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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코호와
나카우미호의 혜택
‘신지코 호수의 보물’~야마토 재첩~
‘고기’가 있는 수족관과 자연
야스기의 딸기 수확 체험
시마네의 백조

「宍道湖の宝物」
〜ヤマトシジミ〜

‘신지코 호수의 보물’~야마토 재첩~
올리버 마샬

저녁에 집을 나와 10분 정도 걸으면 호숫가에 도착한다. 좌우로

펼쳐진 마을과 마을 사이에 껴있는 신지코 호수. 서쪽을 향하여 호수를
따라 산책로를 한참 걸으면, 꿈같은 풍경이 나타난다. 눈앞의 태양이 산

뒤로 저물면서 하늘과 수면에 아름다운 황금빛을 수놓는다. 마쓰에시에
온 지 4년이 되었지만, 이 풍경은 질리지 않는다.

신지코 호수는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이즈모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의 원천이 되었다. 아침 일찍
신지코 호숫가를 걸으면, 여기저기 어선을 볼 수 있다. 그 배에서

조업하는 어부는 날씨가 좋아도, 비가와도 변함없이,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좋은 품질의 어패류를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다.

신지코 호수에 서식하는 수많은 어류 가운데,‘신지코 호수 7대 진미’

라고 불리는 농어, 새우, 장어, 빙어, 뱅어, 잉어, 재첩 일곱 종류가 특히
명물이다. 1년 동안 잡히는 수산물 중에 90% 이상이‘재첩’
이다.

이번 취재는 이즈모 지방의 식문화에서 뺄 수 없는 신지코 호수의

재첩에 대해서 신지코어업협동조합
（신지코어협）
의 쿠와바라 마사키씨께
안내를 받았다. 쿠와바라씨에 의하면, 일본에는 3종류의 재첩이

서식한다고 한다. 그중에서 기수에서만 서식하는‘야마토 재첩(기수
재첩)’이 가장 맛있기로 유명하다. 바다로 이어지는 신지코 호수는
기수호이며, 야마토 재첩의 어획량이 일본에서 제일 좋다.

신지코어협에서는 이 귀중한 야마토 재첩을 조업할 수 있는 어부를 약

27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남획하지 않도록, 재첩 조업을 해도
되는 시간 및 장소, 하루의 수확량 등, 다양한 어업 규칙을 따라야

「宍道湖の宝物」～ヤマトシジミ～
夕方に家を出て、10分程歩いたら湖岸に着く。左右に広がる、町と町の間に
はさまれた、宍道湖。西に向かい、湖に沿う遊歩道をしばらく辿ると、夢のよう
な風景が現れる。目の前の太陽が山を背後に沈みながら、空と水面に美しい
黄金色の光を投げかける。私は松江市に来て4年目になったものの、
この景色
に飽きない。
宍道湖は美景であるだけではなく、何世紀にもわたり、出雲地方に住む人々
にとって重要な食料の源になっている。朝早く宍道湖沿いを歩くと、
あちらこちら
に漁船が見られる。その船の操縦をする漁師は晴れでも雨でも変わらず、資源
管理を徹底しながら良質な魚介を私たちに提供し続けている。
宍道湖に生息する数ある魚類の中、
「宍道湖七珍」
と呼ばれるスズキ、
モロゲ
エビ、
ウナギ、
アマサギ、
シラウオ、
コイ、
シジミの7種類が特に名物だ。1年間で
採れる水産物の90％以上がその中の
「シジミ」
である。
今回の取材は、出雲地方の食文化に欠かせない宍道湖のシジミについて、宍
道湖漁業協同組合（宍道湖漁協）
の桑原正樹さんに案内してもらった。桑原さん
によると、
日本には3種類のシジミが生息しているそうだ。
その中、汽水でしか生
2

