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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걱정이 없는 다케토미지마에서 꽃가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 

「꽃가루 알레르기는 이제 그만!」 특별 프로그램 시행 
 

오키나와 다케토미지마에 있는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는 2020 년 2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의 기간에 

「꽃가루 알레르기는 이제 그만! 스테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삼나무와 노송나무가 없는 다케토미지마에서 

꽃가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재충전할 수 있는 2 박 3 일 프로그램이다. 매년 봄이 되면 경험하는 귀찮음을 

잊고 피크닉이나 양지에서의 낮잠, 아침 햇살과 별빛 아래에서의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삼나무와 노송나무가 없는 다케토미지마에서 꽃가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 
최근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에 시행된 도쿄도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실태 조사에서는 도민의 두 명 중 한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1 

한편, 다케토미지마에는 태풍을 견딜 수 없기에 키가 큰 삼나무와 노송나무가 없다. 도시에서 꽃가루를 

피하려고 착용하던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봄에 만끽할 수 없었던 피크닉과 심호흡을 

마음껏 즐기고 꽃가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재충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참고: 도쿄도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실태 조사 보고서(2016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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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로 꽃가루를 깔끔하게 떨구기 
＜민트와 자소의 허브 욕조＞ 

향기와 청량감이 있는 민트와 자소를 띄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온몸의 

꽃가루를 떨군다. 머리카락과 얼굴에 묻은 귀찮은 꽃가루를 씻어내고 

상쾌한 민트와 자소의 향기로 상쾌한 기분이 된다. 

 

 

＜허브 워터 만들기＞ 

시설 내의 밭에서 좋아하는 허브를 수확하여 허브 워터를 만든다. 상쾌하고 

달콤한 향기의 알피니아와 향이 강하지 않고 깔끔한 홀리 바질을 추천한다. 

완성한 허브 워터는 객실에 뿌리거나 침구와 의류에 뿌리거나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허브의 향기로 치유되고 꽃가루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피크닉이나 양지에서 편안히 지내는 한 때를 만끽하기 
상쾌한 아침에 섬의 서쪽 해변에서 「우리즌 피크닉」을 만끽한다. 봄의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면서 섬 두부의 베이글과 자색고구마 감자 샐러드를 

담은 바게트, 제철 과일을 즐길 수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겨울이 끝나고 점점 따뜻해지는 춘분부터 장마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기를 「우리즌」이라고 한다. 기온이 약 20~25도이고 

강우량도 적기에 일 년 중 가장 생활하기 편한 시기이다. 객실 정원에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해먹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산들바람이 부는 평온한 

날씨에 원하는 만큼 독서와 낮잠을 즐기며 느긋하게 편히 쉴 수 있다. 

 

 

아침 햇살과 별빛 아래에서의 심호흡과 스트레칭 
꽃가루가 있는 환경에서는 좀처럼 할 수 없었던 심호흡을 다케토미지마의 

맑은 공기 속에서 스트레칭과 함께 마음껏 한다.  

아침에는 시설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AIYARU 해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하는 「욘나*2 심호흡」, 몸이 확실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밤에는 수영장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칭하는 「틴누*3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정리하여 편안한 수면으로 

이끈다.  
*2 오키나와의 방언으로 「천천히」 
*3 오키나와의 방언으로 「하늘의」 

 

 

욘나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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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몸을 준비한다 
체류하는 동안 받는 스파 트리트먼트 「알피니아의 잠」은 알피니아 아로마 

오일로 하는 전신과 얼굴, 머리의 트리트먼트이다. 몸을 천천히 풀어주면서 

긴장을 완화하여 휴식으로 이끈다. 건조해지기 쉬운 봄철, 알피니아와 

콜라겐 마스크를 통해 얼굴 피부를 윤기로 채운다. 

객실에 준비되는 것은 민감한 피부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의용품이다. 꽃가루의 영향으로 손상된 머리카락이나 민감한 피부를 헤어 

오일이나 로션으로 촉촉하게 진정시킨다. 

 

 

체류 일정 예 
 

 

 

 

 

 
 

 

 

 

 

 

「꽃가루 알레르기 이제 그만! 스테이」 개요 
■기간: 2020년 2월 1일~5월 31일(제외일: 골든 위크) 

■요금: 1인 50,000엔(세금·서비스료·숙박료 별도) 

■포함 서비스: 우리즌 피크닉, 민트와 자소의 허브 목욕과 스파 트리트먼트 1회, 

       허브 워터 만들기, 해먹 의자 모의, 다이닝 저녁 식사 1회, 편의용품 

■정원: 1일 1조(1조 2명까지) 

■예약: 공식 사이트(https://hoshinoya.com/taketomijima/)에서 14 일 전까지 예약 

 

 ＜1일째＞ 

15:00 체크인 

16:00 허브 워터 만들기 

19:00 저녁 식사 다이닝에서 

21:00 허브 목욕 

＜2일째＞ 

6:15    욘나 심호흡 

9:00    우리즌 피크닉 

13:00   점심 식사(별도 요금) 

16:00   해먹 의자에서 느긋하게 쉬기 

19:00   저녁 식사(별도 요금) 

21:15   틴누 심호흡 

＜3일째＞ 

6:00   욘나 심호흡 

8:00   아침 식사(별도 요금) 

9:00   스파 트리트먼트 

12:30  체크아웃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at: 
E-mail: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