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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사쿠(八朔) 소싸움
릴리야 하키모와(Liliya Khakimova)
약 800년전, 고토바 상왕이 오키섬에 유배되었다. 섬 사람들은 상왕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싸움을 시작했다. 핫사쿠 소싸움은,

오키노시마정에 있는 단교신사（壇鏡神社）의 예대재（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 해 진 날 에 신 사 에 서 치 루 는 큰 제 사 ）의 행 사 로 행 해 진 다 . 우 리 는
단교신사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사야마 소싸움장으로 취재를 하러 갔다.

소 이외에 이 대회의 활약자는 소와 함께 모래판에 들어오는 쓰나토리

（ 綱 取 り , 줄 잡 이 ）라 고 하 는 사 람 이 다 . 소 는 코 에 고 삐 를 채 우 고 ,
쓰나토리가 줄과 소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다.

우수한 쓰나토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들고, 뿔도 날카롭게 깎고, 가슴을 젖혀, 상대 소와 마주한다. 뿔을

깎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소를 기르고 있는 집에 따라 뿔 모양이
다르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소를 이용한 다양한 쇼를 하고 있다. 스페인의 투우가 가장

유명하지만, 개인적으로 투우에 나오는 소는 불쌍해서 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광경이라고 생각한다.

오키섬 소싸움의 경우는, 사람들이 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이 싸움은 소와 소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시작한다.

싸움이다. 인간이 소를

보여주며 힘겨루기를 한다. 스모
（일본 씨름）
선수처럼 열심히 몸을 크게

옆에서 소를 응원하는

수소가 모래판에 나가, 쓰나토리와 지금까지 함께 연습해 온 기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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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朔牛突き
約800年前、後鳥羽上皇が隠岐に配流された。島の人々は上皇を慰めたい気
持ちで牛突きを始めた。八朔牛突きは、隠岐の島町にある壇鏡神社の例大祭の
行事として行われる。
この神社から2キロ離れた佐山牛突き場に取材のために
向かった。
牛の他に大会の活躍者は牛とともに土俵に入る綱取りという人だ。牛は鼻に
鼻綱を通され、綱取りが綱と牛を操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優秀な綱取りになるまでの道が長い為、殆どの人は子供の頃から練習を始
める。
雄牛が土俵に出て、綱取りと今まで一緒に練習してきた技を見せて力比べを
する。相撲の力士のように頑張って体を大きくし、角も鋭く削ってもらい、胸を反
らして、相手と向き合う。角の削り方には色々あって、牛を飼っている家によって
角の形が異なるそうだ。
世界中で牛を使った様々なショーが行われている。
スペインのコリーダが一
番有名だが、個人的にはコリーダの牛は可哀想で見ていられない悲惨な光景だ
と思う。
2

リリヤ・ハキモヴァ
隠岐の牛突きの場合は、牛が人々にとても大切にされている雰囲気が伝わっ
てくる。
それは牛対牛の戦いだ。人間は牛を攻撃するのではなく、常に横から応援役
をして、綱を取って、取り組み指導までしてくれている。
大会に参加する年齢はそれぞれ実力によって違うが、今回は小学校6年生の
男の子も綱を取って、土俵に出た。
とてもいい綱さばきを見せてくれたと思う。
子供は大会へ観客としても見に来たり、大会前に牛の踊りを披露し観客を楽
しませたりもする。
年に3回行われる本場所大会における勝負は、
一方の牛が逃げ出すまで続く。
私が見た壇鏡神社の神事である八朔牛突き大会の流れは以下のようになる。
複数の点が日本相撲と似ている。最初は土俵を塩で清め、座元の土俵入りが
先に土俵を踏み切る。少しお洒落した牛は、若い牛から横綱の順序で堂々と気
高い姿を見せてくれる。それから寄方が現れ、応援しに来た観客の歓声が聞こ
える。
牛突き大会が始まる前に会長が挨拶のスピーチをし、
それから去年取った優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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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참가하는 연령은 각각 실력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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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도 줄을 잡고, 모래판에 나왔다.
매우 훌륭한 쓰나토리 역할을 보여
주었다.

아이는 관객으로 대회를 보러 오기도

Map

하고, 대회 전에 소 춤을 보여주며 관객을 즐겁게 하기도 했다.

