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丸い団子は芸術品 ボルホドーエワ・ナタリア
　真冬のある日に、島根県の松江市で日本の文化によりよく触れる体験ができま
した。アメリカ、韓国、中国からの4人の同僚と一緒に景山呉服店で素敵な着物を
着させていただいて日本の文化を体験しました。以前着物を着たことがあります
が、一日中着物姿でご飯を食べたり、町を歩いたりし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新鮮な
気持ちでした。着物を着た女性の可愛い歩き方と言えばヒザから下で歩いて、足
は必ず揃って内向きにしないといけません。普段はしない歩きぶりで長い間歩い
たので全身疲れましたが、綺麗で贅沢な着物を着れた上、昔の女性の気持ちが少
しでもわかったと思いますので大変貴重な経験でした。
　着物を着てから、抹茶のたて方、飲み方などを勉強して、さっそく20年前から団
子屋さんの営業を始めた月ヶ瀬というお店で日本の菓子を代表する団子をごち
そうになりした。その場で和風ラーメンも食べられますので、お昼ご飯に530円す
る松江あごだしラーメンも注文しました。あっさりした味で美味しかったです。
　団子は米をひいて作った粉に水やお湯を加えてこねて、蒸してできた餅を小さ
くまるめた菓子であり、串に3~5個刺して出来上がりです。
　月ヶ瀬の一階に売店とレストランがあって、二階にある団子を作る工場から

時 ド々ンドンと米搗きの音が聞こえてくるので、とても新鮮な団子がお店に出され
ています。お団子の美味しさの基準はまず米の質で決まります。月ヶ瀬の団子に使
われているのは島根県で米が美味しいとされている奥出雲町の仁多米です。日本
の東北地方でも米はとても良いので団子も美味しいそうです。米の美味しい土地
で美味しい団子が作られるそうです。
　また種類の豊かさも大切です。月ヶ瀬では定番のお団子が8種類もあって、季節
ごとにさらに2,3種類増えます。もっとも人気のある団子は定番のみたらし、そして
きな粉、抹茶です。今の冬の季節には苺団子、ピンク色をした花より団子を味わえ
ます。何も加えていない団子の食感はやわらかくてあまり味がしませんので、濃く
て甘い味の小豆や砂糖醤油をつけて食べると良く合います。私はロシアのお菓子
と違う見た目と食感とのある和菓子が大好きなのでたくさんの種類を食べてみた
いと思います。ごま団子、玄米団子、のりものせられた団子もあり、審美家の日本人
がただのもち団子も芸術品にできることは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
　美味しい団子を食べて楽しんだ後、歩いて近くのカラコロ工房に行き、自分の
手で和菓子を作り、着物を着た文化体験の一日が終わ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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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울의 어느 날, 시마네현 마쓰에시（島根県 松江市）에서 일본 
문화를 깊이 접할 수 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한국·중국에서 온 4
명의 동료와 함께 가게야마 포목전（景山呉服店）에서 멋진 기모노를 
입고, 일본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전에 기모노를 입어본 적은 
있었지만,  하루 종일 기모노 차림으로 밥을 먹거나, 거리를 걸어 다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귀여운 걸음걸이라고 하면, 무릎 밑으로만 다리를 움직이고, 다리는 
반드시 모아서 안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익숙지 않은 걸음걸이로 오랫동안 걸어서 온몸이 
피곤했지만, 아름답고 호화로운 기모노를 입을 수 있었던 데다가 기모노 
체험으로 옛날 여성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모노를 입고, 말차를 끓이는 방법, 마시는 방법　등을 배우고, 20년 
전부터 경단가게를 해왔다는 [쓰키가세（月ヶ瀬）]라는 가게로 이동, 일본 
과자를 대표하는 경단을 먹었습니다.
　또한 경단가게에서 일본식 라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점심으로 530
엔 하는 마쓰에 날치육수라면도 주문했습니다.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경단은 쌀을 빻아서 만든 가루에 물과 따뜻한 물을 넣어 반죽해서 찐 
떡을 작게 동글린 과자로, 꼬치에 3~5개 정도 꽃아 완성합니다.
　[쓰키가세]가게 1층에는 매점과 레스토랑이 있고, 2층에는 경단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 이곳에서 때때로 쿵쿵하고 쌀을 찧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공장에서 바로 만든 매우 신선한 경단을 가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경단의 기준은 우선 쌀의 질로 결정됩니다. 
[쓰키가세]경단에 사용되는 쌀은 시마네현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오쿠이즈모정（奥出雲町）의 니타마이（仁多米）입니다.　일본 동북지방의 
쌀도 맛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경단도 맛있다고 하는데, 쌀이 맛있는 
지역에서 맛있는 경단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경단의 다양한 종류도 중요합니다. [쓰키가세]에는 간판메뉴의 
경단이 8종류나 있고, 계절마다 여기에 2, 3 종류가 더 늘어납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경단은 간판메뉴인 설탕간장, 그리고 콩가루, 

