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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로 오세요

～고추냉이, 카구라 그리고 따듯한 사람들
다양한 여행이 있는 마스다

미치카와카구라（道川神楽）
자연에 맡기는 와사비
민박'미요시（三四四）'의 매력

さまざまな旅がある
益田

다양한 여행이 있는 마스다
리우 리샤

마스다시는, 시마네현의 서부에 위치하고, 북쪽은 일본해를 바라보며,

남쪽은 주고쿠 산지가 뻗어있는 도시. 시마네현 내에서는 가장 광대한
면적에 인구는 불과 5만 명 남짓. 일본에서 인기 관광지는 아니지만,

이곳에 펼쳐진 한가로운 풍경과 상쾌한 바람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는 하나하나 신선한 매력이 넘친다. 풍부한 자연, 손에 닿을 것 같은

역사 풍경, 그리고 인정이 넘치는 현지의 환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9
월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더위 속, 우리 일행은 마스다를 찾아, 현지의
매력을 마음껏 만끽하고 감동하고 돌아왔다.

～ 절경 명소 파도치는 물가의 신사 ～

잔잔한 파도가 치는 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코바마해안에 있는‘절경 명소’[미야가시마 에비스신사（宮ヶ島 衣毘須神

社）]. 바다에 떠 있는 암초 미야가시마 섬 위에 있는 [에비스 신사]는 풍어

（豊漁）와 바다의 수호신을 제사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일본 회화의

거장・히가시야마 카이（東山魁夷）가 황거（皇居）의 벽화 [동틀 녘의 조수（朝

明けの潮）]의 모델로 한 장소이기도 하다. 히가시야마 카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다의 아름다움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을 떨리게 한다.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여, 하얀 모래사장으로 이어지는 신사 참배

길은, 조수의 밀물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을 바꾼다. 만조일 때는 참배 길이
사라져, 섬에 갈 수 없게 된다는데, 이번 방문 때는 운 좋게 섬으로 건너가
참배할 수 있었다. 검푸른 수평선에서 시선을 돌려 아래를 보면, 암초

틈새로 비치는 사파이어색의 바다. 해안선을 걸으며,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어 고민거리도 날려버릴 것 같은 상쾌한 한때를 맛볼 수 있었다.

～ 그리운 거리 역사를 둘러보는 여행 ～

마스다시는 그림의 성인・셋슈（雪舟）와 관계가 깊고,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분위기가 넘치는 도시. 셋슈는 말년을 마스다에서
보내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날, 우리들은 시립

역사민속자료관의 전 관장 신마쓰 하루미（新松晴美）씨와 교토에서 관광객

안내 경험이 있는 오사토 마사오（大里雅男）씨의 안내로 셋슈가 만든 정원과

중세 시대에 약 400년간 번영했던 무장（武將）
・마스다（益田）의 성하마을（城

下町）을 걸었다.

마스다는 헤이안 말부터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의 영주.

가마쿠라시대 초기에는 이와미 지방의 약 3분의 1을 다스리며

이와미에서 지반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마스다는 문화에 조예가 깊어,
중 국 에 서 화 법 수 업 을 마 치 고 귀 국 한 화 승（ 画 僧 ） 셋 슈 를 마 스 다 로

초 대 하 여 , 이 코 우 지 절（ 医 光 寺 ）의 정 원 과 만 푸 쿠 지 절（ 萬 福 寺 ）의

정원을 만들게 했다. 이코우지 절（医光寺）과 만푸쿠지 절（萬福寺）의

旅

●Japanese

さまざまな旅がある益田
益田市は、
島根県の西部に位置し、
北は日本海を望み、
南は中国山地が連なっ
ている町。
島根県内では最も広大な面積に対して、
人口はわずか5万人弱。
日本で
は大人気の観光地ではないが、
そこに広がるのどかな風景と爽やかな風は、
都会
で生まれ育った私にとっては一つ一つ新鮮な魅力があふれている。
豊かな自然、
手の届きそうな歴史風景、そして人情あふれる地元のおもてなしが楽しめる場
所。九月とは思えない厳しい暑さの中、私たち一行はそんな益田を訪れ、地元の
魅力を思う存分満喫し、
感動して帰った。