연 3회 행해지는 정식 장소 대회에서의 승부는, 한쪽 소가 도망갈

때까지 계속 된다.

내가 본 단교신사의 신께 드리는 제사인 핫사쿠 소싸움 대회의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마침내 오제키（大関,스모의 급, 한국씨름의 백두장사급）와

그 순서는 여러 가지로 일본의 스모와 비슷한 점이 있다. 맨처음

요코즈나（横綱,스모의 급, 한국씨름의 천하장사급）의 승부가 시작된다.

들어와 모래를 밟는다. 살짝 멋을 낸 소는, 젊은 소에서부터 요코즈나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역시 경험이 많은 소는 젊은 소처럼 싸움을

모래판을 소금으로 정결히 하고, 그 지역 출신 소가 모래판에 먼저

（스모 선수에서 가장 상위급）순서로 당당하게 고상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타지역 출신 소가 나타나자, 응원하러 온 관객의 함성이 들린다.

소싸움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작년 대회

우승기가 주최자에게 다시 전해진다. 소를 기르는 주인들이 모래판에
모여, 자신의 몸을 오키산 술로 정결히 하고 나서야 대회가 시작된다.

요코즈나급 소의 체중은 1톤이나 되며, 섣불리 충돌이라도 하면, 큰
서두르지 않았다. 지기 싫어 하는 성격의 소는 오랜 시간 싸우므로,

최종적으로 한쪽 소가 지쳐 전의를 잃고 물러나게 된다. 소는 기본적으로
매우 프라이드가 높은 동물이어서, 한 번 싸움에 져서 도망친 소는
더이상 지금까지처럼 싸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회에서는 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긴 소의 주인은

조금씩 대회를 예열해 가기 때문에, 시바키리（芝切）라고 하는 가장

상금을 받지 않는다. 가문의 명예와 전통의 계승을 가장 중요시하기

시작된다. 시바키리도 마에가시라（前頭, 시바키리보다 상급, 소싸움

머리를 서로 부딪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자연 속에서 밖에 볼 수

젊고 체중이 500∼600kg 정도 되는 작은 몸집의 소뿔싸움으로

급수 순서는 아래부터 시바키리-마에가시라-오제키-요코즈나 순서）도
싸움에 승부를 가르지 않고, 무승부로 끝낸다.

八朔牛突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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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줄을 잡고, 싸움을

때문이다. 나는 외부에서 온 방문자로서, 거대한 동물이 힘을 겨루며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눈 앞에서 숨죽이며 볼 수 있는
싸움이 있어서, '소'라는 동물을 용감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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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旗が大会主催者に戻される。牛の飼い主が土俵に集まり、
自分の身を隠岐の
酒で清めてから、やっと大会が始まる。
少しずつ熱を入れていく為、芝切という一番若くて体重が500－600キロぐら
いの
「小柄」
な牛の角の突き合いで始まる。芝切も前頭も突き合いに勝負をつけ
ず引き分けで終わらせる。
そしてようやく大関と横綱の勝負に入る。横綱の体重は1トンもあって、下手に
衝撃を受けたら、大怪我になり得るので、やっぱり経験を積んだ牛は若い牛み
たいに突き合いに急がないと思った。負けず嫌いな性格の牛は長い時間突き
合い、最後に一頭が疲れ、戦意を失って退く。牛は基本的にとても誇り高い動物
なので、一回勝負に負けて逃げた牛はもう今までのように闘えないこともあるそ
うだ。
大会ではお金のやりとりが禁止になっているので、勝った牛の飼い主は賞金
を貰わない。家の名誉と伝統の継続が一番重んじられる。隠岐の外から訪れた
だけの人間にとって、巨体の動物が力比べで頭をぶつけ合うのは普通だと自然
の中でしか見られないことだと思ってしまうが、
ここだと息を飲むような戦いの
シーンを目の前で見ることができて、牛のことを勇敢でかっこいいと思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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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鮮料理好きに
とっての天国、
隠岐

해산물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 오키
올리버 마샬(Oliver Marshall)

지금까지 내가 보아 온 일본과는 전혀 다른 오키. 오키에 가 보자, 마치

일본이 아닌 외국을 여행한 느낌이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3일간 오키의
음식, 일본내에서도 특별한 오키섬의, 정성이 담긴 전통요리를 맛보았다.

