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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이리오모테 호텔」 

오키나와현 이리오모테 섬에 2019 년 10 월 1 일 오픈 

콘셉트는 「이리오모테 살쾡이가 사는 섬의 정글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는 2019 년 10 월 1 일에 「호시노 리조트 이리오모테 호텔」을 오키나와현 이리오모테 섬에 

오픈한다. 호텔은 야에야마 제도에서 이 회사가 운영하는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에 이어 두 번째가 되는 

시설이다. 콘셉트는 「이리오모테 살쾡이가 사는 섬의 정글 리조트」. 전체 138 개의 객실을 갖춘 이리오모테 섬 

최대 규모의 리조트 호텔이다. 이리오모테 섬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이나 희귀한 생태계, 섬의 

문화를 체험하는 투어 등을 통해 이리오모테 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투숙을 제공한다. 

해변에 인접한 이리오모테 호텔 외관         
 

이리오모테 살쾡이가 사는 기적의 섬 「이리오모테 섬」 
호텔이 자리 잡은 이리오모테 섬은 일본 최남서단에 있는 야에야마 제도의 하나이다. 산호초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90%가 정글로 뒤덮인 아열대 섬에서 특별천연기념물인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비롯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기에 「일본의 마지막 비경」이라고도 불린다. 면적은 오키나와 현 내에서는 오키나와 본섬에 이어 

두 번째의 크기이고 물이 풍부하기에 낙도이면서도 하천과 폭포에서의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하천에는 

맹그로브가 군생하고 있어 남국 정서가 느껴지는 경치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맹그로브 7 종이 모두 

자라고 있는 것은 이리오모테 섬뿐이다. 또한, 이리오모테 섬을 포함한 지역에서는 2020 년에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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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쿠이리오모테 보트 스노클링                해질 무렵 SLOW SUP                     다이내믹 어드벤쳐 「나라 폭포」 
 

<특징> 
1 이리오모테 살쾡이에 관해 배우는 「살쾡이 학교」 

매일 밤 로비에서 개최되는 숙박자 한정 프로그램으로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비롯한 희귀 생물에 관해 배울 수 있다. 

호텔의 액티비티 가이드가 이리오모테 섬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에 관해 영상을 섞어 가며 강의한다. 

 

 

 

 

2 소중히 간직해 둔 절경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정글 

Kichi」 

이리오모테 섬은 정글로 뒤덮이고 산호초로 둘러싸인 절경의 

보고이다. 아직 아무도 발을 들여 놓지 않은 듯한 오지와 

이름도 없을 듯한 비경,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하려고 해도 지명도 

모르기에 이동할 수 있는 정보를 좀처럼 얻을 수 없다.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당 호텔 부지의 정글 구역 내에 비밀 

장소 「정글 Kichi(정글 기지)」가 있다. 

 
정글 Kichi 의 심볼은 이리오모테 섬의 보물인 절경이 실린, 

말하자면 보물지도. 지도 곳곳에 QR 코드가 있기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그 장소에서 찍힌 절경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QR 코드가 있는 장소는 이리오모테 섬을 

구석구석 잘 아는 액티비티 가이드와 여행자가 SNS 에 올린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비경. 정글 Kichi 는 지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획하거나, 

지도에서 발견한 절경을 찾으러 가는 작전을 짜는 등, 

두근거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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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리오모테 섬을 느낄 수 있는 심오함이 느껴지는 식재료를 와일드하게 즐길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호텔에서는 「이리오모테 섬 특유의 와일드한 음식 체험」을 주제로 저녁 식사, 아침 식사를 뷔페 스타일로 

제공한다. 이리오모테 섬에서는 가마이(멧돼지), 히쟈(염소), 가자미(꽃게)로 불리는 심오함이 느껴지는 식재료가 

사랑받고 있다. 뷔페에서는 「가마이 흑설탕 스키야키」, 「히쟈 빠에야」, 「섬 허브의 향이 있는 해물 구이」 등, 

이리오모테 섬에 온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심오함이 느껴지는 식재료를 친숙한 요리로 제공한다. 

 

 

 

 

 

이리오모테 호텔의 로고에 관해  

이리오모테 섬을 대표하는 호텔이 되고자 소망을 담아 이리오모테 섬을 상징하는 존재인 이리오모테 살쾡이를 

모티브로 하였다. 이리오모테 살쾡이가 가진 귀여움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기품과 이리오모테 

섬사람들이 이리오모테 살쾡이에 대해 갖는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와일드함과 귀여움을 겸비한 씩씩한 

표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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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요 
시설명: 호시노 리조트 이리오모테 호텔 

소재지: 〒907-1541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다케토미초 우에하라 2-2 

층수·연면적: 지상 4 층·8,881 제곱미터 

객실: 138 실(슈페리어 트윈 132 실, 디럭스 트윈 6 실) 

부대 시설: 레스토랑, 야외 수영장, Kichi, 스파, 상점, 코인 세탁실, 샤워룸 

교통편: 이시가키항 리토 터미널에서 이리오모테 섬 우에하라항으로 가는 페리로 45 분, 우에하라항에서 

자동차로 10 분 

URL: https://iriomotehotel.com/en/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