말차경단입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딸기 경단, 핑크빛의 [꽃보다 
경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경단의 식감은 
부드럽고 별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진하고 단 맛의 팥이나 설탕간장을 
더해서 먹으면 잘 어울립니다. 저는 러시아 과자와는 다른 생김새와 
식감이 있는 화과자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화과자를 
먹어 보고 싶습니다. 깨 경단, 현미 경단, 김이 얹어져 있는 경단도 있어,  
심미안을 가진 일본인이 단순한 경단도 예술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경단을 먹고 즐긴 후, 걸어서 근처의 카라코로 공방(工房)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화과자를 만들며, 기모노를 입고 경험한 일본 
문화체험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나타리아 볼호드에아(Natalia Borkhodo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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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の美 心のゆとり ～私が見た和服の魅力～ 杜　春紅
　日本と言えば、富士山、桜、和服、歌舞伎、アニメというようなイメージがすぐ頭
に浮かびます。和服は日本の文化を代表できるシンボルのような、独特で特別
な存在だから、日本人だけではなくて、日本が好きな外国人までも心を引かれ、
愛されつつあります。私もそのファンの一人になります。
　初めての和服を着たのはつい最近でした。プロの方から紫の色を勧められ、

試着したら、びっくりするほどその美しさを実感しました。日本の外でも認知度が
高い、芸術の傑作です。早速、和服姿で、松江の町を歩いてみました。その町づく
りに古い歴史が感じられます。落ち着いた雰囲気、色とデザインも素敵で、きれ
いで、感動しました。外国人である私でも、茶道の「和敬清寂」、「わび」という言
葉がその気持ちにぴったりだと思いました。
　女性は和服を着ると、自然に歩き方が淑女になり、しなやかで美しく歩くこと
ができます。それに合わせて、立ち居振る舞いを優雅にします。非常に不思議な
ことは、心までも普段洋服を着る時と違って、いつの間にか、自分がまるで古代
のドラマの主人公に変身したかのように思え、女性としての喜び、繊細さ、幸せも
いっぱい味わうことができました。和服のおかげで、女性はもっときれいに、知的
に、自信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信じています。
　和服は德川幕府時代以前には、呉服と呼ばれていました。中国の三国時代の
「呉国」の服装から影響を受け、日本に伝来しました。その後、定着し、代々に受
け継がれ、さらに独特の要素を入れ、四季折々の趣に映し出される情景を装い
に用いる「和服のモチーフ」で、現在まで発展してきました。それらを生活に反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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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せながら、豊かな心で築き上げた世界に誇る「和の文化」は、長い年月の中で
育まれ、今なお、受け継がれ続けています。「和」という漢字には、「なごむ、おだ
やか、争わない、あわせる、仲良く助けあう」などの意味があり、「和の文化」は自
然と調和する、人間社会のバランス、心のゆとりを求める価値観です。
　日本人がこのような伝統文化を愛しつつ、誇りを持って、文化の伝承、発展に
力を入れ、世界に向けて一生懸命にアピールする姿に何度も強く感心させられ
ました。それに対して、中国の伝統文化の保存と伝承についても、つい考えるよ
うになりました。中国には五千年の歴史があり、その中で、数えきれないほど素
晴らしい文化が創出され、世界各国、特にアジアに普及されました。でも、戦争
やさまざまな原因で、大部分は保存できずに、滅ぼされたことに至った状態で
す。今現在に残った古い文化を日本のやり方、ノウハウを学び、日本のように大
切にしながら、生かしていくことは重要な課題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一方、国
際交流員になることをきっかけに、心の豊かさを感じる中国人も少なくないで
す。人々にいつか心にゆとりができる時こそ、きっと中国文化をあらためて考え
る、立て直す日が訪れ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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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춘홍