오키의 요리는 오키의 절경과 섬주민들의 환대, 그리고 오키섬의 전설과
맞먹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오키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 일을 하고 있는 국제교류원 야고다

보와쎈씨는, 최고 품질의 요리를 소개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우리들의 스케줄을 짜 주었다.

일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산물을 먹는 습관이 강한 오키지방의

요리는, 섬 특유의 식재료가 중심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먹고

있는 식재료가 소라다. 야고다씨에 따르면, 오키에서 많이 잡히는 소라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므로, 역사적으로도 고기를 대신하는 식재료로

Shimane

많이 사용되어, 현재는 오키섬 어느 곳에서나 소라요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명물요리를 먹기 위해, 지부무라에 있는 [Rest House 칸지마]를

방문했다. 주문한 소라튀김 덮밥은 밥 위에 살짝 튀긴 소라와 가지, 김이
올려져 있었다. 소라는 매우 신선했으며, 씹는 맛이 있으면서, 먹기

편하고, 맛있었다. 이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인 소라 카레도 맛을 보았다.
부드럽게 매운 맛과 단 맛의 조화가 완벽했다. 소라 카레는 조개류의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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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맛이 없이, 마치 고기 요리같은 풍미였다.

여러 가지 종류의 지역산 술이 제공되었다.

어장에 둘러싸인 오키. 도쿄의 훌륭한 해산물 요리점에서도 이렇게 고급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키노시마정에 있는 [오키

[아지노쿠라]에서는 가다랑어, 오징어, 방어,수랑(물레고둥과에 속하는

준비되어 있었다. 자반고등어, 반숙계란, 두부, 미역이 많이 들어간

우리들이 맛 본 해산물의 신선함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다. 풍부한

식재료를 입수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오키노시마정에 있는 레스토랑
조개) 등 호화로운 회를 즐길 수 있었다. 해산물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아지노쿠라]의 메뉴로 튀김, 고기, 밥, 그리고

나는 오키에 있는 동안, 오키의 음식점들이 요리의 플레이팅에도

뷰포트 호텔]에서 제공된 조식은, 식탁에 앉기도 전부터 정성스럽게
된장국, 포테이토 샐러드, 오징어회, 달짝지근한 소스로 절인 해초 등
전통 요리를 포함한 10가지 요리를 조식으로 먹었다.

오키제도 앞쪽에 위치하는 니시노시마정에 있는 전통여관

[미쓰케지마조]에서의 만찬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 가장 호화로운
해산물 요리였다. 조개껍질 모양의 접시에, 요리와 회가 듬뿍 올려져

있었다. 생선 본연의 풍미에, 적당하게 곁들여진 후추맛이 일품인 달걀

스프와 큰실말(식용해초의 일종)샐러드도 있었다. 메인요리는 달짝지근한
국물에 졸인 오키산 명물인 오징어, 된장소스로 채워진 도미구이였다.

여관집 안주인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각각의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자 하는 집념으로 최상급 요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해산물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로서는, 미쓰케지마조의 요리만을 먹기
위해서라도 오키를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식여행기의 마지막으로, 니시노시마정 서부에 있는 [오키 류구도]

●Japanese

海鮮料理好きにとっての天国、隠岐
今まで私が見てきた日本と全く違う隠岐。
そこに行った私は外国に旅行したよう
に感じた。
同僚と一緒に三日間島の食、
日本の中でも特別で島の心が入った伝統
料理をいただいた。
その料理は隠岐の絶景、
地元民のおもてなしや島の伝説と同
じほど印象的であろう。
隠岐ユネスコ世界ジオパークのために働く国際交流員ヤゴダ・ヴォウォシェンさ
んは、
最高品質の料理を紹介するため、
細心の注意を払って私たちのスケジュー
ルを立ててくれた。
日本の他の地域と同じく海鮮を食べる習慣の強い隠岐では、
島ならではの食材
が中心となる。
その中で特に食べられているのがサザエである。
ヤゴダさんによる
と、
豊富に採れるサザエは良いたんぱく源になるため、
歴史的に肉の代わりに多く
使われ、現在隠岐のどこでもサザエ料理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
この名物を食
べるために、知夫村にある
「レストハウス神島」
を訪れた。私の注文したサザエ天
丼は、
ご飯の上に軽く揚げたサザエやナス、
細切りの海苔が乗せられていた。
サザ
エはとても新鮮で歯ごたえがありながらとても食べやすく、旨味があった。
このレ
ストランで人気のあるサザエカレーを味見してみた。
優しい辛さと甘さのバランス
4

