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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 GLASS STUDIO
도노반 고토（Donovan Goto）

[Zap Glass Studio]는, 2009년에 설립된 후키가라스（유리공예의 한

기법으로, 녹인 유리를 장대를 사용해 불어서 모양을 만듦）공방. [Zap
Glass Studio]의 대표 후노 야스시씨는 시마네의 젊은 전통공예 장인

그룹인「SHIMANE R product」
의 일원으로, 이 그룹에 속하는 나머지 4
명의 장인은, 요시하라 케이지（쿠미코, 문살공예）,고토 슌스케（이즈모
단조, 철공예）, 니시다 마사루（세키슈 와시, 일본전통종이）, 하마다

코스케（목공예） . 「SHIMANE R product」의 [R]은 [RELAY]・
[RENEWAL]・[REBORN]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차세대에
전통공예의 기술을 전하려고 한다.

한창 더울 때, 이즈모에 있는 유리공방을 방문했다. 유리공방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 있을 때,

유리 공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공방은 그 때의 공방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하와이에서 본 공방보다 훨씬 그 규모는 작았지만,
이는 공방주인인 후노씨가 혼자 작업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는 있었지만, 이즈모지역의 후키가라스는 유리 부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작은 공방 뒤를,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열차가 달리고 있었다.

후노씨는 아이치 교육대학에서 유리 제작기술을 배워, 시마네현

후노씨는 별로 열차소리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은

독립해「Zap glass studio」
를 설립했다. 원래 이즈모지역에도 후키가라스

농담조로 이야기했다. 그는 결국, 아들이 후키가라스 기술을 이어주길

오쿠이즈모정에 있는 유리공예관에서12년 간 근무를 한 후, 2009년에

후키가라스 보다 공방 뒤를 달리는 열차에 더 흥미를 갖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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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GlassStudioは、2009年に立ち上げられた吹きガラスのスタジオ。
ZapGlassStudioの代表布野康さんは島根の若手伝統工芸職人のグループ
「SHIMANERproduct」
の一人で、
他の4人の職人は、
吉原敬司さん
（組子）
、
小藤宗
相さん
（出雲鍛造）
、
西田勝さん
（石州和紙）
、
濱田幸介さん
（挽物轆轤）
「
。SHIMANER
product」
の[R]は[RELAY]・[RENEWAL]・[REBORN]の意味を含め、
次世代に伝統
工芸の技術を伝えようとしている。
夏のピークに出雲のガラススタジオを訪れた。
これは私が訪れた最初のガラス
スタジオではない。実際には私がハワイの大学にいた頃、
ガラススタジオを訪れ
たことがあるが、
そのスタジオと全く違うものだった。
私がハワイで見たスタジオよ
りずっと小さかったが、
それはオーナーの布野さんがスタジオを単独でやってい
るからだ。
布野さんは愛知教育大学でガラス制作を学び、
島根県奥出雲町のガラ
ス工芸館に12年間勤務し、平成21年に独立し
「Zapglassstudio」
を立ち上げた。
元々出雲地方でも吹きガラスの文化があったが、
それはガラス球のブイを作る目
的だった。彼の小さなスタジオの後ろを、少なくとも1時間に1回列車が走ってい
る。
彼はそれほど列車の音に気を散らされないが、
彼の息子は布野さんの吹き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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ラスよりもスタジオの後ろに走っ
ている列車にもっと興味を持っ
ていると冗談で認めている。彼
は結局、
息子に吹きガラスの技術を受け継いでほしいと思っているのであろうか。
ガラス吹きスタジオの内側と外側を隔てるスライドドアレールの境界線があ
る。
外から入ると、
24時間一年中焚かれた2つの炉から放射される熱が歓迎してく
れる。
私の目の前には、
王座のような広い椅子が置いてあった。
この椅子の後ろに
は、
非常に特殊なはさみとジャックが掛けられていた。
もし私がこの場所が何なの
か事前に知らされていなかったら、
この熱と、
はさみとジャックだけを見た私は間
違いなく焼肉店だと思っただろう。
布野さんは、
私たちを彼のスタジオに歓迎し、
吹きガラスの制作過程を見せてく
れた。
彼の意見では、
ガラスを考えるとき、
それをより高い融点および氷点を有す
る水と考えることが簡単な方法であるということだ。
私たちはガラスが凍っている
（固まっている）
のを普段見ているのだと説明していた。
そのガラスを1000℃以上
に加熱すると液状の状態になり、
その状態が彼の魔法を働かせ始める。
水は彼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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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가라스 공방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 슬라이드 문 레일의 경계선이

있다. 공방 안으로 들어가면, 24시간 1년

ZAP GLASSSTUDIO

바라는 것이 아닐까?