湖
オリバー・マーシャル
息しない「ヤマトシジミ」が一番美味しいことで知られている。
日本海につながる
宍道湖は汽水湖であり、
しかもヤマトシジミの漁獲量に日本一恵まれている。
宍道湖漁協では、
この貴重なヤマトシジミが採れる漁師を約270名に制限して
いる。
さらに、乱獲にならないように、
シジミを採っていい時間や採れる場所、一
日で採れる量など、様々な漁業のルールに従わないといけないと桑原さんは説
明した。
いつも遠くから漁船を見る私たちは、
シジミ漁業にどれだけ体力が必要なの
か、
あまり想像がつかないかもしれない。
そのため、桑原さんが自分の船に私た
ちを乗せ、漁師の活動を間近で見学させてくれた。
朝7時、松江市大橋川沿いの小さい船場に同僚と集合した。船に乗り込み、湖
へ向かった。漁師の船にたどり着いたらスピードを落とし、
そこで桑原さんが「お
はようございます！」
と呼びかけた。漁師は4～5人ぐらい乗れる小さい漁船に立
ち、
「ジョレン」
というステンレス製網カゴの付いた長いポールを持っていた。上
手に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体重を使い、
そのポールで湖底を掻いていた。
「この
漁法は手掻きと言います」
と桑原さんが説明した。船のエンジンを使わず、約10

선별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바라씨는 재빠르게 재첩을 만지며

필요한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래서 쿠와바라씨가 우리들을 배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껍데기를 계속 버립니다. 덧붙여 말하면,

항상 멀리서 어선을 보는 우리들은, 재첩잡이에 얼마나 체력이

태워, 어부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견학시켜 주었다.

아침 7시, 마쓰에시 오하시가와강（大橋川）의 강변의 작은 선착장에

동료들과 집합했다. 배에 올라 호수로 향했다. 어부가 타고 있는 어선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고, 쿠와바라씨가“안녕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어부는 약 4~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작은 어선에 서서,‘조렌’이라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철망 바구니가 달린 긴 장대를 들고 있었다.

능숙하게 균형을 잡으며 체중을 사용하여 그 장대로 호수 바닥을 긁고
있었다.‘이 어법은 데가키（手掻き）라고 부릅니다.’라고 쿠와바라씨가
설명했다. 배의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약 10kg의 조렌을 앞뒤로

湖

정중하게 설명했다. “재첩을 돌판에 맞혀 그 소리로 비어있는지 아닌지
우리들은 이 소리를 가포라고 합니다.”

어획량이 많은 날에는 약 3만 개나 선별하는데 하나하나 손으로
구별하는 것에 감탄했다.

신지코 호수는 시마네 현민의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신지코어협의 어부는 정확히 규칙을 지키고, 귀중한 자원을
관리하면서 호수의 아름다운 선물을 식탁에 전달한다.

미소시루（일본식 된장국）에 넣어서도 파스타의 토핑으로도 신지코
호수의 건강하고 맛있는 재첩을 꼭 드셔보시기 바란다.

움직이며, 이 작업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재첩을 잡는 꽤 힘이 필요한
작업인 것을 알게 되었다.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어부 몇 분의
작업을 둘러보았다. 중요한 조업 시간인데도 모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어부가 잡은 재첩은, 팔기 전에 크기나 품질에 따라 선별해야 한다.

나는 운 좋게 쿠와바라씨의 도움으로 이 선별작업을 견학할 수 있었다.

신지코 호수의 북측에 있는 사다가와강（佐陀川）하구에서 1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바라 모토키씨의 작업장을 방문했다. 강에

인접한 바람이 통하는 밝은 방에 들어가니, 이바라씨가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다.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재첩을 몇 개 손으로 집어 들어,

눈앞에 있는 돌판에 주사위를 던지듯이 재첩을 뿌렸다. 그리고 몇 개를
버리고, 남은 것을 그물망에 넣었다. ‘돌판에 재첩을 던지는 것이

キロのジョレンを前後に動かし、
これを何回も繰り返してシジミを採るという、か
なり人力が必要な作業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邪魔しないように気を付けなが
ら、漁師何人かのところを回ってみた。大切な操業時間なのに、みんなが親切に
話をしてくれた。
漁師が採ったシジミは、売る前に大きさや品質で選別しないといけない。私
は運よく、桑原さんの協力でこの選別の作業も見学できた。
宍道湖の北側にある佐陀川の河口で、12年以上漁業を努める井原志樹さん
を訪問した。川に面した、風が通る明るい部屋に入ったら、井原さんが選別に取
り組んでいた。
そばにある山積みになっていたシジミを何個か手に取り、
目の前
にある石板にサイコロを投げるようにシジミを散らした。そして、いくつかを捨
て、残りを網に入れた。
「 石板にしじみを散らして、
これが選別…？」
と気になっ
た。井原さんは手っ取り早くシジミを触りながら、丁寧に説明した。
「シジミを石
板に当てて、
その音で身が入っているかどうか分かるので、身のない殻をどんど
ん捨てていく。
ちなみに私たちは、
その音をガポという。」
漁獲量の多い日には約3万個も選別するのに、一個一個手で仕分けることに

「宍道湖の宝物」〜ヤマトシジミ〜

한다고 쿠와바라씨는 설명했다.