オリバー・マーシャル
が完璧にとれていると思った。
そのカレーは貝の後味がなく、
まるで肉料理の風味
がした。
私たちが味わった海鮮の新鮮さは何ものにも劣らなかった。
隠岐が豊かな漁場
に囲まれる結果は、
東京の最も立派な海鮮料理店でも、
こんなに高級な食材を手
に入れるのは苦労するだろう。隠岐の島町の
「味の蔵」
ではカツオ、白イカ、
ブリ、
バイなどの贅沢な刺身を堪能できた。
海鮮以外に、
誰の口にも合う
「味の蔵」
の広
範囲にわたるメニューには天ぷら、
お肉、
ご飯もの、
そして色々な種類の地酒が提
供された。
全てのお店で、
料理の盛り付けのこだわりが私に強い印象を与えた。
隠岐の島
町にある
「隠岐ビューポートホテル」
で提供された朝ご飯は、
私がテーブルに着く
前に早くも丁寧に用意されていた。
塩サバ、
半熟卵、
豆腐、
わかめたっぷりの味噌
汁、
ポテトサラダ、
イカ刺身、
甘いソースに付けた海藻などの伝統的な料理も含め
た１０品をいただいた。
隠岐島前の西ノ島町にある
「みつけ島荘」
の晩ご飯は、
ここより豪華な海鮮を食
べたことはない。
貝の形をした皿に料理や刺身が多めに盛られていた。
魚本来の

Shimane Prefecture, Japan

海鮮料理好きにとっての
天国、隠岐

食

A magazine about

라는 음식점을 방문했다. 런치는, 타르타르 소스가 나오는 범부채 조개,

집에서 만든 포테이토 샐러드, 소라회, 된장국과 시마네현산 코시히카리
밥이 나오는 정식이었다. 오키에 있는 동안 방문했었던 다른 음식점과
같이, 이 음식점에서도 오키산 식재료를 쓰고 있었지만, 이 곳 특유의
특징을 요리에 담아내고 있는 것에 감동했다. 너무나 맛있는 [오키

류구도]의 가정요리는, [미쓰케지마조]의 고상한 요리나 [Rest House
칸지마]의 소박한 분위기와 대비되어 더욱 돋보인다.

오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역문화와 전통은 자부심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음식]에 드러나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오키의

명소를 탐방하고, 섬의 소리를 들으며, 음식을 맛보는 등, 섬 여행에 발을
내딛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키를 방문해 보면 일본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

●Japanese
風味にバランスのよいコショウのきいた卵スープとモズクのサラダもあった。
主な
料理は、
テーブルの上でまさに私の目の前で甘いだしに煮込まれた隠岐の名物で
ある白イカ、
味噌のペーストが詰め物にされた焼き鯛であった。
女将さんは伝統を
大事にしながら、
各食材そのものの味を活かすこだわりで最上級の料理を目指し
ていることがよく分かった。
海鮮料理が大好きな私にとって、
「みつけ島荘」
の料理
だけのために隠岐に訪れる価値があると思う。
「食の旅」
の終点として、西ノ島町の西部にある
「おき龍宮堂」
を訪問した。
ラン
チはタルタルソース付きのヒオウギ貝、
自家製ポテトサラダ、サザエ刺身、味噌
スープと島根県産コシヒカリご飯の定食であった。
他に訪れた店のように、
このレ
ストランでは隠岐どこでも見られる食材が使われていても、
その店なりの特徴を
料理に添えていることに私は感心した。
「おき龍宮堂」
のほっぺが落ちそうな家庭
料理は、
「みつけ島荘」
の上品な料理や
「レストハウス神島」
の質朴な雰囲気によく
対照して引き立っていた。
隠岐の人々にとって地域文化や伝統は誇りそのものである。
その気持ちが
「食」
に表れている。私は日本に来る観光客に隠岐の名所を探り、島の音を聞き、食を
味い、
島の旅へ踏み出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る…日本への目線が変わるで
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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飽きない
絶景に囲まれて

