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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O CITY PAPER미래를 연결하는、만드는 정보 매거진
topicks1
음무신사를 조사하다
엉덩이 꼬집기 축제를 쫓아라!

topicks２
이토인 제2탄에 special!
일거 2페이지에서 소개!

other's
칠복신을 만날 수 있는 거리! 시리즈 시작!
이번 달의 이토음식!「전갱이의 맛！！」

-relation-ship-magazine-for-you.-

R-ship

임의단체R-ship및、R-ship CREW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H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ship.org
I TO B I TO「이토인」출연자 모집중! 흥미가 있는 분은
아래의 매일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의견, 소감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ship@outlook.jp

special topicks
-ItoBitoof the month
Sota Yamaguchi & Kazuya Yamaguchi

옛날부터 있었던 찻집들을
지도 5,6페이지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한번 가 보지 않겠습니까?

광고게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항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의 메일주소나 아래의 메일주소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TO CITY PAPER - 발행・기획・편집
임의단체R-ship 도쿄시 에도가와구 니시카사이 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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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이라고생각)이었던 이토인 제2탄! 이번에는'야마구치 부자'를취재!
SNS에서 우리는 이토인을 모집했는데 "이토 활성화를 위해 협조 하게 해주세요!"라고 눈물이 나올 법
한 메시지를 준 것이 이번 야마구치 부자의 아버지 '야마구치 노부히사 "씨였습니다. 그 호의적인 말씀
에 우리는 출연을 의뢰 하였고, 흔쾌히 휴일날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역은
야마구치 소우타군(형)과 야마구치 카즈야군(동생). 부모님 두분 다 이토에서 태어나 이토에서 성장한
순수 이토인. 게다가 8살과 3살의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미래의 이토에 없어서는 안될 존
재로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의 별입니다. 취재 당일 소우타군은 처음에 긴장했지만, 노부히사씨가 말하
길 "내숭 떨고 있어요. 사실은 좀 더 개구쟁이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가 좋아?"라는 질
문에 "응!"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취재 후 수족관에 갈 예정이라며, "이토 어린이 패스 '라는
멋진 카드를 자신 만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choi-memo다리 위에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장식을 보고 사랑이 성취 되는지 안되는지
닥히 들어본 적은 없지만、분명・・・

E
미
이
P
래
토
I
에
의
S
O
빛
별
D
나
！
E
는
2

십
이
일
토
월
인
의
ITO B ITO
IN NOVEMBER

그 카드는「동해 버스」「이즈 급행」이 100엔. 「이즈 선인장 동물공원」「이즈 그란팔 공원」
「이즈 사계절의 꽃공원」이 100 엔으로 입장 할 수 있는 꿈의 카드. 왜 성인은 없나요?^^
옛날 그란팔 공원에서 트럼플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성인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러 갔을텐
데...라고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카즈야군은 소우타군이 이야기하는 동안 노리히사씨에게 응석부리거나 달리거나, 웃거나 했습니
다. 기차를 특히 좋아해서 특급기차(어린이 히어로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현재 방영중은 아니지만
지금은 AZONTV시대 ! 예전 프로그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겨 본다고 합니다. 챠긴톤도 좋아하는
카즈야군!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토마스가 아닌 것을 보면 분명 장래에는 멋쟁이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견해와 편견입니다만.
소우타군이 좋아하는 미니언즈의 파우치에서 포켓몬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었다던 카즈야군. 그 카드를 여러장 뺏어서 도주.
"어이"라며 소우타군이 화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경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소우타군의 주머니에 자신보다 제대로 잘하고, 8살 소년을 본받고있는 자신이 있었
습니다.
그 후 바다로 촬영하러 이동. 이동 중 함께 온 여기자(한국인)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소우
타군. 한국의 위치는 모르지만 김치는 안다고 했습니다. 최근 엄마가 김치를 먹였다던가.
외국인을 앞에 두고도 겁없이 손을 잡는 소우타군은 분명 글로벌한 아이가 되는게 아닐까
요? 매우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카즈야군. 노부히사씨가 목마를 태워, 힘껏 미소지으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일기예
보에서는 주말은 비라고 했지만, 뒷쪽 풍경에는 이토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마치 카
즈야 군덕분에 날씨가 좋아진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좋은 날씨였습니다.