～ 絶景スポット 波打ち際の神社 ～
穏やかな波の日、雲一つない空に連れられ到着した先は、小浜海岸にある“絶
景スポット”
「宮ヶ島 衣毘須神社」
（みやがしま えびすじんじゃ）
。
海に浮かぶ岩礁
宮ヶ島の上に立つ
「衣毘須神社」
は豊漁と海の守護神が祀られているそうだ。
ここ
は日本絵画の巨匠・東山魁夷が皇居壁面画
「朝明けの潮」
のモデルとした場所で
もある。
東山魁夷の心を捉えた海の美しさは、
今日も私たちの心をふるわせる。
碧
く美しい海に囲まれ、
白い砂浜でつながる神社への参道は、
潮の満ち引きに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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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莉莎
刻々と姿を変える。
潮が満ちてくると参道が消え、
島に渡れなくなるそうだが、
今回
訪れた際には運良く島に渡って参拝することができた。
紺碧の水平線から視線を
転じて眼下を見れば、
岩礁を透かして映すサファイア色の海。
海岸沿いを歩き、
波
の音が心を癒やし、
悩みごとも吹き飛ばされそうなほどスッキリとする一時を味わ
えた。

～ 懐かしいまち 歴史を巡る旅 ～
益田市は画の聖・雪舟との関りが深く、
関連する文化遺産が多く残る情緒あふ
れる町。
雪舟は晩年を益田で過ごし、
この地で生涯を閉じたと言われている。
この
日、私たちは市立歴史民俗資料館の元館長である新松晴美さんと京都で訪日客
の案内経験のある大里雅男さんの案内で、雪舟が作った庭園や、中世の時代約
400年栄えた武将・益田氏の城下町を歩いた。
益田氏は平安時代から安土桃山時代の領主。
鎌倉時代初期には石見地方の約
3分の1を治めるようになり、
石見での地盤を強固なものにしていた。
益田氏は文
化への造詣が深く、
中国での画法修業を終えて帰国した画僧雪舟を益田に招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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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늦게까지 서로 외국어 공부, 가족 이야기 등을 하느라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어버린 정도였다.

다양한 여행이 있는 마스다에는 이 밖에 마음에 드는 장소도 많이

있었다. 일본 의학 발전에 힘쓴 마스다 출신 세균학자 하타 사와치로（秦佐
정원은, 셋슈가 중국의 수묵화와

도교사상, 불교사상을 도입하여 표현한
명 원（ 名 園 ）으 로 ,

八 郎 ）박 사 의 일 생 에 대 해 전 시 된 하 타 기 념 관 도 추 천 한 다 . 또 한 ,

미노야시키 저택（美濃地屋敷）도 꽤 훌륭하다. 미노야가（家）는 근방을

Shimane

총괄하는 와리모토쇼야（割元庄屋:마을의 조세 징수부터 치안 확보까지 전부

사계절마다 표정을

바꾸고, 오늘날에도 방문객을 매료시키고
있다. 마스다 땅을 사랑하여 이 땅에서

파악하는 사람）을 맡아, 부지런히 업으로 번영했다. 장대한 안채와 두툼한
가야부키（茅葺き:초가지붕 양식）지붕이 마을의 부유한‘쇼야（庄屋: 마을의

Here

인생의 막을 내린 위인의 유적이, 우리들
곁에 숨 쉬고 있다는 것에 왠지 모를
긍지와 기쁨을 느꼈다.

정사를 맡아보는 사람. 촌장.）’였던 위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다.

Map

～ 사람의 유대 관계가 깊은 마을 ～

있는 그대로의 자연, 역사를 돌아보는 여행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도

안내해주셨던 마스다 주민 모두가 따듯하고, 처음 간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교류가 있어,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인상적이었다.

２일째, 우리는 은어 소금구이 체험 등을 즐긴 후, 주민들의 주최로

만푸쿠지 절（萬福寺）에서 열린 교류회에 참가하여 마스다와 인연을

나누었다. 주민들과 마스다의 이야기나 시마네 생활 체험담 등에 대해

화목하게 환담을 하였다. 마스다의 하지메 마사아키（元正章）씨의“여러분은

푸른 바다와 산, 탁함이 없는 맑은 공기에 둘러싸인 따듯한 마스다의

대지는, 나에게는 그리운 마음의 고향과 같았다. 자연의 은혜를 받은

맛있는 식자재나, 이와미의 자랑인 카구라, 농가민박 등 여러 가지 매력도
마스다에는 가득 담겨있기에, 꼭 다른 기사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여기 마스다에서는, 여러분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일본인도 모두 국제인이다. 동료다.”라는 이 따듯한 한마디가