질리지 않는 절경에 둘러싸여
야고다 보워셴 (Jagoda Woloszyn)

저는 현재 오키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 추진협회에서 국제교류원

느껴져도 실제로는 가깝게

있습니다. 오키에서의 생활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오키의 절경은

하지만, 당일 날씨가 안

일을 하고 있으며, 업무 관계로 오키의 절경을 보러 가는 기회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도, 그 아름다운 경관과 풍요로운 자연은 여전히

좋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이번 취재로, 시마네현 문화국제과 국제교류원들이 오키에 와서, 함께

상황이 되었습니다. 운이

놀랍습니다.

섬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봐도 절대로 질리지 않을 장소로 모두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첫 번째 안내 장소로 지부리지마를 골랐습니다.

지부리지마는 오키제도 중,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는, 가장 작은
섬으로, 인구가 6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잔한 분위기도
있지만, 압도될 정도로 다이나믹한 절경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좋으면, 안개가 걷힐 것이라
믿으며, 아카하게 산으로

향했지만, 역시 산 정상에
도착하니, 마치 구름 속에
있는 세상 같았습니다.

특별히 두 곳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지부리지마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카하게산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 지부리지마 풍경 뿐만 아니라,

거대한 화산의 분화와 그 후 침식에 의해 형성된 도젠（島前）칼데라와
도젠 뒤쪽에 있는 도고（島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

공기가 맑은 날에는 시마네 반도와 다이센（大山）까지 보입니다. 오키
제도에서 가장 작은 섬에서 넓은 세계가 보여, 멀리 있는 것처럼

景
●Japanese

飽きない絶景に囲まれて
現在、隠岐ユネスコ世界ジオパーク推進協議会で国際交流員の仕事をさせて
いただいており、業務の関係で隠岐の絶景を見に出かける機会が多くあります。
隠岐での暮らしになれてきたとは言えますが、隠岐の景色をずっと見ていても、
美しい景観と豊かな自然にはまだ驚いています。
今回の取材で、島根県文化国際課の国際交流員が隠岐に来島し、一緒に島を
廻りました。
最初は、個人的に何回見ても絶対に飽きない場所に皆さんを連れていきたく
て、一番目の案内場所として知夫里島を選びました。知夫里島は、隠岐諸島の中
で人が住んでいる島では最も小さな島で、人口は600人しかいません。穏やか
な雰囲気の場所でもありますが、圧倒されるほどダイナミックな景色もあります。
その中でも、特に二か所を選びました。
始めに訪れたのは、
知夫里島の最も高い山、
赤ハゲ山です。
そこの山の頂上か
らは、
知夫里島の風景だけではなく、
巨大な火山の噴火とその後の浸食によって
形成された島前カルデラと島前の後ろにある島後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天気
が良くて空気が澄んでいる日は島根半島や大山まで見えます。
隠岐諸島の最小の
6

Jagoda Woloszyn
島から広い世界が見え、
遠くに感じても実際には近いと実感できます。
しかし、当日は天気が悪くて、霧で何も見え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状況でし
た。運が良ければ、霧が晴れると信じるしかない！と思い、赤ハゲ山に向かいま
したが、やはり山の頂上に着いたら、
まるで雲の中のような世界でした。
カルデラ
は見えませんでした
が、帰る途中で、昔、
農業で利用されてい
た石垣を近くから見
られる場 所 で 車 を
ちょっと停 め たとこ
ろ、奇跡的に30秒ぐ
らい晴れて、夢のよう
な風景が目の前で現
れました。風によって
霧が動いていて、周り

Shimane Prefecture, Japan

칼데라는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도중에 옛날에 농업에서 사용된

돌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잠시 차를 세웠더니, 기적적으로 30
초 정도 날이 개어, 꿈같은 광경이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람에 따라
안개가 움직이고 있어, 주변 풍경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하면서, 신비로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오키를 처음 와 본 모두에게는

Shimane

정말 안됐지만, 저는 아카하게 산의 새로운 얼굴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부리지마 제 2의 명소인 적벽으로 이동했습니다.