화합(和)의 미, 마음의 여유
∼내가 느낀 기모노(和服)의 매력∼

　일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후지산·벚꽃·기모노·
가부키·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모노（和服）는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상징과 같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을 좋아하는 외국인들까지 기모노에 마음을 빼앗기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팬들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기모노를 처음 입어 봤습니다. 기모노를 입혀주는 
분으로부터 보라색 기모노를 추천받아, 시착해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기모노는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바로 마쓰에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마쓰에 거리를 활보하며, 거리가 만들어진 오래된 역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쓰에 거리의 차분한 분위기와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일본의 옛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마쓰에 거리를 기모노를 
입고 걷고 있는 동안, 외국인인 저도 다도（茶道）의「화경청적（和敬清寂）」

（:다도（茶道）의 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차를 대접하는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마음을 온화하고 조신하게 하며, 다실（茶室）이나 다구（茶具）는 
조심스럽고 깨끗이 다루는 일）, 「와비（わび）」（:일본인의 미의식 중 
하나로, 한적한 풍취를 나타냄） 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듯　
했습니다. 
　여성은 기모노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신해지고, 
나긋나긋하고 아름답게 걸을 수 있습니다. 기모노에 맞춰 동작이나 
행동거지도 우아해 집니다. 정말 신기한 점은 기분까지 평상복을 입을 

때랑 달라져서, 어느새 자신이 
마치 시대극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변신한 듯, 여성으로서의 기쁨, 
섬세함, 행복감 넘치는 감정을 
맛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모노 
덕분에 여성은 더욱 아름답게, 
지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모노는 도쿠가와 막부（徳川
幕府）시대 이전에는 오복（呉服）
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복은 
중국의 삼국시대의「오（呉）나라」 
의복에서 영향을 받아, 일본에 

전래되었습니다.
　그 후, 오복은 일본에 정착, 대대로 계승되어 
독자적인 요소를 더해 계절마다의 정취가 
부각된 정경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기모노의 
모티브]로 현재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활에 반영시키면서, 
풍 요 로 운  마 음 으 로  구 축 한  세 계 를  
자랑하는 화（和） 문화（:일본 문화를 
설명하는데 자주 쓰이는 용어）는 오랜 
세월동안 보호 육성되어, 지금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화（和）라는 한자에는 ｢누그러지다, 평온하다, 다투지 않는다, 맞추다, 
사이좋게 조력하다｣ 등의 의미가 있으며, [화（和） 문화]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 사회의 균형,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저는 일본인이 이렇게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긍지를 갖고 문화 전승과 
발전에 힘을 쏟아, 세계를 향해 열심히 자신들의 문화를 어필하는 
모습에 여러 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문화가 
창출되어, 세계의 여러 나라에, 특히 아시아에 그 문화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여러 원인으로 대부분은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일본이 자신들의 옛 문화를 
지켜오고 계승해온 노하우를 배워, 현재 남아 있는 중국의 옛 문화를 
보존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교류원이 된 
계기로,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중국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면, 분명히 중국인들도 중국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비할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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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の美 心のゆとり ～私が見た和服の魅力～ 杜　春紅
　日本と言えば、富士山、桜、和服、歌舞伎、アニメというようなイメージがすぐ頭
に浮かびます。和服は日本の文化を代表できるシンボルのような、独特で特別
な存在だから、日本人だけではなくて、日本が好きな外国人までも心を引かれ、
愛されつつあります。私もそのファンの一人になります。
　初めての和服を着たのはつい最近でした。プロの方から紫の色を勧められ、

