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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 (오키나와현 다케토미지마) 

맛과 멋을 한번에 잡을 겨울 한정 디너 콘셉트 ‘섬 떼루아’ 
 

오키나와 다케토미지마에 위치한 체류형 리조트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에서는 겨울 한정으로 ‘섬 떼루아’를 

콘셉트로 하는 디너 코스를 제공한다. 올해로 제공 2 년째가 되는 이 코스에서는 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어 온 채소나 누치구사 약초(命草) 등, 올 겨울 제철을 맞는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가 

제공된다. 

 

겨울 한정 디너 코스의 콘셉트 ‘섬 떼루아’ 

섬 떼루아는 2018 년 겨울 탄생했다. 떼루아(Terroir)란, 프랑스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와인이나 커피, 차 등의 

농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날씨와 토양, 토지, 지형, 역사, 사람 등의 자연환경을 가리킨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합쳐져서 떼루아로 존재하며 생산물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다케토미지마는 산호초가 융기해서 생긴 둘레 약 9km 의 작은 섬이다. 이곳에는 다케토미지마 특유의 떼루아가 

있으며, 연평균 기온 24 도의 온화한 기후에서 자라는 섬의 식재료는 혼슈(일본 본토)와는 다른 사이클로 제철을 

맞이한다.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는 이 특징적인 떼루아에서 자라난 식재료가 제철을 맞는 겨울에, 섬의 하늘・

땅・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식을 제공한다. 

*참고 문헌: 떼루아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 –뷔뉴롱이 이야기하는 와인에 대한 사랑 作品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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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토미지마의 떼루아 

1 날씨 

연평균 기온 24 도, 여름 평균 기온 30~31 도 전후,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18 도로 일 년의 기온 변화가 작으며 

연중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는 다케토미지마. 밭에서는 

햇빛을 듬뿍 받은 누치구사 약초와 고구마가 자라난다. 

또한, 참새우가 자라는 데는 이 곳의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단맛이 강한 

새우가 잡히는 이유도 그것이다. 

 

2 토지 

다케토미지마의 가장 큰 특징은 산호초가 융기해서 생긴 

섬이라는 것이다. 산이나 강이 없는 다케토미지마에서는 

귀중한 흙을 사용하여 농업을 꾸려 왔는데, 이곳 사람들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고 누치구사 약초로 건강을 유지해 

왔다. 한편, 섬 주변 바다는 토사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에메랄드그린 색깔을 띤다. 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큰실말과 파래, 문어 등은 지금도 섬의 식탁에 오르는 

바다가 주는 자연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3 생활 

산호 돌담에 붉은 기와로 된 지붕, 흰 모래길 등 오키나와의 

원풍경이 남아 있는 섬 다케토미지마에는 세 개의 마을이 

있으며 약 350 명이 살고 있다. 약 600 년의 전통을 지닌 

타나두이제와 같은 독특한 문화도 많이 남아 있는 섬. 그 

배경에는, ‘모두 함께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뛰어나고 

영리한 것’이라는 의미의 우츠구미 정신(うつぐみの精神)과 

섬의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지키는 정신을 강조하는 

다케토미지마 헌장이 있다. 섬의 전통과 자연을 지키는 

도민들의 강한 신념이 대대로 뿌리내리고 그 신념을 통해 

다케토미지마의 떼루아가 지켜지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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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떼루아의 메뉴 
해질녘 바람을 느끼면서 아페리티프를 즐기는 섬바람 아페로를 시작으로 총 9 가지 요리가 제공된다. 

*메뉴는 식재료 매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는 섬바람 아페로 
디너 코스는 식당 안쪽에 있는 바람의 테라스에서 즐기는 섬바람 

아페로로 시작된다. 산호초가 융기해서 생긴 다케토미지마는 평평한 

지형에 높은 건물도 적어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에 

초목이 흔들리는 소리나 벌레의 울음소리, 노을에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로 변해가는 하늘의 경치 등, 다케토미지마의 자연을 체감하며 

아페리티프를 즐길 수 있다. 

 

주목할 2 가지 요리 
아카네 고구마의 3 가지 조리법 

은은하게 달콤한 주황색 고구마를 로스트(구이), 프릿(튀김), 

바푀르(찜)의 3 가지 조리법으로 마음껏 맛보는 일품요리. 로스트는 

응축된 달콤함과 향을, 프릿은 고소함과 식감을, 바푀르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달콤함을 즐길 수 있다. 

 

누치구사 베아르네즈 소스를 곁들인 소고기 등심 

다케토미지마의 대표적인 누치구사 약초인 장명초(長命草)와 쑥을 

반죽한 빵에 소고기 등심을 싸서 천천히 저온에서 구워낸다. 불기운이 

닿는 동안 고기에 전해지는 누치구사 약초의 풍부한 향이 특징이다. 

빵을 통해 천천히 열을 가함으로써 고기는 촉촉하고 부드럽게 

완성된다. 

  

Aperitif 오키나와 해초 비스킷, 새우와 파르메산 치즈의 튀일(Tuile), 

 지마미 땅콩 두부, 원추리와 삼겹살 소금 절임의 테트 드 프로마쥬 중 2 가지 

Amuse 꽃게와 섬 두부 쿠프 

Entrée 누치구사 약초 소스를 곁들인 참새우 산호 구이 

2eme 오징어 먹물 리조또와 함께하는 푸아그라와 쿠부시미의 포와레 

3eme 아카네 고구마의 3가지 조리법 

Soup Poisson 당근 크림을 곁들인 참새우 포와레와 그 비스크 

Viande 누치구사 약초 베아르네즈 소스를 곁들인 빵으로 싸서 구운 소고기 등심 

Avant dessert 아카네 고구마 타르트 

Dessert 아와모리 소주의 향이 감도는 망고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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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떼루아 디너 코스 개요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10 일 (제외일: 2020 년 1 월 19 일~24 일) 

요금: 12,000 엔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예약: 공식 사이트(https://hoshinoya.com/taketomijima/)에서 저녁 식사 포함 숙박 플랜 예약 

장소: 다이닝 

시간: 17:30~20:00 

대상: 숙박자 한정 

비고: 메뉴와 식재료의 산지는 매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