내내 불이 피워져 있는 2개의 화로에서

후키가라스용 장대를 놓고, 앞 뒤로 회전시킨다. 장대를 천천히 앞 뒤로

앞에, 왕좌로 보일 정도로 넓은 의자가

만들어진 모양이 마음에 들면, 다른 장대를 쥐고, 컵바닥에 부착시킨 후,

방사되는 뜨거운 열이 환영해 준다. 눈

놓여 있었다. 의자 뒤에는, 아주 독특한

가위와 집게가 걸려 있다. 만약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이곳의 뜨거운 열과, 가위,
집게만을 보고 분명히 고기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후노씨는, 취재차 방문한 우리들을 환영해 주며, 후키가라스

제작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유리를, 높은 융점과 빙점을 갖고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들은 유리가

회전시키며 목제 노를 한 손으로 잡고, 컵의 바닥부분을 만든다.

파일로 유리에 작은 흠을 내고, 장대를 가볍게 두드려 그 부분을 컵에서

분리시킨다. 여기에서부터는 집게를 사용해서, 팔걸이 위에서 분리시킨
유리를 회전시키며, 컵의 입구를 만든다. 화로와 의자 사이를 여러 번
왔다가기를 반복하며, 만족할 만한 모양과 두께를 만들면, 장대에서

분리시킬 준비를 한다. 장대를 빠른 속도로 두드리자, 컵은 장대에서
분리되어, 500°C의 다른 화로에 넣어져, 천천히 냉각된다.

유리가 충분히 식은 후, 후노씨는 유리 바닥에 이름을 새긴다. 컵

얼어있는（굳어있는）상태를 평상시 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바닥에 장대에서 분리시킨 흔적을 일부러 남긴다. 장인 중에는 이러한

유리에 그는 마법을 걸기 시작한다. 물은 그의 주요 테마이며, 그의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 후키가라스라는 명백한 표시가 된다. 틀은,

유리를 1000℃가 넘는 열로 가열하면, 액체상태가 되고, 액체상태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후노씨가 첫 번째 화로 뚜껑을 열자, 눈이 오렌지빛으로 가득찬

느낌을 받으며, 공방의 내부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후키가라스용 장대를 골라, 화로 안에 넣어 녹은 유리 덩어리를
빼낸다. 유리를 불 때, 늘 넓적한 구형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대를

회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너무 빨리 돌려도, 너무 천천히 돌려도,
모양이 균등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그는 농담조로, 낚시를 할
때에도 직업병처럼, 낚시대를 항상 돌리고 싶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후노씨는 오렌지빛을 내는 유리 덩어리를 꺼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한 호흡마다 유리가 부풀어 오르며, 유리 모양을

만들기 쉽게, 10초마다 다른, 온도가 낮은 화로에 넣는다. 유리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 화로에서 꺼낸 후의, 약 10초 동안,
유리를 구상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방법이 틀을

유리컵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유럽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했다. 후노씨의 작품이 틀을 사용하지 않고도, 틀에서 만들어 낸 것

같은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유럽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한다. 후노씨는
각각의 작품에 대해 품고 있는 프라이드와 일본 장인들의 노력을
차세대의 장인들에게 전하고자 오늘도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

부풀려서, 의자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 팔걸이 위에 수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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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なテーマでもあり、
彼の作品でよく見られる。
彼が最初の炉のふたを取ると、
目がオレンジ色の光で満たされたように感じ、
スタジオの熱が上昇するの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彼は吹き竿を選び、溶融ガラ
スを吹く吹き竿を回転させながら炉の中に浸し、溶けたようなガラスの塊を取り
出す。
ガラスを吹くとき、
常に平らな球形に保つために吹き竿を回転させなければ
ならないと説明していた。
速く回しすぎてもゆっくり回しすぎても不均等に膨張す
る。
彼は冗談を言っていたが、
釣りをするときに釣り竿を常に回したくなる自分の
指の動きに気付くそうだ。
彼は光るオレンジ色のガラスのボールを取り、それに命を吹き込み始める。そし
て、一呼吸で膨張させると、
ガラスを形成しやすくするため、10秒ごとに別の温度の
低い炉に入れる。
ガラスを形成するというのは時間との戦い。炉から戻ってきた後の、
約10秒の間にガラスを自分の思うように形成できる。
きれいな大きさの玉にガラスを
膨張させたら、椅子がある場所に持ち込み、肘掛けの上に水平に吹き竿を置き、前後
に回転させる。吹き竿をゆっくりと前後に回転させると、木製のパドルを片手に取り、
カップの底部を形成する。形状に満足すると、別の吹き竿をつかんで、それをカップ

