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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hip CREW 모집
저희와 함께 마을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RELATION SHIP 관계와 연결을 소중히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 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 토지, 땅에 닻을 내리고 손을 잡고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원 「R-ship CREW」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오고 싶은 분! Crew가 되어 주시면, 여행 또는
취업, 여러가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special topicks
한겨울의 불꽃놀이를 놓치지마!
맑은 한공에 오르는 판타지.
겨울의 이토의 이벤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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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hip는 임의단체입니다.
CREW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지원자, 스폰서가 되어 주시고,
더 좋은 물건을 발신하고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성으로 마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것을 부흥 ·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늘어날 것은 물론, 거주자가 늘어나고, 이상적인 토지가 되어 간다!
그런 토지를 만들어 가는 프로듀서를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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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oBitoof the month
Shota Katsu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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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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IN-MIURA
WILLIAM ADAMS
What did you do?

I TO [B]I TO
OF THE MONTH
어쩌면 이번의 이 기사는 본인은 “이렇게 크게 실리지 않아도 좋아!”라고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과 이야기해
서 음식에 대해 접하고 이것은 쓰지 않으면 이라고 절실하게 느껴 이번의 이토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이토인
은 '카츠마타 쇼타'씨. 이토시는 남쪽 이토에서 Trattoria「IL GOLFO」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카쓰마타씨 기사를 크게 실
어서 미안합니다)이토에서 자란 카츠마타씨. 19세 때, 자신의 입맛에는 이탈리안이 있어 아무래도 나는 이탈리아를 좋아
하는 것 같다고 했던 것. 단순하게 식사를 통해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도쿄로 상경했고 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아르바이
트로 경험하면서 공부하였으며 들어온 월급은 먹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LA
BETTOLA da Ochiai'라고 하는 긴자의 유명한 가게에서 그 맛에 충격을 받은 카츠마타씨. 그냥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만남이 점점 카츠마타씨를 이탈리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졸업후 그대로 이 가게에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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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신의 맛을 연구하고 몰두하는 매일이었습니다. 다방면에 걸쳐 이탈리아를 배우고 싶어진 카츠마타씨의 호기심은

친

멈추지 않고, 그 후 몇개의 점포에서 각각의 맛을 탐구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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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년,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 영국에서 태어나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우수했던 윌리엄은 영국의 해군 함장으
로 국가에 힘썼습니다. 당시 전쟁이었던 세상에서 그는 모국에서 지대한 공적을 남기지만 싸우는 것보다 바다의 모
무역을 위해 탐색된 이 항로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강한 산업자본에 필요했습니다. 이후 네
덜란드 동양원정대 파견 소식을 접한 윌리엄은 또 다른 모험심으로 나라를 누비며 선장으로서 이 원정대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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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에서 개최되고 있는 어떤 이벤트의 판매 부스에서 올리브 오일을 판매하는 곳에 들른 카츠마타씨.
거기서 만난 것이 이탈리아인의 마리아노·D·매티칼리씨(가운데에 D와 있습니다만 해적왕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로부터 시작했지만,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카츠마타씨
는 좋은 선생님이 생겨서 연락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이 된 것입니다.가게의 계획을 마리아
노씨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가게를 만드는거야?" "일본에는 이탈리아인이 갈 수 있는 이탈리안이 적다. 그런 가
게를 만들어라. 그렇다면 협력한다. 라고, 이탈리아인 눈높이에서 의견을 주었다고, 그 때의 모습을 카츠마타씨
는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가게의 내부 디자인은 물론 메뉴, 거드름을 피운 이탈리안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가정 요리, 확실히 클래식한 이탈리안 요리를 만드는 것에, 마리아노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타협을 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2013년 7월 IL GOLFO 개점
드디어 이 날이 찾아옵니다.자신들이 만든 가게. 내부도 수작업으로, GOLFO(만)이라는 이름에 꿈을 담아 새로
운 카츠마타씨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진을 말하는것은,
이에야스는 떼어낼 수 없다
영국인사의 탄생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일본에 표착한 윌리엄.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다다르기
전까지 상상을 초월한 것을 먹어치웠다던가. 표착시에는 그가 타고 있던 배
에 승무원 110명이 24명으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에야스
(家康)의등장.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들을 구출한 이에야스(家康), 윌리
엄 일행은 회복되어 이에야스 에게 은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덕
천군과 풍신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그러고보니 그녀석 배에 대포는 있었
네. 그래,그녀석에게 시킬게"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윌리엄은 전쟁에 휘말리
게 됩니다. 하지만 은의에 충실한 그는 거기서 공적을 남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년~16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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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로는 장수했던
향년 74살!!

에도 막부!
계속해서
260년!!

덧붙이면, 도쿠
가와 이에야스라
니...
일본에서 최장의
막부를 쌓아 올
린 주역. 초대 에
도막부의 정이대
장군. 도쿄를 일
본의 중심으로
한 인물.

이탈리안이라고 해서, 무엇을 상상할까?역시 파스타랑 피자. 원래 피자는 누구나가 생
각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츠마타씨에게 들은 정말 놀랄 "피자는 일본에서 말하 낼 「
P
는 초밥입니다. 초밥집 에서만 초밥은 나가죠? 이탈리아에선 피자는 피자가게 예요. 우
I
예

틀림없이 맛있는 요리들.
전채에서 메인까지 이토의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나, 본고장 이탈

리 이탈리안이지요." 정말 쿨하고 멋있는 대사죠.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 정 Z
A
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탈리안, 그리고 문턱이 높다고 느껴지는 것, 여러가지 개념을 부 도 는
수는 것이 제일 '고생'한 것이라고 하는 카츠마타씨. 하지만, 거기에 기대지 않았고 그 없
안
리고 앞으로도 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적인 진짜 이탈리안을 만든다'라 어 내

러가지 즐긴다.

요
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인생에 막을 내린 마리아노씨와의 약속이니까. IL . 어
놓
GOLFO에는 마리아노 씨의 지정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그는, "쇼타! 그래야 」
음

꼭 가보고 싶은 명소입니다.

Italian이다!"라고 웃는 일이겠지요.

리아 음식을 사용한 요리를 능숙하게 이탈리안에게 제공해 준다.
특히 오른쪽 사진의 크레이프는 일품이었다.마지막 글래퍼까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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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relationship with Ieyasu?

윌리엄 애덤스에서 미우라안진 에게
전투에서 군공을 세운 윌리엄은 이에야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에야스
는 니혼바시에 그의 저택을 준비하고 무역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 경장 10년, 미우라 안진이라고 부르는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유키라는 이름의 일본인과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양식 군함을 제조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척의 스쿠너형 범선
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것을 제조해 바다에 뜨게 한 장소가 시즈오카 현은 이토시 나네입니다! 이 진
수식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토까지 왔다고 합니다.(겨우 이토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미우라 안진은 그 후 나라에 돌아오는 일은 없었고, 56세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어
떤가요? 전 개인적으로 꽤 역사에 관련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에게는 꼭 이런
영국인사가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ffetteria Galleria 439

자신들이 만든 가게에서 1장

시즈오카현 이토시 히로노2-1-3
0557-36-9603

니

것을 결의합니다. 이 원정 선택이 그의 인생을 크게 미치게 했습니다. 5척의 배로 출항한 배는 한 척을 남기고 모두
침몰합니다. 그 중에는 남동생 토머스도 있었습니다.

