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南風原町勢要覧 17南風原町勢要覧

HAEBARU BLAND

　南風原花織の技法は明治の頃から母から娘へと伝承さ
れ、その後大正時代には喜屋武八織、照屋花織など独自
の花織、浮織の技法を確立しました。南風原花織の特徴
は、染色に県内の琉球藍、福木、テカチ等の植物染料を用
いることです。また、ヤシラミ織、クワァンクワァン織、タッチ
リーなど、産地にしか存在しない名称があり、その模様は
花のように美しく多様な色彩の花糸を使った立体感のあ
る浮き柄が魅力的で、高い人気を得ています。

南風原花織

琉球かすり

　南風原町は昭和52年に日本全国へ「琉球かすりの里」を
宣言したかすりの産地で、町内の本部、喜屋武、照屋の３カ
字を中心に生産されています。昭和55年には「琉球かすり
会館」が建設され、原料糸、染料、織物機材の共同購入、共
同販売、後継者育成、技術研修などの事業を行っています。
ひと織、ひと織、丹念に織られたかすりの他、かすりを使った
バック、袋物、ネクタイや最近はかりゆしウェアも好評です。

伝統の琉球かすりを身近に
楽しむアイテムが勢ぞろい

　シーサーを専門に、花器や、酒壺などを制作する
仲村渠さん。ほかにも、ガンジューシーサー、カラオ
ケシーサー、ランプシェードなど、他にはないユニー
クな作品を創作しています。今にも動き出しそうな
シーサーはどれも、表情や
色が違い見比べているだ
けで時間が過ぎてしまい
そう。ご自宅の趣味や部屋
に合わせたお気に入りを
探しに来てください。陶芸
体験も開催しています。

糖みつの保湿効果でお肌しっとり、
お肌にも環境にも優しい石鹸です。

卵と牛乳を使用しないアレルギーのある
子どもにも安心「からだにやさしいクッキー」

NPO法人南風原町障がい者支援センター
福祉事業所

窯元　南風窯（ふぇ～がま）

琉球かすりと南風原花織の伝統工芸品から
栄養豊富な食材で作られたおいしいもの、
ユニークなアイデアがつまった特産品まで、

南風原良品が揃っていいます。

母から娘と伝わっていった伝統技法

花織技術者である母ヨシ子さんに師事した美千代（長女）さんと
アヤ乃（次女）さんによって開かれたのが、織工房「由」です。ヨシ
子さんは「娘と一緒に作ることができ、跡を継いでいることがうれ
しい」と感慨深げ。特にアヤ乃さんの結婚式には3人の共同作業
による結婚披露宴の衣装を仕立てた事が何よりも嬉しかったそう
です。花織の伝統を受け継ぐ親子の絆の強さが伝わってきます。

素敵な南風原町の

特産物いいよ～
♥ ぬくもりと愛らしさのある陶芸品

世界に一つ！ 一期一会の想いを書に込めて…

　沖縄初のハブ革・ハブ骨を使った新たな工芸品の創作に取り組んでいる工房。県内で捕れた“県産”
のハブだけを使って、鞣し（なめし）・製骨など素材からデザイン製造までを一貫して行っています。お
洒落なデザインアイテムに金運UPの効果が高いと言われるハブ革素材と、魔除け、厄除けの効果とし
てのお守りになるハブ骨を使用したアイディア商品が評価され、2014年に商工会特産品コンテスト
で最優秀県知事賞を受賞しました。

yu-i FACTORY（ゆーいふぁくとりー）

   

おしゃれなハブ革のオリジナルグッズ

はんど in はんどの皆さん。心を込めて丁寧につくりこむ作業
が商品に活かされてます。

　原材料には100％食用オリーブ油、パーム油、ココナッツ
油を使い、廃油は一切入っていません。保湿効果にも優れ
ているといわれる糖みつに抗菌効果や香り用として、月桃
水と緑茶をブレンドをしました。薬事法と表示法の関係
で、「台所用石鹸」と表示していますが、高級化粧石鹸と同
等以上の原材料を使用しています。

　「からにやさしいクッキー」は、南風原町特産のかぼちゃ
を粉末状にして使っている栄養満点の焼き菓子です。アレ
ルギーをもつ小さなお子さんにも安心して食べてもらえ
るように、卵や牛乳は使わず、自然風味の優しい味をいか
しています。他にも、にんじん入り、ひじき入りのクッキー
をご用意。セットになった「からだにやさしいクッキー」は
ご贈答用にも喜ばれるお菓子です。

はんどinはんど

　感謝の気持ちや、伝えたい想い・願いをオリジナル書体
「you 癒書（ゆーしょ）」に込めて届ける書人（かきんちゅ）の
野原恵子さん。お客様の声と想いを聞き入れ、ポエムやポス
トカード、しおり等にしたためられた「癒書」には人の心の暖
かさと素直な気持ちにさせる幸福感が伝わってきます。世
界に一つだけの作品として贈り物として喜ばれています。ま
た、出張教室も開催しており、文字の楽しさを伝えています。

ふで工房一書

「書」と南風原町特産「琉球かすり」との
コラボ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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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88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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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らだにやさしいクッキー

