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오키나와

스포츠로 즐기는 특별한 오키나와 여행

관광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관광지의 매력을 느끼는 새로운 여행 방법

SPORTS + TRIP

스포루토립(スポルトリップ)이란?

러닝
사이클링
골프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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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



Iriomote Is.

Yonaguni  I
s.

Ishiga
ki

 I
s.

Miyako Is.

K

ume Is.

일본을 대표하는 리조트 섬 오키나

와. 겨울에도 15~20℃ 전후의 기온

을 유지하는 이 섬에서는 계절에 상

관없이 1년 내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스포츠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프로 스포

츠 구단의 전지훈련이나 다양한 스

포츠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주목을 

받는, 스포츠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

추고 있습니다. 

스포루토립의 매력

계절과 관계없는 스포츠의 섬

스포루토립의 매력

매일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에 이

어 LCC 항공사인 진에어의 출항으

로 더욱 가까워진 오키나와. 인천

에서 2시간 10분, 부산에서 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가장 가까운 리

조트 섬인 오키나와에서 스포츠가 

주제인 여행, 스포루토립을 즐겨보

면 어떨까요?

가볍게 훌쩍 떠나는 곳, 
오키나와

1

2

스포츠 아일랜드 오키나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섬, 오키나와.

여유롭게 리조트를 즐기는 마음으로 가도 좋지만

오키나와를 좀 더 확실히 즐기고 싶다면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스포루토립’을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도 스포루토립과 함께 오키나와를 즐겨보아요!

스포츠를 즐기면서 리프레쉬, 오키나와에서 액티브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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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INAW
A MAINLAND

우치난츄, 오키나와 주민의 
따뜻한 친절함에 감동!

비치 스포츠Beach sport

모두가 즐거운

해변에서의 배구와 축구

19p

사이클링Cycling

여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오키나와 포터링

10p

3

골프Golf

확 트인 자연 속에서

리조트 골프를 만끽

14p

스포츠 관전Sport view

프로 스포츠 팀의 오키나와 캠프

전지훈련 모습을 생생히

22p

러닝Running

뛰면서 관광

마라톤과 피크닉을 즐겨요!

04 p

마린 스포츠Marin sport

에메랄드 그린 빛의 깊고 푸른 

오키나와 바닷속으로 다이빙 

18p

스포루토립의 매력

언제나 밝은 표정의 오키나와 사람

들. 사계절 내내 따뜻한 기후 덕분

인지 여유 있고 활기찬 그들과 함께

하면 나도 모르게 들뜨게 된다. 적

극적인 참여와 응원으로 이벤트를 

즐기는 오키나와 주민. 언제나 즐

거운 그들과 함께하는 오키나와 여

행.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만남이 

있는 오키나와

※우치난츄(ウチナーンチュ) 오키나와의 현지인들이 자신들을 일컫는 말, 오키나와 인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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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닝]

Running
여름에도 그리 덥지 않고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 쬐는 일몰 시간의 

러닝은 쾌적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평균 기온 17~18℃의 따뜻한 겨울은 러닝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기분 좋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오키나와. 일 년 내내 

달리기 좋은 기온을 유지합니다.

가을이 되면 오키나와의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는 

일본 국내 참가자를 비롯하여 해외 거주민의 참여로 성황을 이룹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교외와 활기찬 시내. 섬 전체가 쾌적한 마라톤 

코스입니다.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 달리기 좋은 해변 등으로 

러너들에게 인기 만점인 오키나와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쇼핑을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타비런’을 즐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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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비런을 즐겁게             즐기는 세 가지 포인트

준비~ 출발♪

꼼꼼하게 
워밍업 & 쿨다운

3Point

아킬레스건과 견갑골을 늘려주고 고관절

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따

뜻하게 한 다음 느린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

니다. 또한, 러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전

신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기 위해 꼼꼼하

게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의 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허벅지와 종

아리 등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얼음 

찜질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1Point

옷 & 액세서리로
자외선 차단

햇볕이 뜨거운 오키나와에서는 자외선 차

단 크림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긴 소매의 

옷이나 타이츠를 입어 햇볕으로부터 피부

를 보호해야 합니다. 토시라면 달리는 도중 

탈착도 간단. 땀을 빨리 증발시키는 기능성 

소재의 옷은 러닝의 즐거움을 배가 되게 합

니다. 모자, 선글라스도 필수품!

러닝 중 
수분보충은 충분히

2Point

러닝 중 빼앗기는 몸의 수분량은 1시간에 1

리터 정도이므로 탈수증상을 피하기 위해

서는 수분보충이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끼

지 않더라도 수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하며 미네랄 워터(물)보다는 염분, 아미노

산이 포함된 스포츠음료가 좋습니다. 물병 

벨트가 달린 가방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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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3

6

2

5

쇼핑 시설에도
들려보아요 !

옛 모습 그대로의 
운치 있는 마을풍경!

START & GOAL

산에메인플레이스
サンエー メインプレイス

사이온스퀘어
さいおんスクエア

신도심공원
新都心公園

국제거리

国際通り

MAXVALU
マックスバ

リュ

로손ローソン

사시카사히쟈
指司笠樋川

슈리성
首里城

류탄龍潭

킨죠쵸이시차마미미치
金城町石畳道

슈리고교
首里高校

마
키
시
역

牧
志
駅

시
립
병
원
앞
역 

市
立
病
院
前
駅

즈
이
센
주
조

瑞
泉
酒
造

아사토역
安里駅

기
보
역

儀
保
駅

후루지마역

파
이

프
라

인
パ

イ
プ

ラ
イ

ン

오모로마치역
おもろまち駅 다루마절

達磨寺

map

START & GOAL

골프장
ゴルフ場

세나가지마 커뮤니티 스포츠관장
瀬長島コミュニティ
スポーツ広場

세나가지마 
물류센터
瀬長島
物産センター

도미구스쿠 경찰서
豊見城 警察署

도요사키 휴계소
道の駅豊崎

도미구스쿠 도로
豊見城道路

오키나와현 
경찰운전면허센터

沖縄県警察
運転免許 センター

오키나와 
아울렛몰 아시비나
沖縄アウト
レットモール
あしびなー

도요사키해변공원
豊崎海浜公園

map

5km

5km

도미구스쿠
豊見城市

4

5
6

1

3
2

331

SHOP

251

82

29

세나가지마
瀬長島

슈리 성을 중심으로 성하마을❶의 역사를 간접

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책 코스입니다. 오키

나와의 파워스폿 ‘사시카사히샤(指司笠樋川)’, 

아와모리(泡盛)의 제조공정을 견학할 수 있는 

양조장 등 흥미진진한 장소들이 가득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연속이지만 나하(那覇) 

시내의 ㅂ멋진 전망은 러닝의 고단함을 달래줍

니다. 코스 주변에는 오키나와 소바 가게와 전

통 과자가게, 카페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슈리

의 구르메❷를 즐기며 에너지 보충도! 주변의 호

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를 거점으로 코스를 

준비해 봅시다.

❶ 성하마을(城下町, 조카마치) : 영주가 사는 성을 중

심으로 성립된 마을 ❷ 구르메(グルメ) :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맛집, 맛있는 요리, 미식가, 맛에 관한 지

식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나하공항에서 가까운 이 코스는 이착륙하는 비

행기를 근거리에서 바라보며 달릴 수 있어 러너

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도요사키해

변 공원에 인접한 도요사키츄라산비치(豊崎美ら
SUNビーチ)에는 탈의실과 샤워시설, 넓은 주차

장도 갖추고 있어 출발과 도착지점으로 적합합니

다. 공원 밖에 있는 도미구스쿠(豊見城)도로의 다

리 위를 달리면 에메랄드 빛 바다와 석양의 명소

로 유명한 세나가(瀬長)섬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

상할 수 있습니다. 도요사키타운 아울렛 몰이나 

근처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④ 세나가(瀬長)섬/ 오키나와 남부 최고의 경승지. 드

넓은 하늘 위로 나는 비행기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멋진 볼거리를 만듭니다. ⑤ 오키나와아울렛몰 아시비

나(あしびなー) / 100가지 이상의 유명 브랜드가 입점

되어 있으며 2층의 푸드코트에서는 맛있는 오키나와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⑥ 도요사키(豊崎)해변공원/ 

다목적 광장이 있는 종합 공원. 마린 스포츠, 바비큐도 

즐길 수 있습니다.

① 류탄(龍潭)/ 1427년에 조성된 인공 호수. 숲에는 산책길도 있습니다. ② 슈레이몬

(守札門)/ 세계유산인 슈리성(首里城)의 가장 유명한 문. 슈리성 공원 내에 있는 전망

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슈리킨죠쵸이시다타미(首里金城町石畳)길/ 류큐

석회암(琉球石灰岩)이 깔린 오래된 길. 류큐 왕조시대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
D

B C

OKINAWA
MAINLAND

추천4코스

운치 있는 오키나와의 옛 수도 주변 일주

【슈리(首里)~나하(那覇)시내／10.4km】

Acourse

박력 넘치는 공항코스! 
비행기와 경쟁하며 달려 보아요!