안심, 용기, 힘을 주어 내 마음에 기쁘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우리는 현지
주민 집에 머물게 되었다. 마치 가족인 것처럼 환대받았고, 다른 곳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다정함과 미소를 만났다. 도시는 사람의 유대관계가

약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다는 말을 듣지만, 이곳이라면 절대 그럴 일은

●Japanese
「医光寺庭園」
と
「萬福寺庭園」
を作庭させた。
「医光寺庭園」
と
「萬福寺庭園」
は、
雪舟が中国の水墨画と道教思想、
仏教思想を取り入れながら表現した名庭で、
四
季折々の表情を変え、
訪れる人を今も魅了し続けている。
益田の地を愛し、
この地
で自ら人生の幕引きをした偉人の遺跡が、
私たちのすぐそばで息吹いていること
に、
なぜだか誇りと喜びを感じた。

～ 人のつながりが濃い町 ～
ありのままの自然、
歴史めぐりの旅も素晴らしかったが、
何よりもその時に案内
してくださった益田の方々が皆暖かく、
初めての地とは思えないほどの触れ合い
があり、
故郷に帰ったような感覚を覚えたのが印象的だった。
2日目、私たちは鮎の塩焼き体験などを楽しんだあと、萬福寺で開かれた地元
の人々主催の交流会に参加し、益田との絆を深めた。益田の話や島根滞在体験
談などについて地元の方々と和やかに歓談した。
益田の元正章さんは、
「君たちは
国籍それぞれである。
ただここ益田では、
君たちは外国人ではなく、
私たち日本人
と一緒に、
みんな国際人だ。
仲間だ。
」
と暖かく語り、
安心、
勇気、
力を与えてくださ
り、
私の心に響く嬉しい一言となった。
その夜、
私たちは地元の方の家に泊めてい
ただくことになった。
まるで家族であるかのように歓待され、
他では体験できない

優しさと笑顔に出会った。
都会だと人のつながりが薄く、
話す機会がないなど言わ
れているが、
ここならそんなことは絶対にない。
遅くまでお互いに外国語勉強や家
族の話などをして、
時間の流れを忘れたぐらいだった。
さまざまな旅がある益田では、
お気に入りの場所はほかにもたくさんあった。
日
本の医学発展に努めた益田出身の細菌学者・秦佐八郎博士の生涯について展示
されている秦記念館もおすすめ。
また、美濃地屋敷もなかなか立派である。美濃
地家は付近を総括する割元庄屋（村の租税の取り立てから治安の確保まですべ
て把握する）
を務め、
たたら業で栄えた。壮大な母屋と分厚い茅葺きの屋根が富
裕な庄屋であった威厳を今に伝えている。
青い日本海、緑の山々、濁りのない清んだ空気に包まれた暖かい益田の大地
は、私にとっては懐かしい心の故郷のようだ。
自然の恵みを受けた美味しい食材
や、
石見の誇りある神楽、
農家民泊など様々な魅力も益田には詰まっているので、
ぜひ他の記事も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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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川神楽

미치카와카구라
（道川神楽）
도노반 고토

신화는 많은 문화에서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조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신들의 시대 이후, 사람은 그
가늠할 수 없는 세계의 신화를

전해왔다. [이와미카구라（石見神楽）]
는 노래와 춤을 통해 신화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표현한다. 옛날에는 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신관이 연기하는

제사같이 신성한 퍼포먼스였지만,

지금은 사제（司祭）만이 아닌 마을
사람들도 즐기는 예능이 되었다.

이와미카구라는, 밝은 박자, 호화로운 의상,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유명하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감각이 자극받아, 일본 신화의 세계로
빠져들어 간다. 그러나, 이번 기사의 토픽은 보통 간과하고 있는

이와미카구라의 대사이다. 일본어를 알아도, 몰라도, 대사를 알아듣기

어렵다. 미국인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사전에 줄거리를 받으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추측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이와미카구라는 인기가 있다. 올해 일본 유산으로

인정받아, 평판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그러나,‘특히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관객에게 스토리가 어느 정도 통할까?’. 이 의문에 한 독창적인 카구라팀이
해답을 주었다.

