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AHU 오아후 

 

We’re working together to make sure this island stays a paradise. You can help! 

 

우리는이 섬이 파라다이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MALAMA HAWAI‘I 하와이 보호 

 

The Hawaiian Islands are an irreplaceable legacy for the people of Hawai‘i and its many visitors. 

It is everyone’s kuleana (responsibility) to malama (care for) our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from mauka to makai (mountains to ocean). 

 

하와이 제도는 하와이 주민들과 많은 방문객들을 위한 그 어느것으로도 대처 할 수없는위대한 

인류 유산입니다. 마우카에서 마카이까지 (산에서 바다까지)우리의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EXPLORE 탐방 

 

• Hiking  하이킹 

• Picnicking 피크닉 

• Snorkeling 스노클링 

• Camping 캠핑 

• Beach  해변 

• Cultural Site 문화 유적지 

• Scenic Vista 수려한 경관 

• Forest Reserve 산림 보호구역 

 

MALAMA HAWAI‘I’S REEFS 하와이 해안리프보호 

 
Coral reefs are the foundation of all life in the ocean. They are extremely fragile and take decades to 

recover from damage. Please use only reef-safe sunscreens and wear sun-safe clothing. Do not touch or 

walk on corals or on reef structures. 

 



산호초는 바다생물 삶의 근본입니다. 그들은 매우 약해서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산호초에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옷을 입으십시오. 산호초, 

산호초 구조물을 만지거나 그위로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MALAMA HAWAIIAN CULTURE 하와이 문화보전 

 
Hawai’i’s culture is rich in tradition and centers on aloha for all living things. Please respect our 

host culture. Do not trespass into kapu (closed) areas or disturb Native Hawaiian cultural sites. 

Do not remove, rearrange, or wrap rocks. Leave things as they are. 

 

하와이문화는 풍요로운 전통과  모든 생명체를위주로하는  알로하문화입니다 . 우리 전통문화를 

존중 해주세요. 카푸 (폐쇄) 지역에 침입하거나 하와이 원주민 유적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암석을 제거, 재 배열 또는 덮어 쒸우지 마십시오. 자연 그대로 두십시오 

 

MALAMA HAWAI‘I’S AINA (Land) 하와이 랜드보호 

 

Hawai‘i features an amazing variety of landscapes including mountains, rainforests and deserts. 

Invasive species have damaged, or in some cases, destroyed our beautiful native lands, plants 

and animals. Please clean your hiking gear and boots after each hike or visit to the forest. Stay on 

authorized trails and only camp in designated, legal spots. 

 

하와이는 산, 열대 우림, 사막을 포함한 다양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외부로 부터의 침입 종은 

우리의 아름다운 토지, 식물 및 동물을 손상 시키거나 어떤 경우에는 파괴했습니다. 

하이킹을하거나 숲을 방문한 후 하이킹 장비와 부츠를 세척하십시오. 허가 된 트레일에서 등산을 

하시고 지정된 법적 장소에 야영하십시오. 

 

MALAMA OUR KEIKI (Children) 어린이 보호 

 

There are many things you can do to protect and preserve nature both here and at home. Learn 

about and practice good conservation. All natural places deserve our respect and care for the 

enjoyment of future generations.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 또는 가정에서도 할 수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보존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모든 자연은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MALAMA HAWAI‘I’S WILDLIFE 하와이 생태계 보호 

 
Whether in the ocean or on land, Hawai‘i’s marine and land animals and birds are among the 

most unique in the world, and in many cases, are found only in these islands. Please view them 



with respect and from a distance. Do not harass wildlife as it is against the law and is potentially 

dangerous. 

 

하와이의 해양 생물과 육상 생물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양하게도 하와이 섬에서만 

발견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보아주십시오. 야생 생물을 괴롭히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또한 매우 위험 할 수 있습니다. 

 
MALAMA YOURSELF AND FAMILY 개인과 그가족을 보호 

 

There is an abundance of inaccurate and misleading information on social media. For your own 

personal safety and for the protection of sensitive resources, please fact check information before 

proceeding into areas where you may place yourself, or rescue providers at risk. Post information 

responsibly so that you are not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information that simply encourages 

further damage and safety risks. 

 

소셜 미디어로 인해 부정확하게 오도 된 정보가 난무합니다. 자신의 개인 안전과 민감한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출 할 수있는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정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는 무심한 피해와 안전에 대한 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책임감있게 정보를 게시함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하지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