【도요사키(豊崎) ~ 세나가지마(瀬長島) /9.6km】

Bcourse

나하시
那覇市

마라톤과 피크닉을 동시에 즐긴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러닝스타일 마라닉.※관광명소를 둘러보며 휴식도 취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도 즐기며 천천히 꼼꼼하게 오키나와를 달려 보아요.

나의 페이스에 맞춘 섬 일주

오키나와 관광 마라닉(マラニツク)
초급편

※마라닉(マラニツク) 일본어 마라톤(マラソン)과 피크닉(ピクニック)을 합성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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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r a n i c = M a r a t h o n × P i c n i c !

10

11

7

8 9

12

좋은 경치!
노력할거야

니라이교 ∙카나이교
ニライ橋 ∙ カナイ
橋

세이후타키
斎場御嶽

치넨웃카
知念大川

치넨해양레져센터
知念海洋 レジャー センター

START & GOAL

아자마산산비치
あざまサンサンビーチ

치
넨
미
사
키
공
원

知
念
岬
公
園

간죠역 난죠
がんじゅう駅南城

START & GOAL

마라하비치
アラハビーチ

선셋비치
サンセット

ビーチ

차탄쵸
동사무소
北谷町役場

map

map

5km

기노완시
宜野湾市

331

331

58

58

8

9

10

12

11

기
노
완
바
이
패
스

宜
野

湾
バ

イ
パ

ス

86

Run Design OKINAWA
카네시로 유야(金城雄也) 씨

   
   

 조
언

을
 해

주시는 분은... 오키나와의 마라톤 
친구들과 다같이 
달려봅시다 !

Run Design OKINAWA
 098-887-0855

※마라톤 연습 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스포루토립에 관광 마라닉 코스와 마라톤을 즐기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 분은 오키나와 유일의 깔창 맞춤제작 전문점인 

‘러너 디자인 오키나와(Run Design OKINAWA)’의 기술 고문, 

카네시로 유야 씨입니다. 그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자유참가 마라톤 연습 모임을 개최하여 효과적인 스트레칭과 러닝 

방법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http://rundesignokinawa.blog98.fc2.com/

치넨성터
知念城跡 5km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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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에 전해오는 성지순례 행사 ‘아가리우마이

(東御廻り)’의 순례코스 일부와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 명소를 둘러보며 달립니다. 아사미산산비치(あざ
まサンサンビーチ)에서 국도 331호로 나와 성지순

례코스 중 하나인 치넨 성터로, 치넨웃카(知念大川)

에서 치넨성터의 돌계단까지는 신비한 분위기를 만

끽하며 느린 속도로 달립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되는 코스이므로 오르막길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

고 팔을 흔들며 달리고 내리막길은 속도를 조절하면

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주변에는 전망 좋은 

카페가 많이 있어 휴식장소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출발 및 도착지점인 기노완해변공원(宜野湾海浜公園)

의 트로피칼비치(トロピカルビーチ), 중간지점인 아

라하비치(アラハビーチ), 마지막 반환지점인 선셋 비

치(サンセットビーチ), 한 번에 세 곳의 오키나와 인

기 해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 편한 평지가 계

속되며 특히 기노완의 보행로는 넓고 쾌적합니다. 국도 

58호를 달려 차탄마을에 들어가면 이국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대형 관람차를 타는 것을 시작으로 

미하마 아메리칸 마을의 이국적인 상점들을 구경하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선셋 비치에서 잠시 석양을 감상하

고 나서 다시 해안 도로를 달립니다. 해변의 조깅 코스 

역시 상쾌합니다. 휴식장소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⑩ 미하마 아메리칸 빌리지(美浜アメリカンビ
レッジ) / 미국의 서해안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인기 있는 쇼핑 타운. 맛있는 레스토랑도 

가득합니다. ⑪ 선셋 비치(サンセットビーチ) 

/ 이곳에서는 석양을 볼 수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⑫ 기노완 열대 

해변(ぎのわんトロピカルビーチ) / 다양한 

시설이 완비된 도시형 리조트 비치

⑦ 아자마산산비치(あざまサン
サンビーチ)/ 탈의실, 샤워실, 

매점 등을 완비한 비치하우스 ⑧ 

세이화우타키(斎場御嶽)/아가리

우마이(東御廻り)의 참배 코스 

⑨ 니라이(ニライ)다리, 카나이

(カナイ)다리/ 오키나와 남부 천

혜의 절경이 코스의 클라이막스

7

이곳에서 푹 
쉬었다 갈까 ?

아가리우마이(あがりうまーい) 마라닉

【난죠시치넨(南城市知念)마을/8.3km】

C course

미국 해변을 달리는 기분으로 즐기는 러닝!

【기노완시(宜野湾市)~차탄쵸(北谷町)/12.3km】

D course

오키나와 신화의 명소와 세계유산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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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탄쵸
北谷町

난죠시
南城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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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Running
1



건배 ~!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참가한 러너들이 
오키나와를 질주합니다.

뿌듯한 성취감!
이벤트 참여의 즐거움과 자기와의 싸움을 이

겨내는 것은 마라톤 대회의 묘미. (힘든 여정 

끝에 완주하였을 때의 감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레이스를 마치고 축제가 열리

는 대회도 있어 ‘완주 후의 시원한 맥주 한잔’

을 목표로 달리는 러너들도 많습니다. 레이스 

중에는 다신 달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달

리고 나면 내년에 또 달리고 싶어지는 중독성 

있는 오키나와 마라톤.

재미있는 복장의 
러너를 찾자!
독특한 복장으로 마라톤 행사에 참가

하여 즐거움을 선사하는 러너들. 고

야, 파인애플 등 오키나와를 상징하

는 복장에서부터 영화의 주인공, 애

니메이션의 캐릭터 등을 묘사한 코스

프레 복장까지 다양하고 독특한 복장

의 러너들은 다른 마라톤 참가자들에

게 웃음을 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

의 재미있는 복장을 준비해 보는 것

은 어떨까요?

333

거리의 응원에 감동!
어린아이들이 흑설탕과 사타안다키(サ
ーターアンダギー, 오키나와의 과자)
를 나누어 주고, 오키나와 소바를 제공

하는 푸드 스테이션이 있으며, 에이사

(エイサー) 등 다양한 라이브 공연과 함

께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키나와 마

라톤’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누리며 마라톤

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성원이 힘을 북돋아 줍니다. 
결승선을 향해 화이팅!

재미있는 복장의 
코스프레 러너

에이사 타이고(북)를 이용한 응원!

휴게지점에는 다양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력1

2 매력

매력

42.195km에 
도전 !

중급편 여름이 지나고 나면, 오키나와에는 다양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NAHA 마라톤과 오키나와 마라톤을 비롯한 대규모의 이벤트와 
하프 마라톤, 3km, 5km 마라톤 등 다양한 코스의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찾아오는 마라토너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주를 목표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보세요

08



2 월  February

9 월  September

1 0 월  October

1 2 월  December

1월  January

3 월  March

4 월  April

1 1 월  November

해가 저물 무렵 
레이스가 끝납니다.

참가자끼리 
즐기는 저녁 
축제도 인기 

가로수 길을 달리는 
10km 의 코스

백향나리가 
만개하는 시기

고래를 만날 
수 있는 곳

4.7km 의 해안 
도로를 왕복하는 
상쾌한 러닝

풀 마라톤 이외에도 하프, 3~5km 코스 등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마라톤 대회 목록

중부

중부

중부

남부

남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북부

북부

북부

북부

중부

기타

기타

북부

북부

북부

북부

※개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스포츠 이벤트를 찾았다면 

대회 요강을 살펴보고 세부 사항을 확인한 

다음 미리 신청 하도록 합니다. 인기 있는 

이벤트는 금방 마감된다는 점을 주의하세

요. 등록은 우편, 전화, FAX로 가능하며 이

외에도 홈페이지나 메일로 신청이 가능한 

대회도 많습니다. 또한, 스포츠 이벤트 접수 

전용 사이트가 있어 카테고리 별로 전국의 

다양한 대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스포츠 엔트리)

http://www.sportsentry.ne.jp

자신의 취향에 맞는 대회를 선택
인터넷으로 등록도 OK

나키진손 신춘 로드레이스 대회
( 今帰仁村新春ロードレース大会 )
첫 주행에 어울리는 대자연 만끽 코스

[지역]  나키진손(今帰仁村)   [개최]  1월

[종목]  ■10km 코스 ■5km 코스

 ■3km 코스 ■2km 코스■1km 코스

로망 해도 이라부지마 마라톤
( ロマン海道·伊良部島マラソン)
평탄하고 달리기 쉬운 해도 마라톤

[지역]  이라부지마(伊良部島)   [개최]  2월

[종목]  ■A코스 21.3km ■B코스 14.6km

 ■C코스 7km ■D코스 2.3km

다케토미쵸 야마네코 마라톤 대회
( 竹富町やまねこマラソン大会 )
대 자연 속 즐거운 마라톤

[지역]  이리오모테지마(西表島)   [개최]  2월

[종목]  ■23km 코스 ■10km 코스 ■3km 코스

히가시손 진달래 마라톤 대회
( 東村つつじマラソン大会 )
진달래꽃 가득한 코스를 달린다.