試着したら、びっくりするほどその美しさを実感しました。日本の外でも認知度が
高い、芸術の傑作です。早速、和服姿で、松江の町を歩いてみました。その町づく
りに古い歴史が感じられます。落ち着いた雰囲気、色とデザインも素敵で、きれ
いで、感動しました。外国人である私でも、茶道の「和敬清寂」、「わび」という言
葉がその気持ちにぴったりだと思いました。
　女性は和服を着ると、自然に歩き方が淑女になり、しなやかで美しく歩くこと
ができます。それに合わせて、立ち居振る舞いを優雅にします。非常に不思議な
ことは、心までも普段洋服を着る時と違って、いつの間にか、自分がまるで古代
のドラマの主人公に変身したかのように思え、女性としての喜び、繊細さ、幸せも
いっぱい味わうことができました。和服のおかげで、女性はもっときれいに、知的
に、自信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信じています。
　和服は德川幕府時代以前には、呉服と呼ばれていました。中国の三国時代の
「呉国」の服装から影響を受け、日本に伝来しました。その後、定着し、代々に受
け継がれ、さらに独特の要素を入れ、四季折々の趣に映し出される情景を装い
に用いる「和服のモチーフ」で、現在まで発展してきました。それらを生活に反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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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せながら、豊かな心で築き上げた世界に誇る「和の文化」は、長い年月の中で
育まれ、今なお、受け継がれ続けています。「和」という漢字には、「なごむ、おだ
やか、争わない、あわせる、仲良く助けあう」などの意味があり、「和の文化」は自
然と調和する、人間社会のバランス、心のゆとりを求める価値観です。
　日本人がこのような伝統文化を愛しつつ、誇りを持って、文化の伝承、発展に
力を入れ、世界に向けて一生懸命にアピールする姿に何度も強く感心させられ
ました。それに対して、中国の伝統文化の保存と伝承についても、つい考えるよ
うになりました。中国には五千年の歴史があり、その中で、数えきれないほど素
晴らしい文化が創出され、世界各国、特にアジアに普及されました。でも、戦争
やさまざまな原因で、大部分は保存できずに、滅ぼされたことに至った状態で
す。今現在に残った古い文化を日本のやり方、ノウハウを学び、日本のように大
切にしながら、生かしていくことは重要な課題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一方、国
際交流員になることをきっかけに、心の豊かさを感じる中国人も少なくないで
す。人々にいつか心にゆとりができる時こそ、きっと中国文化をあらためて考え
る、立て直す日が訪れ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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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춘홍

화합(和)의 미, 마음의 여유
∼내가 느낀 기모노(和服)의 매력∼

　일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후지산·벚꽃·기모노·
가부키·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모노（和服）는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상징과 같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을 좋아하는 외국인들까지 기모노에 마음을 빼앗기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팬들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기모노를 처음 입어 봤습니다. 기모노를 입혀주는 
분으로부터 보라색 기모노를 추천받아, 시착해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기모노는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바로 마쓰에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마쓰에 거리를 활보하며, 거리가 만들어진 오래된 역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쓰에 거리의 차분한 분위기와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일본의 옛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마쓰에 거리를 기모노를 
입고 걷고 있는 동안, 외국인인 저도 다도（茶道）의「화경청적（和敬清寂）」

（:다도（茶道）의 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차를 대접하는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마음을 온화하고 조신하게 하며, 다실（茶室）이나 다구（茶具）는 
조심스럽고 깨끗이 다루는 일）, 「와비（わび）」（:일본인의 미의식 중 
하나로, 한적한 풍취를 나타냄） 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듯　
했습니다. 
　여성은 기모노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신해지고, 
나긋나긋하고 아름답게 걸을 수 있습니다. 기모노에 맞춰 동작이나 
행동거지도 우아해 집니다. 정말 신기한 점은 기분까지 평상복을 입을 

때랑 달라져서, 어느새 자신이 
마치 시대극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변신한 듯, 여성으로서의 기쁨, 
섬세함, 행복감 넘치는 감정을 
맛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모노 
덕분에 여성은 더욱 아름답게, 
지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모노는 도쿠가와 막부（徳川
幕府）시대 이전에는 오복（呉服）
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복은 
중국의 삼국시대의「오（呉）나라」 
의복에서 영향을 받아, 일본에 

