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오키나와현 다케토미지마) 

밤하늘 은하수 아래 둘만의 시간  

‘별 내리는 밤의 팅가라 피크닉’ 시행 
기간: 2020 년 6 월 8 일~26 일, 7 월 8 일~25 일, 8 월 17 일~23 일 

 

 
오키나와현 다케토미지마에 있는 체류형 리조트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가 2020년 6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달빛이 적은 날, 해변에 설치된 소파에 드러누워 은하수를 감상하는 ‘별 내리는 밤의 팅가라*1 

피크닉’을 개최한다. ‘이시가키지마 주라보시(아름다운 별) 마이스터’인 호시노야 다키토미지마의 직원이 

밤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해변에 설치된 소파로 안내하여 은하수를 모티브로 한 채소 플레이트와 

스파클링 와인을 제공한다. 둘만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서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여름의 은하수를 만끽할 수 

있는 피크닉이다. 
＊1 오키나와 방언으로 ‘은하수’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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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다케토미지마가 포함된 야에야마 지역은 2018년 3월 ‘국제 다크 스카이 협회’*2가 인증한 일본 최초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 보호구역’*3이다. 이는 야에야마 지역에서 어두운 환경과 아름다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야에야마 지역은 도쿄와 비교하여 위도가 낮고,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84개의 별자리가 보이는 천혜의 

지역이다.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드는 일이 많아 맑은 날이 많은 여름은 일 년 중 별이 뜬 밤하늘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계절로 알려져 있다.*4 더욱이 다케토미지마는 시야를 가리는 높은 건물 등이 없기 때문에, 

넓은 하늘에서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다. 불필요한 불빛이 없는 다케토미지마의 밤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여름의 특별한 한때를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액티비티를 개발하였다.  

 
＊2 1988년 설립되어 광해(光害)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PO 단체. 
＊3 국제 다크 스카이 협회가 2001년에 시작한 ‘다크 스카이 플레이스 프로그램’(일본명: 별이 총총한 밤하늘 보호구 인증 

제도)에서 인증하는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다크 스카이 플레이스의 인증지를 총칭한 명칭.  

참고: 국제 다크스카이 협회 웹사이트 http://www.darksky.org/ 
＊4 참고: 국립천문대 웹사이트 https://www.nao.ac.jp/gallery/weekly/2016/20160802-ishigakijima.html 

 

 

 

특징 1 조용한 해변에 설치된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은하수 감상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의 부지에서 걸어서 약 5 분 거리에 있는 

‘AIYARU 해변’에서 은하수를 감상한다. 촌락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한 

AIYARU 해변은 밤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피크닉이 개최되는 날에는 

달빛이 적어서, 한층 더 반짝이는 별빛을 볼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설치된 소파에 둘이 함께 드러누워, 다케토미지마의 밤하늘에 

흐르는 환상적인 은하수를 감상한다. 

 

 

 

특징 2 은하수를 이미지하여 만든 어른의 피크닉 

예전부터 다케토미지마에서 사랑받아 온 시마 염교와 푸른 파파야, 자색 

고구마 등의 채소를 시마 두부로 만든 크림과 밤 된장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선명한 색의 스파클링 와인을 한 손에 들고, 은하수를 이미지하여 

만든 채소 플레이트를 맛보며 별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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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 ‘이시가키지마 주라보시 마이스터’의 별 이야기 

이시가키시 관광교류협회 공인 ‘이시가키지마 주라보시 마이스터’는 

어두운 환경과 아름다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지켜지고 있는 야에야마 

지역의 매력에 대해 안내하는 가이드이다. 주라보시 마이스터인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의 직원이 해변을 걸으며, 섬에서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다케토미지마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대해 

이야기한다. 

 

 

 

‘별 내리는 밤의 팅가라 피크닉’ 개요 

■기간  : 2020 년 6 월 8 일~26 일, 7 월 8 일~25 일, 8 월 17 일~23 일 

■시간  : 20:00~21:30 *월몰 시간에 맞춰 전후 가능성 있음  

■요금  : 1 팀 30,000 엔(세금·서비스 요금·숙박 요금 별도) 

■포함되는 것 : AIYARU 해변에서의 은하수 감상, 채소 플레이트, 스파클링 와인, 별 이야기 

■정원  : 1 팀(2 명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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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기상 상황 및 식재료 입고 상황에 따라 상세 사항 변경 가능성 있음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p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