[지역]  히가시손(東村)  [개최]  3월

[종목]  ■20km 코스 (일반남녀) ■5km 코스 

(일반남녀) ■3km 코스(중학생 남녀),

■1.5km 코스(초등학생)

남부 트림 마라톤 대회
( なんぶトリムマラソン大会 )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완주를 목표로!

[지역]  이토만시(糸満市)  [개최]  3월

[종목]  ■20km 코스 ■10km 코스 ■5km 코스

 ■3km 코스 ■휠체어 코스(5km)

 ■가족 코스 3.6km

시오야완 일주 트림 마라톤 대회
( 塩屋湾一周トリムマラソン大会 )
거리의 응원을 받아 완주를 목표로!

[지역]  오기미손(大宜味村)  [개최]  4월

[종목]  ■9.5km 코스 ■5km 코스 ■3km 코스

고우리지마 매직아워 
RUN in 나키진손
( 古宇利島マジックアワー
ＲＵＮ in 今帰仁村 )
와루미대교와 고우리대교를 달리자

[지역]  나키진손(今帰仁村)   [개최]  4월

[종목]  ■하프마라톤 ■10km 코스

아야하지 해안도로 경주 대회
( あやはし海中ロードレース大会 )
바닷바람을 등지고 푸른 바다 위를 달린다.

[지역]  우루마시(うるま市)   [개최]  4월

[종목]  ■로드레이스 하프 마라톤(고교생 이상).  

 ■트림 마라톤 10km(중학생이상)

 ■트림 마라톤 3.8km

이에지마 일주 마라톤 대회
( 伊江島一周マラソン大会 )
레이스 후 교류회도 인기, 기념품도 가득

[지역]  이에지마(伊江島)   [개최]  4월

[종목]  ■하프마라톤 ■10km 코스 ■5km 코스 

 ■3km 코스

해양박공원 전국 트림 마라톤 대회
( 海洋博公園 全国トリムマラソン大会 )
첫꽃과 풀이 가득한 공원을 일주

[지역]  모토부쵸(本部町)   [개최]  1월

[종목]  ■비세후쿠기나미키 코스(10.0km),  

 ■플라워 가든 코스(6.0km), 

 ■패밀리 엔조이 공원 코스(3.5km)코스

난죠시 신춘 마라톤 대회
( 南城市新春マラソン大会 )

신성한 성지가 있는 나죠시에서 한 해를 시작

[지역]  난죠시(南城市)   [개최]  1월

[종목]  ■10km 코스 ■5km 코스■2.5km 코스

미야코지마 100km 와이드 
마라톤 대회
( 宮古島 100 ㎞ワイドーマラソン大会 )
오키나와 최장 100km 코스!

[지역]  미야코지마(宮古島)   [개최]  1월

[종목]  ■100km 코스 ■50km 코스

이시가키지마 마라톤 대회
( 石垣島マラソン大会 )
세계가 인정한 절경을 즐기자

[지역]  이시가키지마(石垣島)   [개최]  1월

[종목]  ■풀 마라톤 코스■23km 코스

  ■10km 코스

나고 하프 마라톤
(NAGO ハーフマラソン )
벚꽃으로 물든 얀바루를 달리자

[지역]  나고시(名護市)   [개최]  2월

[종목]  ■하프마라톤 (일반 남자, 여자), 

 ■10km (일반 남자, 여자, 고교생포함),  

 ■3,000m (중학생 남자, 여자)

오키나와 마라톤
( おきなわマラソン )
아메리칸 분위기를 즐겨보자

[지역]  오키나와시(沖縄市)   [개최]  2월

[종목]  ■풀 마라톤 경기부문 ■일반,고교생

 ■일반, 10km 로드 레이스 
※일본 육상 경기 연맹 공인 코스 
※마라톤 경기 부문은 18세 이상 일본 육상 
연맹등록 참가자에 한합니다.

고래해협 도카시키 섬 일주 
마라톤 대회
( 鯨海峡とかしき島一周マラソン大会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집니다.

[지역]  도카시키지마(渡嘉敷島)   [개최]  2월

[종목]  ■하프마라톤 ■10km 코스 

 ■5km 코스 ■3km 트림

전 일본 트라이 애슬론 
미야코지마 대회
( 全日本トライアスロン宮古島大会 )
진정한 철인을 꿈꾸어라!

[지역]  미야코지마(宮古島)   [개최]  4월

[종목]  ■수영 3km ■자전거 155km 

 ■마라톤 42.195km

중부 트림 마라톤 대회
(中部トリムマラソン大会)
4개의 코스 중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고르자

[지역]  오키나와시(沖縄市)   [개최]  11월

[종목]  ■20km 코스 ■10km 코스 ■5km 코스

 ■ 3km 코스

쇼하시 하프 마라톤 대회 in 난죠시
(尚巴志ハーフマラソン大会 in 南城市)
관광하는 기분으로! 
남부의 인기 관광 명소을 달린다.

[지역]  난죠시(南城市)   [개최]  11월

[종목]  ■하프마라톤 

 ■로드레이스(10km 코스,3km 코스)

다라마지마 일주 마라톤 대회
(たらま島一周マラソン大会)
평지를 달리는 초보자를 위한 대회

[지역]  다라마지마(多良間島)   [개최]  11월

[종목]  ■A코스 (24.30km) ■B코스 (10km) 

 ■C코스(3km) ■D코스(5km) 

 ■E코스(3.5km 워킹)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지마 
일주 마라톤 대회
(日本最西端与那国島一周マラソン大会)
섬 고유의 풍경 속에서 한가롭게 달리자

[지역]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   [개최]  11월

[종목]  ■24km 코스 ■10km 코스

에코 아일랜드 마야코지마 마라톤 
(エコアイランド宮古島マラソン)
친환경 마라톤 대회

[지역]  미야코지마(宮古島)   [개최]  11월

[종목]  ■마라톤 ■하프 마라톤

열띤 응원과 
다양한 행사들로 

열기가 가득

남부

기노완 휠체어 마라톤 대회
(ぎのわん車いすマラソン大会)
오키나와 유일의 휠체어 마라톤 대회

[지역]  기노완시(宜野湾市)   [개최]  12월

[종목]  ■하프마라톤 ■5km 마라톤 

 ■1.5km 트림 마라톤

나하 마라톤
(ＮＡＨＡマラソン)
오키나와 최대의 마라톤 대회

[지역]  나하시 (那覇市)   [개최]  12월

[종목]  ■풀마라톤
※일본 육상 경기 연맹 공인 코스

큐시 20km 로드 레이스 대회
(久志２０㎞ロードレース大会)
올림픽 성화 봉송의 거리를 달린다.

[지역]  나고시(名護市)  [개최]  9월

[종목]  ■20km

이헤야 문 라이트 마라톤
(伊平屋ムーンライトマラソン)
달빛을 맞으며 달린다.

[지역]  이헤야지마(伊平屋島)  [개최]  10월

[종목]  ■풀 마라톤 코스 ■하프 마라톤 코스

이제나 88 트라이 애슬론 대회
(いぜな８８トライアスロン大会)
오키나와 풍경 속을 달려 봅시다.

[지역]  이제나지마 (伊是名島)  [개최]  10월

[종목]  ■수영 2km ■자전거66km

 ■마라톤 20km 합계 88km

 A조 (전 종목 참가), B조 (3명이 각각 한  

 종목을 담당하는 레이스)

구메지마 마라톤
(久米島マラソン)
언덕길이 거의 없어 초보자도 안심

[지역]  구메지마(久米島)  [개최]  10월

[종목]  ■풀 마라톤 코스 ■하프 마라톤 코스

 ■10km 코스 ■5km 코스

이시가키 섬 철인대회
( 石垣島トライアスロン )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레이스

[지역]  이시가키지마(石垣島)   [개최]  4월

[종목]  ■엘리트(월드컵) 부문 수영 1.5km

 ■자전거 40km ■마라톤 10km

 ■릴레이 부문 수영 1.5km 

 ■자전거 40km ■마라톤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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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키나와 라이딩!

아름다운 바다전망, 푸른 녹음이 우거진 숲, 

바람에 흔들리는 사탕 수수밭, 

한적한 마을. 페달을 밟으면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롱 아일랜드에서 

산책하는 기분과 대회의 본격적인 로드레이스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오키나와의 

자전거여행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이클링]

Cycling



내 자전거로 달리자!