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분으로부터의 조언으로 "좋아! 스스로 가게를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IL GOLFO

구

험을 택합니다. 북동항해로 탐색을 위해 대해원으로 여행을 떠나 북극권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제국과의

'Testa Dura'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일본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 만
다고 합니다. 거기서 '전통적인 이탈리안'을 만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함께 일을 하는 '아오야마 미노루'씨를 남 제
만납니다. 기분이 좋은 그 가게는 지금의 가게를 만들기에도 크게 활용되어 아오야마씨와의 만남이 지금의 카츠 은 2
의
마타씨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 하나! 'Trattoria'는 이탈리아의 대중적인 식당을 말합니다.고급
고
스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실은 다릅니다! 우선, 돌연 이탈리안에서도 배워보고 싶은 분은, 집 분
'밤비노'를 읽거나, 아라시의 마츠모토 쥰씨가 주연의 드라마를 봅시다!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자면 이래저랬던 쟁 기
카츠마타씨. 결혼과 아이의 탄생으로 아이의 환경을 생각하면 이라는 것도 있고 이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즈 이 점
?
고원에는 많은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클래식'인 것을 요구한 자신의 이미지와 조금 다르다... 그런 것

OPEN
11:30~15:30
(L.O.14:00)
17:30~22:00
(L.O.21:00)
정기휴일
일・화・휴일

꼭 찾아보세요! 찾으면 알아볼수록 이 분은 대단한 분! 꼭 읽어주세요!
펭귄을 먹으면서까지 살아남은 윌리엄. 배의 난파로 일본에.

이이
토달
인의

Trattoria La Testa Dura'. 카츠마타씨가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2013년

미

동쪽에 살면 또는 이토로 여행을 오면 이라고 할까, 이토를 조사하면 반드시 나오는 이 이름. 윌리엄 애덤스 미우라
안진, 모두 아시나요? 아직 이토를 모르는시는 분 또는 이토에 살고 있지만 아직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

Caffetteria
Galleria439
시즈오카현 이토시
마츠카와 마치3-4
0557-52-3001
일월화목금
11;00～21:00
토
11:00～22:00
정기 휴일 수요일

사실은 옆에서 특집으로 하고 있는 IL
GOLFO씨가 감독하고 있는 Galleria
의 메뉴.
프로슈트, 피클,
술 친구까지 완벽해!
게다가 양이 이탈리안!
맛있고 배불러서
정말 행복해요!

카운터에 빨강,녹색과
선명하게 나란하게
치즈랑 토마토랑 포크의 향기...
그램으로 판매해서
먹고싶은 종류가 많아
입에 전부 넣어 버리고 싶은!
난처하다...

물론 추천은
PIZZA！

앞으로의 계절에 딱!
따뜻한~ 치즈가 쭉 늘어나~

살시차 ＆
마르게리타！

일품 라크렛! 야채도 맛있고!
아직도 먹고싶은게 너무 많아!!
다음 호는 커피와 술!！

Let's
eat at
Galleria439!!
trick or treat！！
10월의 취재였기 때문에
이런 멋진 메뉴가!
달콤한 호박의 상냥함이
입으로 퍼지는
어른의 할로윈!

Galleria439
제2탄！
맛있는
이탈리안 요리를
먹기위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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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정보발신 프리페이퍼
2

6

FUKUROKUJU

Sizuoka-Illumination

16세기 독일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

온
천
탐
방

".

,
카마타 후루로쿠쥬 온천

1.히카리노 스미카
토키노 스미카의 일루미네이션 2018-2019

카운터에 계시는 아저씨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5

후쿠로쿠지는

"

좋겠다고 생각했겠지?

,

일루미네이션의 기원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모두 독일의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설은 아직 전기가

2.츠마코이 리조트 아야노사토
사운드 일루미네이션・꽃

,"

이 정도의 키였으면

Origin of Illumination

2018.10.27～2019.3.17
16:30～22:00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카미야마 토키노 스미카
http://www.tokinosumika.com/

-DATA-

없는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미사를
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무 주위에 촛불을 달아 재현한 것이 일루미네이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것을 그린 그림에 의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그러나 루터가 시작하기 전부터 독일에서는 나무에 촛불이나

린센지

414-0053 이토시 오기90
0557-37-7804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숲 속에 빛나는 밤하늘의 별이 매우 아름다워 감동했다고 합니다.그것을 아이

12

1

10

7

오너먼트를 장식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의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던데... 어쨌든 일루미네이션은 16세
위험하기 때문에 시대와 함께 전구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무려 메이지

17세기 초반 독일에서 크리스마스트리의

시대부터입니다.의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

풍습이 정착하면서 중기에는 트리에 촛불

는 의
시대에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메 ？

1746년으로, 그 트리에 전구를 처음으로
장식한 것은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의 공

부

훌륭한 등나무가 장관.

터

(현의 지정문화재)

이지 가게가 긴자에 진출한 것이 계기가 되

동 경영자였던 존슨이라는 인물입니다.

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박람회 정문에 장식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일루미네이션의 보급은 메이지

역 일
사 본

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해진 것은

이토시 미야카와쵸 1-2-6

루

터
１
의
０
０
년 시
후 대

습니다. 한가지 설에 의하면 1903년(메이지 36년)

3.아오바 심벌로드 일루미네이션

온천DATA：카마타 후쿠로쿠쥬의 온천

3덕

기경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 주위에 촛불의 장식은 화재가 나면
2018.10.27～2019.6.30
일몰～21:00
시즈오카현 카케가와시 만수2000 츠마코이 리조트 사이노고
http://www.hmi.co.jp/tsumagoi/

이
토
온
천
향

8

11

0557-36-3665

4

수질:단순온천
3

린센지의 등나무
수령 300여 년의

JR이토역

원천온도:52.5도(온천물이 계속나옴)
정기 휴일: 매주 수요일

목욕 가능한 시간 : 14:00~22:00
어른/200엔 어린이/130엔

어, 매년 일루미네이션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마다 화려해 져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

가족 목욕: 50분/600엔

2018.11.16～2019.1.31 16:30～22:00
(2018.12.4～2019.1.6 ～24:00)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아오이 스퀘어,
아오바 심볼로드 조반공원

으며 1905년 (메이지 38년) 신문에는 "예년에 없이 일루미네이션이 화려하다"는 기사가 실려 세

주차장:7대 무료.

4.이즈 그란팔 공원
「그란 일루미 ～4th 시즌～」

는 일루미네이션도 있습니다. 촛불의 몽롱하고 신비로운 매력부터, 박력이 있고 불가사의한 감각

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광원에는 콩전구나 보리전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루미

의 CG의 세계까지. 여기서도 시대를 느끼게 되는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촛불 한 개라도 전구 한
개라도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설렌데요.

