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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의 타나두이제 시즌 오리지널 프로그램 
(오키나와현 다케토미지마) 

 

오키나와현 다케토미지마에 위치한 리조트 호텔인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에서는 2019 년 10 월 1 일부터 

23 일까지, 타나두이제 시즌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케토미지마는 매우 독특한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섬으로 타나두이제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호텔에서는 손님들이 머무시는 

동안 오랜 세월 섬에서 전승된 문화와 예술, 전통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케토미 섬의 타나두이제란? 

다케토미 섬의 타나두이제는 600 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중요 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음력 아홉번째 달에 정해진 이틀날을 주변으로, 섬 주민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신령들에게 

기원을 드리는 80 가지 이상의 정통 공연을 펼칩니다. 다케토미지마에는 “함께 일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으며, 이 말은 곧 섬 주민들의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섬을 떠난 사람들도 

타나두이제 기간이 되면 돌아와서 축제에 참여하며, 섬 전체가 축제의 열기에 휩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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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두이제 일정 

날짜 (2019 년) 이벤트 설명 

1 일째 (10 월 14 일) 투룻키(속박) 공연 연습, 출연진 확정 

2 일 – 4 일째 (10 월 15 – 17 일) 축제 준비 공연 연습, 음식 준비 

5 일째 (10 월 18 일) 제사/무대 설치 제사장 주관 제사, 무대 설치 

6 일째 (10 월 19 일) 은가소지(노력) 리야치카미를 위한 의식, 공연 준비 

7 일째(10 월 20 일) 공연일: 1 일차 하자마 마을 공연, 유쿠이 

8 일째(10 월 21 일) 공연일: 2 일차 나카스지 마을 공연 

9 일째(10 월 22 일) 정산 정리 및 정산 

10 일째(10 월 23 일) 무눈(주의) 몸과 마음을 쉬는 날 

 

 

타나두이제와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는 다케토미지마에 뿌리를 내리고 공존하는 문화체험 리조트로, 본 호텔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 년 설립 이래 섬 주민 후원 기관으로 등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나두이제 기간 동안,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에서는 타나두이제의 경험을 

더욱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투어 운영을 통해 공연을 관람하며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다케토미지마의 관광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섬의 중심산업인 농업은 쇠퇴하여, 타나두이제의 필수적인 

재료인 조의 생산이 한동안 중단될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본 호텔에서는 조의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2017 년,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의 자체 밭에 조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자란 조는 2018 년 첫 수확을 

거두어 축제에 제공되었으며, 수확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투어 

이틀이 넘는 기간 동안, 80 여종의 신령들을 위한 공연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며,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에서는 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투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님 분들은 이 섬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아갈, 섬 주민들의 정과 유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타나두이제를 잘 아는 직원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며, 공연과 축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 드립니다. 

 

■ 날짜: 2019 년 10 월 21 – 22 일 

■ 비용: ¥4,500 (세금/서비스 요금 제외) *점심식사 포함 

■ 시간: 첫번째 그룹은 8:15 am, 두번째 그룹은 8:30 am 

■ 장소: 유무치온      

■ 정원: 16 명       

■ 예약: 전날 밤 9 시 이전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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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쿠이 체험 투어 

유쿠이는 마을을 집집마다 돌며 풍성한 수확을 노래로 빌어주는 행사로, 

손님들도 섬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공연 

첫째날 밤, 참여자들은 마을을 방문해서, 소금과 아와모리(토속주)와 함께 

핀다코라고 불리는 마늘과 문어를 섞은 음식을 받습니다. 이 투어를 통해 

참여자들은 미리 유쿠이 노래를 배우게 되므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 날짜: 2019 년 10 월 21 일 

■ 비용: ¥2,000 (세금/서비스 요금 제외) 

■ 시간: 5 pm 에 집결 

■ 장소: 동편 마을             

■ 정원: 16 명        

■ 예약: 전날 밤 9 시 전까지 예약 필수 

 

 

테둔바나시(다케토미 이야기) 

직원이 다케토미지마와 타나두이제의 사진을 사용해서 섬과 타나두이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손님들은 타나두이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비용: 무료 

■ 시간: 8:15 pm – 8:45 pm 

■ 장소: 윤타쿠 라운지 

 

 

타나두이제 아침식사 

타나두이제의 주요 상품인 조가 풍부히 들어간, 기간 한정 아침식사입니다. 

타나두이제와 관련된 다양한 반찬이 들어갔으며, 대대손손 손님들의 복을 

빌어줄 오곡과 각종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본 식사에는 조가 

들어간 잡곡밥인 고코쿠마이, 조와 된장로 만든 안단스(아부라 된장), 

그리고 조가 들어간 빵으로 만든 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비용: ¥3,500 (세금/서비스 요금 제외) 

■ 시간: 7:00 am – 10:30 am 

■ 장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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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단고와 이브닝 드링크 

유쿠이 기간 동안 집집마다 해먹는 핀단고는 잘라서 각 집마다 다른 

양념을 넣어서 먹습니다.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에서는 3 인의 핀단고 

명인이 계셔서, 각 집에서 전수되어 내려온 비법으로 핀단고를 만듭니다. 

오직 다케토미지마의 가정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핀단고와 아와모리를 

객실에서 즐겨보십시오. 

■ 비용: ¥1,250 (세금/서비스 요금 제외) 

■ 시간: 5:20 pm – 8:20 pm 

■ 장소: 객실 

 

다나두이제 산책 

본 가이드 산책 프로그램에서는 손님들은 타나두이제를 가까이에서 

즐기며, 리조트에서 자라는 조와 마늘밭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케토미지마의 농업은 관광업에 가려서 쇠퇴한 상태로, 조를 키우는 

가정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호시노야 다케토미는 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농부들의 조언에 따라 리조트 내에서 전통 방식으로 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비용: 무료 

■ 시간: 9:15 am – 9:45 am 

■ 장소: 윤타쿠 라운지에서 집결 

 

아일랜드 모멘트 – 리야치 

아일랜드 모멘트는 편안하게 오키나와산 간식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타나두이제가 열리는 동안, 호텔에서는 섬의 전통 음식인 리야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리야치는 찰밥, 조, 그리고 팥으로 만든 간식으로, 축제 기간 동안 

즐겨먹습니다. 부드러운 맛의 모찌와 비슷한 맛입니다. 

■ 비용: 무료 

■ 시간: 2:00 pm – 4:00 pm 

■ 장소: 윤타쿠 라운지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 

주소 :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다케토미쵸 다케토미 

오시는 길 : 이시가키 항구에서 페리로 약 10분. 다케토미 항구로 픽업 서비스 실시 중 

전화번호 : +81-50-3786-1144        객실 수 : 48실       체크인 : 15시, 체크아웃 : 낮 12시 

요금 : 1실 1박 51,600엔부터(부가세, 봉사료 별도, 식사요금 별도) ＊2박 이상 예약만 받고 있습니다. 

URL：https://hoshinoya.com/taketomiji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