마스다시 히키미초에 갈 기회가 있어, 현지의 미치카와카구라（道川神楽）

팀의 두 가지 공연을 감상하였다. 이미 이와미카구라를 본 적이 있는 나는
야마타노 오로치（八岐大蛇）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야마토

타케루（日本武尊）이야기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좌석을 찾으니 바로

神

영어로, 준비된 팀의 소개, 이번 이야기의 줄거리, 이와미 카구라의 역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배부되었다. 이런 자료는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는
서비스로 제공된다.

공연의 시작은 일본어와 영어로 오프닝 아나운스. 관객에게 감사의 인사,

그리고 공연을 즐기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는 북소리와 연기 연출로 첫

번째 캐릭터가 나타났다. 틀린 게 아닌데 영어가 들려 귀를 의심했다. 두

가지 공연 중, "야마토 타케루（日本武尊）"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 보통은 스토리가 적힌 자료를 보지만, 보지 않고도 나는 완전히
카메라 촬영에 집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전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미치카와 카구라팀의 해답은, 대사 전부를 영어로 하는

것이었다. 관객에게는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Shi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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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川神楽
多くの文化の中に見られる神話は、
人々の歴史、
文化、
そして最も重要な創造神
話を語っている。
神々の時代以来、
人々はその計り知れない世界の神話を語って
きた。神話のストーリーとキャラクターを唄・舞・口上を通して表すのが石見神楽
だ。かつては神々が楽しめるように、神職だけが演じる神事的なパフォーマンス
だったが、
今では地元の人たちが楽しむ為に、
神事だけに限らない芸能になって
いる。
石見神楽は、
その明るい囃子、豪華な衣装、
ダイナミックな動きで知られてい
る。
その三つのポイントに感覚を刺激され、
日本の神話世界に引き込まれる。
しか
し、
よく見落とされている口上のやりとりが今回のトピックだ。
日本語を知っていて
も、知らなくても、
セリフを聞き取ることが難しい。
アメリカ人が、
シェイクスピアの
演劇を観ることと同じことだ。
でも、事前にあらすじが分かると、起こっていること
をなんとなく推測できる。
最近、海外では石見神楽が人気になっている。今年日本遺産に認定されたた
め、
評判が爆発的に上がった。
しかし、
特に異なる文化背景を持つ観客にどのぐら
いストーリーが通じているのか？この問いに一つの独創的な神楽社中が答えを
4

ドノヴァン・ゴトウ
出した。
益田市の匹見町に行く機会があり、
地元の道川神楽社中の2つの演目を鑑賞さ
せてもらうことになった。
すでに石見神楽を見たことがある僕は、
「ヤマタノオロチ」
の話はよく知っているけど、
「日本武尊（ヤマトタケル）」
の物語を観るのは初めて
だった。
席を見つけるとさっそく、英語で用意された社中の紹介、今回の物語のあらす
じ、
石見神楽の歴史を説明する資料が配布された。
このような資料は定期的な外
国からの客へのサービスになっている。
公演の開始は、
日本語と英語でのオープニングアナウンス。
観客への感謝、
そし
て公演を楽しんでくださいと告げられた。
それから太鼓の鼓動と煙の演出で、
最初
のキャラクターが現れた。間違えなく英語を聞くことができている？と耳を疑って
みた。2演目のうち
「日本武尊」
は最初から最後まで、口上がすべて英語で行われ
た。
常に、
ストーリーが書かれた資料を見ることなく、
僕は完全にカメラに集中して
いた。
最初から最後まで話の全部をはじめて理解できたと自信を持って言える。
道川神楽社中の前述の問いの解決策は、
口上全体を英語で行うことだった。
観

Shimane Prefecture, Japan

포르투갈어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한다.

일본어가 아닌 언어로 하는 대사가 이와미카구라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좋다고 생각한다. 외국어로도

일본다움을 잃지 않고 이야기의 개념을 100% 일본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와미카구라 감상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관객이 이와미카구라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道川神楽

A magazine about

그리고 나는 미치카와팀의 일본, 해외에서의 퍼포먼스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미치카와팀은 이 새로운 카구라에

2년 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6
개월간 연습하고, 프로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발음을 교정하고, 영어로
정확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몰두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고 물었더니, 외국인 관객이

이와미카구라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할 가치가 있다고
대답했다.