오랜 연혁을 지닌 자전거 전문점, 오키나와 

린교 상점의 유타카 씨는 오키나와 사이클링 

협회 강사이며 오키나와 사이클링을 위한 

조언과 추천 코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내 몸에 익숙한 자전거로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오키나와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

전거 전용 케이스에 자전거를 넣어 비행기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비행기로 운

송하는 경우 자전거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

드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화

물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앞바퀴와 뒷바퀴, 

핸들, 페달, 안장을 분리하여 파손되지 않게 

잘 포장합니다. 요금 및 자세한 사항은 항공

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키나와현 사이클링 협회

모리 유타카(森豊) 씨

   
   

 조
언

을
 해

주시는 분은...

자전거를 타면
오키나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분 좋아 ~~!

3
더위 대책을 철저하게

교통 규칙을 지키자

응급 수리 장비를 휴대

긴 소매의 옷이나 토시 등으로 오키나와의 강렬한 

햇볕을 차단하여 피부 노출을 피함으로써 체력 

소모를 방지합니다. 바람 때문에 시원하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 손실이 많으니 

음료를 준비하여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합니다.

‘사이클링은 차도가 원칙, 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 

‘차도에서는 좌측통행’ 등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 규칙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날이 어두워 지면 반드시 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특히 교외를 달리거나 장시간 사이클링을 할 

때에는 응급상황을 위해 공기펌프 등 비상 

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휴대용 공구가 많이 나와 있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의 위치도 확인해 둡니다. 

Point

1

Point2

Point
3

장시간 즐겁게 라이딩

　　 가지 포인트

언제나 즐거운 오키나와의 
사이클링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오키나와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 에코 열풍과 함께 건강을 위한 스포츠로써 자

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따뜻한 기후의 오키나와. 

일 년 중 언제든지 상쾌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 오키나

와 사이클링의 매력입니다.

자전거 대여로 즐기자
    빈손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여. 오키나와 

관광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일반 자전거에서부터 전

기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 MTB 등 다양한 자전거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과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골라 오

키나와를 달려 봅시다.

‘월 정기 사이클링’에 참가하자
    오키나와 사이클링 협회, NPO 법인 투르 드 오키나와 협회

가 매월 주최하는‘정기 사이클링(月例サイクリング)’에 누구

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길을 잘 아는 

스텝이 선정한 아름다운 자전거 코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오키나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포타링 슈리ポタリング首里
나하시 슈리의 전기 자전거 대여점

098-963-9294
http://pottering-shuri.net

플래닛 차오プラネット·チャオ
온나손에 있는 호텔에서 인수, 반납 가능

098-965-7807
http://planet.ciao.jp/

구마노미 렌타くまのみ·れんた
렌트카도 취급, 이시가키 섬의 대여점

090-6862-0755
http://yaeyamaocean.com/kumanomi/

NPO 호우진 시마츠쿠리 넷
NPO 法人しまづくりネット
나하시내의 자전거 대여점

098-862-1852
http://shima.p-kit.com/

플러스니도ぷらすにどぉ
미야코지마 사이클링 투어 & 자전거 대여

080-6661-6049
http://www.plus2do.jp

구메지마쵸 관광협회久米島町観光協会
구메지마쵸의 렌탈 사이클 취급 대리점

098-896-7010
http://www.kanko-kumejima.com

오키나와 린교(주)沖縄輪業（株）
자전거 이벤트 개최, 지원
나하 마에지마 (那覇前島)점  098-868-0404
나하 마에지마 2호관 098-943-6768
하에바루 (南風原店) 점 098-888-0064
http://okirin.ti-da.net/

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에서 부담 없이
자전거를 즐기기 위하여

바람을 가르고 자연을 느끼며, 느긋하고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며. 

사실 여행과 자전거는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간단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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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코쿠노이시다타미미치(小谷の石畳道) 사시키 지

역의 류큐 석회암이 깔린 아름다운 길 ②츠키시로-노

미야 (月代の宮) 쇼 하시오왕이 살던 성 ③치넨미사키 

공원 태평양이 한눈에 보이는 뷰포인트를 가진 공원

오키나와 남부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치넨반도를 

일주. 류큐 왕국을 통일한 쇼 하시오왕(尚巴志王)의 

연고지이며 파워스폿으로 알려진 세후우타키(斎場
御嶽) 뿐만 아니라 주변에 류타키(御嶽) 등 사적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헤어핀커브를 

그리는 니라이(ニライ)다리, 가나이(カナイ) 다리와 

‘신자토비라’ 라고 불리는 고저차 150m의 언덕, 따뜻

한 남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자 가로수 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 코스의 매력입니다. 또한, 자전

거 전용도로가 있어 달리기 편하며 훌륭한 경치가 펼

쳐진 명소가 많습니다. 달리다 지치면 전망 좋은 카

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④ 문비치(ムーンビーチ) 호텔 문비치의 프리이

빗 비치. 국도 58호 주변에는 많은 해변과 리조트

가 있어 쉬어갈 겸 살짝 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⑤ 온나노역 나카유쿠이시장(おんなの駅なかゆ
くい市場)  오키나와 요리와 디저트 등 다양한 종

류의 음식점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달려볼까 ?

기분좋은
해안선!

서해안 리조트 코스

【거리 / 8.6km 예상 소요시간 / 30분】

오키나와의 대동맥, 국도 58호. 관광명소가 많

아 인기 있는 자전거 코스 그중에서도 온나손

의 해변은 에메랄드 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

는 광경이 장관입니다. 관광 시즌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개통된 온나미나미 우회도로는 오

르막 내리막의 연속이지만 넓고 깨끗한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호도 없어 시원하게 달린다! 고지대에 도달

하면 눈 아래 서해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대도 있어 해변과는 다른 온나손 마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부 스피리추얼 라이딩

【거리 / 18.4km 예상 소요시간 / 1 시간】

절경의 연속!

해안선을 따라

Acourse

B course

2 3

4

1

5

초급편

※포터링 = putter(빈둥거리다)와 cycling를 합쳐 만든 조어로 자전거산책을 의미

매력만점!

관광을 즐기며 여유롭게 달린다. 

포터링※에 적합한 2개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오키나와 특유의 풍경이 계속되며 

카페와 해변, 공원 등 쉬어가는 장소도 가득 

크로스 바이크와 전기 자전거라면 

여성분들도 쉽게 달릴 수 있습니다.

포터링을 즐기자

추천2코스

B

D

OKINAWA
MAINLAND

은나손
恩納村

난죠시난죠시
南城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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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도 아이
들도 즐겁게

프로선수에게 묻다!
사이클의 섬, 오키나와의 매력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

다. 달리는 것이 즐거워 ‘투르 드 오키나와’의 가족 코

스에 참가하였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웃음). 오키나와의 길은 어디든 달리

기 편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 숲, 바닷가 마을 등 가는 

곳마다 바뀌는 향기가 있어 좋습니다. 자전거라면 바

람 소리도, 곤충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연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가장 좋아하는 길은 우루마시의 해변 길로, 바다를 가

로지르는 쭉 뻗은 직선도로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전거를 탈 때 먹는 휴대 음식은 과일 쨈이 듬뿍 들어

있는 빵. 먹기 쉽고 당분을 섭취할 수 있어 추천합니

다. 크로스 바이크는 사이클이 처음인 사람이 오래 타

도 편한 자전거 입니다. 초보자들은 이 자전거로 꼭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사이클 이벤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대회도 매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격

적인 로드 레이스를 개최하는 대회에는 단거리 레이

스, 초보자, 가족, 관광을 위한 코스 등 다양하게 준비

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오키

나와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기온 30도의 

여름에도 상쾌하게 달릴 수 있고 겨울에도 달릴 수 

있어 좋네요.”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키나와 고

유의 자연환경이 자전거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최적

의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코스를 마음껏 즐긴 후에 참석하는 신

나는 애프터 파티. 전국에서 모인 자전거 교류회 회

원들과 오키나와 주민의 뜨거운 환영에 피곤함도 잊

어버립니다. 몇몇 자전거 대회의 상징이 되고 있는 

돼지고기 통구이를 비롯해 오키나와 전통의 류큐 요

리를 맛보고 오키나와 아티스트들이 연주하는 전통

악기 공연도 즐깁니다. 자전거 대회에서 사귄 친구들

과 마시는 맥주와 아와모리(오키나와 전통 술)는 특

별한 맛이 있습니다.

1 1 월  November

1월  January중북부

2 월  February남부

9 월  September기타

10 월  October기타

북부

※개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주요
사이클 이벤트

3 월  March

기타

섬 특유의 
여유로운 풍경 
속을 달리는

츄라지마 오키나와 CenturyRun
(美ら島オキナワCenturyRun)
초봄의 오키나와를 달리는 현 내 굴지의 인기 대회

[지역]  온나손(恩納村)   [개최] 1월

[종목]  ■센츄리 코스(160km) ■고우리지마 벚꽃  

 코스(100km) ■스위트 코스(60km)

에코 스피릿 라이드 & 워크 in 난죠시
(ECO スピリットライド＆
ウォークin 南城市)
곳곳에 세계 유산이 숨어있는 
남부의 도로를 달린다.

