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키나와 자유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오키나와 본섬
오키나와 이시가키섬

오키나와오박사
오키나와오박사와 함께 잊을 수 없는 오키나와여행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오키나와의 푸른하늘,  에메럴드빛 바다 맑은 공기를 선물하세요 

오키나와 현지 한국인 기업

www.okinawaobaksa.com오키나와현 지사 등록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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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070-4007-3433 

플러스친구오키나와오박사

지금 바로 친구 추가하세요!!

“         ”

沖縄県那覇市曙１丁目１６－３４ ライオンズマンション曙本通り 202号室

마린스포츠 Marine Sports

초보부터 프로까지
오키나와 바다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세요!

렌터카 Rent a car

당신의 여행스타일에 꼭 맞는 
맞춤형 렌터카로 편안하게 여행하세요!

골프투어 Golf tour

그림같이 정비된 그린에서
최고의 스코어를 만들어보세요!

일본어 일도 모르는데 실시간 확인해주고 바로 답변해주고 
더군다나 한국말로 답변해주는 오키나와오박사, 
덕분에 너무 즐거운 여행했어요 또 올께요!  부동산 **님

공항과 30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는 2시간 남았고, 
경찰은 안오고 급한 마음에 오키나와오박사에게 카톡했더니 
오박사님께서 직접 사고 처리해주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YK**님

관광, 휴양, 쇼핑을 한번에! 
아름다운 오키나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키나와 자유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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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스포츠 렌터카

오키나와 본토 100여개 
오키나와 이시가키섬 50여개

오키나와 본토 100여개 
오키나와 이시가키섬 30여개

내차보다 편안한 렌트카
트랜디한 스포츠카, 최고급 리무진
리즈너블 경차, 연비 최고 중형세단, 단체버스까지 

당신의 여행스타일에 꼭 맞는 맞춤형 렌터카로 편안하게 여행하세요!

에매랄드 바닷가에서 즐기는 마린스포츠
형형색색 열대어들과의 황홀한 눈맞춤
바다거북이와 함께 파도를 가르는 최신형 마린스포츠까지

초보부터 프로까지 오키나와 바다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세요!  

현지 직거래 상품 현지 직거래 상품

오키나와오박사
오키나와 현지 한국인 기업 

유통마진 거품없는 
오키나와오박사와 함께
즐거운 오키나와여행
다시 찾고 싶은 오키나와여행을 준비하세요! 

현지 직거래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저렴합니다.

현장의 실시간 생생한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만약에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골프투어

당신이 원하는 오키나와 여행의 모든것이 
바로 여기 오키나와오박사에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에서 즐기는 골프투어
태평양 수평선을 향해 날리는 호쾌한 샷
야자수 사이로 뻗어나가는 나이스 샷

그림같이 정비된 그린에서 최고의 스코어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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