마스다시에서는 거의 매주 토요일에

주로 일본인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지만, 미치카와팀은

외국인 관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때 미치카와팀은
그들밖에 할 수 없는 새로운 이와미

카구라를 선보인다. 지금까지 벌써 6
회 이상 영어로 공연했고,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스페인어와

●Japanese
客としては、
単純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けど、
ここに至るまでは簡単な道のりでは
なかったらしい。
道川社中は、
「日本武尊」
を含め2演目についてこの新しい神楽に2年前に挑戦
し始めた。
6ヶ月間練習し、
プロの翻訳者の助けを借りて、
発音を正しくし、
英語で
正確に感情を伝えることに取り組んだ。
なぜそこまでするのかと聞くと、外国人の観客に石見神楽のストーリーを分
かってもらうために、
やる価値があると答えが返ってきた。
益田市では、
ほぼ毎週土曜日に主に日本人の観客向けに公演しているが、
道川
社中は外国人の観客向けにイベントを開催することもある。
そんなとき、
道川社中
にしかできない新しい石見神楽を見せる。今までにもう6回以上英語で公演して
おり、
もし機会があれば、
スペイン語やポルトガル語でも試してみたいそうだ。
日本語以外の言語での口上が石見神楽の雰囲気に影響を与えるかどうか疑問
に思うかもしれない。
しかしそれは良いことだと思う。外国語で表現しても日本ら
しさを捨てずに、
物語の概念を100％日本のままにしている。
日本人と同じように
石見神楽の鑑賞がスムーズにできた。
彼らは観客が石見神楽体験に直接触れる
ことができるよう、配慮している。そして、僕は日本や海外での道川社中のパ
フォーマンスをまた楽しみにしている。
5

自然任せの
ワサビ

자연에 맡기는 와사비
페리페 나씨멘토

‘고추냉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초밥에

들어있는 그 얼얼하게 매운 고추냉이를 떠올릴 것입니다.

고추냉이는 미각에 자극을 주어 초밥의 밥의 단맛과 재료의

감칠맛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 고추냉이 산지 중에서 히키미의
고추냉이는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맛있습니다.
마스다시 히키미초에서 재배되는 고추냉이는 얼얼한 매운맛을 느낀 후,
입안에 부드러운 단맛이 서서히 퍼집니다. 조리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
기사에서 강조하여 전하고 싶은 것은 줄기, 잎, 새싹을 이용하여 만든
히키미 고추냉이 간장 절임입니다.

민박‘미요시（三四四）’에 묵으며, 오너 미요시 나리코씨께 담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추냉이의 줄기, 잎, 새싹을 냄비에 넣고, 70℃의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3~4분 후, 물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작업은 뚜껑을 덮은 냄비를 양손으로 꼭 쥐고, 힘껏 흔들고, 흔들어, 흔드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느껴져도 계속 흔듭니다. 언제까지 흔들어야 하는지

●Japanese

自然任せのワサビ
「ワサビ」
と言うと、ほとんどの人がおそらく寿司に入っているあのピリッと辛
いワサビのことを思い浮かべるでしょう。味覚に刺激を与え、寿司のしゃりの甘
みとネタの旨味を引き立たせてくれるワサビです。
しかし、様々なワサビの産
地がある中、
ワサビそのものが主人公になりえると言ってもいいほど美味しい
のは匹見ワサビです。益田市匹見町で栽培されるそのワサビは、
ピリッとした
辛さのあと、口の中で優しい甘みが徐々に広がっていきます。調理方法も様々
ありますが、
この記事で強調し伝えたいのは茎、葉、
ガニ芽を使った匹見ワサ
ビの醤油漬けです。
民泊「三四四」に泊まらせていただき、オーナーの三好成子さんが漬け方を
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ワサビの茎、葉、
ガニ芽を鍋に入れて、70℃のお湯を加
えます。3～4分後、お湯を捨て、一番大事な作業に入ります。それは、蓋をした
鍋を両手でしっかり持って、思いっきり振って、振って、振っていきます。
「もう疲
れた」
と思っても、そのまま振り続けます。
もう何分も振っているなど考えずに、
お祭りの気分になって、汗をかきながら鍋を胸の前、頭の右横と左横、移動し
ながら楽器のように振ります。足も勝手に動いてしまいます。
よ～し、
もう充分
6

