명 운항수 운항일

서울(인천) ⇔ 나하
(약 2시간 20분)

아시아나항공 7 편 / 주 매일

진에어 7 편 / 주 매일

제주항공 7 편 / 주 매일

티웨이항공 7 편 / 주 매일

이스타항공 7 편 / 주 매일

대한항공 7 편 / 주 매일

Peach Aviation 7 편 / 주 매일

부산 ⇔ 나하 (약 2시간)

아시아나항공 3 편 / 주 수·금·일

진에어 7 편 / 주 매일

제주항공 3 편 / 주 화·목·토

대구 ⇔ 나하 (약 2시간) 티웨이항공 4 편 / 주 월·수·금·일

※2017년 12월 28일 현재의 직항 정기 항공편 정보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운항하는 항공사와 운항편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반드시 각 항공사에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11 호텔 문 비치
【주소】 온나손 아자 마에가네쿠1203
【TEL】 098-965-1020
【E-mail】 reserve＠moonbeach.co.jp
【URL】 http://www.moonbeach.co.jp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실내 반입＝불가 (보관실 보관)
■자전거 보관＝가능 (로비·옥외)
■정비 공간＝없음　■공구 대여＝없음
■택배 수령 (보관 장소) ＝가능 (로비)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12 구메지마 이프비치 호텔
【주소】 구메지마초 아자 자나도548
【TEL】 098-985-7111
【E-mail】 kumejima＠courthotels.co.jp
【URL】 https://www.courthotels.co.jp/kumejima/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사이클리스트 전용 플랜
　한정 5 실 . 1인 5,000 엔 ~(트윈).
　거치대와 간단한 정비 도구도 준비 .
■실내 반입＝가능 (실내 정비는 불가)
■자전거 보관＝가능 (로비·창고)
■정비 공간＝있음 (옥외)
■공구 대여＝공기주입기·스패너·육각렌치
■택배 수령 (보관 장소) ＝가능 (로비)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13 리조트호텔 구메 아일랜드
【주소】 구메지마초 아자 마가리411
【TEL】 098-985-8001
【URL】 http://www.kumeisland.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실내 반입＝가능 (이벤트 개최 기간은 제외)
■자전거 보관＝가능　■택배 수령＝가능
■정비 공간＝없음 (조건 있음 . 프런트에 확인 요망)
■세탁＝세탁기 : 유료·건조기 : 유료
■사이클리스트 수용 실적＝있음

14 야가지 비치
【주소】 나고시 아자 야가143
【TEL】 0980-52-8123
【정기 휴일】 연말연시
【URL】 http://yagaji-beach.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예약 방법＝이용 3 일 전까지 홈페이지의 예약폼을 통해
■캠핑카 입장＝가능
■ BBQ ＝가능　■대여 텐트＝없음
■조리기구 대여＝있음 : 사전 예약제
■식재료 관련＝반입 가능 / 주문 가능 . 사전 예약제
■샤워시설＝있음 (유료)

15 오키나와현 종합운동공원
【주소】 오키나와시 히야곤5-3-1
【정기 휴일】 화요일/연말연시
【TEL】 098-932-5114
【E-mail】 info＠okinawa-kenso.com
【URL】 http://okinawa-kenso.com/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예약 방법＝전화 : 이용 1 개월 전 ~ 당일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캠핑카 입장＝가능
■ BBQ ＝가능　■대여 텐트＝없음
■조리기구 대여＝있음 : 수량 한정
■식재료 관련＝반입 가능 / 주문 가능 (5 일 전까지 )
■샤워시설＝있음 (유료)

16 옷파다케 삼림공원 캠핑장
【주소】 나키진손 자나1332
【정기 휴일】 연중무휴
【TEL】 0980-56-5955
【E-mail】 sc＠nakijin.com
【URL】 http://oppadake.net/
〈비고〉 영어 대응 가능

■예약 방법＝이메일 : 사전 예약제
■캠핑카 입장＝불가
■ BBQ ＝가능　■대여 텐트＝없음
■조리기구 대여＝있음 : 사전 예약제
■식재료 관련＝반입 가능 / 주문 불가
■샤워시설＝있음 (무료 ※시설 이용자에 한함)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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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송 방법내 자전거로 

      즐기고 싶다!! 공항 이용 안내

노선버스 이용 안내

자전거의 조립에 관하여

나하 공항 국제선·국내선, 구메지마 공항에는 자전거 조립 전용 공간은 없지만 옥외에서 

조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항 관내에서의 조립하지 마십시오, 옥외로 이동하여 주위의 

통행인이나 버스, 택시 등에 주의하여 조립해 주십시오.)

공기주입기와 공구는 대여하지 않으므로 각자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하 공항의 편리한 서비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자전거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도 많지요? 운반상자 등의 큰 수하물을 

보관하거나 수하물을 숙박처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등 나하 공항의 편리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❶ 수하물 배송 (나하 공항에서 호텔까지 배송)

　 ※일부 대응하지 않는 호텔도 있습니다.