[지역]  난죠시(南城市)   [개최] 2월

[종목]  ■라이드 부문 ■워크 부문 ■노르딕 부문

슈가 라이드 구메지마
(シュガーライド久米島)
봄바람과 함께 섬을 가로지르며

[지역]  난죠시(南城市)   [개최] 3월

[종목]  ■관광 명소 코스(40km) 

 ■빙그르르 한 바퀴 코스(45km)   

 ■애슬리트 코스(90km), 

 ■챌린지 코스(130km)

투르 드 미야코지마
(ツール·ド·宮古島)
웅대한 자연을 가로질러!

[지역]  미야코지마(宮古島)   [개최] 9월

[종목]  ■로드 레이스 부문(160km, 100km)   

 ■사이클링 부문(100km, 60km)

이시가키지마 애슬리트
(石垣島アースライド)
일본 최남단의 장거리 코스

[지역]  이시가키지마(石垣島)   [개최] 10월

[종목]  ■기비리요! 코스(120km)

 ■후나쿠야! 코스(90km)

 ■가비라완! 코스(55km)

투르 드 오키나와 (ツール·ド·おきなわ)
일본 최대의 사이클 이벤트

[지역]  나고시(名護市)   [개최] 11월

[종목]  ■국제 로드 레이스 대회(210km)

 ■시민 경주 부문(10~210km)

 ■외발 자전거 대회

 ■세발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사이클 이벤트에 
도전!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추천 해안도로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건배!

자전거 경기 선수 

우치마 코헤이(内間康平) 씨
1988년 오키나와 출생

가노야 체육대학을 졸업 후, 로드 레이스 팀

‘TEAM NIPPO’에 가입. 톱 프로 선수로 

국내외에서 활약 중

13

[사이클]

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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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은 도전하고 싶은
바다 너머로의 티샷!

      오키나와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

니 해도 바다와 맞닿은 최상의 로케이션.

일 년 내내 푸름을 잃지 않는 필드와 해외 유

명 골프 코스에 뒤지지 않는 개방감 넘치는 

바다 전망이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

다. 수많은 해변 코스, 절벽이 가로막는 박력 

넘치는 홀과 코발트 블루 빛 바다를 향한 티

샷의 상쾌함. 여름에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에 기분 좋은 플

레이. 오키나와에서는 언제나 즐거운 라운딩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프를 마치고
치유의 공간에서 느긋하게

      레스토랑과 스파, 트리트먼트 룸 등을 다

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경

기 후 휴식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

다. 여름에는 선셋 플레이도 추천합니다. 오

키나와의 여름은 해가 길고 저녁 7시경까지 

밝기 때문에 호텔에 잠깐 쉬었다가 코스에 

나와도 충분히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황

혼이 아름답게 비치는 필드에서의 하프 플

레이로 땀을 흘린 후, 천천히 식사를 하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스파를 받는 등 

여유를 즐길 시간은 충분합니다. 

리조트 기분 만끽 !

14

필드 너머에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

남국의 꽃들이 피어나는 아열대 숲.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 필드는 

골퍼들에게 동경의 대상.

오키나와는 계절을 불문하고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리조트 생활을 누리며 우아한 

골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골프]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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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경관과 

행복한 순간
리조트 코스



다이 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 개최장소

M
y  

o n e  d a y  g o l f  s t o r y

봄에 개최되는 오키나와 프로 골프 토너먼트 관전도 인

기입니다. 1988년부터 오키나와를 무대로 매년 개최되

고 있는 일본 여자 투어 개막전 ‘다이 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류큐 골프 클럽)와 함께 2012년에는 오키

나와에서 처음으로 일본 남자 골프 최고의 대회 ‘일본 오

픈 골프 선수권 경기’(나하 골프 클럽)가 열렸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일본 남자 시니어 투어 개막전 ‘카네히데 

시니어 오키나와 오픈 골프 토너먼트’(키세 컨트리 클럽)

가 개최됩니다. 프로 토너먼트가 열리는 코스에서 골프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키나와 프로 골프 개최!

대여로 편하게

Point1
여행 계획도 자유자재

홀가분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클럽과 신발을 

대여할 수 있는 골프장을 선택합니다. 1라운

드라면, 개인장비를 배달시키는 것 보다 저렴

하게 라운딩할 수 있습니다. 대여 가능한 초

보자용 코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

에 경기 진행이 가능

한 리조트 코스도 있

습니다.

공항이나 숙소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골프장이 많은 것이 오키나와 

골프여행의 매력입니다. 오키나와에 도착하

면 그대로 코스에 나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골프장에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키

나와 남부 지역의 숏이나 미들 코스를 돌고 

나하 관광을 즐기는 등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맞는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Point 2
첫 필드는 
긴장감이 
가득 ~

왠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즐거운 라운드 가지 포인트

내 취향에 

맞게 온 걸
까 ?

매너는 기본
‘신사의 스포츠’라는 말대로 매너를 중시하는 

골프. 초보자라면 더더욱 골프기술보다는 골

퍼로서의 매너에 신경 쓰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슬로우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 

내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빨

리 시작하는 등 항상 배려하도록 합니다.

Point 3

취재협력 더 서전 링크스 골프 클럽  098-998-7001  http://www.southern-links.co.jp

초보자를 위한 오키나와 골프 여행
오키나와에는 40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으며 본인 실력에 맞는 최적의 코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일년 중 언제든지 리조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골프의 낙원에서 필드 데뷔에 도전해 봅시다!

초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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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비치 골프 클럽(ベルビーチゴルフクラブ)
本部町崎本部 5151 ( 모토부쵸 )

0980-47-5949 http://www.belle-co.com/belbeach
◎ 18홀·6,551야드·파72·투썸(2인) 가능

각 홀에서 세소코(瀬底)섬, 이에(伊江)섬, 민나(水納)섬이 내려
다보이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호텔 ‘벨뷰’가 
인접하여 골프와 숙박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누 차 골프 코스(カヌチャゴルフコース)
名護市安部 156 -2 ( 나고시 )

098-869-5678 http://www.kanucha.jp
◎ 18홀·6,946야드·파72·투썸(2인) 가능

산을 배경으로 하는 ‘빌리지 코스’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시 사이드 코스’가 있습니다. 난도 높은 리조트 코스로 유명
하지만 3홀, 6홀 플레이 등 가볍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키세 컨트리 클럽(喜瀬カントリークラブ)
名護市喜瀬 1107-1 ( 나고시 )

 0980-53-6100 http://www.kise-cc.jp
◎ 18홀·7,168야드·파72·투썸(2인) 가능

화려하고 강한 기복을 그리는 광대한 캔버스, 마음이 편안
해지는 녹색 필드. 숲에 둘러싸인 우즈 코스와 리조트 기분
을 만끽할 수 있는 오션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레이 컨트리클럽(守礼カントリークラブ)
南城市知念知名 1029 ( 난죠시 )

098-947-3411 http://www.shurei-cc.com
◎ 18홀·6,150야드·파70·투썸(2인) 가능

기복이 심한 지형을 그대로 살린 난도 높은 코스. 가격이 저렴
한 편이며 야간 하프 플레이와 요금이 할인되는 AGC 제도 등 
혜택이 풍부한 클럽입니다.

더 서던 링크스 골프 클럽
(ザ·サザンリンクスゴルフクラブ)
八重瀬町玻名城 697 ( 야에세쵸 )

098-998-7100 http://www.southern-links.co.jp
◎ 18홀·7,030야드·파72·투썸(2인)가능 (4~10월)

잔디와 바다의 대비가 아름다운 코스로 절벽에서 바다를 넘
는 티샷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가든 풀 시
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팜 힐스 골프 리조트 클럽
(パームヒルズゴルフリゾートクラブ)
糸満市新垣 762 ( 이토만시 ) 098-994-8881
◎ 18홀·6,934야드·파72·투썸(2인)가능

유명 골프 코스 설계사 호나우도 휴리무 씨가 설계한 코스. 이토
만시의 언덕에 있으며 코스 주변의 다양한 아열대 식물과 화려한 
클럽 하우스가 플레이어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리조나레 고하마지마 컨트리클럽
(リゾナーレ小浜島カントリークラブ)
竹富町小浜東表 2954 ( 다케토미쵸 ) 

0120-83-6314 http://www.risonare-kohamajima.com
◎ 18 홀·6,590 야드·파 72·투썸 (2 인 )가능
이리오모테 국립공원(西表国立公園)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서 라운딩. 일본에서 가장 남서쪽에 있는 골프 코스로 12번 
홀에는 일본 최남단, 7번 홀에는 일본 최서단의 티 그라운드
가 있습니다.