일본에 가보고 싶은데 일본어를 못해...가
이드북을 봐도도 읽을수가 없어..읽어도 정
말 맛있을까? 깨끗할까? 이런것들 불안

하지만 일본어를 모른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지 않나요?모처럼의 해외여행! 돈도 싼

정말 맛집으로 가고싶다！!

모처럼의 일본을 제대로 즐겼으면 이라고

・이 가게 맛있을까？
・가이드북을 봐도 모르겠어！
・추천 장소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가기 전에 해결되면

・이 가게로 가는 방법은？

그게 최고야!

・여행중에 통역이 필요해!

생각합니다. 한국분들에게 진심으로 일본
에와서 즐겁게 지내는 것은, 일본에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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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
있지 않습니까？

기를 불어넣어 주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
니다. 조금이나마 일본과 한국을 연결한다
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은 정보를 알고싶다！
・일본인이랑 대화해보고싶다！
・등등….

문의사항은
한국어로 OK!
여행중의 통역이 필요하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r-ship@outlook.jp

기타:비누판매함.
카마타

수건은 지참해 주세요.

후쿠로쿠쥬의 온천

9
만
겨
겨
이
있

이토역 광장의 일루미네이션
2017-2018

일본관광정보와 여러가지！！

R-ship에서는
그런 분들의 질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메
이
디
야

작년, 이즈노 그란팔 공원의 일루미네이션으로 가족과 너무 멋진 추억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친구와 함께 갈 생각입니다. 왠지 일루미네이션은
울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여름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울에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덧붙여서,
토역의 광장에서도 그란팔 공원과의 협력으로 일루미네이션을 실시하고
기 때문에 밤의 이토역도 기대해 주세요!

2018.10.20～2019.8.31
시간등의 자세한 사항은 HP참고
시즈오카현 이토시 토미토 1090 이즈 그란팔 공원
https://granpal.com/

일본에 여행가고싶다!!

JR남이토역

네이션의 역사 어떻습니까? 촛불에서 시작하여 전구식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CG의 영상을 보여주

1 후쿠로쿠쥬님은 중국 송나라의 도사, 천남성의 화신, 남극성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작고 긴 머리에 긴 수염과 지팡이에 경권을 연결하여 학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그림은, 에도시대의 우키요에시, 우타가와 쿠니요시가 그린 "기유우 칠복신".
2 카마타 후쿠로쿠쥬의 탕. 입구에 석상의 후쿠로쿠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갔을 때는 14시 개점 직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았습니다. 현지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목욕탕입니다. 약간 뜨거운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딱 좋을지도!
3 이토 칠복신의 탕으로, 이토역 중심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웃집 미나미 이토역에서는 도보로 5분. 덧붙여서, 카마타 온천의 원천이 남이토역 바
로 가까운데.
4 후쿠로쿠쥬님 매력포인트(?)인 머리, 사진 그대로는 모자라서 조금 늘려보았습니다.

관광・유학・취업 상담코너
일본에서 유학하고 싶어！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

유학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다...
집을 빌리고 싶지만 어떤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취직하고 싶지만, 면접 요령을
모르겠다...
R-ship은
그런 분들의 불안감에
대해 상담 해드립니다！！

일본으로 어학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데, 일본은 정말 좋은 곳일까? 유학은
정해졌는데, 주변의 치안은 어떨까?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
집의 시세를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
어서 불안하다.

5 카마타 온천에 다녀온 후에 마신 후르츠우유(※)。(※ 전회 vol.3의 "R-ship적 목욕의 마음가짐"을 참조해 주세요.)
이러한 불안들
있지 않으세요？
집세는 대량 어느정도？
・도쿄에서 멀까？
・치안은 잘 되어있을까？
・비자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

일본어는 잘하지만 취직하기위한 비

・면접요령을 알고싶다！

자 취득을 잘 모른다.

・일본인 아는사람이 없다！

유학이나 취직으로 일본에 오고 싶은

・등등….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
러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분들! 상담이 필요하면 부
담없이 연락 주세요!

문의사항은
한국어로OK！
취업비자취득에 관해서
알려드립니다！
r-ship@outlook.jp

6 JR이토역앞 유노하나도오리 상가에서 유노카케 칠복신. 도로에서 한블럭을 들어가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계십니다.
7 6과 같은 유노하나도오리 상가에 있는 세련된 후쿠로쿠쥬님. 트릭아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촬영포인트로 촬영하지않으면,전체적으로 (특히 머리
가)길게 됩니다.
8 후쿠로쿠쥬님을 모시고 있는 '수동산 린센지'. 목각 후쿠로쿠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1545년 진언종으로부터 개종되었으며, 귀본존은 석가여래상입니다.
9 린센지 에서는 현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스루가와만 백경으로도 선정된 명소 "린센지의 후지"를 볼 수 있습니다. 300여년 된 두 개의 커다란 등나무 꽃
이 힘차게 피어나 있습니다. 꽃놀이 시기는 봄(4월 하순~5월 초순경).
10 후쿠로쿠쥬님은 중국 도교에서 강하게 희구되는 세 가지 소망 = 3가지 덕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가지 덕이란, 행복(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피가 섞인 친자(親子)를 모시는 일, 봉록(재산을 뜻함), 장수(단순한 장수)를 말합니다.
11 후쿠로쿠쥬님의 친구인 백학.
12 같은 칠복신의 한 기둥이지만 이곳은 쥬로진님. 후쿠로쿠쥬님과 자주 혼동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후쿠로쿠쥬님과 쥬로진님은 동체이명이란 말을 듣거
나...쥬로인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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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o City MAP-[HOTEL]
관광안내소

Ocean View
POLICE

「호텔 리덴토 이토」
이토역에서 도보로 6분.
혼자 여행이나 비즈니스맨에 적합.
쾌적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SAZANKA

마크스바류
이토역앞점

시즈오카현 이토시중앙1３-39
TEL：0557-36-1105
http://hotel-redent.com/

유노하나상가 거리와
나카마루도리에는
신선한 해물요리점이
가득！

エリーゼ
엘리제

관광협회안내소

[SAZANKA]
영업시간 ８:00~18:00(LO17:30)
휴일 없음
TEL 0557-37-4647

ホテル伊東パウエル
호텔 이토 파우엘

GOLOSO
rental&bicycle&coffee
Ocean View

[쿠시토큐]
영업시간 17:00~1:00(LO0:00)
휴일 없음
TEL 0557－36－2369

松田椿油店

Pooky

나 귀엽지！

CAFE LATTEO

[카페 그레코]
영업시간 8:00~19:00(LO18:30)
휴일 없음
TEL0557－36－7694

福みつ
후쿠미츠

HOTEL

차차 라고 해.

HOTEL
かめや楽寛
카메야 락관

串特急
쿠시토큐

마츠다 츠바사키아브라텐

하늘

食処うめはら

Ocean View

식당 우메하라

LINK

HOTEL
Bar GANESH

야마모토커피
카페 그레코

키네마 거리에는
옛날 영화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리덴토 이토

HOTEL

わさびの大見屋

시즈오카현 이토시 유가와 4-2-15
TEL：0557-36-6181
www.powell.jp/ito/

SEVEN SEAS

와사비노 오오미야

누쿠모르는
이토의 정보발신
기지야!