の底に取り付け、次にファイルでガラスに小さな傷をつけ、元の吹き竿を軽く叩いて
それをカップから解放する。
ここからジャックを使用して、肘掛けの上でそれを回転さ
せながらカップの口を形成する。炉と椅子の間の行き来を数回繰り返し、形状と厚さ
に満足すると、
それを吹き竿から分離する準備をする。吹き竿を急速に叩くと、
カップ
は吹き竿から解放され、500°
Cの別の炉に入れられてゆっくりと冷却される。
ガラスが十分に冷たくなった後、彼はガラスの底に名前を刻む。
カップの底部
に吹き竿から解放した跡をわざと残す。
職人の中には残さない人もいるらしいが、
これが型を使わずに制作した吹きガラスという明確な印となる。
型は、
ガラスカッ
プが大量生産されているヨーロッパで最も一般的に使用されている。
彼は自分の
作品を展示するためにヨーロッパに行った時について話した。
ヨーロッパの人た
ちには、
型を使用してなくても布野さんの作品がいかに一貫しているかに感心し
たそうだ。
それぞれの作品に抱くプライドと日本の職人の努力を次世代の職人に
伝えたいと思う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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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어우러짐

•전통문살의 산실 요시하라 목공소 –
박 혜 정（Park Hye-Jung）

[SHIMANE R product]. 시마네현 출신

공예 장인 그룹으로, 전통문살（組子）,

세키슈 와시（石州和紙）, 후키가라스（吹き
硝子,유리공예）, 이즈모 단조（出雲鍛造,

철공예）
, 목공예 등 5명의 젊은 공예장인이
모여, 2012년 6월 결성되었다.

[SHIMANE R product]의 `R`이 의미하는

것은,「 Relay」•「Renewal」•「Reborn」•

「Revolution」등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한다. 이번 [시마네 이모저모]
에서는 시마네에서 세계로 발신하는 일본의 전통 공예를 주제로, 나는 이
중「SHIMANE R product」의 한 분야인, 전통문살（組子）에 대한 기사를
담당하였다.

전통문살이란, 못이나 나사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가늘게 쪼갠

목재를 짜 맞춰, 다양한 모양을 표현하는 전통창호의 기법을 말한다.

장소는 시마네현 서부인 하마다시 미스미정（浜田市三隅町）의 깊은 산

속.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을 차로 달려 도착한 곳은 요시하라 목공소（吉
原木工所）. 창업한 지 60년의 역사가 있는 요시하라 목공소의 젊은

대표인 요시하라 케이지
（吉原敬司, 39세）
씨는 부친인 요시하라 시게후미

（吉原重文）
씨에 이은 2대 째 목공기술자이다.

그는 목수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5세 때부터 목공일을 동경해

왔다고 한다. 요시하라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본격적인 전통문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도야마현에 있는 공방에 입사, 6년 간의 기술 습득

호주 등 해외로부터의 주문이었다. 요시하라씨는 전통문살 작품을 출전한

적도 있으며, 다양한 수상경력도 갖고 있는데, 그 중 2012년・13년・14년
인테리어 박람회「메종 에 오브제（Maison et Objet）in Paris」에 작품을
출전한 것을 계기로, 입소문을 타서 해외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전통문살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목재를 가늘게 쪼개어 조합하기

기간을 거친 후, 고향인 시마네현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 부친의

때문에, 곧고, 부드러우며, 연한 침엽수가 전통문살에 적합하고, 그 중

한다.

그루 엄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또한 만만치 않지만, 일본의

목공소에 입사하여, 어느덧 전통문살을 제작해 온 지, 20년이 흘렀다고
요시하라 목공소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한 파트는 가구와 창호를
제작하고, 다른 한 파트가
전통문살제품을 제작한다.

직원은 총 11명. 입구에 있는

히노키
（편백나무）
와 삼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숙련된 장인이 한 그루, 한
자연에서 자란 히노키야말로 일본 전통문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나이테는 간격이 좁아 밀도가 높은 것이 좋은 목재이며, 명목이라고
불리운다.

전통문살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므로, 약간의 각도의 차이에도 짜

작업일정보드를 보자, 빼곡히

맞추는 작업이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중요한데, 손에 딱

완전 주문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맞추면서 짜 맞춰가는 요시하라씨를 보며 경외감마저 들었다.