오리온 아라시야마 골프 클럽
( オリオン嵐山ゴルフ倶楽部 )
今帰仁村呉我山 654-32 ( 나키진손 )

 0980-58-1910 http://www.orion-agc.co.jp
◎ 18홀·6,930야드·파72·투썸(2인) 가능

아열대 숲과 남국의 화려한 꽃이 만발한 코스. 각 코스에는 재
미있는 모양의 벙커가 있습니다.

오 키나 와  북 부

디 아타 테라스 골프 리조트
(ジ·アッタテラス ゴルフリゾート)
恩納村安富祖 1079 ( 온나손 )

098-967-8184 http://www.terrace.co.jp
◎ 18홀·6,925야드·파72·투썸(2인) 가능(담당자에게 문의)

아열대 자연에 둘러싸인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골프 리조트 중
상급 선수에게도 까다로운, 기복이 심한 코스가 특징

오키나와 국제 골프 클럽 
(沖縄国際ゴルフ倶楽部)
恩納村冨着 1043 ( 온나손 )  098-964-5467
http://www.pacificgolf.co.jp/okinawa/index.asp
◎ 27홀·10,522야드·파108·투썸(2인)가능

오키나와의 식물 이름을 딴 각 코스는 경사나 해저드에 따라 
플레이하기 어렵게 설계되었으며, 1번 홀부터 만만치 않은 난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츄라 오차드 골프 클럽
(美らオーチャードゴルフ倶楽部)
恩納村安富祖 1577 ( 온나손 )

 098-967-8835 http://www.churaorchard.co.jp
◎ 18 홀·6,349 야드·파 72·투썸 (2 인 ) 가능
일본의 명 플레이어 아사미 로쿠조우(浅見緑蔵)와 다케무라 
히데오(竹村秀夫)씨가 설계한 언덕 코스는 PGA 투어 최종전, 
다이쿄 오픈(大京オープン)이 열린 오키나와 최고의 명문 코
스로 알려졌습니다.

오션 캐슬 컨트리클럽
(オーシャンキャッスルカントリークラブ)
中城村登又 60 ( 나카구스쿠손 )

098-895-7788 https://www.orix-golf.jp/oceancastle
◎ 18홀·6,442야드·파72·투썸(2인)가능 (담당자에게 문의)

18홀 중 17홀이 바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며 
즐기는 라운딩이 매력적이며 개성 넘치는 홀은 골퍼들의 도
전의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오키나와 로열 골프 클럽
(沖縄ロイヤルゴルフクラブ)
うるま市石川山城 1436 ( 우루마시 ) 098-964-2811
◎ 36홀·13,771야드·파144·투썸(2인) 불가

36홀의 장대한 스케일을 가진 골프 클럽으로 4코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넓은 페어웨이, 업다운이 적은 필드는 초보자나 여
성 플레이어도 가볍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오 키나 와  중 부

오키나와 컨트리 클럽(沖縄カントリークラブ)
西原町桃原 109 ( 니시하라쵸 )

098-945-3375 https://www.orix-golf.jp/okinawa
◎ 18홀·5,764야드·파70·투썸(2인)가능

오키나와 여자 골프 선수권 대회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 클럽
으로 미야자토 아이(宮里藍) 선수와 모로미자토 시노부(諸見
里 しのぶ)선수가 우승을 한 곳입니다. 연간 8만명 이상의 관
람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코스 입니다.

시기 라 베이 컨트리클럽
(シギラベイカントリークラブ)
宮古島市上野字新里 1264 ( 미야코지마 ) 

0980-76-3939 http://www.nanseirakuen.com
◎ 18 홀·6,250 야드·파 71·투썸 (2 인 )가능
일본에서 유일하게 모든 홀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퍼블릭 코스. 
복장 규정이 없어 티셔츠 차림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오션 링크스 미야코지마
(オーシャンリンクス宮古島)
宮古島市城辺保良 940-1 ( 미야코지마 ) 

0980-77-8072 http://www.ocean-links.co.jp
◎ 18 홀·6,955 야드·파 72·투썸 (2 인 )가능
탁 트인 해변의 아웃 코스와 아열대 특유의 자연풍경을 그대
로 살린 인 코스. 특징 있는 두 코스를 보유하고 있는 클럽으
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을 읽으며 라운딩하는 것이 
코스 공략의 포인트!

에메랄드 코스트 골프 링크스
(エメラルドコーストゴルフリンクス)
宮古島市下地与那覇 1591-1 ( 미야코지마 ) 

0980-76-3030 http://www.tokyugolf.com/emerald
◎ 18 홀·6,912 야드·파 72·투썸 (2 인 )가능
미야코지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마에하마 비치(前浜
ビーチ)에 인접해 있습니다. 아열대의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퍼블릭 코스로 초보자에서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나 기분 좋은 
라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

기노자 컨트리 클럽(宜野座カントリークラブ)
宜野座村松田 2824-264 ( 기노자 )

098-983-2266 http://www.562-489.com/ginoza
◎ 18홀·6,558야드·파72·투썸(2인) 가능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퍼블릭 코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겸비한 코스가 매력적이며 코스 정보와 비거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GPS 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류큐 골프 클럽(琉球ゴルフ倶楽部)
南城市玉城親慶原 1 ( 난죠시 )

 098-948-2464 http://www.ryukyugolf.com
◎ 27홀·9,780야드·파108·투썸(2인) 불가

일본 여자 프로 골프 투어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의 무대로 알려진 코스. 동쪽, 서쪽, 남쪽의 
세 코스 모두 금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나하 골프 클럽(那覇ゴルフ倶楽部)
八重瀬町富盛 2270 ( 야에세쵸 ) 098-998-3311
◎ 18홀· 7,228야드·파72·투썸(2인)불가

태평양을 바라보며 즐기는 아름다운 코스. 고저 차 14미터의 
평탄한 지형을 활용한 필드 주변의 가드 벙커와 6개의 연못은 
난도 높은 골프를 즐기기에 안성 맞춤입니다.

오 키나 와  남 부

‘제 77회’ 일본 오픈 골프 선수권 경기’개최장소

‘카네히데 시니어 오키나와 오픈 골프 토너먼트’ 개최장소

본격 플레이에 도전!
오키나와 챔피언 코스 일람, 대자연을 무대로 펼쳐지는 다양한 코스

메이저 대회를 개최하는 명문 코스에 도전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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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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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하지 못하는 분이거나 다이빙을 처음 하시는 분

이라면 '체험 다이빙'을 추천합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도 

잠수복의 부력때문에 물에 쉽게 뜰 수 있으며, 출발 전 

자세한 설명과 강사의 친절한 지도만 따르면 초보자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도구나 장비도 다이빙 숍에

서 제공하기 때문에 수영복만 준비하면 되며 반나절 코

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볍게 도전!

Advice to beginners

씨카약은 아이들도 탈 수 있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이드 투

어는 전문 강사가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젖

어도 괜찮은 편한 옷과 구명조끼만 

입으면 준비 완료. 강한 햇볕을 막아

줄 모자와 수분 보충을 위한 음료도 

반드시 챙기도록 합시다. 

가이드 투어에 참가해보자

Advice to beginners

(재)오키나와 마린레저 세이프티 뷰로 098-869-1173  http://www.omsb.jp

NPO법인 오키나와 에코 투어리즘 추진 협의회 080-2727-1386  E-mail info@ecotourism-okinawa.jp  http://www.ecotourism-okinawa.jp
문 의

다이빙 Diving

산호초로 꾸며진 신비로운 바닷속 세계

오키나와 주변의 수많은 다이빙 명소들은 전 세계 

다이버들을 매료시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일 년 

내내 잠수가 가능한 것이 오키나와 다이빙이 가진 

매력 중 하나이며 다이빙 숍도 많아 다양한 투어들

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강사의 지도가 함께하

는 체험 다이빙은 자격증이 없는 초보자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깊고 맑은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

에 몸을 맡기고, 호기심 가득한 즐거운 다이빙을!

 info@ecotourism-okinawa.jp  http://www.ecotourism-okinawa.jp

맹그로브와 그곳에 사는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리버 카약도 큰 인기를 끌고 있

습니다. 이리오모테 섬에서는 본격적인 정글 트레킹과 연결되는 카약 투어도 즐

길 수 있습니다.

웅대한 자연을 즐기면서 모험하는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씨카약.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해

양 레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

문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얕은 바다라도 

문제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없이 투명한 오키

나와 바닷속에는 아름다운 산호초와 열대어가 가득

합니다. 무인도 투어, 맹그로브 숲 탐험 등 오키나와

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씨카약 Seakayak

탐험하는 기분으로 바다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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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스포츠의 메카인 오키나와.

다이빙을 비롯한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등의

활동성 있는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투명한 바다, 화려한 산호초와 열대어.

수없이 변화하는 바닷속 풍경.