바다에 도착해서 사온 장난감으로 열심히 놀고있는 두 사람. 도중에 앗? ? 카
즈야군에게 이변이...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상황에 위화감
이 있었는지 조금 투덜 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우타군이 카즈야군의 미소를 되
찾기 위해 열심히 해주었고, 그 마음의 따뜻함은 우리에게 위안을 제공해주었
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형제가 이런 좋은 아이로 성장하고있는 야마구치
가족에게 감동조차 기억해 버렸습니다.
아직 미래의 꿈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소우타군과 카즈야군. 지금은 뭐든지 관
심을 가지고 열심히하면 된다고 말하는 엄마. 언젠가 그 꿈이 결정되면 다시 한
번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만들어라! 이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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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여름에 걷기에는 더위를 한층 더 느끼게 되는 거리 일지도 모릅니다. "걷
다"라는 한자는 "조금 멈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런 말에 딱 좋은 거리감일지도 모릅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골목을 돌면 작은 경내가 나타납니다.수령이 1000년이나 되는 탭나무와 우거진
녹색인 그곳만큼 시원한 바람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바로 음무(音無) 같은 공기가 흐릅니다. 음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 신사에 매우 연고가 있는 인물‘미나모토노요리토모’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옛날
이 땅에서 요리토모가 “여울 소리가 시끄럽다! "하고 화를 냈더니 이상하게도 소리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소리가 나지 않는 여울」「얌전한숲」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전해져 오
는 식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를 의심할 필요도 없이 적어도 이 신사
가 ‘음무신사’라는 이름이라는 것이 진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애초에 ‘미나모토노요리토모’와 음무신
사의 연결고리에는, 요리토모와 ‘야에히메’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결코 축복받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
도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오우세(데이트)를 거듭한 곳이 당시의 ‘소리 없는 숲’이었습니다. 들키고 싶
지 않았습니다.

here!!

What is

SILENT SHRINE
음무신사란 무엇일까?

-choi-memoSILENT・・・무음
SHRINE・・・신사
※참고로 절은 TEMPLE

면 여울 소리가 시끄럽다 화내지 않았으면..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
지 말라고 요리토모가 화를 냈다면 야에히메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치즈루마루라는 아이도 탄생합니다.하지만 두 사람
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야에히메의 아버지에게 치즈루마루는 살해당하고 두 사람도 헤어
지게 됩니다.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던 것이 앞서 언급한 탭나무. 탭나무는 두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작은 신사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이 나무는 이토
시의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느끼면서 탭나무를 보러 가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요리토모가 야에히메와 만날 날을 기다린 하루카미의 숲(현재 히구라시하치만신사), 음
무의 숲과 그곳을 이어받은 오카하시, 그곳을 따라가는 것도 통할지도 모릅니다.
음무신사는 순산・육아・결혼
그런 음무신사, 무슨 공덕이 있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산
에 공덕이 있다는 도요타마 공주 라는

Punch a hole in the HISYAKU! !

신이 모셔져 있고 많은 참배객이 계십니다. 신무천황의 할머니,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 공주는 해신으로서 하는 일부터 해상 안전에 대한 기원도
할 수 있습니다.저도 많은 나이이기에 바다에 들어가 발에 쥐가 나거나, 그런 일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기 전에는 여기에 오는 것
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자에 구멍을 뚫어 순산을 기원한다！
“국자에 구멍?” 솔직히 처음 보는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산기원을 할 때 볼 수 있는 관경입니다. ‘앞을 내다보도록’ 이라는 그런 바
램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역시 순산기원. 물이 뚝 떨어질수록, 순산이라는 더 단순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라고 추리해 봅
니다.
궤짝 앞에 놓인 순산기원의 무늬. 열심히 각자의 방식으로, 구멍을 뚫고, 옆에는 마음 따스해지는 밝은 미래의 생명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것이
많은 광채가 났다는 증거로 신사 위쪽의 대들보에 줄지어 꽂혀 있습니다.물론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한 기원도 좋고, 육아에 대한 기원과 결
의에 기도도 하고, 태어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러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상대와의 인연을 바라기도 좋습
니다.여기에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발견！전승도서
작은 신사라고 얕보지 말지어다! 그 경내에는 앞서 말한 요리토모와 야에히메에 얽힌 그림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과 같이 읽어보세

유서 깊은 신사에서 열리는 밤 축제「엉덩이 꼬집기！」
「천하의 기이 한 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 미나모토노요리토모
와 야에공주의 밀회에 연관되어 제사에서는 신전의 소등의 불빛
을 끄고 입을 절대 열지 말고 이웃에게 신주를 돌릴 때 엉덩이를
꼬집어 신호합니다. 즉 "엉덩이 집기"가"엉덩이 꼬집기"가 된 것
입니다.이 축제에서는 '엉덩이 씨름 대회'도 행해지고 있습니
다.(지금은 엉덩이 씨름 대회가 메인 이벤트) 대야를 타고 경쟁이
행해지는 이토 온천 답게 직경1m 정도의 대야가 씨름판. 하야시
에 이은 '도돈가동 "의 신호로 엉덩이를 맞대고 한쪽이 씨름판 아
래로 밀려나면 승패 결정.
2018년11월10일
꼭 참가 해주세요!