City Camp
[콜롬비아]

「이토SEVEN SEAS」
바다까지 도보 0분
전 객실오션뷰,
원천 흐름의 노천 목욕탕이 딸려 있음.
2018년 7월 OPEN

런치타임 12:00~14:00
TEL 0557-37-6433

CAFFETTERIA
GALLERIA439

이토 안테나숍
누쿠모르

FREAKS

[GALLERIA439]

HOTEL

커피＆식사
콜롬비아

영업 평일 11:00~21:00
토 11:00~22:00

LAWSON

이토원 마츠카와관

(LO는 폐점 30분전)
휴무 수요일
TEL 0557-52-3001

Brilliant

トリスバー 토리스바

HOTEL
이토원 본관

HOTEL
松川遊歩道 桜並木
마츠카와 유호도 사쿠라나라미키

jonathan`s

HOTEL

HOTEL
단코죠노

[TATI]

토큐 하베스트클럽 이토

TSUTAYA

휴일 일요일

「토큐 하베스트 클럽 이토」
아는사람만 아는 회원제 토큐 하베스트 클럽
최상층 목욕탕에서 바라보는 사가미만이 절경 포인트
☆견학 신청 접수중

TEL 0557－36－3372

시즈오카현 이토시 타케노우치1-5-14
TEL：0557-38-6373
www.harvestclub.com

시즈오카현 이토시 나기사마치2-6
휴일 월요일(한 달에 한번 연휴 있음)
TEL 0557-36-3732

시즈오카현 이토시 타케노우치1-1-63
TEL：0557-37-8181
www.hmi-ryokan.jp/kawaryo

시즈오카현 이토시 유가와 2-4-12
TEL：0557-37-1515
http://kameyarakan.com/

반노천탕 있는 객실

「호텔 라비에 가와라」
넓은 공간에 전용 노천탕과
cafe TATI sweets
사우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3관으로 구성된 다양한 방을 기대하세요.

영업시간 11:30;30

「かめや楽寛」 카메야 락관
이토역 으로부터 도보 3분.
사가미만 일망의 절경 개인탕
바다가 보이는 노천탕 객실에서
긴장을 푸는 것도 행복합니다.

시즈오카현 이토시 타케노우치1-3-6
TEL：0557-37-0011
http://www.dankoen.com/

영업시간 19:00~26:00

東海館
동해관

시즈오카현 이토시 유가와2-3-10
TEL：0557-36-8864
https://sevenseas-ito.jp/

「暖香園」단향원
일본풍을 느낄수 있는 안정된 호텔에서 릴렉스.
본관에서 도보로 3분,
떨어진 곳에 럭셔리한 공간을 즐겨보세요.

[토리스바]

いでゆ橋
이데유 다리

라베르 가와라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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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토 파우엘」
전 객실에서 바라보는 바다
절경의 노천탕을 180도 즐기다

大川橋
오오카와 다리

祇園
기온
伊東郵便局
이토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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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백
꽃

감기예방에！

귤 쥬스
【순서（분량1인분）】
①귤（2개）의 껍질을 벗긴다.
②①과 꿀（큰술1）을 함께
믹서기에 넣어서 간다.
③그래로도、차갑게 해서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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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정보발신 프리페이퍼

색 동
깔 백
별 꽃
꽃 의

말

이국적인 그 모습에서
동양의 장미라 불리는 동백꽃.
빨간 흰색 이외에 핑크, 얼룩무늬, 한겹,
여덟겹, 여러겹... 사이즈도 크고 작은 여러
종류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츠바키-

귤 특유의 성분 시네필린
기침 감기에 걸렸을 때

【학명（야부츠바키）】
Camellia Japonica

귤은 감기 예방 대책인 비타민C와 비타민A가 과일 가운데 에

동백꽃은 이토시의 꽃나무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토에서는 일본제일을 자랑하는 오무로산 츠바키공원이
있습니다.

카메리아・쟈포니카

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건 알고 있는 데로.
温州(운슈) 귤 특유의 성분 '시네피린'은 딱딱해져 버린 기관지
근육을 느슨하게 해 기도를 벌려 호흡을 편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겨져 목과 관련되는 감기의 대책에 좋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겸
허
한
미
덕

화분증의 대책에는 헤스페리딘.
귤의 알갱이 껍질이나 흰 부분이 중요!
핫케이크믹스&밥솥으로 간단!

【순서】

1 귤 껍질을 벗긴다. 귤 알갱이의

귤 케이크

껍질이나 흰색부분은 가능한 한 제
거하는 것이 파랗게 남지 않는다.

【 재료・3合炊き1個分 】
귤・・・・・・・2개(可食部約100g)
핫케이크믹스 ・・・・・・・・150g
달걀(M사이즈) ・・・・・・・・1개
우유(또는 물이나 두유) ・・・100ml
꿀・・・・・・・・・・・・・큰술2
버터(마가린도 OK) ・・・・・적당량

2 볼에 귤하나를 넣고 포크로 으깬
다.

3 핫 케이크 믹스를 넣고, 잘 섞는
다. 계란, 우유, 꿀을 넣고 섞는다.

・마멀레이드
・바나나
・사과
・넛츠
・코코아 가루
・휘핑크림
etc...
살짝 달콤한 심플한
케이크라서,
이것저것 플러스 해보세요!

스위치온. 가열시간은 약 45분. (빵
굽는 모드가 있으면 좋음!)
봐서 반죽이 붙지 않으면 완성된다!
표면에 가루 설탕으로 데코레이션
해도 귀여워요!

맛있는 샐러드에!
귤 드레싱

더
할
나
위
없
는
매
력

완
전
한
아
름
다
움

꽃말

색깔별 꽃말은 왼쪽에 써져있는 대로
「조심스러움」이 붙는것은、동백꽃에
향기가 없는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귤의 껍질을 말린 것을 '진피'라 하며, 귤의 껍질을 말린지 1년
이상 된 것을 생약으로 사용합니다. 진피의 기능은 앞의 시네
피린, 헤스페리딘, 위장의 상태를 정돈하거나 향의 성분(리모
넨)이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옵니다.
【집에서만드는 진피 만드는 방법】
①귤의 껍질의 왁스와 농약을 씻어낸다.
②햇볕이 드는 장소에서 자루에 넣어 햇볕에 말림. 추울 때는
밤이 되면 거두어서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일주일간 말리면 완
성. 처음의 양과 비교하면 단 2~3정도의 양으로. 껍질은 잘게
썰어서 사용하기 쉽게 한다.
③곧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몇개월 더 말릴 수 있으면 베스
트.
④믹서로 가루로 만들고, 양념이나 차로. 유리병에다 보관하
고, 습기가 약하므로 주의!
그대로의 상태라면, 그물망 넣어 입욕제로!
차가워진 몸이 따뜻해집니다!