스케줄이 들어차 있다. 작업은
제작 의뢰가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도 관동지역으로부터의

주문이 많다고 한다. 작업 일정
보드를 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맞는 도구로 문살용 가는 나무들을 망설임없이 슥슥 잘라 각도를

곰손인

나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작업이기에,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전통문살직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

지 등의 질문을 했다. 먼저 요시하라 목공소의

전통문살 직원은 5년간의 견습생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Japanese

伝統と現代のハーモニー －組子の生まれる所、吉原木工所－
「SHIMANE R product」。島根県出身の工芸職人のグループで、組子・石州和
紙・吹き硝子・出雲鍛造・木工芸を作り出す5人の若手工芸職人が集まり、
2012年
6月に結成した。
「SHIMANE R product」の「R」の意味は「Relay」「
• Renewal」「
• Reborn」•
「Revolution」
などの意味が含まれているそうだ。
今回
「島根県の情報誌」
では島根
から世界に発信する伝統工芸を主題に、
私は
「SHIMANE R product」
の一分野で
ある
「組子」
に関する記事の担当になった。
組子とは釘や金具などを一切使わず、細く割った木材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
様々な模様を描く建具の伝統的な技法。
場所は島根県の西部にある浜田市三隅町の深い山の奥。くねくねした山道を
しばらく車で走って着いた所は、吉原木工所。
創業してから60年の歴史がある吉
原木工所の若手代表である吉原敬司さんは、
お父さんの吉原重文さんに続く吉原
木工所の2代目である。
彼はお父さんの影響を受け、5歳ごろからものづくりの仕事に憧れてきたそう
だ。
吉原さんは高校卒業後、
本格的な組子の技術を学ぶために、
富山県のある工
4

朴慧貞（パク・ヘジョン）

房に入社。
6年間従事し、
組子の技術を修得後、
故郷の島根県に戻ってきた。
その後、
お父
さんの木工所に入社し、
今年で組子に関わって20年になるという。
吉原木工所は二つのパートがあり、一つはお父さん専門の家具や建具の製作
パート。
もう一つは吉原さん専門の組子の商品を製作するパートだ。
職員は全部合わせて11名。
入口にある作業ボードを見たら、
ぎっしりスケジュー
ルが埋まっている。
作業は完全注文制作である。
全国各地から制作の依頼が入る
が、
なかでも関東地域からの注文が多いそうだ。
作業ボードに目を通した時、
私の
目に入ったのは、
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海外からの注文だった。
吉原さんは組子の
作品を出展したこともあり、様々な受賞歴も持っていたが、
その中で、2012・13・
14年のインテリア博覧会
「メゾン・エ・オブジェ in Paris」
に作品を出展してから噂
になり、
海外からも注文が入るようになったそうだ。
組子は材料が大変重要である。木材を細く割って組み合わせするため、素直
で柔らかくしなやかな針葉樹が組子に適していて、
その中でもヒノキと杉を主に
使う。

Shimane Prefecture, Japan

伝統と現代の
ハーモニー

A magazine about

어느 정도의 작업은 혼자서 가능하지만, 디자인 등의 작업이 가능해
지려면, 여기에 더해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통문살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술도 경력도 뭣도 아닌,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작은 나무조각들이 훌륭한 모양이 되어 간다. 전통문살에 주로

사용되는 모양은 삼나무 잎,

참깨, 벚꽃, 용담 등이 있다. 각 모양은

일본의 사계절, 경치, 길조를 비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삼나무 잎은 잎이 꼿꼿이 자라는 모습에서 아이의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한다.

木

일본의 전통가옥에 주로 쓰이던 전통문살은, 양식가옥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요시하라씨는 전통문살이

전통가옥에만 어울린다는 편견을 버리고, 현대 양식가옥에도 거실 미닫이
문, 실내 조명, 파티션 등의 인테리어에 접목시켜, 공예품으로서의 작품이
아닌,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실용품으로서의 전통문살도 제안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인테리어 박람회「메종 에 오브제（Maison et Objet）in

파리」에서 요시하라씨가 직접 디자인•제작해 출품한 병풍 [파도]는,

평면적이라는 전통문살의 개념을 뒤집어 3차원의 곡선디자인으로 탄생한
걸작이다. 시대는 점점 변화해 가고, 변화해 가는 생활 속에 전통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요시하라씨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시마네의 전통문살이 요시하라씨를 통해 차세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