WHAT IS
SHIRI (HIP)
TSUMI
FESTIVAL?

？
축 꼬 엉
제 집 덩
란 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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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cious!

이름의 유래는
「맛(일본어로 아지-AJI)」
이 좋아서
「전갱이(일본어로 아지-AJI)」

입니다.

I TO [B]I TO
OF THE MONTH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전갱이는 일본의
대중 물고기 중 하나로 우리 식탁에서도 익
숙한 생선입니다.조몬시대 조개무늬에서도
발견된 것을 아시나요!
오래전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먹은 생선으로
전갱이에는 좋은 영양소가 많이 포함 되어있
습니다.

간단。건어물이 조금 남는 경우。
말린 전갱이를 섞은 덮밥
【 재료・2인분 】
밥・・・・・・・・・・・・・・・・・・・・・・・2그릇
말린 전갱이・・・・・・・・・・・・・・・2마리
맨츠유・・・・・・・・・・・・・・・・・・4작은술
초밥 식초・・・・・・・・・・・・・・・・・2큰술
차조기잎・・・・・・・・・・・・・・・・・・・・4장
흰깨・・・・・・・・・・・・・・・・・・・・1작은술

【 순서 】
1.밥을 짓는다.
2.말린 전갱이를 굽는다. 구운 후 전갱이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가시를 제거 한다.
3.차조기 잎을 채 썬다.
4.밥을 준비하고 ② 초밥 식초를 더해 섞는
다. ③ 채 썬 차조기 잎, 흰깨（손가락으로 으
깨면서）를 더해 섞으면 완성!
●식초를 좋아하는 않는 분은 이쪽으로↓
멘츠유：일본식 국물의 소＝２：１
주먹밥으로도 GOOD!
●전갱이 이외에 건어물도 OK！

실패는 없다！
말린 전갱이를
맛있게 굽는 법
（프라이팬 편）

①냉동의 경우 해동하지 않고 굽기 시작한다
맛과 풍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냉동으로 OK！
해동 할 경우는 아래 참조.
②데워진 프라이팬에 쿠킹 시트를 깔고 껍질을 아래로 해서 건어물을 올려 놓는다.
굽기정도는 껍질7:몸3의 비율로
②중불에서６～７분、껍질이 살짝 구워지고 몸통 부분이 하얗게 되면 뒤집는다.
생선 눈알이 하얗게 변하면 뒤집으라는 신호
③뒤집어서 3분 정도 굽는다. 뒤집었던 몸통에 색깔이 변하면
해동을 한다면 냉장고에서！
상온에서 단숨에 해동하면 드립(붉은 액체)과 함께 풍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쇼핑은 여기서☞
무첨가 제품만 판매하는 건어물 판매점. 인터넷 판매도
OK！
히라노 전문점 히라타야
414-0004 시즈오카현 이토시 이노토1-5-47
0557-3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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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피로감을 가지고 계신분
・근육통,체력향상에
・술을 잘 마시는 분
・간 기능이 걱정되는 분
・숙취 예방과 회복에
・걸쭉한 혈액, 생활 습관병 예방
・신진대사를 높이고 싶은 분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면역력 향상, 알레르기 완화
・누 기능의 보호,회복
・다이어트, 디톡스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질의 프로틴
과 좋은질의 오일
단백질(프로틴)은 근육과 장기,피부,머리
카락,손톱등 몸을 만드는 주성분이 됩니다.
또한 체내에서 대사와 관련된 효소의 원료도
됩니다. 전갱이에 함유된 양질의 성분으로
좋은 질의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
근 들어 자주 듣는 오메가3 지방산인(도코사
헥사엔산)와EPA(에이코사펜타엔산)는 전갱
이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부드
럽게 하고,혈루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있
습니다. 또한 적혈구도 부드럽게 해 주기 때
문에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동맥
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
다.

