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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개관 시간

휴원일/12월 첫째주 수요일과 그 다음날

기간  Period

통상기
Normal

10월~2월
Oct.－Feb.

해양박공원 Ocean Expo Park

오키나와 향토마을
Native Okinawa Village

오키나와 향토마을
Native Okinawa Village

해양박공원 Ocean Expo Park
하절기
Summer

3월~9월
Mar.－Sep.

※오키나와 츄라우미 수족관 및 주변 시설은 "비수기"와 "성수기"

(봄방학, 골든위크,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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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905-0206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모토부초 이시카와 424번지

문 의 처문 의 처

해양박공원 관리센터
Ocean Expo Park Management Center

TEL：0980-48-2741　FAX：0980-48-3339　한국어HP：http://oki-park.jp/kaiyohaku/Kr/

오키나와 향토마을오키나와 향토마을
오모로 식물원오모로 식물원

오키나와 향토마을
"오키나와 향토마을"에는 류큐왕국시대의 촌락 모습이 재현되

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마음의 근

간이 되었던 우타키와 카

미 아사기 등의 참배장소, 

민가, 노로(무녀)의 집, 장원 지

주의 집,곡물창고, 사타야(설

탕 생산소) 등을 통해 당시 사

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

니다.

오모로 식물원
12세기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구가되었던 오키나와에서 가장 오래

된 가요집 "오모로소시"에 등장하는 22종류의 식물이 식재 전시되

어 있습니다.

"오모로 o-mo-ro"는 "오모이(생각) o-mo-i"의 옛말로 "생각"을 뜻하

는데, 내적 사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촌락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신께 올리는 주술적인 말이었다고도 합

니다.

하나하나의 식물로부터 먼 옛날 "오모로 시대" 사람들과 자연의 관

계를 느껴보세요.

 오키나와에서 가장 
오래된 가요집

"오모로소시"에
등장하는 식물들

식물원 내에 있는 "신목(神木)" "오모로소시"에 등장하는 오키나와의 재래종(22종)

22종 전체에 대한 

정보는 식물원 

탐험지도 참조 ▶

https://oki-park.jp/sp/kaiyohaku/kr/inst/72테시 
(Terminalia catappa;Combretaceae)
일본명: 모모타마나(코바테이
시) (한국어명: 인도아몬드)　
과명: 시군자과
방언명: 쿠파디사, 
쿠바디사, 응마기

이나·시차라네
(Oryza sativa; Poaceae)

일본어명: 이네 (한국어명: 벼)　
과명: 벼과
방언명: 응니

코가네게
(Citrus depressa; Rutaceae)
일본어명: 히라미레몬 (한국어
명: 히라미레몬)　
과명: 운향과
방언명: 쿠가니, 시콰사

사쿠라
(Prunus campanulata; Rosaceae)
일본어명: 히칸자쿠라 (한국어
명: 붉은겨울벚꽃)　
과명: 장미과
방언명: 사쿠라

마우·마오
(Boehmeria nivea: Urticaceae)
일본어명: 마오 (한국어명: 모시풀)　
과명: 쐐기풀과
방언명: 마우, 푸

마쓰
(Pinus luchuensis; Pinaceae)
일본어명: 류큐마쓰 (한국어
명: 류큐소나무)　
과명: 소나무과
방언명: 마치

타케
(Pleioblastus linearis; Poaceae)
일본어명: 류큐치크 (한국어
명: 류큐대나무)　
과명: 벼과
방언명: 얀바르다키, 야마다키

코하·코바·코하오
(Livistona chinensis; Arecaceae)

일본어명: 비로우 (한국어명: 비로야자)　
과명: 야자과　
방언명: 쿠바

뽕나무는 신목(神木)으로서 

풍년을 기원하는 연중행사 

"우후유미" 때 활로 악신을 

물리친다 하여 그 가지를 사

용합니다.

또, 뽕나무는 태양신과도 관

계가 있는데, 천둥번개가 치

는 폭풍우 때 오키나와에서

는 "뽕나무 아래에 있습니

다. 제발 내려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쿠와게·나데스
(Morus australis; Moraceae)
일본어명: 시마구와 (한국어명: 중국뽕나무)　
과명: 뽕나무과
방언명: 쿠와기, 쿠와, 콩기, 난데시

"좀 더" 오키나와 향토마을을 즐겨보자!

■영상 프로그램
"생명의 매듭
(命の結び目)"

휴식 장소와 진분(지혜) BOX 

에서는 애니메이션 영상작품을 

상영하고 있어 오키나와의 

옛 풍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대공연
"휴식 장소" 인근 무대에서는 지역전통예능 공연

(사진은 모토부초 지정 무형민속문화재 "송죽매학구(松竹梅鶴亀)")

■오키나와 향토마을 탐험 퀴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오키나와 향토마을 안을 탐험하면서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진분(지혜) BOX VR
오모로 식물원에 인접한 "진분(

지혜) BOX"에서는 스마트폰 등

을 대면 오키나와에서 가장 오

래된 가요집 "오모로소시"를 읊

는 가상현실(VR) 을 보실 수 있

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우타키 등의 성역에 

식생하고 있는 신목(神木)으로, "쿠바

노우타키" 혹은 "쿠포누우타키"라고 불

립니다. 그 잎은 예로부터 생활용품에 

이용되었는데, 물을 긷는 두레박이나 

부채, 어부가 쓰는 "쿠바카사(삿갓 모양

의 모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쿠바은 고사기(古事記, 고대 일본의 

신화와 전설, 사적을 기술한 책)에 "수

국나무"라고 되어 있으며, 야마토 조정

에서는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졌고, 아

와국이나 아와지 섬에 있는 수국나무

는 진상품이었다고 합니다.