　 1개당 800엔 (편도 요금）　

　  ※배송 접수시간은 13:00까지.

❷ 수하물 일시 보관

　 1개 800엔/일　
　  ※물품보관함에 들어가지 않는 큰 짐도 가능.

　  ※자전거 수송용 상자에 한하여 여행 체류 중에는 며칠이라도 보관 가능.

　  ※영어 대응 가능

빈손 관광 접수
(JTB나하 공항 영업소 안쪽  

수하물 임시 보관 데스크)

나하 공항 국내선 1층 도착 로비장　소

9:00∼19:00영업시간

자전거의 반입에 관하여

휴대품 이외에 아래 조건의 범위 내라면 무료로 차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총중량  10Kg까지

　● 총용적  0.3m3

　● 길이  1m 이내

※단, 상황에 따라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반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따라 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시기 전에 각 회사에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오키나와는 비행기로의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수송 포인트를 확실히 알아 둡시다 .

프런트 포크는 시판하는 엔드금구를 사이에 

끼워 포크의 변형을 막자 . 엔드금구는 자전

거 운반의 필수품이다 !

리어도 동일하게 엔드금구로 고정 . 디레일러

는 확실하게 로 기어 측으로 이동시켜 보호

하자 .

스프로킷 커버는 프레임에 대한 흠집 방지와 

오염 방지에 유용하다 . 체인 커버도 있으면 

오염 대책은 완벽하다 !

자전거 운반 방법

비행기에 수하물 위탁

비행기로 운반할 경우, 전용 운반가방 등에 자전거를 수납하는 것이 필수. 
그 때 가방 안에서 자전거가 움직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시판하는 고정금구나 커버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보호합시다.

비행기에 수하물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항공사의 위탁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자
전거 위탁은 사전 연락이 필요하거나 일반 규정과 사이즈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등 각 항공사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둡시다.

일반 위탁 수하물  위탁 조건

항공사 요금 규정(중량/사이즈 (3변의 길이의 합계)/개수)

아시아나항공 무료 23Kg/158cm 이내/2개(※자전거는 3변의 합계 277cm 이내까지 무료)

진에어 무료 15Kg/203cm 이내/제한 없음

제주항공 무료 20Kg/203cm 이내/1개

티웨이항공 유료 15Kg/203cm 이내/제한 없음

이스타항공 무료 15Kg/203cm 이하/제한 없음

대한항공 무료 23Kg/158cm 이내/1개

Peach Aviation 유료 20Kg/203cm까지/1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각 항공사, 한국-일본 간(국제선)의 정보입니다.

※탑승 클래스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정보를 게재.)

※기압의 변화로 타이어가 펑크날 우려가 있으므로 타이어의 공기는 빼 둡시다.

※전기 자전거나 전기 변속기는 위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튬이온전지의 반입 규제로 인해)

※펑크 수리 세트 등 가연성 물품은 위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각 항공사의 규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로 반

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운반가방, 

하드 케이스, 

골판지 상자 등 

필수!!

자전거 등의 스포츠용품은 
‘특수 수하물’로 특별 요금
을 징수하고 있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체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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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달력

남국 오키나와는 한국과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오키나와의 연간 기온과 

추천 복장을 월별로 소개합니다. 여행 준비 시 참고해 주십시오!!

월 평균 기온/강수량 체감 권장 복장·도구

1월
January

한국과의 기온차는 약 +15도. 강한 계절풍과 강수량이 많아지므로 

스포츠 이너웨어에 긴팔 사이클웨어를 겹쳐 입거나, 긴팔 

사이클웨어에 바람막이 점퍼(민소매도 OK)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바지는 안쪽 기모 소재의 롱타이츠를 추천.

쌀쌀하다

2월
February

1월처럼 추위와 따뜻함이 반복되지만 따뜻한 날이 점차 

길어집니다.  갑작스런 비에 대비하여 우의를 준비하면 

좋 습 니 다 .  이  시 기 는  온 난 한  기 후 를  찾 아  로 드 레 이 스  

프로팀이나 일본 국내외의 많은 사이클리스트가 방문합니다.

쌀쌀하다

3월
March

스포츠 이너웨어와 얇은 긴팔 저지. 비와 급격한 추위를 

대비하여 우의를 준비. 바지는 일반 타이츠와 탈착 가능한 

레그워머, 여성이라면 얇은 롱타이츠도 OK.
따뜻해진다

4월
April

오키나와는 초여름에 해당합니다.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은 

반팔도 괜찮지만 탈착이 쉬운 긴팔과 긴팔 이너웨어의 겸용을 

추천. 바지는 반바지도 가능. 여성은 자외선 차단을 겸하여 얇은 

옷감의 롱타이츠가 좋습니다.

따뜻해진다

5월
May

상순부터 무더워지고 5월 상순을 지나면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면 긴팔에 우의를 걸쳐입어야 할 정도로 추워집니다. 

바지는 반바지도 가능. 여성은 자외선 차단을 겸하여 얇은 

옷감의 롱타이츠가 좋습니다.