Here

이름대로, 붉은 암석으로 된 절벽입니다. 절벽이 붉은 색인 이유는

암석의 지질의 영향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원래 작은 화산이었습니다.
화산 분화시, 흘러나온 용암 속에 포함되어 있던

철분이 공기에

접하면서 산화되어, 붉은 색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다와 바람의 힘으로

Map

점점 깎여, 현재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침식으로 인해, 우리들은

화산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벽을 보러 갈 때마다 매번 지구와 자연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오키제도에는, 이처럼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다이나믹한 풍경이 아주 많습니다. 제 고향은 바다와 산에서
멀고, 주변의 자연이라고 해봐야, 깊은 숲과 강, 호수 정도입니다.

저에게 있어 오키의 자연은 인상적이며,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섬나라이지만, 오키에 있으면 매일 바다의 여러
면을 더욱 실감하게 되며, 매일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절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

오키제도

고
오키노시마정

니시노시마
니시노시마정

나카노시마
아마정
지부리지마
지부무라

도

飽きない絶景に囲まれて

A magazine about

젠

http://www.oki-geopark.jp/

●Japanese

の風景が見えたり見えなかったりして、神秘的な瞬間でした。隠岐を初めて訪れ
た皆さんには大変残念だと思いましたが、私は赤ハゲ山の新しい顔を体験でき
て良かったと感じました。
その次に、知夫里島の第二の名勝、赤壁に向かいました。名前通りに、赤い岩
石によって作られた絶壁です。赤色の原因はその岩石の地質にあります。実際
は、
そこの崖は元々小さな火山でした。噴火の時に流れた溶岩に含まれていた
鉄分は空気と接し、酸化して、赤い色になりました。
その後、海と風の力でだんだ
んと削られ、現在の形になりました。浸食のおかげで、私達は火山の中を覗くこ
とができます。赤壁を見に行くと、
そのたびに毎回毎回地球と自然の力について
考えさせられます。
日本海にある小さな島々の隠岐諸島では、
このような火山活動で形成された
ダイナミックな風景がとても多いです。私の故郷は海と山から遠く、周りの自然
と言えば深い森、川、湖です。私にとって隠岐の自然は印象的で、魅力的な場所
に富んでいます。
日本自体は島国ですが、隠岐にいると毎日海の様々な面をさ
らに実感でき、毎日眺めても飽きない絶景に囲ま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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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間が止まった
国賀海岸

시간이 멈춘 구니가 해안

Shimane

장 링(張玲)

Here

시마네 반도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에, 크고 작은 18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오키제도가 있다. 오키제도는 「대지의

Map

성립과정」,「독자적인 생태계」,「지역에 남아
있 는 전 통 문 화 」라 는 세 가 지 의 큰 이 유 로 ,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에 등록되었다.

岸

오키제도는 4개의 큰 섬(도고, 니시노시마, 나카노시마, 지부리지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만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

오키제도에 가 보자, 순식간에 산과 바다에 둘러싸였고, 주변을 바라보니,
울창한 숲과 검푸른 바다가 마음의 피로를 씻어내어 준다. 아직 관광화가
되어 있지 않은, 티없이 맑은 대자연에 오롯이 매료될 뿐이었다.

오키제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니시노시마의 구니가 해안이었다.

구니가 해안의 경관은 많은 변화를 거쳐 멋진 경치를 가지게 되었고, 풀

속을 걷는 산책길은 기분이 상쾌하다. 푹신푹신한 목장과 어디에 가든 볼

다리 근처에 도착했다. 절벽의 무른 부분이 깎여 아치 모양으로 남아, 그

정도였다. 이 천연목장에 소들이 방목되어 있다. 길 가운데에 평온하게 서

압도되었을 때, 문득 마텐가이 절벽을 돌아보자, 천공의 초원처럼 보이는

수 있는 소와 말들로 인해, 유럽의 초원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있는 소, 새끼를 부드럽게 핥아 주고 있는 소

이름대로 천상계로 이어 주는 가교처럼 보인다. 대자연의 조형미에

정상부와 바다의 거친 파도로 인해 깎인
절벽의 명암이 대비되면서 느낀 감동은

(오키지역의 일본산 소의 축산업은 송아지 번식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눈 앞에 펼쳐진

중점), 높은 곳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소들의

조용한 바다는 어떻게 이런 단단한 산을

모습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경치인 듯하다.