또다른것에는・・・
니아신(비타민B군 동료)이 알코올 대사를 촉
진시켜 아세트알데히드(체내 독소)를 분해
촉진하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 기획 이토인 연속기획! 두번째는 오무로산의 산기슭에서 「왕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후쿠다
유스케씨, 아야 씨 부부와 함께 취재에 응해준, 켄토군, 키이짱도 이토인!
두 사람이 경영하는「왕 카페」 를 나가 보면, 오무로산이 마치 두 팔을 벌려 감싸주고 있는것 같은
경치를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곳에? 야마구치 출신의 아야씨, 요코하마에 거주했었던 유스케씨가 가게를 경영하게 되어 이토
인이 되었는가? 알고 싶어 졌습니다. 사실 아야씨의 부모님이 장래에 이토에 살려는 결심을하고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후쿠다 부부도 바다와 산으로 둘러쌓인 이 지역을 원래 좋아했던 이유도 있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유스케씨가 도시생활에 지쳐버린 이야기에는 공감해 버리고 말아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러가 버릴
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가지 질문. "왜 왕 카페?"
두분의 카페는 그 이름 그대로 강아지 출입이 가능한 카페에서 트리밍, 펫호텔,도그런도 갖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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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을 했었다고 생각해서 물어 보니 아야씨는 영국 유학을 거쳐 레스토랑 경영을 하고 있던 사
람 이라는 것. 가게를 경영하셨던 분이였기 때문에 가게를 하는 것에서는 경험자! 거기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트리밍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를 좋아하는 레벨도 굉
장해 함께 사는 강아지만 무려 8마리! 거기에 매일 고공분투 하고있지만 강아지에게 마음을 달래며
하고있는 일입니다.
행동파 아야씨에게 유스케씨는 본인(아야)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휴일이 없는 것이 걱정
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야씨, "고생 따위 해본 적 없어!"라고. 그런 말들이 멋지고 이
가게의 본연의 자세가 보일듯 말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100마리 이상 방문
50마리 이상 트리밍！
한마리당 2시간은 필요하다는 트리밍. 상대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트러블도 자주 생긴다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아야씨가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어떤 견종이
어떤가 자세한 내용은 기업 비밀이라는 것.
점심은 자연 농원에서 재배한 무농약 야채를 듬뿍 사용하는 것이 가
게의자랑! 마음에도 몸에도 좋은 요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새우
크림 파스타가 인기라고 합니다.
벽에는 지금까지의 고객 (강아지) 사진이 많이 붙여 있습니다. 강아
지 정보교환 메모와 강아지 관련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교환 장소가
되는 것까지. 오픈 1년의 가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지 또한 두 사람의 고생을 마음대로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야 씨는 "고생이 아니다" 라고 하겠지...

요크셔테리어는
"걸어다니는 보석"
이번에 취재해 주신 후쿠다가에는 요크셔테리아가
많았습니다! 요크셔테리어 너무 귀엽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걸어다니는 보석"너무 귀여워서 그렇
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강아지 종류의 유래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살펴보면 흥미로운 내용 이었기 때
문에 특집으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
서 "치와와"도 이상한 이름이지만 이유는 단순! 멕시
코에 있는 "치와와슈"원산지이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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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231
시즈오카이토시후토1317191
TEL:0557-27-1552
11:30～17:00(점심 만）
일요일 휴무

트리밍・호텔은
예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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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메뉴를 보는 것만으로
식욕이 돋는 걸 느끼게돼요.
볼륨 만점!
같은 가게 이지만 빵집 입구
바로 옆에 카페 입구가 따로 있어요

I TO City

영업시간 ８:00~18:00(LO17:30)
TEL 0557-37-4647

MAP

P

P

POLICE

엘리제

「칠복신순례」
유노하나 토오리를 걷다보면
조금 유니크한
칠복신과 만날 수 있어요!
일곱개의 오테유에
(손을 담글 수 있는 온천)
차가운 손도 녹여보세요!

소라

GOLOSO
rental&bicycle&coffee

H

호텔
리젠트 호텔

P

기다릴께요
～♪

CAFE LATTEO

이토 마린타운과
오토나시 신사는 차로 약 5분거리
「오토나시 신사➙동해관➙마린타운」
데이트＆산책하기 좋은 코스！

H
카메야락관

작은 카페이지만
점심 시간이되면
런치메뉴를 드시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라테오의 마스코트
챠챠짱을 만나러 와줘요!

오렌지비치로 가는 길.
역에서 바다까지 5분!

시시도토오리에는 멧돼지
동상이 곳곳에 있어요.
산책하면서 찾아보세요!

City Camp

P

P

봄이 되면 여러 종류의 벚꽃이 만개 하는
최고의 산책 코스
평소에도 산책 하기에 좋은 코스 예요!

CAFE NORI

P

야마모토 커피
카페 그레코
2층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카페
영업시간 8:00~19:00(LO18:30)
정면에 갤러리아가 있어요
TEL 0557－36－7694
바쁜 일상생활을 느끼는분이라면
카페 그레코에서 차분히
커피타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매일17:00~18:00
해피워크가 시작되요！
코로나 맥주、글라스 와인、
하이볼 3종류에 한정 300엔!
이탈리안 요리와 함께
가볍게 한잔 하기 좋아요!

미치노에키
이토 마린타운

우메하라

P

H

관광협회안내소

옛날 다방 같은 분위기의
카페에요.
엔틱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한번 들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업시간 ８:30~21:00
TEL 0557-36-3601

Bar GANESH

I TO [B] ITO ep.2
야마구치씨 가족 인터뷰한 장소예요.
자전거를 대여 할 수 있는 카페랍니다.
아기 자기 귀여운 잡화도 판매는
귀여운 가게 예요.

