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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땅 이즈모의 “에니시즈쿠 순례”에서 복(福)을 이야기하다   

(시마네현 호시노 리조트 카이 이즈모) 

 

장마철, 신들의 땅에서는 사람들의 복을 기원합니다 

호시노 리조트 카이 이즈모는 시마네현의 이즈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 년에 한 번씩 신들이 모인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장마철에 대하여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즈모에서 장마철은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비는 “에니시즈쿠”라고 

불리는데요, 이즈모의 또다른 신화적 요소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엔무스비”에서 이름을 딴 엔(만물을 결합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의 비라는 뜻입니다. 호시노 리조트 

카이 이즈모는 6 월 1 일부터 30 일까지, 이즈모의 장마철에 묵는 모든 고객님들을 위해 “에니시즈쿠 순례”를 

열 예정입니다.  

 

 

 

 “와가사(우산)의 하늘”로 이루어진 회랑 

끊임없이 이어진 일본 전통 우산인 와가사가 온천의 라운지와 아치형 다리의 천장을 장식합니다. 이 

와가사들은 역시 눈과 비로 유명한 지방인 돗토리현의 공방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각 우산은 고유한 색상과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산을 둘러싼 빗방울 문양은 실제 밖에 나가지 않고도 에니시즈쿠 빗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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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쿠지가 여러분의 “에니시즈쿠 순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호시노 리조트 카이 이즈모의 트래블 라이브러리에서는, 근 미래를 알려주는 “오미쿠지” 점을 즐기실 수 

있으며, 고객분들이 직접 복을 기원하실 수 있도록 호텔 내의 추천 장소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에니시즈쿠 

기간 동안에 보는 오미쿠지 점은 장마철의 빗소리에 영감을 받아서 “아마오토 미쿠지(빗소리 

오미쿠지)”라고도 하며, 각 손님 분들은 에니시즈쿠를 통해 받은 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손님 분들은 

오미쿠지를 와가사에 묶어서 호텔에서 15 분 거리에 있는 타마츠쿠리유 신사에 봉헌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카이 이즈모 엽서 

호시노 리조트 카이 이즈모의 엽서는 시나네현 서부의 세키슈-반시에서 수제로 만든 전통 종이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세키슈반시의 수공예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손님 분들은 

엽서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겨서, 엔무스비의 땅에서 받은 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수국 만화경 

장마철은 수국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만게쿄(일본어로 만화경)”은 일본 꽃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시마네현의 새 품종들로, 호텔의 나무 데크를 따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기하학적 패턴과 

아름다운 방사형으로 퍼진 파랑과 보라색 빛깔은 만화경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만게쿄 품종은 

여전히 시장에서 희귀한 품종으로 꼽히며, 호시노 리조트 카이 이즈모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빛내 드릴 

것입니다. 호텔 손님 분들은 장마철에 빗방울과 함께 피어나는 만게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 년 “에니시즈쿠 순례” 일정 

날짜: 2019 년 6 월 1 일 – 30 일 

비용: 무료(호텔 손님 한정) 

장소: 온천 라운지 및 아치형 다리(와가사 우산), 트래블 라이브러리(오미쿠지 및 오리지널 엽서), 나무 

데크(수국 정원) 

 

 

 

 

 

 

호시노 리조트 카이 이즈모 

주소: 699-0201 일본 시마네현 마츠우에시 타마유초 1237 타마츠쿠리 

예약센터: +81-(0)50-3786-1144 

객실 수: 24 (화실/일본식) 

웹사이트: https://kai-ryokan.jp/kr/izumo/ 

https://kai-ryokan.jp/kr/izu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