「애기동백」과
구분 방법
椿 山茶

山茶花
花

조
심
스
럽
다

조
심
스
러
운
사
랑

조
심
스
러
운
아
름
다
움

입구 오른쪽에 놓여서져
있습니다.
밖에서도 보입니다만,
가게 안에서 천천히
보는것도 재밌어요!
가게 위치는 7,8페이지의
MAP을 확인해주세요!

山茶花
山茶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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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기름은 씨(열매)를 짠 기름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일본제 올리브 오일'
동백 기름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고급 식용유, 연료유 외에 머리카락, 피부보습제
로서 쓰여져 왔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가 많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
습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헤어오일로 겨우 2,3방울 정도 동백기름만 떨
어트려 머리카락 끝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상태로바르
면 촉촉함이 하루 종일 유지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단, 너무 많이 쓰지 않게 주의하세요!
JR이토역 앞의 유노하나도오리 상점가내에 있다
『마츠다 츠바키아부라점』창업 80년의 노포 전문점으로, 옛날부터의
'동백유의 여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일
명
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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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꽃의 전반적인 꽃말은
「조심스러운 상냥함」「자긍심」
지
상
의
사
랑
스
러
움

시내의 어디에서
볼 수 있어?

12월~4월이 절정입니다.
특히 오무로산 공원에 위치한 츠바키원 에서는 15,000㎡의 부지 내
에 1,000여 종 4,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만발합니다.이토에서
태어난 꽃이름, 특이한 꽃도 있습니다. 또, 공원내에서 후지산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가보는 건 어떤가요?

)

〒
tel. 0557-37-3933

「동백꽃」의
이름과 유래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추천으로는
오무로산 공원 츠바키원
카와나호텔 츠바키공원
죠가사키 해안의 츠바키 나미키
시오부키공원
호센지 등

(

【순서（분량2~3인분）】
①귤(1개)을 짠다. 과즙이 들어가도OK.
당근(1/5개)은 잘게 다진다.
②초밥식초(큰술2), 소금 후추(조금)
①、올리브오일（큰술1）를 섞는다.
맛을 보면서, 취향에 맞게 와인식초
(적당하게)를 넣고 완성된다.
③샐러드에 뿌려서 드세요！

과일 구입은 여기☞

한약에 쓰이는 진피(귤껍질을 말린 한약제)
사실은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조
심
스
러
운
멋
짐

4 밥솥에 버터를 발라, 3을 넣고,

5 구워지면 나무 젓가락으로 찔러
Let's ARRANGE!
ORANGE CAKE!

헤스페리딘'이란 귤의 알갱이의 껍질이나 희 부분에 포함되는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이것에는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 효과
가 있어, 화분증 대책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말초 혈관벽을 튼
튼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류개선에 도움이 되며,
냉증에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안정시켜 그 기능을 강화한
다고 하여, 흰색 부분을 싫어하는게 아니라면 꼭 그대로 먹으
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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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O CITY PAPER LIMITED STORY
여기에서 밖에 읽을 수 없는 이토를 무대로 한

불꽃축제 심퍼시

불꽃놀이가 준 이야기

-hanabi sympathy-

"어제 예정보다 붐비었으니까 물건 사러 갔으면 좋겠어! 가게까지 옮겨줘! 필요한 것은 메일 해둘게!" "응 좋아. 밤에도 가게 문을 열때 갈께." "어머! 기분나쁘네!

제2장

항상 그렇게 답장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잘 부탁해!" 어머니로부터 온 '필요한 것'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았다. 오늘 심부름은 그래도 쉬웠다. 카네다씨의 일행

바다까지 빠지는 역앞부터의 외길은 하늘을 물들이는 불꽃놀이를 필요이상으로 예쁘게 보여지고 있다. 드문드문 있는 포장마차도 오가는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며

들 처럼 불꽃놀이 멤버가 가게에 없다. 부인이나 딸들이 가게를 여는 경우가 많았다. 생선을 넣고, 야채를 넣어 이토에서 몇 안 되는 술집에 왔다. "어? 불꽃놀이 준

나름대로 분위기를 만드는 듯했다. 의아해하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흘끗흘끗..."시끄러워.." 자신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나

비는?" 켄토가 점주 사카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 패스패스! 거기 가면 가게문을 열 수도 없고 불꽃놀이에 열중해서 언제나 마시기 때문에 가게 일이 바빠." 사카이
씨는 문득 들어간 술집에서 알게 되었다. 거리감이 가깝지도 않고, 과거를 물어보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을 즐기는 대화로 웃는다. 그런 기분 좋은 상대였다. 그 후,
가게에 납품하러 온 모습을 보고 가끔 이야기를 하거나 했었다. 나이는 모른다. 어쩌면, 나보다 아래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하지만 장사가 잘되면 좋잖아. 우리 가
게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밤에 나가야 하고, 이 후에도 타쯔상에게 건어물을 사러 가야 해." 어? 가게 2대째 준비해? 켄토씨 그런거 생각 안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

왔다. 켄토는 오히려 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자각하고 있었고, 그 말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닌것 같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불꽃놀이 옆을 향해 발걸음을
불꽃놀이장이 아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등뒤에서 불꽃놀이의 불빛, 귀로 소리를 느끼며 어슴푸레한 길을 걸어 음무신사 앞에 도착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야에히메가 밀회를 거듭했다는 이 신사, 특별히 켄토로서는 관계가 전혀 없다. 온적이 한 번인가 두 번. 왜 여기에 발길이 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리이(鳥居)를
빠져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또 불꽃이 터진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이 빛나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빛에 언뜻 켄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
다. "왜 이런 곳에 왔지? 돌아가야지." 켄토가 중얼거릴 때 하늘을 비추는 불꽃놀이. 다시 한 번 하늘을 본다. 여느 불꽃과 어딘가 다르다. 위화감을 느끼고 머리로 부

네." 말을 얼렁뚱땅 얼버무리듯이 실실거리면서 사카이씨는 말한다. "생각하고 있지 않아.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고 난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지도 모르니

인하며 정리하기보단 먼저 입에서 말이 나왔다. "어랏.. 불꽃 터지는 소리가 안 들려......" 회장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는 음속 차단될 정도의 거리는 아니다. 보통이

까." "농담이야! 켄토씨 금방 그렇게 말하네. 언제까지 있을지도...라고 하는 놈. 나도 아버지 쓰러지지 않았다면 좀 더 자유로웠을텐데." "아, 미안.그럴 생각은 아니

라면 빛에 느리고 "쾅"하고 폭발음이 들릴 것.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섬뜩한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제일 크게 하늘이 빛

었는데." 사카이씨의 처지는 듣고 있었지만 무심코 말이 나왔다. 아마 이 스탠스가 사람과 멀어져 버리는 원인이라는 것은 켄토도 알고는 있었다. "아,그러고보니 '
타이무' 찾고 있는 사람이 왔왔어. 아직 안 하고있다고는 말했지만." "응? 어떤 사람?"아침에 왔던 전화건도 있었고 목소리가 커졌다. 조금은 놀란 모습이었지만 키
크고 마른 보통 남자라는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더 추궁하자 다른 단골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더는 들을 수 없었다. 방문자가 신경쓰인채 타쯔씨의 집으로 향
했다. 타쯔씨는 올해에 벌써 90살이 었던가 아니었던가. 허리는 굽어있고 말이 많아 알아듣기 힘든 데다 독특한 시즈오카 사투리. 이토에 와서 제일 말을 못 알아듣