●Japanese

熟練の職人が一本一本を厳選した材料を使うため、けっこうな値段になるが、
日本の自然で育ってきたヒノキこそ、
日本の伝統工芸である組子に一番ふさわし
いという。年輪の間隔が狭く、
密度の高いのが良い木材で、
銘木と呼ばれている。
組子はとても繊細な作業なので、
わずかな角度の差でも組み合わせができなく
なる。
だから、
道具が大事になるが、
手にぴったり合う道具で組子用の細い木材を
迷いなく切っていき、角度を合わせながら、組み合わせていく吉原さんの姿を見
ていると、尊敬の気持ちが湧いてきた。不器用な私にはとうていできない作業で
あるため、組子のことを習おうとしたら、
どのぐらいの期間がかかるか、組子職人
を目指す人の条件として何が必要なのかなどを聞いてみた。
まず、
吉原木工所の組子職人は5年間の見習期間があるそうだ。
見習期間が終
わると、
ある程度の作業は一人で可能だけど、
デザインの作業ができるようになる
までは更に5年の時間が必要だという。組子職人を目指す人に要求されるのは、
技術でもキャリアでもない、
心構えだと吉原さんは言う。
小さい木材の組み合わせが立派な形になっていく。組子に主に使われている
模様は麻の葉・胡麻・桜・りんどうなどがある。
各模様には日本の四季・景色・縁起

などの意味が入っている。
例えば、
麻の葉は葉がまっすぐ成長することから子ども
の成長を祈願する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
日本の伝統家屋によく使われていた組子は、
洋風家屋が増えるにつれて、
その
需要も少なくなりつつある。
でも吉原さんは組子が伝統家屋だけに似合うという
偏見を捨て、
現代の洋風家屋のインテリアにも、
例えば、
リビングの引き戸・間接照
明・パーテーションなどにも組子の用途を広げ、
工芸品としての作品ではない、
生
活によく使われる実用品としての組子も提案している。
上記で触れたインテリア博覧会
「メゾン・エ・オブジェ in Paris」
に吉原さんが直
接デザイン・製作して出展したパーテーション
「波」
は平面的だといわれる組子の
概念を超えた三次元の曲線デザインで生まれた傑作である。
時代はだんだん変わっていき、
変わっていく生活の中で伝統をアレンジし、
新し
いトライを止めない吉原さんのチャレンジに拍手を送りたい。
島根の組子が吉原
さんを通じ、
次世代にも繋がり続けるように願う。
5

鍛冶工房弘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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鉄

철공예공방「히로미쓰」,
반짝이는 불꽃과 정열
샹 야롱（尚亜龍）

2017년 7월10일, 나는 문화국제과 동료들과 함께, 시마네현에 있는

철공예공방「히로미쓰」의 철공예 장인, 고토 슈스케（小藤宗相）씨를

전통공예가 계승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취재했다. 사전에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고토씨는 대학 졸업 후, 도쿄의

전통공예를 관철하는 길

되었다. 가업을 잇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어렸을 때부터 공방일을

갖고 있으며, 이전에는 운슈히로미쓰
（雲州弘光）
라는 이름이었다. 다타라

정말로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때까지 일본의

더해, 도검 단련 등에 힘써

기업과, 시마네현내의 미술관 근무를 거쳐 가업을 잇게 된 경력을 알게

도와, 자연스럽게 아버지 제자가 됐습니다.”라는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
철공예 공방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다. 중국에서도 철로, 칼이나
농기구를 만드는「鉄匠」
（ Tie Jiang,대장장이）라는 직업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필시 공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심플한 이유야 말로, 히로미쓰 공방을 포함한 일본의

철공예공방「히로미쓰」는, 에도시대（1603년〜1867년）에 그 뿌리를

제철
（골풀무를 사용한 고대 철제작방법）
방법으로 칼, 농기구, 생활도구에
온 전통있는 공방이다. 옛부터 철공예

장인들의 존경을 받아온 제철의 신을 모시는 가나야고 신사 근처에 있는
곳으로, 지금도 옛 거리의 정취가 남아있다. 현재 10대째 장인인 고토
히로나리씨는 1961년 부터 칼만드는 장인 수련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미술도검과 칼, 농기구 등의 수요가 있었지만, 전쟁 후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대량 생산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는 제조 비용이
높아, 제품이 고가가 되어 이익이 나지 않는다. 70년대부터, 대장일의