感心した。
宍道湖は島根県民の生活にとっては切っても切れないものだ。
そのため、宍道
湖漁協の漁師はきちんとルールを守り、貴重な資源を管理しながら湖の美味しい
贈り物を食卓に届ける。
みそ汁でもパスタのトッピングとしても、ぜひ宍道湖の健康的で美味しいシジミ
を食べてみ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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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

‘고기’가 있는 수족관과 자연
이 정현
시마네의 현청 소재지 마쓰에는 서쪽으로 신지코 호수, 동쪽으로

나카우미 호수 사이에 있으며 북쪽에는 바다도 있어, 바다와 호수에
둘러싸여 있는 물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또한, 신지코호와

나카우미호는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도 인정받아 많은 물새가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고유 어종 및 어류의 성육장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두 호수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일본

반겨주며, 시마네 수변 여행이 시작된다.

수족관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는 옥외에 있는 작은 연못을 볼 수 있다. 바닥에 설치된

투명한 창으로 일본산 거북이 및 담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복도를 통과하면, 기수에 사는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의

최대급 기수역이기에 다양한 수중생물이 살고 있다.

이곳에 있는 수중생물을 관찰 가능한 수족관이 있다고 하여

방문하기로 하였다.‘시마네현립 신지코 자연관 고비우스’라는 곳으로
신지코 호수 서쪽에 있는 이즈모시 소노초（出雲市園町）의 신지코

호숫가에 있다. 수족관의 애칭‘고비우스’는 신지코 호수에서 사는

‘문절망둑’등 작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라틴어‘Gobio’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시마네에 서식하는 200종 1만 마리의
수중 생물을 만날 수 있다. 입구부터 회유성 어류‘은어’가 방문객을

「ゴギ」
の居る水族館と自然
島根の県庁所在地である松江市は西に宍道湖、東に中海があり、北の方に
は日本海もあり、海と湖に囲まれた水の都とも呼ばれる。
また、宍道湖と中海は
ラムサール条約の登録湿地にも認定され、多くの水鳥が利用するだけではな
く、
「 固有魚種及び魚類の生育場として重要な湿地」
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特
に、両水域は海水と淡水が混ざる日本最大級の汽水域なのでさまざまな水中
生物がすんでいる。
その水中生物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る水族館があることを聞いて訪れるこ
とにした。
「 島根県立宍道湖自然館ゴビウス」
という場所で、宍道湖の西側にあ
る出雲市園町の宍道湖沿いに位置している。水族館の愛称である
「ゴビウス」
は宍道湖・中海に住む「ハゼ」などの小さな魚をあらわす「Gobio」
というラテン
語から由来したそうだ。
ここでは島根に生息する200種1万匹の水中生物に会
うことができる。入口では回遊性魚類である
「アユ」が訪問客を歓迎し、島根の
水辺の旅がはじまる。水族館に入る廊下から屋外にある池を見ることができる
ようになっている。床に設置された透明な窓から在来種のカメや淡水にすむ魚
たちが泳いでいるのも観察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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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ジョンヒョン
廊下を過ぎると汽水の生き物たちに会える。
こちらの特別なところは、世界
で唯一といわれる
「1年中シラウオが観察できる水槽」があることだ。
シラウオ
は繊細で飼育がとても難しいそうだ。程よく照明を当てられた水槽で色鮮やか
にキラキラ泳いでいるシラウオは生き物ではない、芸術作品のようだった。
次の旅、川の生き物に会いに行く前には、宍道湖と中海をイメージして作っ
たジオラマ水槽がある。塩分が平均海水の約1/10である宍道湖と平均海水の
約1/2である中海は海水の塩分の濃度が異なるため、生息する生き物が違う。
それを一目で比較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面白い。
川のなかまたち展示コーナーには、川の上流から中～下流に生きている魚
が比較できるように河川ジオラマ水槽がある。その中に一番印象的だった魚
がいた!!名前は「ゴギ」
という魚。韓国語で魚を「ムルゴギ」、
「ゴギ」
とも呼ぶ。
「『ゴギ（魚）』取りに行こう!」
と言うと
「釣りに行こう」
という意味がある。正確に
は分からないが、
ゴギの名前はたたら製鉄が盛んだった古代、韓国の半島から
やってきた技術者がそのように呼んだ名残かもという話が伝わっているそうで
親近感を感じた。他にも100年ぐらい生きるといわれている清水でしか生きら