났다. 역시 소리는 없다. 소리를 찾으려는 그 순간 경내의 중심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쾅" 그 직후에 크게 터지는 불꽃놀이의 소리가 뒤
쫓아 왔다. 소리는 들었지만 어둑어둑한 가운데 멈춰선 사람의 그림자에 시선이 가게되면서 그 그림자가 여자라는 것 그리고 그 왠지 이상한 듯 켄토의 시선을 빼
앗고 있었다. 조금 전의 큰 빛이 마지막 불꽃이었겠지. 다음 불꽃은 터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늘을 올려다 볼 이유가 없다. 원래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물며 그런 가운데 여자를 바라보며 좋은 이유는 물론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겠다.
"조금 전 불빛이 불꽃입니까?" 여자가 말했다. 켄토는 이미 너무 오래되어, 누구에게 질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라보고 있던 것을 들키지

는 사람이다. 그래도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전해져 온다. 건어물은 누가 만들어도라는 켄토의 고정 개념을 일축할 정도였다."안녕하세요! 토

않게 조금 과장된 액션을 붙여. "아, 죄송해요. 저도 처음 본 거라서요." 계속해서 여자는 말했다. 자신에게 물어온 질문이 재인식된 켄토는 대답하면서 그 질문에 놀

키카와입니다!"

라움을 느꼈다. "불꽃놀이예요.해안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본 적 없나요?신기해...."

나오지 않는다. 현관은 비어 있다. "타쯔상! 있어요?" 한번 더 큰 소리로 불러 보았다. 안에서 젊은 여성의 대답이 들려왔다. 타쯔상이 아니야. 응? 하고 생각하며, 기

켄토는 말을 하다가 멈췄다.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일까 외형은 귀엽고 예쁘기도 한 얼굴 그렇지만 결코 멋쟁이라고 부를 수 없는 독특한 복장, 불꽃놀이를 모르는

다리고 있는데 역시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기다리게 했네요! 할머니는 지금 안쪽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아.. 아.. 타이무 라고 하는 작은 요리점을 하

사람도 세상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말을 삼켰다. "특이한가요? 문헌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 제 주위에서는 실물을 본 사람은 없어서" 여자는 켄토의 질

고 있어요. 토키카와라고 하지만 건어물을 가지러..." 타쯔 씨의 집처럼 보였기 때문에 젊은 여성 그것도 귀여운 쪽에 시선이 가는 자신에게 조금 시간이 걸렸다. "아
아!타이무!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이런 젊은 분이 올 줄 몰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이쪽의 대사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켄토는
작게 대답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켄토 네가 왔니? 기다리게 했네. 내 손자인 미라이야. 여름휴가라 이쪽으로 왔어." "타쯔상, 안녕하세요! 일부러 나오게 해서 죄송

문을 오히려 희한한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주변사람도...그럴까..." 켄토는 제멋대로 해석하고 섬세함이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불꽃놀이는 소리가 마
지막밖에 없네요. 주위의 경치도 바뀌어져 있고, 뇌를 통해 직접 시각으로 움직임이 바뀌는, VR시스템과 같은 것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
지만 이 여자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불꽃놀이는 빛나고 난 뒤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소리가 안났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진짜로 뭐래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해되고 있지 않는 머리로 생각한건대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다. "다만 경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반짝이는 건 한순간이니깐 잠깐 하

합니다!미라이씨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켄토씨 가게 분 이네요. 꽤 양이 많으니깐 같이 갈까요?" "아, 괜찮아요!차 가지고 와서요! 근처

늘의 경치가 바뀌는것 뿐이지." 켄토는 일단 상냥하고 정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려 하였고 자신의 의문은 조금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아니요. 이제 눈앞

에도 몇군데나 다녀야해서 전혀 문제없어요!고마워요!" "뭐야,켄토군 평소보다 신이 나 있네. 젊다 젊어." "잠깐만 타츠상 그만해요. 평소랑 같아!" 그만, 너무 과한

에 보이는 경치가 다 바뀌었어요." 해결되지 않았다. 상냥하고 정중하다던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여자의 눈을 똑바로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대답이 정답인지... '

탓에 타쯔씨에게 들키게 된 켄토는 당황했다. "켄토 자네, 뭔가 있어?" 갑자기 타츠상이 말했다. "아니 평소랑 똑 같아!딱히 오늘이라서 라는건." "아니,그렇지 않아!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응?냄새가 난다고...?" 타쯔씨는 아니라면서 귀여운 웃음을 지으면서 "신경쓰지마, 착각이야"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안계시네요.다
시 와주세요." 미라이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켄토를 배웅했다. 일단 차를 놔두고 걸어왔으면 좋았을 것을 당황한 자신에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고개를 젓는 켄

주변의 경치는 변하지 않았을까? 혹시 무의식으로 여기까지 걸어와버렸나..?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보인다던가?' 켄토는 두려웠다. 생각나는 대답을 상처주지 않
게 대답해 보았다. "장난치는 건가요?"저는 오늘 임무가 끝나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빛이나고... 이런 설마....." 무언가 알아챘을까? 켄토는 기대하며
여자의 표정을 살펴봤다. 한 가지를 응시하고 생각하는것 같은 여자. 무심코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 있는 자신을 느끼며 초조해했다. 그러나,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
다. 그 여자는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몇년이냐고? 2021년이야." 켄토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부랴부랴 대답했다. "돈 좀 보여 주시

토였다. '타이무'앞에 도착할 무렵 가게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멀리서 확인했을 때 남자 2명 여자 3명. "출발하는 것인가?. 아닌가..." 작게 중얼거린 켄토

겠어요?" "네? 돈? 괜찮긴 한데 왜?" 드디어 그런 일인가 하고 느껴, 지금까지의 응답에도 후회하면서 지갑을 열었다.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며 그래도 답

는 차를 뒷문에 세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고 오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잖아"

을 기다리며 천천히 돈을 꺼내자마자 대답할 새도 없이 여자의 손은 현인의 돈을 잡았다. "이건 지금 지폐가 맞죠?"