무덥다

(장마철)

6월
June

하순까지 장마가 계속됩니다. 반팔도 괜찮지만 자외선이 신경 

쓰이는 사람은 팔토시가 필수. 바지는 반바지도 가능, 여성은 

얇은 옷감의 롱타이츠로 자외선을 차단합시다.
무덥다

(장마철)

7월
July

매우 덥다

8월
August

한여름 도래! 10시 이후에는 매우 더워지지만 최고 기온은 일본 

혼슈 지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5∼6월처럼 얇은 옷을 

추천하지만 열사병 대책, 자외선 차단 대책은 필수입니다.

햇살이 매우 강하며 10시 이후에는 매우 더워집니다. 5∼6

월처럼 얇은 옷을 추천하지만 열사병 대책, 자외선 차단 대책은 

필수입니다. 국지적인 소나기에도 주의.
매우 덥다

9월
September

중순까지 더위가 계속됩니다. 10시 이후에는 매우 더워집니다. 

5∼6월처럼 얇은 옷을 추천하지만 열사병 대책, 자외선 차단 

대책은 필수입니다. 해가 빨리 저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선글라스 렌즈의 밝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덥다

10월
October

햇살이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기 때문에 관광과 

트레이닝에 적합한 시기. 반팔과 반바지도 괜찮지만,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므로 팔토시가 있으면 더욱 안심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와 전반적으로 지내기 좋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아침은 약간 쌀쌀하지만 낮에는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반팔과 반바지로 괜찮습니다. 10월과 마찬가지로 

팔토시 등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선선해진다

11월
November

선선해진다

12월
December

17.0℃

17.1℃

18.9℃

21.4℃

24.0℃

26.8℃

28.9℃

28.7℃

27.6℃

25.2℃

22.1℃

18.7℃

107.0mm

119.7mm

161.4mm

165.7mm

231.6mm

247.2mm

141.4mm

240.5mm

260.5mm

152.9mm

110.2mm

102.8mm

흐린 날이 많아지고 일조시간도 짧아집니다. 긴팔은 안쪽에 

기모 안감도 괜찮지만, 이보다 얇은 긴팔과 긴팔 이너웨어를 

추천. 바지는 반바지도 괜찮지만 레그워머가 있으면 더욱 

안심입니다.

추워진다

강풍에

조심하자

와!!와!!

자
외
선 

　
　차
단
은 

필
수

자
외
선 

　
　차
단
은 

필
수

굿!!굿!!

우의가 

유용해요

일본·오키나와의 교통 규칙

오키나와에서 안전하게 사이클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일본·오키나와의 교통 규칙을 

사전에 확인해 둡시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일부 소개합니다!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주행은 차도가 원칙. 보도에서의 주행은 예외입니다.

일본의 도로는 좌측 통행입니다.

자전거도 도로의 좌측을 달립시다.

보도와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합시다.

안전 규칙을 지킵시다.
　●음주운전, 두 사람이 타거나 나란히 주행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야간에는 라이트를 점등합시다.
　●차량용 신호에 따라 주행합시다.

빨간불일 때는 좌회전·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우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파란불일 때나 

우회전·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표지는 ‘일시정지’ 라는 의미.

반드시 일단 정지한 후, 좌우를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합시다.

NAHA

한국의 규칙과 

어떻게 다를까?

보도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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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 inOkinawa

모토부 반도·나고 관광코스모토부 반도·나고 관광코스북부
지구

온나·해중도로 관광코스온나·해중도로 관광코스중부
지구

구메지마 섬 일주 코스구메지마 섬 일주 코스낙도
지구

ㆍ자전거 대여 ㆍ렌터카
ㆍ자전거 수리점 ㆍ숙박시설

각종
정보

2018년 2월

Recommended Spots

meñsõre

다언어 컨택트 센터(관광 정보안내 서비스)다언어 컨택트 센터(관광 정보안내 서비스)

●오키나와현이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공공 

서비스입니다.

●관광 안내와 통역 서비스, 재해 시의 대처 등을 전화, 

Skype, 이메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전화요금만 부과됩니다.

일반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

한국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 THE EXCHANGE SEOUL 6층

TEL : 02-318-6330

https://www.visitokinawa.jp
검색Visitokinawa

OFFICIAL TRAVEL　AND　
TOURISM　INFORMATION

전화번호   +81-98-851-9554

＜영업시간＞ 9:00~21:00

ID：call-center-kr01
ID：call-center-kr02

　　 E-mail  visitokinawa@ocvb.or.jp
서비스 무료

일반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

우편번호 901-0152 오키나와현 나하시 아자 오로쿠1831-1

오키나와 산업지원센터 2층

　   sports@ocvb.or.jp

본사

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
OKINAWAOKINAWAOKINAWA CYCLINGCYCLINGCYCLING

오키나와 사이클링 여행 전략 가이드북
OKINAWA CYCLING

약65㎞

약100㎞

약27㎞

오키나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