P

관광안내소

SAZANKA

P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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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TTERIA
GALLERIA439
FREAKS

하얀 외관과 달리
안으로 들어가면 엔티크한 분위기의 카페
예전에는 BAR를 운영했다고 해요.
동해관에 가는 길에 자리에 있답니다.
상냥한 노부부가 반겨 줄꺼예요!

영업시간 8:00~19:00(LO18:30)
TEL 0557－36－7694

Brilliant

H

커피＆식사
콜롬비아

Wan cafe&Shop

런치타임 12:00~14:00
TEL 0557-37-6433

I TO [B] ITO ep.3
애완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카페에요!
오무로산 근처에 있답니다!
런치메뉴도 추천 해요!

이데유바시

마츠가와 유우호도(산책길)

H

인스트그램에 올리고 싶어 지는
디저트 카페[TATI]
호텔 라뷔에 가와료
이토역에서 걸어 가는 길도
가볍게 산책하기에 godd
가게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조각 케익에 저절로 시선을 뺏기게 돼요
음무신사

06 | I TO CITY PAPER

동해관

걷자!

喫茶店(다방)

cafe TATI sweets
영업시간 11:30~18;30
휴무일 월
TEL 0557-36-3732

오카와바시

I TO CITY PAPER | 05

Vol2.in NOVEMVER

伊東情報発信フリーペーパー

이토는 온천에 대한 공덕과 칠복신에 대한 신념이 매우 깊습니다. 이것에 연신, 3개의 칠복신을 순례가 있습니다.

恵比寿（에비스）

EBISU

지난호에서 실시한 이토에
사는 분들에 대한 설문
‘이토의 좋은점RANKING’
영광스러운 3위에 칠복신
작은도미를 의 탕이 랭크되었습니다.
안고 있다

이쪽은 이토의 ‘살아있는
사전’ 여러분으로부터 뜨
거운 지지 를 받 고 있 었습
니다.

사냥복…(평안

갖지 않는 다고 합니다.또 일본에서는 10월(신무월)무 시대의 공가의 옷)을
렵에 8백만 신이 모두 시마네현 이즈모 다이샤에 대집 입고 있따
합 합니다. 에비스님은 그 사이 집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뀌어『장사번영』『오곡풍양』의 신으로도
추앙받게 되었고 일본인에게 가장 친근한 신이 되었습
니다.에비스님의 정체는 여러 설이 있는데
①일본의 신(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어린이로 바다에
나타난 설
오른손에
②대 흑양의 어린이로 낚시를 좋아했던 설이 유력합니
낚싯대
다.

칠복신에 대해서는 5페이
지를 보시고, 여기서는 칠
복신 을 한 기둥 씩 픽 업해
서, 탕 둘러보기와 신에 얽
힌 에 피소 드 등 을 소 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에비스를 픽업!

창 건1320년의 신사.이토 어항, 멀리 사가미만이
내려다 보는 고지대에 있으며 절경이 좋습니다. 그
옛날에 아라이의 해변에 떠내려온 에비님의 신상을
어부가 주워 사당(호코라)을 세워 안치했더니, 금
세 그해는 풍어·풍작이 풍족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는 무인신사이지만 격년 정월 7일 이토의 알몸 축
제가 열리고, 오카미를 맡은 훈도시차림의 젊은이
들이 한겨울 바다로 몰려나와 해상안전·대어 기원
으로 북적거립니다.

온천DATA:
천연온천 아라이노유
이토시 아라이1-9-4
0557-37-2246
천질：단순온천수
원천온도：47.4℃（원천수가 계속 흘러
나옴）
휴무일：매주 월요일、
홀수달의 넷째 화요일
입욕 가능한 시간：13:00～22:00
입욕요금：어른 ¥250、어린이 ¥120
기타：수건 ¥130
주차：가능

천연온천 아라이유
에비스님이 계신 원천수가 흐르는 공중목욕탕이 국도135호선을 따라 이토항 바로 앞에 있습니
다. 빨간 간판이 표시됨. 인근 아라이 신사 건물 밖에 오른쪽에서「자판기 자판기 자판기 에비스
님！」 의 순서로, 에비스상이 진좌. 그 옆에는 뜨거운 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원천수
에 손을 넣으니 따뜻했습니다.
국도쪽에는 남탕, 반대편에 여탕 입구가 있습니다. 안에는 쇼와시대의 복고풍 분위기의 목제 사
물함이 늘어선 깨끗한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으로 가면 한가운데 욕조가 있는 이토 스타
일. 막상 목욕을 하면 조금 뜨거웠지만 기분 좋은 물이었습니다.
에비스님이 지켜보는 이토항의 어부들이 퇴근길에 들러‘풍어’와 ‘항해안전’의 은혜에 감사하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현지인에게 사랑받는 목욕탕입니다.
이
토
항
을

☞
빨
간
간
판
이

에
비
스
님
이

지
켜
줍
니
다
!