"아니,그래도 오히려 폐가 될 지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런거 말해야해? 몇 번이나 얘기해왔잖아!" 뒷문에서, 구입한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입구에서 그런 소

이쪽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더욱 자신의 질문만 하는 여자. 그리고 그 질문도 이유를 모르겠다."그래. 아니 그런데 왜 돈이 보고 싶었어?" 켄토도 역시 목소리가

리가 들려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세 개. "너희들 뭐하는 거야?" 켄토는 입구 쪽으로 돌아서 눈을 의심하며 말을 걸었다. 거기에는 전 회사의 동료와 후배가 있었

강해진다. "아, 미안해요. 확인을 위해서.원래 지폐를 볼 기회도 적으니까요." 여자에게서 대답은 돌아왔지만 켄토가 기다리고 있던 것과는 다르다. 더 이상 의미를

다. "오~켄토오랜만이다!" "켄토씨, 오랜만입니다!" 남성진에 이어 여성진도 거듭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켄토를 보고 다구치 사토시가 설명을
시작했다.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 축제가 있다고 했잖아. 어차피 안 올거라 생각하고 권유했지?그런데 왔어." "어,아아 그 전화였구나. 아,그래도 오늘은 축제가 아
니야. 불꽃이 터질뿐이야. 라기보단 이렇게 몇명이서 안와도 되는데...." 사실은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소극적이게 된 켄토. 역시 자신이 한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을 확인하고 받을까 망설였지만 여자에게는 좀 기다리라며 제스처를 하고 전화를 받았다.
예상하고 있던 내용. 착신은 어머니로부터로 불꽃놀이를 보고 온 손님으로 가게가 혼잡해졌으니 도와주러 빨리 돌아오라는 전화였다. 지금은 이 자리를 마무리해
야하는 이유를 원했다. 궁금한 점도 많지만 이런 분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잘 몰랐던 켄토는 좋은 구실이 생겼다고 전화를 끊었다.
"미안, 나 가야 하니까 조심해서 잘 가야해! 누가 데리러 오니?" 켄토의 말에 여자는 어리둥절해 했다. 약간 죄책감도 느꼈지만 여자에게 등을 돌리고 켄토는 가게로

"아니, 그때부터 켄토씨 혼자 있게 되니깐 걱정했었어. 진짜로." 후배 나츠메 테츠는 언제나 이런 놈이다. 하지만, 반대로 현역의 무렵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이 많았

향했다. 가게에 도착할 즈음, 여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 그것이 1만엔이었던 것을 떠올리며 큰 후회를 했다. 가게 일도 끝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 오늘

다. 그런 나츠메의 대화를 가로막고, 키우치 타에가 말했다. "정말 그냥, 모두가 놀러가자고 했었어요. 전에 부모님이 이토에서 가게를 차리셨다고 들었으니깐, 거기

도 가게에는 카네다씨와 요시지씨 다른 불꽃놀이 멤버가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불꽃놀이를 보러온 일반 손님. 내일도 있는 불꽃놀이에 몇 번이나 건배를 하면서

에 가면! 이라고 엄청 들떠버려서.. 폐를 끼쳤나요?" " 쫌! 폐가 된다는건 말하지마. 쉬는날 맞추기도 힘들었으니까!"

청년부라는 이름의 중년들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술이 들어가면서 웃음소리는 커졌다. 잠시 잊혀졌던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피곤했지만, 음무신사 에

옆에서 사토야 가호가 말을 덧붙였고 카와노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폐가 되는 건 없어! 고마워. 그냥, 음... 좀 지금은 사온 재료를 정리해야 하니깐 좀 기
다려 줄래?" "물론! 우리도 체크인 해야 하니깐 연락줘. 불꽃놀이 가자." 갑작스런 방문. 물론, 기쁘지 않을 리는 없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멤버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 일단 18시, 켄토가 호텔까지 같이 가게 되었다. "오래 기다렸네." "정말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가게 도와줄일 혹시 있어?" "혹시 있어." 시시한 이야

서의 사건은 작은 사건이 되고 있었다. 잠이 들기 전 작은 헤프닝 정도로만 생각했던 일이 떠올랐다. 여자의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전부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러고보니, 원래 어째서 불꽃 터지는 소리가 않났었던 것일까... 음무신사이니까...?뭐 그럴
리가 있나..."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는 여자도 말했다. 무엇보다 그것이 가장 기분 나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늘 보는 천장 나뭇결마저 섬뜩해져와 켄
토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휴대폰 울린다. 그것도 자명종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꿈속에서라도 알았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등록하지 않은 번호. 지금까지

기를 나누면서 불꽃이 잘 보이는 해안으로 또 다른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다. 해안에 도착하기 직전 등뒤에서 찬바람이 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켄토만이 그런

처럼 오늘은 받지 않기로 했다. 자동 응답기로 바뀌는 휴대폰. 자동 응답기에 녹음되지 않았다. 잠이 깬 켄토는 어머니가 전화를 했음을 깨닫는다. 어젯밤과 같다. 내

기분이 들었다. 돌아보니 음무신사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지 않으면···" 또 입에서 말이 함부로 나왔다.

용은 쉽게 상상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전화가 불쌍하다."여보세요.미안.자고 있었어." "언제까지 잘꺼야! 어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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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온천

연회석문화대학
2/1 금～6/2
2.10

3.16▶31

오무로산 마른풀 태우기

『연회석문화대학』춘계개강

이즈 고원 벚꽃축제
2곳의 회장이 있어 각
회장에서는 여러가지 이
벤트를 하고 있 습니 다.
이즈 급행의 전차를 만
지거나 차장 체험이나
열차바닥의 견학등도 체
험할 수 있습니다.

[장소]오무로산[소재지]시즈오카
현 이토시 후도베사키하라 13175[ 시 간 ]9:00~13:00[ 교 통 ]JR 이
토역에서 샤보텐 공원행의 버스
약 40분 '종점'하차[주차장] 있음
(300대)[펫]동반 OK(리프트 동반
의 경 우 , 체 중 15 kg 45cm 이
하 )[ 화 장 실 ]O[Wi-Fi]O[ 문
의].0557-51-0258(오무로산 리
프트)

［장소]•오오칸벚꽃스테이지:이즈고
원역앞 주변 •벚꽃가로수스테이지:이
토고원벚꽃가로수, 이토고원역주변
[소재지]시즈오카현 이토시 야와타
노 부근[시간]9:00~16:00(출점영업
시간) [ 교통] 이즈고원역에서 도보
약 1~5분(회장에 따라 다르다) [주
차장]0(시영주차장)[펫]0[화장실]0
［ Wi-Fi ］ × ［ 문 의 ］ 0557-531116(이토급행주식회사)

3月하순
▶4月초순

이토 온천의 마츠카와가에 세워진 목조3층 건물인 동해관.
과거 수려한 샤미센 소리가 일대에 울려 퍼졌던 복고풍의 여관 건축으로 게이샤의 매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오칸벚꽃스테이지３.16&17 벚꽃가로수스테이지3.23～31

매년 수만 명이 찾는
이토의 인기 행사.
선착순으로 70명은 송
명(松明)을 사용해 산
에 불을 붙이는 특수
한 체험을 할 수 있습
니다.

2.23▶24 전일본베개 싸움 대회

일

예능의 진수를 접하고 일본 문화의 깊
이 있는 "놀기"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
니다. 여성 한정의 [게이샤 화류체험학
부]에는 입문과정[게이샤 옷차림 체험
코스](90분 수업료 1만 2800엔)=화장,
의상 장착, 다과자 서비스의 가벼운 코
스.

☝게이샤의 화장, 기모노의

벚꽃마을 밤벚꽃감상회

옷매무새 등을 하나하나 배울 수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즐
거움이라고 하면.... 네!
베개 던지기!
노는 영역을 넘어 경기
로 변하고 있습니다.
베개를 무기로 이불을
방패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됩니다!!!