물고기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천 디오라마 대형수조가 있다. 그 수조
안에 특히 인상에 남았던 물고기가 있었다!! 이름이 ‘고기’라는

물고기. 한국어로 물고기를 ‘고기’라고도 부른다.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 낚시하러 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고기’의 이름은 다타라 제철이 이 지역에서 성업했던 고대,
한반도에서 온 기술자들이 불렀던 이름이 남아 전해져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100년
정도 산다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다는 일본 특별 천연기념물

‘일본 장수도롱뇽’도 있어, 사진으로만 보거나 말로만 듣던 생물을 그
크기까지 직접 확인 할 수 있어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다.

강에 사는 친구들 전시 코너에서 나오면, 외래종 생물의 수조,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사육사들이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학습

카운터’, 그리고 생물을 직접 만져보며 관찰 할 수 있는‘터치 풀’
등이 있다.‘터치 풀’에 이전에는 가오리가 있었다고 한다. 생물의
특별한 점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는‘1년 내내 뱅어를 관찰할 수

있는 수조’가 있다는 것이다. 뱅어는 섬세해서 사육이 매우 어렵다고

스트레스 정도를 생각하며 생물을 바꾼다고 하여, 지금은 가재들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벽 양면을 가득 채운 크기의 대형 수조가 있어, 그

한다. 적당한 조명이 비추고 있는 수조에서 아름다운 색으로 반짝반짝

수조를 빠져나가면 여행이 끝난다. 대형 수조는 마치 호수 속에 있는

다음 여행, 강에서 사는 생물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신지코호와

수족관 고비우스를 방문하기 전에는 신지코 7대 진미, 나카우미 7대

헤엄치고 있는 뱅어는 생물이 아닌, 예술 작품 같았다.

것 같은 느낌을 들게하여 다들 매료되어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나카우미호를 이미지로 하여 만든 디오라마 대형수조가 있다. 염분이

진미（곤쟁이, 밴댕이, 주둥치, 청색꽃게, 문절망둑, 피뿔고둥, 청볼락）

나카우미호는 해수의 염분 농도가 다르기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다르다.

생각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를 알아보며 직접

평균 해수의 약 1/10인 신지코호와 평균 해수의 약 1/2인
다른 것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재미있다.

를 떠 올 리 며 , ‘ 맛 있 는 생 선 들 이 가 득 한 것 아 니 야 ? ’라 고 단 순 한

둘러보니 단순한 7대 진미가 아닌, 생물로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왔다.
또한, 멸종 위기종들이 많다는 사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급적 내가 보았던 자연 생물들과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지만 자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れないという国の特別天然記念物の「オオサンショウウオ」
もおり、写真だけで
見たり、聞いたことだけのある生き物をその大きさまで直接確認できて好奇心
が満たされた。
川のなかまたち展示コーナーから出ると、外来種の生き物の水槽、毎週土
日・祝日に飼育員による生き物についての話を聞ける
「学習カウンター」、そし
て生き物に直接触りながら観察ができる
「タッチプール」などがある。
「タッチ
プール」には以前、エイが居たそうだ。生き物のストレス度を気にしながら入
れ替えるそうで、今回はザリガニが旅人を待っていた。
ラストは両面の壁まるごとの大型水槽があり、そこを抜け出すと旅が終わる。
大型水槽はまるで湖の中にいるような感覚になり魅了され、みんなしばらくそ
の場を離れられなかった。
水族館ゴビウスを訪ねる前には宍道湖の七珍、中海の七珍（イサザアミ、
サッ
パ、
ヒイラギ、
タイワンガザミ、
マハゼ、
コナガニシ、
クロソイ）
を思い浮かべなが
ら
「美味しい魚がいっぱいいるだろう。」
と単純に思っていた。
しかし、多様な生
物と生態系を調べながら直接見ると、単なる七珍ではなく、生物として感じるよ

