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다른 풍경 속에서
 

남국 오키나와를 달
리자!

오키나와 각지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관

련 이벤트는 

특징있는 코스와 길
가의 응원 등 즐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관광 기분으로 달리
면서 신선한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쁘띠 여행

스포츠×관광으로 

오키나와를 보다 만끽!

오키나와의
마라톤 대회의 

매력

해안, 절경이 바라보이는 다리 등 독특한 코스

오키나와 푸드로 파워 충전!
여행에 흥을 돋우는 
시즌 이벤트에 주목!

꼭 먹어봐야 할 것은 오키나와의 소울 푸드인 오키나와 소바. 
오키나와인들은 각자 단골집이 있으며, 새로운 소바 가게를 
찾아내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 오키나와 소바는 영양 밸런스가 
좋고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 전 카보로딩에도 최적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완주 후의 포상으로는 단연 스테이크! 
미국 문화의 영향을 짙게 받은 오키나와에는 거리 곳곳에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시가키소와 모토부소 등 
각지의 브랜드 소도 체크해 보시길.

에스테틱과 천연온천에서 
우아한 애프터 케어를
릴렉제이션 시설이 곳곳에 산재한 오키나와에서는 리조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에스테틱과 바다가 보이는 온천, 
해양심층수 스파 등 마라톤이 끝난 후에도 최상의 환경에서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과열된 몸은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진정시키고,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는 월도와 
히비스커스, 구차(점토) 등 오키나와산 재료로 만든 
코스메틱으로 치유합니다. 좋아하는 힐링 메뉴를 찾아내어 
여유롭고 즐겁게 리프레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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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인이 된 기분으로 
드라이브를 나서자
마라톤을 전후로 여행지에서 한가로이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도 많을 터.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그런 드라이브 
여행으로 추천하는 곳이 주민들에게 인기인 시장 구경. 
신기한 섬 야채와 신선한 과일, 컬러풀한 물고기가 즐비한 
시장에서는 남국 오키나와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세련된 카페도 많아서 아름다운 풍경과 
오키나와 식재료로 만든 디저트 등 즐기는 방법도 다양. 
오키나와 특유의 티타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온 이상 마라톤 이외의 이벤트도 즐기고 싶다! 
그런 희망을 이루어주는 행사가 오키나와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 시즌인 1월부터 2월까지 일본에서 제일 이른 
벚꽃 축제가 개최되고, 5월까지는 ‘오키나와 꽃의 카니발’로서 
오키나와 곳곳이 꽃 이벤트로 화사하게 장식됩니다. 
고래 관찰 투어와 투우 등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다수. 계절 이벤트를 미리 체크해서 
오키나와 여행을 더욱 활동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성 원

절 경

환 대

마라톤 아일랜드 오키나와

만 남

대자연오키나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응원과 기념품

만남의 파티, 뒷풀이로
주민들과 교류하자

푸르른 바다, 화려한 꽃들, 절경이 바라보이는 다리... 바닷바람이 
기분 좋은 해안 코스부터 기복이 심한 산 코스까지, 오키나와에는 
풍광명미한 경치로 채색된 다양한 코스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와 미국 

문화가 섞인 거리를 달리는 <오키나와 마라톤>, 별빛 하늘과 밝은 달빛 아래서 환상적인 
공간을 달리는 <이헤야 문라이트 마라톤> 등 특색 있는 대회도 즐비.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참가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특유의 코스는 수많은 주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오키나와의
마라톤 대회의 

매력

오키나와의
마라톤 대회의 

매력

에이사와 파란쿠(작은 북), 라이브 공연 등 길가의 응원은 
축제 분위기 만점. 흑설당과 사타안다기(튀김 과자), 
오키나와 소바를 나눠주는 에이드 스테이션,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선수들의 등을 밀어줍니다. 기념 T셔츠 등의 
참가 상과 완주 메달도 즐거움 중 하나. 오키나와의 
대회에서는 아와모리 기념 보틀과 특산품 세트 등과 같은 
오리지널 참가상, 류큐유리와 도자기로 제작된 컬러풀한 
완주 메달도 있으며 오키나와를 달린 추억을 새겨드립니다.

오키나와의 대회는 골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 열리는 파티에서는 전통 예능을 감상하거나 
향토 요리와 아와모리를 맛보면서 지역과의 만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레이스 중의 응원뿐만 아니라 따뜻한 환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남의 파티와 뒷풀이는 리피터에게 
꾸준한 인기. 전원이 춤추는 카차시(오키나와의 춤)은 지역 
주민과 하나됨을 느끼게 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후에는 
천천히 흘러가는 오키나와 시간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내일의 활력이 샘솟는, 그런 한때를 체험하십시오.

※ 표지의 지도는 실제 위치와 다릅니다.

감동 가득한 

오키나와 레이스에 

도전하자!

오키나와 이야기

스포츠 아일랜드 오키나와

http://www.okinawasportsisland.jp

http://kr.visitokinaw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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