깎았는지,

이곳은 아주 먼 옛날부터 소들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기

산과

바다는

어떻게

잠잠해지거나 거칠어지거나 하면서,

때문에, 소들은 사람이나 차를 신경도 쓰지 않고, 서로

온화함과 거친 면을 연기하고 있는지,

다투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태연하게 지내고 있다. 오키의 대자연속에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한 구니가 해안을 걸으면,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고,
이러한 평온한 세계를 만끽하고 픈 생각만 들 것 같다.

바닷바람에 둘러싸이고, 파도소리와 새,

수직으로 우뚝 솟은 험준한 해식애가 있는 마텐가이

마음이 모두 편안해 진다. 일상을 잊고,

소와 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지친 몸과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오자, 해발 257m 높이의

시간을 잊고, 심호흡을 하며 다시 충전을 할

절벽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파도와 바람의 힘으로 깎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암석들이 여기저기 해안선을 메우고 있었다. 산책로를

계속해서 걷자, 구니가 해안의 상징이 된 명소, 쓰텐쿄

●Japanese

「時間が止まった国賀海岸
張 玲
島根半島から50ｋｍ離れている海に、
大小180余りの島々からなっている隠岐諸
島がある。
「大地の成り立ち」
「
、独自の生態系」
「
、人の営み」
の三大要素で、
ユネスコ
世界ジオパークに登録された。
隠岐諸島には四つの大きな島
（島後、
西ノ島、
中ノ島、
知夫里島）
で約2万人が平穏に過ごしている。
この島々に足を運ぶと、一瞬で山と海
に囲まれ、
あたりを見渡すと、
うっそうとした森と紺碧の海が心の疲れをふき取ってく
れる。ただただ、
まだ観光化されていない無垢のままの大自然に魅せられるだけ
だった。
もっとも印象的なのは厳しく、
美しい景観美を誇る西ノ島の国賀海岸だ。
国賀海岸の景観は変化に富んでいて素晴らしい景色を持ち、草の中を進む遊
歩道は心地よい。柔らかい雰囲気の牧場とどこにいても見られる牛馬は、人々を
ヨーロッパの草原にいるかと錯覚させるぐらいだった。
この天然牧場には牛が放牧
されている。牛が穏やかに道の真ん中に立ったり、優しく子牛を舐めたり
（隠岐の
和牛産業は子牛繁殖が中心）
、
高い所に座って日本海を眺めたりしている様子は、

日本ではなかなか見られない景色だ。
ここはずっと昔から牛たちのテリトリーだか
ら、
人や車に目もくれず、
いさかいを起こさずに我が物顔で泰然と過ごしている。
隠
岐の大自然の中にいると、
人間は自然を支配する欲望がなくなり、
この穏やかな世
界を思う存分に満喫するような思いしか浮かばなく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遊歩道に沿って降りて見ると、海面から257メートルの高さで垂直にそそり立った
険しい海蝕崖の摩天崖が目の前に迫って来た。波と風の力で削り取られてしまった
岩がごろごろと海岸線を埋め尽くしている。
さらに遊歩道を歩けば、
国賀海岸の象徴
である景勝地の通天橋近くにたどり着いた。
崖のもろい部分が削られてアーチのよう
な形として残り、
その名のごとく天上界への架け橋のように見える。大自然の造形美
に圧倒されてから摩天崖を振り向いたら、天空の草原のように見える頂上部と日本
海の荒波で削り取られた壁の明暗のコントラストに感動を覚えずにはいられない。
目の前に広がる静かな海はどのように硬い山を削ったのか、山と海はどのように静
まったり、
荒れ狂ったり、
穏やかさと荒さを演じているのか想像も及ばなかった。
時間が止まったかのような国賀海岸を歩くと、
潮風に包まれ、
波の音、
鳥や牛馬
の鳴き声が聞こえる。
疲れた心と体がすっかりリラックスできる。
日常を忘れ、
時間
を忘れ、
深呼吸してリセットできた感じがする。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http://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편집자: 박혜정

Publisher: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1 Tonomachi, Matsue-shi, Shimane-ken 690-8501, JAPAN

発行：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Liliya Khakimova Jagoda Woloszyn

Ling Zhang

Liu Lisha

Donovan Goto Park Hye-Jung Oliver Marsh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