「ゴギ」
の居る水族館と自然

水

강에 사는 친구들 전시 코너에는 강의 상류부터 중하류에 사는

うになった。
また、絶滅危惧種が多いという事実も自分の目で確認することもで
きた。後代の人々になるべく私が見てきた自然の生物や生態系を残していくた
めに自然環境をもっと大切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小さなこ
とでも自然のために今私にできることにはどんなことがあ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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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야 하키모바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마네 현내의 여러 마을에 방문하여 여러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마쓰에에서 가장 가까운 야스기시에 가본

횟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2003년부터 일본 정원 랭킹에서 계속 1위로
뽑 히 고 있 는 ‘ 아 다 치 미 술 관 ’이 나 산 인 지 역 유 일 의 삼 층 탑 인

‘기요미즈데라 절’을 가보았지만, 이외의 다른 야스기의 매력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요나고（米子）지역 등으로 이동할 때 야스기를 지나간
적이 있어, 그때의 주변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야스기시에서 딸기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듣고, 매우

흥미가 생겼습니다.

원래 야스기에 딸기 수확 체험을 하는 농장이 많지 않았지만, 공급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에 딸기 수확 체험을 제공하는 농장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딸기 수확 체험이 가능한 농장이 5곳이나 있으며,
대개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야스기 딸기
수확 체험 가이드’
에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일하게 1월부터 영업하고 있는‘와타나베 관광농원（渡辺

安来のイチゴ狩り
島根県松江市に住み始めて2年半です。今まで県内の色んな街へ行かせて
もらい、色んな体験をしてみました。その中で、松江に一番近い安来市に行っ
た回数はとても少なかったです。2003年から日本庭園ランキングで一位に選
ばれ続けている足立美術館や山陰唯一の三重塔の清水寺に行きましたが、他
の安来の魅力についてはあまり知らなかったです。米子などへ行く時に安来を
通ったことがあって、その時に周りの様子から
「いろんな野菜を作っているん
だろうな」
という印象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ある日、安来市でいちご狩りができると聞いたので、
とても興味が湧きまし
た。
元々安来にいちご狩りを提供してくれる農園が多くなかったですが、その供
給に対して需要が大きかったので、いちご狩り体験を提供する農園が増えまし
た。現在はそんな農園が5つもあり、だいたい3月から営業が開始されます。そ
れらの情報は「やすぎの苺狩りガイド」にとても詳しく記載されています。
私たちは1月から唯一営業している
「渡辺観光農園」へ向かい、園主の渡辺
さんに色々面白くて詳しい話をしてもらいました。渡辺観光農園は18年間もい
6

ハキモヴァ・リリヤ
ちご狩り体験農園を経営し、他にも昔から梨、みかんや葡萄なども作っていま
す。それらの実が出来る時期がそれぞれ異なるので、ほぼ丸一年色んな果物
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1月から6月まではいちご、8月から10月までは葡萄、
11月と12月はみかん狩りを渡辺観光農園で体験できます。
ここのいちごは紅ほっぺという品種で、7～28℃の温室で育てられていま
す。冬の方が実が出来る期間が40日間と長引くため、その分甘くなるそうで
す。
しかし、渡辺観光農園も新型コロナウィルスの影響を受け、2020年の春の
いちご狩り予約が95％キャンセルされました。その状況は8月の葡萄狩りの時
期に少しずつ緩み始めたそうです。更に旅行など行けない今のご時世に来る
お客さんが多くなりました。
私の子供の頃は家の前の土地で両親がイチゴ畑を作り、6月になると毎日
好きなだけいちごを食べていました。お母さんが生いちごを潰し、砂糖と混
ぜ、夏にしか食べられない美味しいデザートを、冬にもいちごを楽しめるため
にジャムをよく作っていました。

安来のイチゴ狩り

야스기의 딸기 수확 체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타나베 관광농원은 18년 동안이나 딸기

수확 체험 농장을 경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옛날부터 배, 귤, 포도 등도
농사짓고 있습니다. 각각의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달라서 거의 1년 내내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딸기, 8월부터 10
월까지는 포도, 11월과 12월은 귤 수확을 와타나베 관광농원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딸기는‘베니홋페’라는 품종으로 7~28℃의 온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열매가 열리는 기간이 길어져 40일 정도 걸리며,
그만큼 달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와타나베 관광농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을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집 앞의 텃밭에 부모님이 딸기밭을 만들어, 6월이 되면

매일 좋아하는 만큼 딸기를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생딸기를 으깨서

설탕과 섞어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디저트와 겨울에도 딸기를
즐길 수 있도록 잼을 자주 만들곤 했습니다.

