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토쿠인

Welcome to
Entokuin !!

엔토쿠인은 1605 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실부인,
기타노만도코로로
알려진 ‘네네’가
히데요시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습니다.
그녀는 여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엔토쿠인은 고다이지 절의 탑두(塔頭)로
후시미 성 일부를 이축하였습니다.
엔토쿠인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정원은 모모야마 시대의
정원으로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엔토쿠인의 정원에서는 봄과 가을에 아름다운
‘선(禪)’의 라이트업이 펼쳐져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풍경을 즐깁니다.
엔토쿠인에는 ‘하세가와 도하쿠’가 그린 후스마에(장벽화)가 있습니다. 도하쿠는 400 년 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이 후스마에는 국가 중요문화재로서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엔토쿠인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매력이 넘치는 절입니다.

‘나가야몬’
사무라이 저택의 대문 양식으로 만들어진
엔토쿠인의 정문 현관입니다.

‘산수도 후스마(맹장지)’
‘하세가와 도하쿠’가 51 세 무렵에 그린
후스마에(장벽화)입니다. 그는 이 후스마에 속에
고향을 그렸습니다.

‘백룡도’
백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마우지는 그의
부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월화’
설월화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죽매’
송죽매는 길조의 상징물입니다.

북쪽정원
북쪽정원은 ‘고보리 엔슈’가 400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많은 무사들이 정원에 쌓는 커다란 돌을 ‘네네’를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문화에 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엔토쿠인의 다실에서는 ‘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도’는 일본 문화의 하나로서
‘선(禪)’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맛있는 화과자와 함께
일본 전통차를 즐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요금: 1500 엔
시간: 10 시부터 16 시까지
예약 필요 없음, 부담없이 찾아 주십시오.

절을 방문할 때의 예절
 음식 금지(다실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금연
 쓰레기 안 버리기
 사진을 찍기 전에 촬영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일본식 방에서의 예법!!


신발이나 슬리퍼는 벗읍시다.



다다미의 가선이나 문지방은 밟지 맙시다.



결계를 넘어서 방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 × × ×

엔토쿠인에 대해서
주소: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고다이지 시모카와라초 530
전화번호: Tel Number: 075-525-0101
FAX: Number: 075-561-2724
개관시간: 통상 오전 10:00-오후 5:00
특별 기간(야간 라이트업 기간) 오전 10:00-오후 9:30
휴일: 법요 등으로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금: 어른 500 엔
중고생 200 엔
어린이 무료(보호자의 동반을 부탁합니다.)
공통배관권(고다이지 절・엔토쿠인・쇼 미술관) 900 엔
교통기관: 시버스 ‘히가시야마 야스이’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도보로 5 분
주차장: 고다이지 절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배관 소요시간: 약 30 분

엔토쿠인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삼면 대흑천

(3 개의 얼굴을 가진 불상)

이 불상의 공덕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성공했습니다.
엔토쿠인에 지금도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