전래되었습니다.
　그 후, 오복은 일본에 정착, 대대로 계승되어 
독자적인 요소를 더해 계절마다의 정취가 
부각된 정경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기모노의 
모티브]로 현재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활에 반영시키면서, 
풍 요 로 운  마 음 으 로  구 축 한  세 계 를  
자랑하는 화（和） 문화（:일본 문화를 
설명하는데 자주 쓰이는 용어）는 오랜 
세월동안 보호 육성되어, 지금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화（和）라는 한자에는 ｢누그러지다, 평온하다, 다투지 않는다, 맞추다, 
사이좋게 조력하다｣ 등의 의미가 있으며, [화（和） 문화]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 사회의 균형,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저는 일본인이 이렇게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긍지를 갖고 문화 전승과 
발전에 힘을 쏟아, 세계를 향해 열심히 자신들의 문화를 어필하는 
모습에 여러 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문화가 
창출되어, 세계의 여러 나라에, 특히 아시아에 그 문화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여러 원인으로 대부분은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일본이 자신들의 옛 문화를 
지켜오고 계승해온 노하우를 배워, 현재 남아 있는 중국의 옛 문화를 
보존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교류원이 된 
계기로,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중국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면, 분명히 중국인들도 중국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비할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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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江の茶文化 朴慧貞
ていただきました。
　まず、お湯で茶碗を温める間に、和菓子をいただきます。抹茶は少し苦い味が
するので、お茶を飲む前に甘い味の和菓子を食べておくのですが、良い組み合
わせだと思います。
　最善を尽くしてお茶を点て、お客さんに出し、お茶を出してもらったお客さん
は点前（てまえ）の人に敬意を表す茶道の礼法は、儀式や儀礼を大事にする日
本の文化がよく表れていると感じました。
　抹茶は昔、身分の高い人だけ楽しむお茶であって、庶民まで楽しむことになっ
た期間はあまり長くないそうです。現在も抹茶といえば、他の地域では接する機
会の少ないお茶ですが、松江では抹茶は一般の人たちにも広く楽しまれている
そうです。このように松江の茶文化が広がった背景は出雲松江藩7代藩主である
松平治郷（まつだいらはるさと）の存在があ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不
昧公（ふまいこう）とも呼ばれた松平治郷は普段から抹茶を楽しんでいて、後に、
不昧流という流派と形式にこだわらない独自の茶道を築きました。現在も不昧
公が使っていた茶室の明々庵（めいめいあん）が松江城の近くに残っています。