とうみつせっけん

仲村渠 哲夫陶芸家 さん
なかんだかり てつお

野原 恵子書人（かきんちゅ） さん
のはら　けいこ

幸地 賢尚代表 さん
こうち　まさたか

大城 拓也絣織物作家 さん
おおしろ　たくや

大城ヨシ子
花織
織物作家 さん伊敷美千代 ・ ・さん

い しき  み  ち  よ おおしろ

當山アヤ乃さん
とうやま　あ や  の

※作品は「はえばる観光案内所」でも販売中

※「化粧品用石鹸」と表示するには、「はんど inはんど」のような
　小さな授産施設では非常に厳しいのが現状です。●琉球かすり会館にて販売中

●琉球かすり会館にて販売中 ※作品は「はえばる観光案内所」、
　「ファーマーズマーケット南風原くがに市場」で販売中

南風原町字新川583
11:00～19:00
日曜、祝日

住
営
休

南風原町字照屋1
8:30～17:15
土曜・日曜、祝祭日

住
営
休

南風原町字津嘉山1665-1B-201住

☎ 098-888-5180
携 090-7154-3747
南風原町字津嘉山210番地
不定休

住
休大城廣四郎工房の３代目とな

る拓也さんの目標は「祖父や父
が守ってきた伝統を継ぐこと」と

「新しい沖縄の着物を作るこ
と」。「新たな染め織りの技法を
組み合わせ、洗練された沖縄を
発信したい」と語る。絣の可能
性を追求したいとの思いでＮＵ
ＮＵ工房を立ち上げ創作した
作品は国内・海外のアパレル業
界から注目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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県知事賞

（14:00以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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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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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MAP

4

商品は「はえばる観光案内所」、「ファー
マーズマーケット南風原くがに市場」で
も販売中！
◎贈答用も受付しております。

健康
手作り

ひとつ、ひとつ丁寧に、ピュアなハートで作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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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学の力に頼らず、植物の色素だけで白髪を染められ、
頭皮のケア・デトックスまでできる琉球ヘナは沖縄の豊
かな自然からの贈り物。日本国内では栽培困難とされて
きたヘナの栽培加工に成功させた代表の仲里盛雄さ
ん。同時に開発した「琉球
ブルー」は藍染めの原料と
なる植物インディゴを使
用したもので「琉球ヘナ」
と兼用することで、より美
容効果の高い毛染め効果
が得られるという。
　ヨーローパ諸国では化
学染料を使用した毛染め
は禁止の為、美容・理容業
界からは天然素材のヘナ
が注目されています。

☎090-2710-2781☎098-889-5562 FAX 098-889-5564 ☎098-889-5010 FAX 098-889-5024

☎098-884-1968 FAX098-886-5969

☎098-888-0204
☎098-889-1335

　地元津嘉山の完熟かぼちゃを自家製ピューレにし
て、生地に練り込んだふんわり生地の「津嘉山ロール」。
ほんのりと感じるかぼちゃの風味と甘さ控えめの生ク
リームは幅広い年代層に喜ばれている人気の味です。
平成26年には南風原町商工会の特産品開発事業から
生まれた南風原町特産のスターフルーツを使ったマド
レーヌ「ゆめかなえぼし」を販売。かわいい星形にほか
では味わえない一品として注目されています。何よりも
町内の小学生から公募して決めたというネーミング「ゆ
めかなえぼし（夢を叶える星）」に★3つ。

ゆめかなえぼし

津嘉山ロール

南風（はえ）のかぼちゃ

かぼちゃを練り込んだ
モチモチパン

EM 飼育のこだわり卵
とその無添加マヨネーズ

南風原
ブランド豚１００％
ハンバーグ

南風原のへちま
美瓜（びゅうりー）
ピクルス

クリームシフォン

Fresh egg & sweet

バニラシフォンケーキ ロールケーキ

すりーびー

シュークリーム

琉球ヘナ 琉球ブルー（インディゴ）

スコーン

美ら卵プリン

2016
おきなわ島
フードグランプリ
最優秀賞

かぼちゃパイ

かぼちゃシフォンケーキ

☎098-889-8653

☎098-888-3678
南風原町字津嘉山 1597-3
10:00～21:00
火曜日、旧盆、年末年始

住
営
休

沖縄県南風原町字宮平 319-1　
9:00～17:20
第 2・第 4土曜、日曜、祝祭日

住
営
休

南風原町字照屋361番地
11:00～19:00
火曜日

住
営
休

南風原町字津嘉山1682番地住

南風原町字兼城 130
11:00～15:00
土・日曜、祝祭日

住
営
休

南風原町字兼城 651-1住

南風原町字神里 496-2
9:00～19:00
盆、正月

住
営
休

南風原町字兼城 288
8:30～17:30
土・日・祝祭日

住
営
休

南風原
特産品

使用菓子

南風原
特産品が
詰まった味

優良健康茶

日本初「ヘナ」栽培加工に成功！
新たな南風原町の特産品が誕生！

●はえばる観光案内所、沖縄県内スーパー、
　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などで販売中

自社生産の卵使用菓子

　“くるま麩”とは、横から見た
ときに車のタイヤの形に似て
いることから、由来した名称

赤嶺 彰弘代表 さん（中央）
あかみね あきひろ

久祥子さん・（左） （右）
く   に  こ

彰夫さん
あきお

輿那覇 正儀オーナーパティシェ さん（手前右から二人目）
よ  な  は   ま さ の り

家族で農業を営む「サンゴ園
芸」。モリンガ以外にも、自然栽
培で有機アミノ酸肥料を使用
し、生産された野菜や熱帯果樹
も取り扱っています。

仲里 盛雄代表 さん
なかざと　もりお

ファーマーズマーケット南風原くがに市場、
ファーマーズマーケット与那原あがりはま市場
はえばる観光案内所にて取扱販売中

MAP

6

MAP

7

MAP

8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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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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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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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12

MAP

13

県民が大好きなお菓子
「かめせん」「おかき」「えびせん」

変らぬ味
沖縄県民
駄菓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