오무로산 기슭에 있는 벚꽃
의 마을이라 불리는 넓은
부지가 있으며, 대한벚꽃과
이토벚꽃, 소메이요시노에
늘어진 벚나무 등 40여종류
이상 1500여 그루의 벚나무
가 심어져 있어 오랫동안
다양한 종류의 벚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소]이토시민체육센터[소재지]시
즈오카현이토시쿠스미전와다 716115[시간]23일 10:00~17:30/24일
9:30~15:30[교통]이토역에서 버스
로 약15분 시민 체육 센터 하차[주차
장]0(92대)[펫]×[화장실]0[Wi-Fi]
×[문의] 0557-32-1711(관광과)

[장소]벚꽃마을[소재지]이토시 토토
[시간]18:00~21:00[교통]이즈타카
하라역 버스 정류장 1번 승강장에서
"샤보텐 공원·오무로야마 리프트"행
에서 종점하차, 도보 약5분[주차
장 ]0[ 펫 ]0[ 화 장 실 ]0[Wi-Fi] × [ 문
의]057-36-0111(이토관광협회)

전 문 과 정 [ 연 회 석 연 습 1 박 2 일 코 스 ]( 수 업 료 1 만
8800엔)=화장, 의상 착용으로부터, 예의범절, 게이샤
문화 강좌, 속요, 춤 등, 게이샤차림으로 예능을 확실히
배우는 전문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연회석 유희 학부]연회석 예술습득학과(2~5월
의 제1·제 3 일요일 개최)는, 초심 코스(5000엔), 중급
코스(5000엔), 전수 코스(7000엔), 남성 한정의 [멋진
기모노 체험 학부](의상 렌탈, 기념 촬영, 동해관 입욕,
차·과자 서비스=4000엔) 등도 있으므로, 우선은 이토
관광 협회에 문의하여, 입학 원서를 보내봅시다.

개최 장소: 동해관
주
소: 시즈오카현 이토시 히가시마
쯔바라쵸우12－10
※이토역에서 도보10분
개 최 일: 게이연습험학부는
2월 첫째주 금요일 - 6월첫째주 일요일
연회석화류체험학부는 2월~5월의 제1,
제3 일요일
문 의 처: TEL 0557-37-6105
FAX 0557-37-9006

있습니다.

이토MAGARI히나

2/22 금 ～3/3 일
마가리 히나=『마귀』를『사냥』한다
"마가리 히나를 보러 온 고객에게 행운이 깃들기를"이라고 소원을 담아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5月中旬
▶下旬

3.19▶4.1 마츠카와 등의 오솔길

그밖의 이벤트정보▶

이토 스케치카(祐親)축제

마츠카와 산책로의 벚꽃을
라 이트 업 합니다 . 낮 과 또
다른 환상적인 밤 벚꽃을
즐겨보세요♪
기간중에는 강가에 있는 동
해 관의 라 이 트 업 등 도 실
시합니다.
인스타용 사진도 찍어보세
요!

감동의 무대! 국내에서 유일무
이 이토 마츠카와의 강중에 띄
운 수상 무대 관객석. 밤의 정
적에 쇼와 초기에 지어진 목조
3층건물 여관(이토시 지정 문
화재)을 배경으로 하여, 무대에
서는 국내 제일의 배우가 희극·
기예를 연기하고 있습니다.보
는 사람을 유현의 세계로 유혹

[장소]마츠카와 산책로·이데유다리
부근[소재지]시즈오카현 이토시 타
케노우치 1가[시간]18:00~22:00
[교통]이토역에서 도보 약7분 시민
체육 센터 하차[주차장]0(시영 주차
장)[펫]0[화장실]0 ［Wi-Fi］×[문
의]0057-37-6105(이토시관광협회)

[장소]이토 마츠카와 미카미 특설 무대,
마츠카와 등지의 광장[소재지]시즈오카
현 이토시 히가시마츠바라쵸[시
간]10:00~19:00[교통]JR이토역으로부
터 도보 약 20 분[ 주차 장]0( 시영 주차
장 )[ 펫 ] △ ( 일 부 불 가 )[Wi-Fi] × [ 문
의]057-36-7726(NPO 법인 이토 시 문
화재사적보존회)

하는 색다른 무대입니다.

3.3동해관 축제이토 게이샤춤과 연회석 문화의 협연 이토온천관광 문화시설 동해관에서는 이토 게이샤춤과 연회석 문화의 협연 등 일
본문화를 테마로 한 동해관 축제가 개최됩니다.(예능인 축제).게이샤춤과 게이샤놀이, 샤미센, 고토연주등 외에 미스 야에히메 경연대회와 일본식 과자 만들기
체험 코너도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니 꼭 입장해 주십시오.[장소]동해관[소재지]시즈오카현 이토시 히가시마츠바라쵸 12-10[시간]10:00~15:00[교통]JR이토역에서 도보 약7분[주차장]0(시영 주차
장)[펫]×[화장실]0[Wi-Fi]×[문의]0557-3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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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카자리의 규모로는 일본 제일을 목표로 하여, 이토시내 9개의 회장에서 취
향을 집중시킨 전시를 실시합니다. 매년 2월 하순 ~ 3월 상순까지 개최되는 이
토시를 드높인 일대의 히나마츠리 이벤트. 2013년부터 "이토 MAGARI 히나
&KAGUYA 히나"로서 스타트했습니다. 현재는 "히나의 축제 이토 MAGARI 히나
"로서 일본 제일의 계단 장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메인 회장인 "불현사"의 계
단 장식도 110단에서 118단으로 규모를 확대해, 인형은 사실 800구 이상!! 인
스타에 올리면 인기있는건 틀림없습니다.!!!! 불현사는 이토 온천의 사찰인 칠복
신의 비샤몬텐에 선정되어 있는 절에서 유서 깊은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동해
관"에서는, 역사와 전통에 채색된 히나카자리 장식을 볼 수 있는 것 외에 "이토
시청", "길의 역 이토 마린 타운", "오무로산 공원 츠바키원" 등, 시내 각처에서
여러가지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개최시간 : 불현사 9:00~16:00 ※회장에 따라 시간은 다름
회
장 : 불현사, 키네마거리, 동해관, 이토마린타운, JR이토역,
코무로산 공원, 츠바키원, 이토 쇼핑프라자 듀오,
이즈 고원 역
스 미 쇼 : (우편번호)414-0025 시즈오카현 이토시 모노미가오카 2-30
이토 상공회의소 0557-37-2500
★이토 역→오하라쵸 버스 역
③승강장(카와나항╱해양공원╱카와나구치 경유 오기차고행)
⑥승강장(샤보텐 공원행)
매 시간 00╱15╱30╱45분 출발(15시대는00╱10╱35╱40╱50분 출발)
이토역→이토시청
②승강장(오무로산 리프트행)9:50╱11:50╱13:50분 출발
★오하라초 버스정류장→이토역
매 시간3╱28╱43╱58분 출발(10╱12╱14시대는 33분 출발도 있음)
이토시청→이토역 10:34╱12:34╱14:34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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