　日本の伝統衣装である着物を着て、松江で一日中日本の伝統文化を体験しま
した。
　着物を着てみたのは今回で二回目です。初めての体験は、以前ホームステイ
で日本に来た時、着物博物館に行って、展示されている貴族の着物を着てみた
ことでした。だから、普段着を着るのは今回が初めてでした。韓国の伝統衣装で
ある韓服（ハンボク）が曲線と直線の美を表しているとしたら、着物は直線の美
を表していることが違うところだと言えます。
　着物を着て体験したことの中で、一番大変だったのは、正座をしてお茶を点て
る茶道の体験でした。正座というのは韓国では叱られる時以外はなかなか経験
しないことなので、慣れないことだからです。今回、個人的に体験した茶道を基
にして、松江の茶文化について情報を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
　茶道の体験は松江の有名な老舗である千茶荘というお店で行われました。日
本の茶道でお茶というと、抹茶と煎茶がありますが、一般的に抹茶が代表的で、
抹茶を点てる礼法、飲む礼法、もてなしの礼法などを教わりました。日本の3大流
派は表千家・裏千家・武者小路千家ですが、今回は裏千家の作法を簡単に教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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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昧流という茶道の流派まで生まれた松江では年に一度「松江城大茶会」が
開かれます。これは京都の「二条城市民大茶会」と金沢の「兼六園大茶会」に並
ぶ日本3大茶会の一つで、秋に行われる松江の大きな文化行事です。去年は10
月4日、5日に行われたのですが、私は終わる時間をチェックせずに行ったせい
で、買っておいたチケットをたった二か所の茶会に参加することにしか使えませ
んでした。
　また松江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に行ってみると、お茶のコーナーの広さに驚き
ます。
　様々な種類のお茶や茶道に使う道具まで陳列されています。他の地域ではお
茶の専門店やデパートなどでしか買えない茶筅を松江ではスーパーマーケット
で気軽に購入できることから、茶文化が松江にどれだけ深く根付いているのか
が分かります。
　このように、不昧流から始まって、今日まで約200年の歴史を持っている松江
の茶文化。松江にいらっしゃったら、茶道がそんなに難しくなく、身近で気軽に楽
しめる体験になる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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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着）)를 
입고, 마쓰에에서 하루 동안 일본 전통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기모노를 실제로 
입어보는 건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첫 
번째 체험은 이전에 홈스테이로 일본에 
왔을 때, 기모노 박물관에 가서 전시된 
귀족들의 기모노를 입어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모노를 입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 곡선과 직선의 미를 살렸다면, 기모노는 직선의 미를 살린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체험한 것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좌（正座）를 하고 
차를 끓이는 다도（茶道） 체험이었습니다. 정좌는 한국에서는 잘못을 
해서 혼날 때 외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체험한 다도를 바탕으로 마쓰에의 
차문화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도체험은 마쓰에의 유명한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게인 센차소（千茶
荘）라는 곳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일본 다도에서 차라고 하면 말차（抹
茶）와 전차（千茶）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차가 대표적이며, 말차를 
끓이는 예법, 마시는 예법, 대접하는 예법 등을 배웠습니다. 일본 3대 
다도 유파는 오모테센케（表千家）·우라센케（裏千家）·무샤코지센케（武者
小路千家）가 있는데, 이 중 우라센케의 작법을 간단히 배웠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로 찻잔을 데우는 동안 화과자（和菓子）를 먹습니다. 
말차는 약간 쓴 맛이 나기 때문에 차를 마시기 전에 단맛이 나는 
화과자를 먹어 두는데,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차를 
끓여, 손님을 대접하고, 대접받는 손님은 또한 차를 내준 분께 경의를 
표하는 다도의 예법은 의식과 의례를 중요시 하는 일본문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차는 예전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즐기는 차였고, 서민들까지 
즐기게 된 것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도 말차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접할 기회가 적은 문화이지만, 마쓰에에서는 말차를 
대중적으로 널리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쓰에의 차문화가 
대중적이 된 배경에는 이즈모 마쓰에번（出雲松江藩） 7대 번주（藩主）인 
마쓰다이라 하루사토（松平治郷）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마이공（不昧公）이라고도 불린 마쓰다이라 하루사토는 차를 평소 즐겨 
마시며, 훗날 후마이류（不昧流）라는 유파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다도를 구축했습니다. 지금도 후마이공이 사용했던 다실（茶室）
인 메이메이안（明々庵）이 마쓰에성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후마이류라는 다도의 유파까지 생긴 마쓰에에서는 일년에 한 번 
「마쓰에성 대차회（松江城大茶会）」가 열립니다. 이는 교토（京都）의 
「니조죠성 시민 대차회（二条城市民大茶会）」와 가나자와（金沢）의 
「겐로쿠엔 대차회（兼六園大茶会）」에 필적하는 일본 3대 차회（茶会）의 
하나로, 가을에 열리는 마쓰에의 큰 문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10월 4
일, 5일 양일에 열렸는데, 저는 사전에 끝나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가서,  티켓을 사놓고, 아쉽게도 두 곳 밖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쓰에의 일반 슈퍼마켓에 가보면, 차코너의 넓이에 놀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차와 다도에 필요한 도구까지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차 전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밖에 살 수 없는 다선（茶筅）을 
마쓰에에서는 일반 슈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차문화가 
마쓰에에 얼마나 깊이 침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후마이공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쓰에의 차 문화. 마쓰에에 오신다면, 다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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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江の茶文化 朴慧貞
ていただきました。
　まず、お湯で茶碗を温める間に、和菓子をいただきます。抹茶は少し苦い味が
するので、お茶を飲む前に甘い味の和菓子を食べておくのですが、良い組み合
わせだと思います。
　最善を尽くしてお茶を点て、お客さんに出し、お茶を出してもらったお客さん
は点前（てまえ）の人に敬意を表す茶道の礼法は、儀式や儀礼を大事にする日
本の文化がよく表れていると感じました。
　抹茶は昔、身分の高い人だけ楽しむお茶であって、庶民まで楽しむことになっ
た期間はあまり長くないそうです。現在も抹茶といえば、他の地域では接する機
会の少ないお茶ですが、松江では抹茶は一般の人たちにも広く楽しまれている
そうです。このように松江の茶文化が広がった背景は出雲松江藩7代藩主である
松平治郷（まつだいらはるさと）の存在があ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不
昧公（ふまいこう）とも呼ばれた松平治郷は普段から抹茶を楽しんでいて、後に、
不昧流という流派と形式にこだわらない独自の茶道を築きました。現在も不昧
公が使っていた茶室の明々庵（めいめいあん）が松江城の近くに残っています。