오키나와 바다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할 

놀라움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양 스포츠]

Marine Sports
4

산호초로 
꾸며진 
신비로운 
바닷속 세계



비치 사커  (사)오키나와 사커 협회 098-861-2401 E-mail fa-okinawa@jfa.or.jp  http://www.okinawafa.com 

 SOL MAR PRAIA 사무국 098-982-7020 E-mail beachsoccer@solmarpraia.com  http://solmarpraia.com 

비치 발리볼 오키나와 비치 발리볼 연맹 090-1946-6662 E-mail obvf@hotmail.com

문 의

일반 축구장보다 작은 코트에서 5

명이 경기하는 비치사커는 슈팅

도 많고 전개가 빠릅니다. 화려한 

리프팅과 패스 연결, 애크로배틱

한 공중전도 비치사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비치사커는 경기하

는 선수는 물론 관객도 열광하는 

스포츠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전

국대회 1위의 실력을 보유한 프로 

축구팀 ‘SOL MAR PRAIA(소마 

프라이)’의 팀원들은 “해변에서 가

볍게 즐기면서 관전해 주세요.”라

고 말하며 비치사커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비치 발리볼 BeachVolleyball

친구들과 즐겁게!

미국의 서해안에서부터 시작된 

해양 스포츠로 올림픽의 정식 종

목이기도 한 비치 발리볼. 오키나

와에도 애호가들이 모여 많은 팀

을 구성하고 있고, 어린이부터 어

른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습니

다. 비치 발리볼이 인기인 니시하

라 마을에서는 대회를 상시로 주

최하며, 니시하라 키라키라 비치

에는 오키나와 유일의 상설 코트

가 있어 일 년 내내 언제라도 비치 

발리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2~3월에는 프로 선수의 합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치사커 Beach Soccer

불타오르는 맨발의 슛

아라하비치アラハビーチ
소마 프라이가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北谷町北谷2丁目 

098-926-2680

기노완 트로피칼 비치

ぎのわんトロピカルビーチ
일본 대표 비치사커 선수의 

트레이닝 캠프가 열립니다.
주소 宜野湾市真志喜4-2-1 

098-897-2759

도요사키츄라산비치

豊崎美らSUNビーチ
비치 발리볼, 사커 코트

가 연습과 이벤트에 이용

되고 있습니다.
주소 豊見城市豊崎5-1 

098-850-1139

오키나와의 비치 스포츠 추천 해변!

니시하라 키라키라 비치

西原きらきらビーチ
여름에는 배구과 축구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비치 발리볼, 축구 코트를 대여 
(이용료 1시간 500엔 ※ 볼 포함) 
주소 西原町東崎17 

098-944-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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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태양,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해변의 상쾌함!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진 오키나와에는 비치 스포츠의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대회나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비치 스포츠]

Beach Sports
5

새하얀 
코트에서 있는 
힘껏 
날려보자!



 취재협력 오키나와 에스테틱 스파 협동 조합

 098-832-1780  http://okispa.com/

바데 하우스 구메지마 098-985-8600 
http://www.bade-kumejima.co.jp/

지친 몸을 부드럽게 힐링
애프터 스포츠 관리
오키나와에는 다양한 살롱과 스파시

설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고 난 다

음 애프터 관리도 충실히. 오키나와에

서 생산된 재료를 활용한 마사지 등 다

양한 스파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한 후에는 근육에 열

이 모여있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전신 마사지를 추천합니다. 90~120

분 코스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받으면 

굳어 있던 근육과 피로가 말끔히 풀릴 

것입니다. 또한, 시술 전이나 시술 후

에는 히비스커스 티 등 비타민 C가 들

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더욱 효과가 높

아집니다.

자외선 차단은 예방이 중요!
오키나와의 자외선 강도는 우리나라보다 7~8배 높습니다. 한여

름은 물론 대부분 계절에도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

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특히 야외 

스포츠 시에는 SPF 50 PA가 표시

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옷이

나 토시 등으로 피부를 보호합니

다. 자외선 노출을 안심하기 쉬운 

골프는 모자나 스카프를 활용하여 

차단합니다. 또한, 눈으로 들어오

는 자외선은 뇌를 자극하여 멜라

닌 색소나 피로 물질을 늘리기 때

문에 UV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 

주변을 보호합니다.

오키나와 소재로 
손상 개선
이런 예방에도 손상 받은 얼굴은 

화끈거림을 막는 보습 팩으로 관

리합니다. 구챠(오키나와의 천연 

바다 진흙)나 해조류인 모즈쿠 등

이 함유된 팩은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또한, 비타민 C가 많

이 함유된 아세로라를 배합한 화

장품도 추천. 활성화된 멜라닌 색

소를 억제해줍니다.

Care

운동 후 1~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입욕을 하는 것이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오키나와의 넓은 스파 시설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

요. 35℃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는 해양 심층수는 혈액순환을 촉진을 

도와줍니다. 구메지마에 있는 ‘바데 하우스 구메지마’ 스파는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심층수를 100% 사용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스파와 자

쿠지에서 느긋하게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피로 회복

Spa

자연 속에서 관광을 하며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위한 오키나와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

편안한 스포츠 여행을 즐겨보세요.

스포루토립을 쾌적하게!

P ckupi스포루토립

20



운동 전후의 식단 관리는 필수입니다. 운동 

전후에 적합한 음식을 섭취하여 피로를 쉽

게 느끼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달

리기할 때에는 아미노산과 탄수화물 섭취

를 고려해야 하는데, 오키나와의 명물 ‘오키

나와 소바’ 한 그릇에는 염분과 아미노산(국

물), 탄수화물(면), 단백질(돼지고기) 등이 포

함되어 있어 운동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

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야, 시

크와사, 파파야 등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항산화 작용과 피로회복의 효능이 

있고, 오키나와에서 생산된 소금을 사용한 

식염수나 사탕, 미네랄이 듬뿍 담겨있는 흑

설탕도 운동 전후의 음식물로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스포츠의 섬, 오키나와에는 운동 

전후에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가 가득합니

다. 오키나와산 먹거리를 즐기면서 영양도 

충분히 보충합시다!

꼼지락 꼼지락

재미있는 다기능 

입체 양말

다섯 발가락 입체 양

말은 이제 러너의 필

수품! 달리기를 더욱 

편하게 해줍니다.

첫 오키나와 러닝

최적의 신발을 골라봅시다.

최근 생산되는 신발들

은 장시간 달려도 피곤

하지 않게 설계되어 초

보자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 언제라도

마실 수 있는

원터치 물병

스포츠에 빼놓을 수 없

는 수분보충을 위해 물

병 소지는 필수! 최근 

판매하는 물병은 휴대

성까지 갖춰 활동 시에 

용이합니다. 대회를 향한 도전!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자신의 발 모양에 맞는 

깔창으로 교체하면 

발이 안정되며 체중을 

분산하기 때문에 발의 

피로를 막아주고 발목 

부상을 예방해 줍니다.

오키나와의 강렬한

햇볕을 확실히 막아준다!

탈착이 자유롭고 미세한 체

온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

다. 손목까지 가리는 타입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문제없는 사이클링 캡모자

헬멧 안에 쓰는 타입으로 창이 

짧아 앞을 바라보기 쉬우며 비

를 막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낯선 여행지에서도

믿음이 가는

GPS 기능 부착 스포츠 시계

GPS 기능이 부착되어 

러닝 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손목시계는 마라

톤과 사이클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안장 가방

사이클링 시에 자질구레한 짐들을 한 번에 정리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가방. 주머니가 많이 

달려 짐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디자

인도 다양하여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Goods

운동 후 영양보충에는 오키나와 음식이 최고!