●Japanese

鍛冶工房弘光 煌めく炎と情熱
2017年7月10日、
私は文化国際課の同僚と一緒に、
島根県にある鍛冶工房弘
光の鍛冶職人、小藤宗相さんを取材した。事前に調べた情報によると、小藤さん
は、大学卒業後、東京の企業、県内の美術館勤務を経てから家業に入ったという
経歴が分かった。
家業を受け継ぐ理由について、
「子どものころから工房の仕事を
手伝っていましたから、
自然な流れで父に弟子入りすることになった」
と、
返答され
て意外だった。
何と単純な理由だろうと私は思った。
正直に言えば、
日本の鍛冶工
房のことについてそれまで私は全然知らなかった。中国でも鉄で刃物、農機具を
作る
「鉄匠」
（Tie Jiang）
という職種は昔からあるけど、現在に至ってはそういう技
を持つ人はほとんどいないそうである。
おそらく、
工業化が進んでいる現代社会で
は、
「儲かるかどうか」
が頭の中で常に優先的に考慮されていることになるだろう。
多分この
「シンプルさ」
こそ、
弘光も含めて日本の伝統工芸が受け継がれる一番の
理由ではないだろうか。

伝統工芸を貫く道

鍛冶工房弘光は、
江戸時代
（天保年間）
にルーツを持ち、
以前は雲州弘光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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尚亜龍（Shang Yalong）
名前だった。
たたら操業から鍛冶業を営み、
打刃物、
小農器具、
生活用具に加え刀
剣鍛錬の道に励んだ老舗である。昔からも鍛冶職人の尊敬を集める製鉄神を祀
る
「金屋子神社」
が近くにある場所で、
今でも昔の街並みの趣が残っている。
昭和
36年から、現在10代目当主である小藤洋也さんは刀匠修行に入った。当初は美
術刀剣や刃物、
農機具などのニーズがあったものの、
戦後急激な経済成長の中で
大量生産の煽りを受け、
伝統的な生産方式では比較的に製造コストが高く、
製品
が高価になり利益があがらない。
70年代から、
鍛冶業の未来について懸念を抱い
た多くの鍛冶屋さんは事業を諦めたが、
洋也さんは
「自分の代でつぶすわけには
いかない」
という強い信念を持ちながら、
伝統工芸の道を貫いている。

時代と共に歩む道

ついに日本刀や農機具だけを鍛錬する営みが困難な時代がやってくる。取材
時、
宗相さんは一冊の本を見せてくれた。
赤色のカバーに目を引く
『灯火器百種百
話』
というタイトルがパッと見える。洋也さんがある日、偶然に新聞広告から見つ
けた本である。
その時、
洋也さんはすぐさまその著者を訪ねに行って、
コレクション

Shimane Prefecture, Japan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많은 대장일 장인들은, 대장일을

그만두었지만, 고토 히로나리씨는 내 대에서 가업을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전통 공예의 길을 관철하고 있다.

시대와 함께 걷는 길

끝내 일본도와 농기구만을 만드는 일이 힘든 시기가 도래했다. 취재

시, 고토 슈스케씨는 한권의 책을 보여 주었다. 붉은 커버가 눈길을

사로잡는「등롱백종백화（灯火器百種百話）」라는 타이틀의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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鉄

A magazine about

고토 슈스케씨의 아버지인 히로나리 씨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광고에서

않았다. 역시 오랜 세월 동안의 수행을 거치지 않으면, 장인이 되기

있었던 등롱을 빌려와서, 수개월의 시행착오를 거쳐, 옛방식 그대로의

땀범벅이 되었지만, 웃으며,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체험을 했다.

발견한 책이라고 한다. 그 때, 바로 그 책의 저자를 찾아가, 수집하고
등롱의 디테일을 충실히 재현했다. 에도시대부터의 등롱을 소개하는,
겉보기에는 낡은 한 권의 책이지만, 공방「히로미쓰」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철공예공방「히로미쓰」는, 현재 도검 단련기술을
계승하면서, 다마하가네（옥강, 사철을 원료로 한 철의 재료）, 철 등을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을 단련하는 현장은 너무나 무더워서, 모두
슈스케씨도 줄곧, 친절하고 진지하게 지도를 해주셨다. 7월의 무더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요란하게 타오르는 불꽃 옆에서 솜씨 좋고
리드미컬하게 철을 단련하는 슈스케씨는 불꽃처럼 반짝여 보였다.

