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섬

건강과 장수 오키나와의 추진 충실한 의료 체제 확보

육아 지원 시스템

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건, 의료, 복지 시스템
차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자라며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과 의료, 복지 제공 
체제를 정비합니다. 또한 현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평소의 건강 관리에 힘쓰며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포섭(Social Exclusion)을 지지하는 환경 조성을 추진합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구스쿠 요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 건강을 유지한다 류큐신보사 제공

충치 예방에 유의 고령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유아기부터 손 씻는 습관을 들임

낙도 및 벽지에서 활약하는 구급 의료용 헬리콥터

다양해지는 보육 수요에 대응

어린이집 견학 투어 모습 어린이 시설 확충

낙도 순회 진료

지역 의료를 지원하는 간호사

남성의 육아 참여

여성 인재 육성 강좌 ‘티루루 학원’

협력 및 공생형 사회 조성

오키나와 고유의 SDGs가 지향하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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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훈련장

오쿠마 레스트 센터야에다케 통신소

이에섬 보조 비행장

덴간 부두

캠프 한센

가데나 탄약고 지구

도리이 통신 시설

육군 저유 시설

헤노코 탄약고

캠프 슈와브

긴 블루 비치 훈련장

긴 레드 비치 훈련장

캠프 코트니

캠프 맥트리어스

캠프 실즈

화이트 비치 지구

우키바루섬 훈련장
(지위 협정 2-4b)아와세 통신 시설

후텐마 비행장

오키다이토섬
사폭격장

이데스나섬 사폭격장구메섬
사폭격장

도리섬 사폭격장

세키비쇼 사폭격장고비쇼
사폭격장

가데나 비행장

캠프 구와에

캠프 즈케란

나하 항만 시설

마키미나토
보급 지구

나하 비행장
(지위 협정 2-4b)

쓰켄섬 훈련장

구니가미촌

오기미촌

히가시촌

나키진촌
모토부정

나고시

온나촌

기노자촌

긴정

요미탄촌

가데나정 우루마시

오키나와시

기타나카구스쿠촌

나카구스쿠촌우라소에시

니시하라정
나하시 요나바루정
하에바루정

도미구스쿠시 난조시

야에세정
이토만시

기노완시기노완시

자탄정

일본의 미군 전용 시설 면적 중 약 70.3%가 오키나와에 집중

주일미군 제공 시설 및 구역 배치도

미군 기지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범 카메라 설치 방범 순찰

나하시 쓰나미 대피 빌딩

음주 운전 근절 운동　오키나와 타임즈사 제공

교통안전 교실

소음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주택지 내에 기지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요구됨

안전한 지역 조성

위기관리 체제의 강화

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응하는 안전한 섬 만들기
지역의 안전을 위해 현민과 행정 기관이 협력해 대처하며 대규모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사건사고와 같은 여러 
위험성으로부터 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섬 오키나와’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미군 기지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일본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 학습 시스템 테러 대책 훈련

재해를 상정한 방재 훈련 소방 헬기를 이용한 훈련

여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섬

오키나와현 기지대책과
(2021년 2월 현재)

오키나와 고유의 SDGs가 지향하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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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반의 내실화,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생활 편리성 향상을 위한 활동
도서 지역인 오키나와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과 상하수도, 도로, 에너지 공급 체제가 정비된 생활 기반의 내실화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 편리성 향상과 배리어 
프리화 촉진 등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생활 기반의 정비

현영 주택의 정비

새로 정비된 오키나와 서쪽 해안 도로

방재 지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나하 농연 시장

공립학교의 시설 정비

수도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와 
내진화 추진

자탄 정수 관리 사무소 해수 담수화 센터

야가지 섬과 고우리 섬을 잇는 고우리오하시 대교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

2019년 10월에 연장 개업한 유이레일 데다코우라니시역. 대형 주차장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

논스텝 버스

나하시의 새로운 관문, 나하 버스 터미널버스 차선

여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섬 오키나와 고유의 SDGs가 지향하는 목표

38 39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관광지 형성
매력적인 관광지 형성과 관광 브랜드 파워 강화
오키나와 경제를 견인하는 리딩 산업으로서 오키나와의 소프트 파워를 살려, 전 세계의 선택을 받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형성을 주축으로 스포츠 투어리즘의 추진, 관광 2차 교통의 편리성 향상, 
전략적인 MICE의 진흥 등 관광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양질의 오키나와 관광을 제공합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섬

관광 도시 조성 추진

관광 브랜드 파워 강화

MICE의 진흥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한 나하항 와카사 버스

나하 공항 국내선 국제선 터미널

일본 국내 최대급의 노면형 
면세점 T 갤러리아 by DFS 
오키나와 오키나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리조트 호텔　사진 왼쪽부터/호시노야 오키나와, 호시노야 다케토미섬

오키나와에서 가라테의 진수를 접하다

씨 카약

승마 SUP 요가　©OCVB

©OCVB

해변이나 세계유산에서 리조트 웨딩

아늑한 분위기의 회의실

회의 전시 시설, 오키나와 컨벤션 센터

관광객의 전통 공예 체험

온난한 기후를 활용한 골프와 마라톤

오키나와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전거 산책 포터링　©OCVB

MICE 행사장 중 하나인 만국진량관

오키나와 고유의 SDGs가 지향하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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