▲퀴즈문제 보기



무대무대우가미가우가미가

우타키우타키

카미 아사기카미 아사기

오키나와 곡물창고오키나와 곡물창고

요나구니 민가요나구니 민가

아마미 곡물창고아마미 곡물창고

오모로 식물원오모로 식물원토란의 연못토란의 연못

진분(지혜)진분(지혜)BOXBOX

근래의 민가근래의 민가

왕국시대의 민가왕국시대의 민가

아마미 민가아마미 민가

모토부 민가모토부 민가

니라이 카나이 성지니라이 카나이 성지

노로(무녀)의 집노로(무녀)의 집

장원 지주의 집장원 지주의 집

어부의 길（물(水)계단）어부의 길（물(水)계단）

⬆⬆

오키짱 극장오키짱 극장

열대드림센터열대드림센터

➡➡

사타야 ( 설탕 생산소 )사타야 ( 설탕 생산소 )

승마장（운동장）승마장（운동장）

쿠로시오 계단쿠로시오 계단

휴식 장소휴식 장소

본가본가

분수광장분수광장

종합안내소(하이사이플라자)종합안내소(하이사이플라자)

어부의 길（물(水)계단）
류큐 석회암과 소철을 배치하고 
가레산스이(일본 정원 양식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한 정원.동중
국해가 내다보이는 새로운 사진 
명소입니다.

본가

본가는 촌락의 종가로, 니츄(根
人)나 니가미(根神)라고 불리며 
촌락 혈족단체의 제사를 지내
는 사람이 거주하고 제사를 지
내는 장소입니다.

장원 지주의 집

장원 지주는 1611~1897년 각 마
기리(間切: 현대의 시정촌) 지주(
영주)의 대관으로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사람(현재의 시정촌장)
으로, 그 땅의 세력가였습니다. 장
원 지주는 경지의 분배(지할 등), 
임야 보호, 세금 징수, 상납 등의 
행정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해양문화관해양문화관

전기관람차 관람 포인트안내소

카페

매점

에스컬레이터

물품보관함장루설치환자용

전망대장루설치환자용

휴게실구호소

대여소 ( 휠체어 · 유모차 )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 )

자동판매기

자동제세동기（AED）

승마장（운동장）

총길이 50m급 체육시설 등장.
스포츠클라이밍(볼더링)과 흔들다리 등 다양한 체육시설에 도전해 보세요!

근래의 민가

오 키 나 와 에 서 는 
1889(메이지22)
년, 저택 가옥의 건
조 제한이 폐지되
었고, 그 후 각지의 
민가에서도 빨간기
와지붕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안채와 부엌이 1
동으로 되어 있으
며, 강한 햇살과 비
가 들어오지 않도
록 우단이 설치되
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곡물창고
바닥을 높게 하여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습기를 방
지하기 위해 고안된 곡물 저장고 .
오기미무라 기죠카와 나고시 가부소가에 현존하
는 것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

지난날의 시간이 조용히 되살아난다.지난날의 시간이 조용히 되살아난다.
　 류큐왕국시대 오키나와로의 시간여행.　 류큐왕국시대 오키나와로의 시간여행.

노로(무녀)의 집

"노로"는 촌락의 제사의식을 관장하는 신녀입
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고,
풍년에 감사하는 제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했
습니다.

진분(지혜) BOX(배울 수 있는 휴게소)

"오모로소시"에 나오는 시대의 세계관을 오키
나와 사람들과 식물의 관계를 통해 놀면서 배
울 수 있습니다.

모토부 민가

이 공원 근처에 현존하는 쇼와 초기의 농가를 
모델로 한 가장 오래된 연대의 움막형식을 보
여주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안채와 부엌의 2동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지붕은 작고 둥근 모양의 초가지붕입니다.

우가미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물이
나 샘 등의 물터를 '우가미
가'라고 하며, 물의 신이 모
셔져 있습니다.
신앙의 근거지이자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쉼터이기
도 했습니다.

정면 입구 게이트 앞

오키나와 향토마을 입구에
는 기두(旗頭)를 모티브로 
한 높이 8m의 게이트 폴
이 세워져 있습니다.
"팅사구누하나(봉선화, 오
키나와 민요)" 가사에 등
장하는 봉선화와 북극성
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휴식 장소와 무대

류큐왕국시대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
하는 공간.
휴게실과 오키나와 향토마을 안내소, 분장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미 민가
아마미 민가는 일반적으로 안채와 부엌의 2 동으
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안채의 구성은 전실 " 오모테", 후실 "우치(우라)"
가 있고 , 2 개의 방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
는 것이 기본입니다 . 가고시마현 오시마군 야마토
손 나온에 있는 민가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

기타 가옥 및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탐험지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