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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

O C E A N

F L O W E R

C U L T U R E

④

①

②

③

①얀바루 급행버스, 고속버스 계통 117(직행): 공항에서 약 2시간 20분

②오키나와버스 공항 리무진 버스: 공항에서 약 2시간 15분

③고속버스 계통 111(나고 버스터미널에서 환승): 공항에서 약 3시간

④일반노선버스 이용: 공항에서 약 3시간 20분

(사) 오키나와 현 버스 협회

얀바루 급행버스

오키나와버스 공항 리무진 버스

098-867-7386

0980-56-5760

098-869-3301

☎
☎
☎

에메랄드 비치 수영 시간:  8:30�19:00（4월�9월） 8:30～17:30（10월）
Swimming time at Emerald Beach: 8:30～19:00（Apr.～Sep.）、8:30～17:30（Oct.）

저니�투�스타즈（Journey to the Stars）

오키나와 츄라 별

로이와 친구들의 대항해

오키나와 츄라 별 두근두근! 탐험☆대우주

오키나와 츄라 별

로이와 친구들의 대항해

저니�투�스타즈（Journey to the Stars）

오키나와 츄라 별

특별 상영 프로그램

로이와 친구들의 대항해

특별 상영 프로그램

오키나와 츄라 별

특별 상영 프로그램

오키나와 츄라 별

특별 상영 프로그램

오키나와 츄라 별

오키나와 츄라 별

로이와 친구들의 대항해

특별 상영 프로그램

저니�투�스타즈（Journey to the Stars）

오키나와 츄라 별

특별 상영 프로그램

오키나와 츄라 별

특별 상영 프로그램

오키나와 츄라 별

상영 시간

Schedule 평  일
토�일�축제일

봄방학�여름방학�겨울방학�GW

상영 프로그램 Program

※3월�9월　※상영중에 퇴장 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상영내용 및 최신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대에는 학교 단체의 예약이 있을 때, 학습 프로그램에 변경됩니다.

Seas of Okinawa

Planetarium

Tropical

Flowers

프라네타륨 홀에서는 별이 빛나는 

오키나와의 밤하늘과 민화를 소개하는 

오리지널 방송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영중입니다.

별이 빛나는 감동의 밤하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약 30분)

At the Planetarium Hall, screening of original shows combining the stars 
with Okinawan folktales can be viewed, along with other entertaining programs. 
Enjoy a sky full of stars (Viewing time: 30 min.)

●6 세 미만 무료 / Under 6 years old is free

※신체장애자 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또는 요육 수첩을 각 창구에 제시하면 

　본인 및 보호자 1명은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 티켓을 제시하시면 열대드림센터의 입장료가 반액으로 할인됩니다.(성인 ¥380)
※ Tropical Dream Center admission fee is discounted to the Okinawa Churaumi Aquarium 

    ticket holder.　(Adult ￥380)

※신체장애자 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또는 요육 수첩을 각 창구에 제시하면 

　본인 및 보호자 1명은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16시 이후 입장은 수족관 티켓판매소에서 '4시 이후 티켓'을 구입해 주십시오.
※ Please purchase After-4pm-Tickets for admission after 4 pm.

※학교 행사의 경우, 소인원도 단체요금이 적용됩니다. (사전 신청 필수)

■열대드림센터 & 해양문화관 / Tropical Dream Center / Oceanic Culture Museum

■오키나와 츄라우미 수족관 / Okinawa Churaumi Aquarium

일 반
General

 단체（20명 이상）
20 or more

성인
（고등학생 이상）

high school
- Adult

시설명
Facilities

열대드림센터
Tropical Dream Center

어린이
（초 · 중학생）
Elementary /

Jr.High

성인
（고등학생 이상）

high school
- Adult

어린이
（초 · 중학생）
Elementary /

Jr.High

●6 세 미만 무료 / Under 6 years old is free

  8:30�16:00（통상요금）
Regular Fee연간

자유 이용권
Annual Passport

16:00�입장마감시간
（4시 이후 티켓）

16:00- Final Admission
(After-4pm-Ticket)

入 館 時 間

해양문화관
Oceanic Culture Museum

※ 2018년 4월 1일부터 1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은 '소인 요금'이 무료입니다.

성인Adult

고등학생high school

어린이
（초 · 중학생）

Elementary /
Jr.High

일 반
General

 단체（20명 이상）
20 or more

토쿠타케 코지

아시다 히로시, 히가시지 타쿠오2022년 5월 15일

18. 2. 30,000

Last admission is 30mins before the facility closing time. Only aquarium is 1hour before.

￥760
￥190

￥550
￥80

※ ￥0
※ ￥0

※ ￥0
※ ￥0



석양의 광장(아쿠아 타운)

에메럴드게이트

외화 환전소

전망대

아쿠아타운
(놀이시설)

(놀이시설)

Forest

Main Rest House

흡연 소

식물원 입구 안내소

Smoking Area

Botanical Garden Entrance Information Desk

2
2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대형 카누 
등의 전심품과 영상으로 소개하는 전시 홀과 
플라네타륨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
(EXPO75)의 정보 코너도 있습니다.

수족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휴게소. 
넓은주둥이상어 표본 등 오키나와 
바다의 신비에 관하여 알기 쉽게 전시하는 
코너도 병설되어 있습니다.

There is an exhibition hall which introduces 
the culture and life of Oceania using exhibition 
such as large canoes and images. There is also 
a planetarium hall. There is an information corner 
dedicated to Okinawa International Ocean Expo 
(EXPO75).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휴게 시설이 하나로 된 시설입니다. 
※식물관리센터 폐관으로 인해 '미도리 도서실'은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This facility coupled with observation 
deck with scenic view and rest house.
※Due to the closure of the Botanical Management 
　Center, the "Green Library" has moved here.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아이템이 
풍성합니다. 맑은 날에는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 대상 연령 3세~12세

A huge play area with lots of 
entertainment for kids. Beautiful scenic 
spot to view the sunset.
※Playground equipment : Only available for children 
　3 to 12 years old.

다양한 식물 견본 구역을 견학할 수 
있고 식물에 관한 여러가지 지식을 배울수 
있습니다.

In addition to being able to view many 
samples of plants, you can learn many 
things about plants as well.

석양의 광장 (아쿠아 타운)
Sunset Square (Playground)

Tropical Dream Center Parking

East Parking(For Buses only)

North Gate Parking Garage Emerald Gate Parking Garage

This facility is available fo all visitors 
next to the aquarium.
In addition to specimen of Megamouth Shark,
there is also the exhibiton corner which 
displays materials regarding the mistery of 
the sea of Okina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