꼭 갖추고 싶은 오키나와 
필수 스포츠 아이템

Foods

21



한화 이글스
[장소] 가데나쵸(嘉手納町)야구장, 
챠탄(北谷) 공원 야구장, 오키나와 각지

삼성 라이온즈
[장소] ONNA 야카마 볼 파크

LG 트윈스
[장소] 우루마시 이시카와 야구장

SK 트윈스
[장소] 우루마시 구시카와 야구장

KIA 타이거즈
[장소] 오키나와 각지

FC 도쿄
[장소] 쿠이나 에코 스포레크 공원

산 프레체 히로시마
[장소] 모토부쵸민 육상경기장

INAC 고베 레오넷사 사간 토스
[장소] 요미탄손 육상경기장

제주 유나이티드
[장소] 고사마루 육상경기장

수원 삼성 블루윙즈
[장소] 니시하라 주민 육상경기장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지바
[장소] 니시하라 주민 육상 경기장

FC 류큐
[장소] 고친다쵸운동 공원 축구장

스카이 블루 FC
[장소] 오키나와 중부

감바 오사카
[장소] 삿카 파크 아칸마(이시가키지마)

개최시기▶야구 1월 중순 ~ 3월 상순　▶축구 1월 중순 ~ 2월

홋카이도 니혼 햄 파이터즈
[장소] 나고시(名護市)영 구장

한신 타이거즈
[장소] 기노자(宜野座村)영 야구장

주니치 드레곤즈
[장소] 챠탄(北谷) 공원 야구장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
[장소] 기노완(宜野湾)시립 야구장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즈
[장소] 우라소에(浦添)시민구장

요미우리 자이언츠
[장소]오키나와 셀룰러 스타디움 나하 
(沖縄セルラースタジアム那覇)

도후쿠 라쿠텐 골든 이글스
[장소] 구메지마(久米島) 야구장

오릭스 버팔로스
[장소] 미야코지마(古島) 시민구장

치바롯데 마린스
[장소]이시가키(石垣)시 중앙운동 
공원 야구장

히로시마 도요 카프
[장소] 오키나와 야구장

홋카이도 니혼 햄 파이터즈
[장소] 쿠니가미(くにがみ)구장

주니치 드레곤즈
[장소] 요미탄 헤이와노 모리
(読谷平和の森)구장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
[장소] 가데나쵸(嘉手納町)야구장

도호쿠 라쿠텐 골든 이글스
[장소] 나가자토(仲里)야구장

오릭스 버팔로스
[장소] 미야코지마시 지하 야구장, 
미야코지마 시민구장

【관전 정보 캠프지 안내】

각 연습장에 주차

장이 있지만, 

오키나와 셀룰러 스타디

움 나하는 모노레일을 이

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시범 경기는 정체가 

예상되므로 여유를 가지

고 출발합시다.

Q캠프 장소에 
주차장이 있나요?

A.

캠프는 선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 

카메라, 사인받을 종이, 

펜, 공 등을 준비합니다.

Q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2월의 평균 기온은 

17.1℃로 다소 높습니

다. 맑은 날은 따뜻하지만 바

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

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따

뜻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Q캠프 관람 시 기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Q연습시간은?
캠프 중 쉬는 날도 
있나요?

시간은 각 팀의 홈페

이지 또는 캠프장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도 있으므로 사전에 

인터넷이나 관련 정보지에

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Q버스 전용차로로 
다니는 것도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버스전용차로는 아침

저녁의 통근 시간대에 

설치되는 교통 규제 시스템으

로 규제 시간대에 버스나 택시 

등 통행 가능한 차량 이외의 

일반 차량이 다니는 것은 위반

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

첫 캠프 
순회 

Q&A

?

?

※위 정보는 2012년 기준

최신 정보는 (재)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의 특설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프로야구 캠프   http://sports.okinawastory.jp/camp/
츄라지마 축구 캠프   http://www.churashima-soccer-camp.com/

오키나와에서는 프로 스포츠 캠프를 비롯해 농구나 핸드볼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개최됩니다. 

TV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이나 평소 좋아하던 선수와의 만남,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오키나와에서 즐기는 스포츠 관람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관광만으로는 왠지 아쉬운!?
오키나와에서는 ‘관람’도 즐겁습니다!

새해가 되면 오키나와 곳곳에서 프로 야구팀과 축

구팀들이 캠프를 엽니다. 2011년 오키나와 셀룰

러 스타디움 나하를 이용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우리나라 구단도 늘어나 

일본 10개 구단, 한국 5개 구단이 캠프를 개최하

였습니다. 또한, 시즌 초 준비기간(1~2월)에는 K

리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팀 등 상위 팀이 2011

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오키나와의 ‘츄라시마 축구 

캠프’에 집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키나와 

각 지역에서 평가 시합을 하며 전 경기 모두 무료

로 관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오키나와는 캠

프의 천국. 응원 분위기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팬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팀도 있습니다.

CAMP

야구+축구
캠프 정보!

일본 프로야구 1군 한국 프로야구

일본 프로야구 2군

프로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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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되어 팀을 응원한 응원단에게 주어지는 

‘베스터 부스터 상’을 수상한 응원단

오키나와에서는 프로 스포츠 캠프를 비롯해 농구나 핸드볼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개최됩니다. 

TV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이나 평소 좋아하던 선수와의 만남,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오키나와에서 즐기는 스포츠 관람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미군의 영향으로 농구가 인기인 오키나와. 

2006년, 오키나와 최초의 프로 농구팀, 류

큐 골든 킹스가 탄생하였습니다. 미군이 많

이 주둔하여 오래전부터 농구에 관심이 있

는 사람이 많았고 선수층도 두터워, 창단 2

년째의 시즌에 일본 bj 리그에서 우승하였습

니다. 또한,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에 열린 재팬시리즈 시즌 

에서 두 번째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홈 게

임은 나하시와 농구 열기가 높은 중부를 중

심으로 개최합니다. “농구의 재미를 알았으

면 좋겠다”는 킹스. 킹스의 달리는 농구는 꽤 

인기가 있습니다. 충실한 팬 서비스와 하프

타임 쇼 등 경기 이외에도 볼거리도 가득합

니다. 입장권은 인터넷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모든 초등학교에 핸드볼팀이 있을 

정도로 핸드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의 지원도 적극적이며, 어린이부터 어른까

지 핸드볼에 대한 애정이 넘칩니다. 오키나와

를 홈으로 하는 핸드볼팀 ‘류큐 코

라손’은 국내 톱 리그에서 활약하

는 지역 밀착형 팀으로 2006년에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시작하여 

창단 2008년부터 2009년 시즌 

일본 핸드볼 리그에 참가하였습

니다. 리그는 9월부터 3월 사이에 열리며 홈 경

기는 우라소에시의 시민 체육관 등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빠른 드리블과 점프, 힘 있는 슛. 

가끔은 격투기처럼 격렬한 플레이가 핸드볼의 

매력. 팬들의 응원도 뜨겁습니다. 입장권 구매

와 관전 정보는 류큐 코라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프로 축구팀이라고 하면 ‘FC 류

큐’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2004년에 결성

된 이 팀은 2006년에 오키나와 클럽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리그에 참가하였고, 2011년

에 전 일본 대표 가나하 가즈키(我那覇和樹)

선수를 영입함과 동시에 J리그 승격을 목표

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통 있는 류

큐 문화 계승과 뜨겁게 불타는 투쟁심을 나

타내는 진한 빨간색의 팀 컬러가 인상적입

니다. 홈 경기는 오키나와 현 종합 운동공원 

육상 경기장과 차탄쵸 차탄공원 육상 경기

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민요와 

방언을 포함한 오키나와 축구 특유의 응원

도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입장권은 FC 류큐 

오피셜 숍, 로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www.fcryukyu.com

▶http://www.ryukyu-corazon.com

▶http://www.okinawa-basketball.jp

류큐 코라손 [핸드 볼]

일본 최고의 플레이에 열광

류큐 골든 킹스 [바스켓 볼]

bj 리그 2011-12 시즌 챔피언 “류큐 골든 킹스”를 응원하자!

FC 류큐 [축구]

J리그 승격을 목표로!

BASKETBALL

HANDBALL

SOC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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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

※자료 기상청 평균 (나하시 1981 ~ 2010)

春
夏 秋

冬春

봄이 찾아오는 3월부터 따

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스

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반소매를 입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풀리

지만 밤에는 쌀쌀하기 때

문에 긴소매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양 스포츠, 비치 

스포츠의 계절! 6월 하순 장

마가 끝나면 뜨거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자외선 차

단용품을 준비하여 피부를 

보호합시다.

따뜻한 오키나와의 겨울은 

스포츠를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기온 차가 심하고 특히 

찬 바람이 부는 1~2월은 체

감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따뜻한 옷도 한 벌쯤은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한풀 

꺾이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오키나와 각지에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며 

10월까지는 해변에서 수영

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

에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키나와 관광정보 서비스

http://www.okinawastory.jp/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 검색 클릭

http://www.okinawastory.jp/search/
portal/theme_l:1/page:1

숙박시설정보

http://sports.okinawastory.jp
경기 시설 등 오키나와의 스포츠 관련 정보

오키나와의 계절별 독특한 기후를 확인하여 여행시기에 맞는 

복장과 소지품을 준비합시다.

오키나와 스포츠 캘린더 Okinawa Sports CalendarOkinawa Sports Calendar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의 계절별 독특한 기후를 확인하여 여행시기에 맞는 

복장과 소지품을 준비합시다.복장과 소지품을 준비합시다.

Okinawa Sports CalendarOkinawa Sports Calendar

서울(인천) ▶ 오키나와
아시아나 OZ172, OZ174

(매일 운항 소요시간 : 2시간 15분)

진에어 LJ203 

(매일 운항 소요시간 : 2시간 10분)

오키나와 ▶ 서울(인천)
아시아나 OZ171, OZ173 

(매일 운항 소요시간 : 2시간 20분)

진에어 LJ204

(매일 운항 소요시간 : 2시간 20분)

Access to Okinawa

한국 사무소 서울 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다동10) 한국관광공사 10층 

TEL 02-318-6330(한국어·일본어)  FAX 02-753-8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