然 人
フェリペ・ナシメント
振りました。やっと鍋を置いて蓋を開けると、目から涙が噴出しそうなほど辛い
蒸気がでてきます。そう、鍋を振っていたのは、
ワサビの辛味を目覚めさせるた
めでした。
そのワサビをよく搾る、搾り汁を捨て小さくて可愛い瓶に分けて、醤油のたれ
を 加えます。一 晩 お
いて食 べてみたら、
食感からその美味し
さが分かります。
シャ
キシャキとして、前の
日の辛～い蒸気とは
違うピリッとした辛さ
の刺激を受け、醤油
のたれのまろやかな
甘味とワサビそのも
ののさっぱりとした甘

앞, 머리의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악기처럼 흔듭니다. 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좋~아요, 이제 충분하게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냄비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면,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뜨거운 증기가 올라옵니다.
냄비를 흔든 것은 바로, 고추냉이의 매운맛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냄비의 고추냉이를 잘 짜서 짜낸 즙을 버리고, 작고 귀여운 병에 나누어

넣고, 간장 소스를 넣습니다. 하룻밤 두고 먹어보니 식감부터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전날의 매~운 증기와는 다른 얼얼한
매운맛의 자극을 받아 간장 소스의 부드러운 단맛과 고추냉이 자체의

깔끔한 단맛이 입속을 어루만져 줍니다. 시마네의 지역 술이 있었다면 그

이상 최고의 조합도 없을 것입니다. 아, 술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쌀밥이나,
생선구이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선물로도 잔뜩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이 맛있는 맛을 알게 되고

그다음 날,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몸의 균형을

열심히 잡으며 올라가니,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자연

속의 돌이 만든 계단 같은 곳에서
물이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그

단마다 고추냉이가 자라고 있는

곳을 우리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생산자 설명에 따르면 주위의
나무

그늘이

自然任せのワサビ

등은 생각하지 말고 축제 때의 기분인 것처럼 땀을 흘리며 냄비를 들고 가슴

고추냉이를

햇볕으로부터 지키며 적절한
기온을 유지, 그리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며

A magazin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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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를 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그 맛있는

人

간장

절임이

것입니다.

만들어졌을

마스다시까지 가서, 고추냉이를

소중하게 재배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먹은 고추냉이가 더욱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맛을 만들어주는 대자연을 지켜야
하는 중요함을 미각을 통해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디

마스다시로 히키미 고추냉이의
매력을 발견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Japanese

みが口内を撫でてくれます。島根の地酒があればもう最高な組み合わせでたま
りません。
あ、
お酒はともかく、熱々の白ご飯や焼き魚との相性も抜群です。
お土
産でも沢山持って帰りたいです。
その美味しさが分かったと翌日、
ワサビを栽培している場所へ行きました。森
に入って、体のバランスを頑張って保ちながら狭い道を登っていくと、
とても気
になる風景がありました。
まるで自然の石で作られた階段のような所に水がや
さしく流れて、
その段々の中に育つワサビの中を通っていました。生産者による
と、周りの木々の陰がワサビを日差しから守って適切な気温を保ち、
そして農薬
を使わずに自然任せでワサビを育てているそうです。道理であの美味しい醤油
漬けが出来るはずです。
益田市まで行って、
ワサビを大切に育てている方々に温かく歓迎されたので、
間違いなくその場ではワサビを最も美味しくいただけるのです。
そして、
その美
味しさを作ってくれる大自然を守る大切さを、味覚を通して肝に銘じました。ぜ
ひ益田市へ匹見ワサビの魅力を発見しに来てください。

7

民泊「三四四」
の魅力

민박
’미요시(三四四)’의 매력

Shi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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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야 하키모바

누구나 여행을 가고 싶다는 기분이 들면, 우선 어디에 가고 싶은지

Map

생각할 것입니다.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상관없이, 여행지에서 새로운
환경에 빠져보고 매일의 루틴에서 해방되면 다른 것을 깨닫는 여유가

생깁니다. 주변 경치가 바뀌고, 새로워진 기분과 경험이나 감상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행지가 정해지면, 다음 순서는 역시 숙박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의 일반적인 탐색 방법은 인터넷으로 호텔 리스트를
정리해서 그중에서 보고 선택합니다. 그다음은 관광지를 조사하고 대충
그렇게 계획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조금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호텔은 대개 비슷하고,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체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을은 일본의 민박에 대해서 알게 되어,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마네현 마스다시의「미요시」라는 민박을
취재차 방문해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잘 보존된 자택을 민박으로 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민박’미요시（三四四）’는 방이 넓고 옛날 그대로의 아름다운 일본풍의

독채입니다. 눈을 어디에 두어도

미술품이나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장식되어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했습니다. 저녁식사는 알레르기나 싫어하는 음식을

青

사전에 전달해 두었기에 고려해 주신 덕분에 인지, 요리 솜씨가 좋은
덕분인지, 음식의 호불호가 심한 저에게도 모든 것이 맛있었습니다.