사용한 새로운 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촉감을 바꾸고, 용접에 의한 접합이나 기계가공을
극도로 피해, 옛방식을 계승하며, 진심을 담아 작품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판로를 여는 길

철공예공방「히로미쓰」의 공예품은, 당시에는 잘 팔리지 않았지만, 80

년대 후반에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 눈에 들어, 대형 백화점과 매체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끌게 된다. 도쿄내의 백화점, 도쿄 다이칸야마 쓰타야
서점에도 전시되는 등, 대도시 사람들에게 유니크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등롱이나 꽃병 등 현대 생활 속에

수용되는 공예품 제작을

추구하면서, 칼종류부터 생활 장식품까지,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미국, 중국 등 해외대상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우리들도 철을 단련하는 체험을 해보았다. 철로 된 막대기의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도, 생각보다 어려워, 작업이 수월하지

●Japanese

されていた灯火器の実物を借り、
数カ月の試行錯誤を経て、
昔ながらの鍛造あか
り器具のディテールを忠実に再現した。江戸時代からの灯火器を紹介する見た
目は古い一冊の本だが、
弘光の方向性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
鍛冶工房弘光は
今、刀剣鍛錬技法を受け継ぎながら、玉鋼、和鉄、鉄による工芸品の新作に取り
込んでいる。
時の流れとともに風合いを変えて、
溶接による接合や機械加工を極
力避け、
昔ながらの技法を受け継ぎ、
心を込めて作品を造り上げている。

形にしようと試みたが、思ったより難しく僕らの手の中ではなかなかうまくできな
かった。やはり長年の厳粛な修行を積まないと、職人になり得るはずがないと気
が付いた。
鍛冶の現場はとても蒸し暑く、
皆は汗まみれだったが、
笑いながら鉄を
叩いたり、喋ったりしていた。宗相さんもずっと、優しくそして真剣に指導して下
さった。
7月の猛暑が続く中で、
轟々と燃える炎の傍に、
手際良くリズミカルに鉄を
叩く宗相さんの情熱は、
炎のように煌めいて見えた。

新たな販路を開く道

当初はなかなか売れなかったものの、
80年代後半にインテリアスタイリストの
目に留まり、
大手百貨店やメディアに取り上げられて注目を集めることとなる。
都
内百貨店、
東京代官山の蔦屋書店にも展示されるなど、
大都会の人々にユニーク
な楽しみを捧げている。灯火器や花器など現代の暮らしのなかで受け入れられ
る工芸品づくりを追求しながら、
打刃物から暮らしのしつらえ品へシフト、
日本国
内だけでなく、
さらにイタリア、
アメリカ、
中国など海外向け新たな販路を拓いた。
私たちも鉄の鍛錬の体験をさせて頂いた。
鉄棒の端をフックの形にして簡単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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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슈 와시•
강한 전통

나탈리아 보르호드에와（Natalia

Borkhodoeva）

일본을 동경했었던 학생시절에는, 와시（和紙,일본전통종이）한 장

조차도 보물로 여겼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나중에 일본 문화의 대표적
장소로 꼽히는 시마네현에 살 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번

정보지에서는, 시마네의 전통공예의 매력을 세계로 발신하고 있는 시마네

와시는 1000년 이상이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기 때문이다.

き硝子，유리공예）, 단조（鍛造,철공예）장인들을 직접 만나, 시마네의

사용했다. 만일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자료 보존을 위해 그 장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토끼모양의 명함집을 쓰고 있어서, 와시의 좋은 점을 실감하고 있다.

R PRODUCT를 만든 와시, 쿠미코（組子，전통문살공예）, 후키가라스（吹
전통공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통해 시마네의 독특한 문화를
취재한 내용은 하기에 정리해 보았다.

기계가 없었던 시대에, 회계사는 기업의 중요한 장부에 와시를

우물 속으로 던졌다고 한다. 나도 2년 전부터, 와시로 만든 귀여운

「전통을 유지하는 전통」

「시대를 이어가는 전통」

녹음이 우거진 한여름 날에, 세키슈 아카가와라（石州赤瓦,시마네현

이와미지방에서 생산되는 점토기와）지붕 밑에서 세키슈 와시를 만드는
니시다 와시 공방을 방문했다. 이곳은 시마네현 하마다시 미스미정에서

1830년에 가업으로 와시 제작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7대
째인 와시 장인 니시다 세이기（西田誠吉）씨는 8대 째인 아들, 니시다
마사루（西田勝）씨와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세키슈

와시의 강점은 아름다움과 다목적성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이와미

가구라（石見神楽）라고 하는 시마네의 전통예능에서는, 신화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다이나믹한 무용에 등장하는 이무기 의상이나, 신을 나타내는
가면 등에 세키슈 와시가 사용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전통」

세키슈와시는 높은 평가를 받아, 일본 국내를 횡단하는 고급침대열차

와시를 옛방식 그대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작하고 있다. 시마네의

차양에 사용되거나, 도쿄의 다이칸야마라는 지역에 있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닥나무에서 채취한 섬유를 더해, 대발을 사용, 종이를 떠서, 적당한 두께,

또한 세키슈 와시의 디자인과 강도기법은 프랑스, 영국, 미국, 부탄에서도

깨끗한 물에 닥풀로 만든 반죽과 공방 바로 옆에 키우고 있는 원료인
색깔, 사이즈로 100% 천연소재로 만든 종이가 만들어진다.