아
라
이
노
유
！

이 부근에 에비스님이 있어요.

남
공
아
간
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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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뜻탓읽모蛭恵내
본의에어두子比
「 . ″
寿이
의 이
、름
글국바에 恵
신자인다비 比은
인를」에스 須
데 이서 ″
、
. 붙라 라 夷
、
. 였는온고 戎
、
. 어
.

아라이신사

414-0043 이토시 아라이2-15-1
0557-37-5555

온
천
순
례

히건
라어
타물
야
전
앞문
에점
.
있
습
니
다
.

뜨거운물 붓는 칠복신
에비스님

①이토칠복신순례(신사 불각을 경배)
②이토 칠복신 온천순례(공동욕장)
③뜨거운 물을 뿌리며칠복신 순례(유노하나도오리 상점가)

칠복신 순례를 하면,수난·화난·도난 등 7개의 재해가 제외되고 생명재산이 지켜져 7개의 행복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
이토온천과 칠복신의 연결고리는 이토역 뒤에 있는 산 마츠츠키원에서 원래 있던 장소(오가와 다리 부근)가 홍수로 소
실. 1706년, 현재 땅에서 재흥할 때 그것을 축하하듯 천신밭에서 금의 변재천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를 안치했더니 온
천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칠복신의 덕분에 이토 온천은 번영했습니다.
시내에 점재하는 곳곳을 천천히 돌면서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마음가짐을 재충전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샤몬텐

주 로 우 진

The 7 Gods of Fortune

칠복신 에서 유일한 일본 유래의 신
에비스라고 하면 어떤 맥주의 라벨 그림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에보시(옛날에 무사가 쓰던
두건)와 사냥복을 입고 손에는 낚싯대와 도미, 트레이
드마크는 뭐니 뭐니 해도‘에비스 얼굴’눈을 가늘게 뜨
고 웃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에보시를
이익은『대어기원』『항해안전』元원래는 바다의 신 쓰고 있다
(이유는 뒤에 서술)입니다.낚싯대를 들고 있는 이유는
『낚시를 해서 그물을 치지 않고』＝『폭리를 탐하지
않는 정신』을 드러내며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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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칠복신

후 크 로 크 주

毘沙門天(비사문천)

寿老人(수로인)

福禄寿(복녹수)

무운, 액막이,에호(기운의 방향),재
운을 하사할 수 있는 복의신으로서
에비스, 대흑천에 줄지어 인기를 자
랑한다. 원래 인도의 보물신 비슈라
바스를 ‘사문’으로 음역받았다. 불
교의법을 지키는 사천왕의 일신으
로, 갑옷을 걸치고 창과 보탑을 들
고 마귀를 밟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장수연명·제병평유·부귀번영을 하사
하는 신으로,복수와 동일신으로 간주
되고 있다. 흰머리에 두건, 흰 수염,
경전을 단 지팡이, 술을 좋아하고 불
사의 영약이 든 바가지를 들고 수사
슴과 복숭아(두 가지 모두 장수의 상
징)를 갖추고 있다.

키가 작고,키의 절반정도를 차지하
는 긴 머리와 긴 흰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들고, 두루미와 거북이
를 거느린다. 행복,봉녹(재산),장수
의 삼덕을 주신다고 한다. 중국 도
교의 신으로 남극성의 화신으로 여
겨진다.

BISHAMONTEN
가천국방・화
『유우기(놀음)칠복신』

JUROUJIN
FUKUROKUJU
에

스

恵比寿

BENZAITEN
EBISU

HOTEISON

6페이지에서
특집!

DAIKOKUTEN
호테이손

벤자이텐

布袋尊(포대손)
7복신 중에서 유일하게 실존 인물
로 중국의 선승.
여러 나라를 방랑하고 예언·탁선을
하며 뛰어난 예지능력에서 야보살
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상냥한 미소
와 커다란배, 커다란 주머니(참을성
봉투)를 가진 모습이 특징. 넓은 도
량과 원만한 성격, 부귀 번영을 관
장한다.

비

弁才天(변재천)
절세미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대 인도의 물신으로 물 흐르
는 묘음에서 음악, 언변을 관장
하고, 웅변과 지혜를 하사 하며
연예, 학문 분야에서 성공과 명
예를 준다. 또 금운재운을 가져
오기도 한다.

