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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Banta Café 

2020 년 5 월 20 일 오픈 
 

2020 년 5 월 20 일, 오키나와현 요미탄촌에 압도적인 절경과 스케일을 자랑하는 바다 카페 ‘호시노 리조트 

Banta Cafe’가 오픈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자연 해안이 

만들어낸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타입의 자리를 설치하였다. 바다와 거리가 가까운 테라스 자리, 뒹굴뒹굴하면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소파 자리 등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하여, 망고와 하이비스커스 등 오키나와다운 

식자재로 만든 선명한 색의 음료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절벽에 세워진 ‘Banta Cafe’ 

Banta Cafe 는 오키나와 중부 지역의 서쪽에 자리한 요미탄손의 

서해안에 세워졌다. 나하 공항에서는 차를 타고 1 시간 거리이다.  

오키나와 방언으로 반타는 절벽이라는 뜻이 있으며, 어군을 발견하기 

위해 오르는 절벽이나 커다란 바위를 이유미반타(물고기를 바라보는 

절벽)라고 부른다. 바다에 면한 이유미반타 위에 카페가 세워졌기 

때문에 Banta Cafe 라는 이름을 지었다. 조금 높직한 언덕 위에서는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드는 현장감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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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해안에 남아 있는 이유미반타를 활용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바다 

카페이다. 

 

Banta Cafe 의 매력 

 

1. 바위에 둘러싸인 비일상적인 공간과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 

Banta Cafe 는 커다란 바위에 둘러싸인 후미의 중앙에 세워져 

있다. 후미를 따라 건물을 지어서 바깥세상과 차단된 비일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정면에는 많은 산호가 자라나는 풍성한 

바다와 푸른 하늘이 펼쳐진다. 저녁 무렵이 되어 눈앞의 바다에 

해가 떨어지는 드라마틱한 경치는 꼭 볼 만한 가치가 있다. 

 

2. 이곳을 찾을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지낼 수 있는, 개성 풍부한 4 종류의 자리 

기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낼 수 있도록, Banta Cafe 에는 개성 풍부한 4 종류의 자리를 준비해 두었다. 절벽 

위에 세워진 건물 중앙에는 바다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반 야외 플로어 자리를 설치했다. 바다 쪽으로 돌출된 

스테이지 위에 있는 듯한 부유감을 느낄 수 있으며, 눈앞에 펼쳐진 수평선과 커다란 바위가 이곳저곳 자리하는 

장대한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실내에 설치된 소파 자리이다. 뒹굴뒹굴하면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창을 따라 커다란 플랫 소파를 늘어놓았다. 야외에는 바다와 거리가 가깝고 탁 트인 느낌이 나는 

‘Seaside Terrace’와 커다란 바위와 식물에 둘러싸여 프라이빗한 느낌이 매력인 ‘Rocky Terrace’ 등 두 종류의 

테라스 자리가 이곳저곳 자리하고 있다. 

 

3. 오키나와가 느껴지는 선명한 색의 카페 메뉴 

카페메뉴에는 오키나와의 경치와 잘 어울리는 선명한 색의 음료와 음식들이 갖춰져 있다. 폭신폭신한 거품과 

컬러풀한 물방울무늬가 특징인 ‘부쿠부쿠 줄레 소다’는 오키나와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부쿠부쿠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음료이다. 소다 안에 떠 있는 물방울에는 망고나 하이비스커스로 만든 줄레(젤리의 

불어식 발음)가 들어 있어서, 맛에서부터 남국(南国)스러움이 느껴진다. 그 밖에도 고야가 악센트를 주는 피자 

토스트와 갓 만든 포크 달걀 주먹밥 등 가벼운 식사 거리도 있다.  

 

부쿠부쿠 줄레 소다      피자 토스트    포크 달걀 주먹밥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 건축 계획 

오키나와에 왔을 때 꼭 들러 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 Banta Cafe 는 언제나 요미탄의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이 맞이해 주는 공간이다. 커다란 지붕으로 풍경을 잘라내어 지형과 잘 어울리게 양 사이드의 날개가 뻗어 

나와서 바다에 다가간다. 바닷바람이 지붕 아래를 불어 지나가며 색이 변해가는 풍경, 예를 들면 바다에 

가라앉는 석양을 바라보며,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 환경 설계 

커다란 바위에 둘러싸인 후미의 중앙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듯 자리한 카페이다. 눈 아래로 펼쳐진 사면에 

우거진 녹음과 파도가 도려낸 바위들 사이에 자리한 신기한 공간, 하얀 모래사장, 에메랄드그린 색 암초, 그리고 

푸른 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주변과는 반쯤 닫힌, 이곳만의 세상을 만들어 낸다. Seaside 

Terrace 와 Rocky Terrace 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거처로 삼기 위해, 녹음과 바위 속에 묻혀 있는 듯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전체를 돌아보며 즐길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각의 특징을 살려 대자연의 

한가운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시설 개요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Banta Cafe 

소재지  :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기마 560  

대상   : 당일치기 이용 가능 

자리 수   : 약 170 석 

오픈일  : 2020 년 5 월 20 일 

교통   : 나하공항에서 차로 약 1 시간 

URL      : https://banta-cafe.com/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at: 

E-mail:global@hoshinoresort.com 

 

https://banta-caf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