인기가 있는 서점에 시마네 R PRODUCT의 다른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주목을 받고 있어,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하고 있다.

니시다 와시공방에서는 와시를 이용한 나만의 엽서만들기 체험이

「신뢰할 수 있는 전통」

러시아에서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년 째 결혼기념일을「종이

기념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50년 이상이 되는 결혼기념일에는「세키슈

와시 기념일」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키슈

가능하다. 또한 와시로 만든 가방과 쿠션 등 실용적인 물건이나, 오더 메이드
웨딩드레스까지 구입할 수 있다. 우리들이 당연시하고 있는 종이가 이렇게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 몰랐을 것이다. 시마네 사람들이 세키슈 와시의

紙

제조방법과 전통을 천 년 이상이나 소중히 지켜온 것도 훌륭한 것 같다.

●Japanese

石州和紙・強い伝統

ボルホドーエワ・ナタリア

私が日本に憧れていた学生時代には、和紙一枚でさえ宝物に思えていた。
日本文化
の代表的な場所のような島根県に暮らすなんて考えもしなかった。
そんな島根の伝統
工芸の魅力を世界へ発信しているシマネRプロダクトを立ち上げた和紙、組子、吹き
硝子、鍛造のマイスターたちに直接会い、島根の伝統工芸についてお話を聞いた。島
根のユニークさが改めて分かった。
そのわけを以下の通りいくつかまとめてみた。

「時代を繋ぐ伝統」

緑が豊かになった穏やかな真夏の日に、
強い石州赤瓦の屋根の下で強い石州
和紙を作る西田和紙工房を訪ねた。
島根県三隅町で1830年に家業が始まり受け
継がれてきた。
7代目の和紙職人西田誠吉さんは8代目の息子、
西田勝さんと一緒
に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として登録された石州半紙を昔と変わらない方法で現
在のニーズに合わせて作り続けている。
島根の綺麗な水にトロロアオイからでき
たネリと工房のすぐそばに育つ原料の楮から取った繊維を加え、竹すを使い、漉
き、
必要な厚み、
色、
サイズで100％天然物の紙が作られる。

「信頼できる伝統」

結婚から時間がそんなに経っていないことから、2年目の結婚記念日は
「紙の
記念日」
とロシアでは言われる。
しかし、
「石州和紙の記念日」
という名前を50年目
以上の結婚記念日に与えても良いと思う。
なぜならこの紙は1000年以上も使える

ほど丈夫であるからだ。
機械がなかった時代に、
会計士は企業の大事な帳簿に和
紙を使っていた。万が一火事が起きたらデータ保存のためにその帳簿を井戸の
中に投げ込んでいた。
ちなみに私も2年間前から、
和紙でできた可愛いうさぎ柄の
名刺入れを使っていてその良さを実感している。

「伝統を支える伝統」

この和紙の強さは美と多目的性を生み出す。
例えば、
石見神楽という島根の伝
統芸能では、
神話を語るダイナミックな舞踊に登場する大蛇のコスチュームや神
様のお面が石州和紙で作られている。

「人と人を結ぶ伝統」

石州半紙は高い評価を受け、国内を走る高級寝台列車のシェードに使われた
り、東京の代官山にあるお洒落で人気の書店にシマネRプロダクトの他の作品と
ともに展示されたりなどしている。
またそのデザインや強度技法はフランス、
イギ
リス、
アメリカ、
ブータンでも注目を集めており、
時代だけではなく国と国の架け橋
の役割も果たしてくれる。
西田和紙工房を訪れると自分だけのはがき作りを体験させてもらえる。
そして
和紙で作ったカバンやクッションという実用的なものやオーダーメイドのウェディ
ングドレスまで購入できる。
私たちが当たり前のようにあると思っていた紙はこん
なにすごいとは知らなかったでしょう。
島根の人達が石州和紙の製造方法と伝統
を千年以上も大切にしてきたことを素晴らしい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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