옛날식 대중목욕탕＆역앞 개운탕 순례

다이코쿠텐

大黒天(대흑천)
마하(대) 카라(흑)로 불리는 인도
힌두교의 시바신(창조와 파괴를 관
장하는)의 화신. 일본 신화의 대국
주명(오래된)과 결부되어 복의신으
로 신앙 받았다. 작은 망치와 커다
란 자루를 들고 쌀과 흰쥐를 거느
린 모습. 오곡풍, 자손 번영, 가산
증진의 이익이 있다.

칠복신 멤버는 인터내셔널

시내에는 옛날부터 저렴한 요금으로 목욕할 수 있는 온천 공 「칠복신」무로마치 시대(1336년~1573년) 무렵부터 복덕(행운과 재산)을 가져오
동욕장이 점재하고 있고 입구에는 칠복신의 석상이 모셔져 있
습니다. 누구나 목욕할 수 있고 대부분 낮부터 저녁10시 정도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에 들
어갈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더욱 간편한 목욕탕이 역 앞의
유노하나도오리에 있는 개운기원의 뜨거운 물을 뿌리는 칠복
신. 둥근 포름의 귀여운 칠복신의 스탬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는 것으로 일본에서 신앙받는 7대주(나나하시라)의 신이다.
불교경전의[칠난즉멸칠복즉생](시치난후쿠메츠시치후쿠 소쿠쇼우)
『일곱 난을 소멸하면 일곱 복이 생긴다』에서 칠복신의 신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칠복신 중 일본의 신은 한 기둥뿐이고, 그 외에는 외국에서 유래된 신. 각각 힌두교·불교
·도교·신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보물선에 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칠
복신이 바다 너머 세계에서 온다는 발상에서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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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ONSEN'S INFORMATION
11 월 ～ 2 월 까지
'18 NOVEMBER

'19 JANUARY

3sat

20sun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일본은 어디를 가도 맛있는 생선 요리를 먹을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먹는 방법과 맛이 있으며 이 곳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명물도 많
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토도 마찬가지 입니다. 온천이 있고 깨끗한 바다가 있고 기분 좋은 바람
이 부는 이토에는 다른 곳에서는 맛 볼 수 없는 생선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선음식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생선 요리를 잘 먹지 못합니다. 물고기의 눈은 왠지 무섭고
생선 머리를 눈 앞에 두고 밥을 먹는 것에 어릴때부터 저항감이 있었습니다.생선구이를 먹게 된
것도 최근 이야기.생선 눈을 잎사귀로 가리거나 되도록이면 쳐다보지 않고 먹긴 하지만 맛은 틀
림없이 맛있습니다. 생선구이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 제가 생선 이야기를 기사로 쓴다고 하면
모순적인 느낌이 들수도 있겠지만, 그런 저도 맛있게 먹은 요리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10
（ITO）

제53회
이토
오렌지비치
마라톤

ITO yunomachi-bar
티켓제 bar event
쇼핑,디저트,티타임,온천
해산물요리,라면 등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두 함께 즐겁게 달리자!
신청은 11/2까지!
→Sportsnavi Do 홈페이지에서
【이토마라톤(伊東マラソン)】으로
검색！
대회 문의 ☎042-540-1079

티켓으로 이토온천지를 누비자!

☎0557-37-2500

10sat
Shiritsumi matsuri
천하의 기이한
엉덩이 싸움 마쯔리.
유서 있는 음무신사
의저녁 이벤트!
엉덩이 싸움이 지금
시작 됩니다.
이토관광협회

제25회이토온천
메차쿠차 시(市)

25sun

이토 명산품이"엄청 많이"대집합！
거기다 이벤트와 어트랙션도
"엄청나게"충실！
시민과 관광객으로 "엄청나게"
붐비고 있어요！
이토관광협회☎0557-37-6105

SUNDAY KINE-MARKET
테마는
「어슬렁 거리는 일요일… 거리에서 재발
견! 멋진 만남과 공간 그리고 물건의 재발
견」이토의 중심 아케이드 거리
【키네마도오리】에서 즐거운 쇼핑＆어
뮤즈메트를!