저희 집 텃밭에서도 딸기를 사용한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었기

받아, 2020년 봄, 딸기 수확 체험 예약이 95% 취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딸기 농사에 매우 힘을 쏟고 있는 야스기라면, 반드시 딸기

그리고, 더욱이 여행을 갈 수 없는 요즘 시기에 방문하는 손님이

휴게소）에서는 1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야스기 이치고（딸기）

상황은 8월 포도 수확 체험 시기에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품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미치노에키‘아라엣사’
（ 국도

安来のイチゴ狩り

’
을 향했고, 농장 주인인 와타나베씨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고
観光農園）

이치에 페어’가 개최되는 기간의 매월 15일을‘이치고(딸기) 데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페어를 위해 미치노에키’
아라엣사’
에는 다양한 딸기 가공품이

출품되고, 새로운 상품도 들여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기 힘든 조금
고가의 품종 딸기를 살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신상품인 딸기 버터를 저도 사보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私の実家の畑でさえ、いちごを使った美味しいものを作れるので、
こんなに
いちごに力を入れている安来なら、
きっといちごの加工品も沢山あると考えら
れました。道の駅「あらエッサ」では毎年12月15日から5月31日まで「やすぎ
苺一縁フェア」が開催され、
その期間の毎月15日をいちごデーとしています。
毎年このフェアのために道の駅「あらエッサ」では、様々ないちごの加工品
が出され、新しい商品も取り入れられています。普段見かけない少し高価な品
種のいちごが買えることもあります。
ちなみに、今年の新商品のいちごバターを私も買ってみてとても美味しく頂き
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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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のハクチョウ

시마네의 백조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각뿐만이 아니라 촉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실제 새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 새가 있어, 사람보다 따듯한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페리페 나시멘토

신지코 호수 서쪽 연안에 있으며, 이치바타 전철의

또한, 실물 크기에 실제와 같은 무게의 고니 인형이 있어서 들어보면 그

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니의 일본어 한자 표기는 ‘小白鳥

고유칸신에키역에서 도보 10분이면 도착하는‘신지코 그린 파크’는

（고하쿠초）’인데,‘작을 소（小）’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 부지 입구부터 들새 관찰사까지

전후입니다. 숫자를 봐도 감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로

간단하게 말하면, 신지코 호수의 자연과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해

‘킨쿠로 길’을 걸으며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들새 관찰사로

향하는 오른편에는‘자연의 숲’과‘기념의 숲’이 있어, 좀 더 천천히
즐기고 싶은 분께는 숲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길을 산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왼편에는 버드 생추어리가 있어, 새들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의 모습을

커다란 새로,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 개체도 있으며, 체중도 5kg

확인해보면 놀랍고 재미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대 방지를 위해, 전시를 중단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져 다시

전시하게 된다면, 축하의 의미도 담아 체험하러 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의 신지코 호수에 찾아와주는 들새의 대부분이 물새입니다만,

들여다볼 수 있는 관찰창이 4개 있으며, 아이와 어른의 신장에 맞추어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백조류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급수대가 있어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는 새들의 모습도 보며 즐길 수

모습으로 보이고, 망원경으로도 육안으로도 그 날갯짓하는 모습을

각각 높이가 다르기에 가족이 함께 관찰하기 좋습니다. 안에는 연못과
있습니다.

들새 관찰사에 들어가면, 1층은‘학습 플로어’
, 2층은‘체험 플로어’

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 플로어의 상설전시로 벽에 신지코 호수의

대표적인 새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되어 있으며, 가운데 놓인 모니터에는
그 새 떼들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신지코호와 나카우미호가

등록된 람사르 협약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등의

동식물에게 중요한 습지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됩니다.

것은 고니입니다. 하얀 몸에 가늘고 긴 목이 사람의 눈에는 매우 우아한
포착하면 마음이 들뜹니다. 백조는 철새이기에 여름에는 시베리아 등,

북쪽 지역에서 알을 낳고, 가을이 되면 일본까지 약 5,000km 거리를
날아옵니다. 신지코호, 나카우미호에는 10월 상순부터 중순경에

도래하여, 3월 상순경까지 머물고 또 비행을 떠납니다. 그 기간은

신지코 호수 주변 중에서는 히카와 강 하구 등을 보금자리로 삼아 호수
서쪽 주변의 논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지내기에 신지코 그린파크의
들새 관찰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도

취재한‘신지코 자연관 고비우스’가 바로 옆에 있으니 두 곳을 세트로
외출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고니는 신지코호 주변 외에도

체험 플로어는‘신지코 그린 파크’
에서

나카우미호 주변에서도 겨울을 보내기에 야스기시（安來市）의 논에서도

꼭 봐야 하는 곳입니다. 폭넓은

볼 수 있습니다. 딸기 철이면 야스기시에서 딸기 수확 체험과 백조

유리창으로 신지코 호수를 한눈에 볼 수

관찰을 함께 해보는 것도 즐거울 것입니다.