식자재는 가급적 제철 야채를 마당에서 채취한다고 하고, 쌀까지도 집 앞

논의 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도 미요시에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고추냉이

절임 체험입니다.

‘아, 고추냉이가 이런 식물이었구나!’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메밀국수 만들기, 초밥이나 시메나와（매듭）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민박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오너 미요시

시게코씨 혼자입니다. 40년이나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퇴직한 후에 민박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즐겁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 가장 힘이 난다는
것을 미요시씨를 보고 실감했습니다.

이번 민박체험 덕분에 여행으로 또 어딘가 민박이나 홈스테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있고, 각각 역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 곳곳에 격언이 붙어 있어,
판에 박힌 일상과 떨어진 이런 때야말로,
격언을 보고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民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기에 머무는 손님은 여러 부류로

일본인이나 외국인 여행자는 물론,

이외에도 어부, 학생, 요전에는 경찰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박 2식의 일정으로 머물러

●Japanese

民泊「三四四」
の魅力

リリヤ・ハキモヴァ

誰でも旅行へ行きたいという気持ちが生まれるとまずどこへ行きたいか考える
でしょう。
海外旅行か国内旅行に関わらず旅先で新しい環境に浸ってみて毎日の
ルーティンから解放されると他のことに気付く余裕が出来ます。
周りの景色が変わ
り気分も一新された経験や感想を家族や友達と共有できればさらに楽しいと思
います。
旅行先が決まれば次のステップはやっぱり宿泊地を検討することです。
旅行が
好きな私の、
一般的な探し方はインターネットでホテルのリストを出してそこから
見て選ぶことです。
その後は観光地を調べてだいたいそれで計画もまとまります。
…ですが最近はなんだか物足りないなという少し贅沢な悩みを持ち始めていま
す。同じ価格帯のホテルの部屋はだいたい似ているし、観光地を回ることだけで
はなく面白い体験も出来たらなとも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今年の秋は日本の民泊について知り皆さんにも感じたことを共有したいと思い
ました。
そのために島根県益田市の
「三四四（みよし）」
という民泊を取材で訪れて
みました。
古くから綺麗に保存された自宅を民泊にしたのは2006年からです。
民泊
「三四
四」
は部屋が広くて昔ながらの美しい和風の一軒家です。
目をどこにやっても美術

品や普通に面白い物が多く飾ってあってそれぞれには歴史がありそうだと想像し
てしまいます。
壁に所々格言が貼ってあって、
ルーティンから離れたこんな時こそ、
それを見て自分の人生を見直してみる余裕が生まれ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ここに泊まるお客さんはそれぞれで日本人や外国人の旅行者はもちろん、
他に
も漁師、
学生、
先日はおまわりさんも泊まったそうです。
今回は一泊二食で泊まることとなっていて、
どんな料理が出るか楽しみにして
いました。
夕食は事前に伝えておいたらアレルギーや苦手な物まで考慮していた
だけたお陰か、
料理の腕がいいお陰か、
食べ物で好き嫌いの激しい私にとっても
全てが美味しく感じました。食材になるべくその季節の野菜を庭から採っている
そうで、
お米までも家の前の田んぼの物を使っています。
そして楽しいこともここで
用意してありました。
それは体験でやってみたわさび漬けです。
「あ、わさびってこんな植物だったんだな」
と改めて思いました。他にもそば打ち、
寿司やしめ縄作りなどの体験が出来るそうです。
驚いたことに、
こんな民泊の経営を維持しているのはオーナーの三好成子さん一
人です。
40年も学校の先生をやってきて退職してから民泊を営業し始めたそうです。
楽しく好きなことをやっていると一番元気が出ると三好さんを見て実感しました。
今回の民泊体験のお陰で、
またどこかへの旅行で民泊やホームステイをもう少
し積極的にし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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