10sun
山焼き

✉kinema.st@gmail.com

'19 FEBRUARY

22sat
불꽃놀이 대회&
겨울의 아름다운 소즈라 축제
겨울의 추움을 잊을정도로 뜨거운 춤,
겨울 불꽃놀이는 여름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관광과☎0557-3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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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에서는 우즈와(칼고등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소네다’로 소네다의 등에 소용돌이 같은 고리 모양이 있어 우즈와라 한다고 합니
다.
칼고등어밥은 가다랑어를 잘게 다진 것입니다. 평평한 접시에 납작하게 놓인 가다랑어가 나왔
는데, 육회와 먹는 방식이 같은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즈와(칼고등어)는 보통의 먹는 방식으로는 우즈와를 먹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제
대로 먹는 법이 있습니다.먼저 접시에 놓인 가다랑어를 삼등분합니다.
①3분의1은 잘게 썬 청고추와 간장만으로 먹습니다. 다진 우즈와는 지방이 있지만 담백해서
생선회를 먹지 멋하는 제가 먹기에도 쉬웠습니다. 생선의 풍미와 청고추의 매운맛에 밥이 술
술 넘어갑니다.
②그다음의 삼분의 일은 우즈와와 청고추를 간장에 넣고 섞어 줍니다. 섞어놓은 우즈와를 밥
에 얹고 그대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술도 끊임없이 마시게 됩니다
③마지막 3분의1은 오차즈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청고추를 섞은
우즈와와 파, 싸락눈 등을 밥에 얹어 가다랑어 국물(다시)을 넣어줍니
다. (개인적으로 파를 듬뿍 넣었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국물의 깊은맛과 우즈와 지방의 궁합이 아주 좋아서 마지막까지 먹게
됩니다. 이렇게 우즈와메시 먹는 법이 끝이 납니다.
세가지 먹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있지만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꼭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드셨으면 합니다. 저는 청고추를 듬뿍 넣고 간장과 섞어 먹
는 것을 좋아합니다.

26sat
MAKURA NAGE
<전국 베개싸움 대회>
유카타 입고 베개싸움 하기!
전국에서 모이고 있어요.
어른도 베개 싸움 해도 괜찮
잖아요!
이토관광협회
역앞안내소
☎0557-37-6105

오무로산 산불 축제
스케일과 광경에
당신이 압도 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무로산 리프트☎0557-51-0258

시 카
마 나
「네「가
카현소와
츠에다에
오서」서
」는 는

먼저、

２．다음 3분의1은、

삼등분！
３．마지막으로、

１．처음에는、

청고추와

우
즈
와
메
시
먹
는
법

오차즈케로 먹어요！

26sat

☎0557-37-6105

'18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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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오징어의 입을 먹을 기회는 적죠? ‘메보우’라는 오징어의 입
은 보통 버려지는 부위인데, 옛날에는 어부가 야키토리 감각으로 꼬치에 꽂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광객의 눈에 띄었고, 지금은 이토의 진미로 퍼진 것 같습니다. 둥근모양의 오징어의
입은 이빨과 주변의 연골부분이 달라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먹는 것은, 이빨을 제거하고 남은
연골 부분인데 이것이 단고와 같은 둥근모양이 됩니다. 오징어의 입이 ‘메보우’라고 불리는지
말하자면 눈알을 막대기에 꽂은 것 같아서... 라고 조금 징그럽네요. 하지만 한알 입에 넣어 보
면 눈알 이야기는 잠시 다른곳에. 두툼하고 씹는 맛이 좋고, 오징어의 풍미가 넘쳐 아주 맛있었
습니다. 훈제나 오징어입 버터구이도 있지만, 어쨌든 추천은 이것입니다! 선술집이나 해산물을
먹으러 가면 꼭 주문하는 일품요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 할 명물은 ‘칭칭튀김. 생선 요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이토에 오면 우선 이걸 먹어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준산책’의 이토편
에 등장한 적도 있는 이 칭칭튀김은, 고등어, 전갱이 등 푸른생선과 오징어를 회 썰어서 당
근, 양파, 생강, 그리고 우엉등 채소를 섞어 튀긴 음식입니다. 어묵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만 맛과 식감은 전혀 다릅니다. 푹신푹신, 바삭바삭한, 오징어의 씹는 맛이 좋고, 방금 튀긴
것은 정말 최고입니다. 칭칭튀김과 같은 재료에 양파를 더해 빵가루를 발라 튀긴 것이 ‘생선
고로케’인데, 서로 비교해 가면 먹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경쓰이는 것은 왜 음식 이름이 칭칭튀김인가 하는 것인데, 일본어를 조금
이라도아는 사람이라면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징그러운
이름

MEBOU
(Ika no k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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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下旬～3月上

이토

まがり
MAGARI

HINA

조금 구부러진 118단 계단을 히나단(인형 진열단)
으로 사용하여 히나인형을「MAGARI HINA」로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MAGARI HINA는 「마귀를 사냥하다」라는 의미로
부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토상공회의소 📞0557-37-2500

칭칭튀김의 이름의 유래는 재료를 튀기는 기름이 냄
비 안에서 칭칭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 옛날에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들이 돌아오면 부인은 바로 밥을 준비해야 했는
데 밥을 준비하면서 “아직인가?”라고 칭칭(투덜투덜)
거리던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의 상
점가를 걷다보면 칭칭튀김을 파는 가게는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며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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