있고, 설치된 망원경으로 들새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벽에는 새의
실물 크기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어 그

島根のハクチョウ

フェリペ・ナシメント

宍道湖グリーンパークは宍道湖西岸にあり、一畑電車の湖遊館新駅駅から徒
歩10分で着きます。簡単に言うと宍道湖の自然とそこに生息している生き物に
ついて楽しく学べる施設です。敷地の入り口から野鳥観察舎まで
「キンクロ通り」
を歩きながら周りの環境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野鳥観察舎に向かって右側
には
「自然の森」
と
「記念の森」があり、
もっとゆっくりしたい人はその中を通る小
さい園路を散策するのがおすすめです。左側にはバードサンクチュアリがあっ
て、鳥たちが人間を気にせずくつろげるように塀で囲まれていますが、中の様子
を覗ける観察窓が4つあり、子どもから大人までの身長に合わせ、
それぞれ高さ
が違うので家族で観察するのにぴったりです。中には池や水場があるので、水を
飲んだり体を洗ったりしている鳥たちの様子も楽しめます。
野鳥観察舎に入ると、1階は「学びのフロア」、2階は「体験のフロア」になって
います。学びのフロアの常設展示では壁に、宍道湖の代表的な鳥の写真と名前
が掲示してあり、真ん中に置かれたモニターにはそれらの鳥の群れの動画が常
に流れています。宍道湖と中海が登録されているラムサール条約についても学
べます。
ラムサール条約は、水鳥などの動植物にとって重要な湿地を守るための
国際的な条約で、一定の基準を満たした湿地が国際的に重要な湿地として登録
されます。
体験のフロアは施設の見どころになっています。幅広いガラス窓は宍道湖を
一望でき、設置してある望遠鏡で野鳥の姿がハッキリ見えます。壁には鳥の等身
大のシルエットが描かれているのでその大きさが実感できます。
しかも、視覚だ
けではなく、触覚で楽しむこともできます。手で触れたら本物の鳥の体温が感じ

られる木製の鳥があり、人間より温かいことが実感できます。
また、実物大で本
物と同じ重さのコハクチョウのぬいぐるみがあって、持ち上げるとその体重を確
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コハクチョウは漢字表記の「小白鳥」に
「小」がついてい
るにもかかわらず、実は大きい鳥で、翼を広げると2メートル以上の個体もいて、
体重も5kg前後あります。数字を見てもピンと来ないこともあるので、実際に確認
すると驚けるので楽しいです。現在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防止のため、
展示を休止していますが、収束してまた展示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
お祝いの意
味も含めてまた体験しに行くのも良いでしょう。
冬の宍道湖に来てくれる野鳥の多くが水鳥ですが、
それらを代表するのがハ
クチョウの仲間です。
その中で最も多く観察できるのはコハクチョウです。白い体
で細長い首が人間の目にはとても優雅な姿に見えて、望遠鏡でも肉眼でもその
羽ばたく様子を観察できると心が躍ります。ハクチョウは渡り鳥なので、夏には
シベリアなど、北の地域で卵を産み、秋になると日本までおよそ5000kmの距離
を飛んで来ます。宍道湖・中海には10月上旬から中旬頃に飛来し、3月上旬頃ま
ですごしてまた飛び立ちます。
その間は宍道湖周辺だと斐伊川河口などをねぐ
らにし、西湖岸周辺の田んぼなどでえさを食べながらすごすので、宍道湖グリー
ンパークの野鳥観察舎から望遠鏡で観察できることもあります。本号でも取材さ
れている宍道湖自然館ゴビウスが隣にあるので、両方セットでおでかけするの
はいかがでしょうか。
コハクチョウは宍道湖周辺の他に中海周辺でも冬をすごす
ので、安来市の田んぼ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苺の旬の季節になったら安来市
で苺狩りとハクチョウ観察をペアにしてみるのも楽し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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