　日本の伝統衣装である着物を着て、松江で一日中日本の伝統文化を体験しま
した。
　着物を着てみたのは今回で二回目です。初めての体験は、以前ホームステイ
で日本に来た時、着物博物館に行って、展示されている貴族の着物を着てみた
ことでした。だから、普段着を着るのは今回が初めてでした。韓国の伝統衣装で
ある韓服（ハンボク）が曲線と直線の美を表しているとしたら、着物は直線の美
を表していることが違うところだと言えます。
　着物を着て体験したことの中で、一番大変だったのは、正座をしてお茶を点て
る茶道の体験でした。正座というのは韓国では叱られる時以外はなかなか経験
しないことなので、慣れないことだからです。今回、個人的に体験した茶道を基
にして、松江の茶文化について情報を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
　茶道の体験は松江の有名な老舗である千茶荘というお店で行われました。日
本の茶道でお茶というと、抹茶と煎茶がありますが、一般的に抹茶が代表的で、
抹茶を点てる礼法、飲む礼法、もてなしの礼法などを教わりました。日本の3大流
派は表千家・裏千家・武者小路千家ですが、今回は裏千家の作法を簡単に教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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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昧流という茶道の流派まで生まれた松江では年に一度「松江城大茶会」が
開かれます。これは京都の「二条城市民大茶会」と金沢の「兼六園大茶会」に並
ぶ日本3大茶会の一つで、秋に行われる松江の大きな文化行事です。去年は10
月4日、5日に行われたのですが、私は終わる時間をチェックせずに行ったせい
で、買っておいたチケットをたった二か所の茶会に参加することにしか使えませ
んでした。
　また松江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に行ってみると、お茶のコーナーの広さに驚き
ます。
　様々な種類のお茶や茶道に使う道具まで陳列されています。他の地域ではお
茶の専門店やデパートなどでしか買えない茶筅を松江ではスーパーマーケット
で気軽に購入できることから、茶文化が松江にどれだけ深く根付いているのか
が分かります。
　このように、不昧流から始まって、今日まで約200年の歴史を持っている松江
の茶文化。松江にいらっしゃったら、茶道がそんなに難しくなく、身近で気軽に楽
しめる体験になると思います。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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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着）)를 
입고, 마쓰에에서 하루 동안 일본 전통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기모노를 실제로 
입어보는 건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첫 
번째 체험은 이전에 홈스테이로 일본에 
왔을 때, 기모노 박물관에 가서 전시된 
귀족들의 기모노를 입어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모노를 입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 곡선과 직선의 미를 살렸다면, 기모노는 직선의 미를 살린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체험한 것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좌（正座）를 하고 
차를 끓이는 다도（茶道） 체험이었습니다. 정좌는 한국에서는 잘못을 
해서 혼날 때 외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체험한 다도를 바탕으로 마쓰에의 
차문화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도체험은 마쓰에의 유명한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게인 센차소（千茶
荘）라는 곳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일본 다도에서 차라고 하면 말차（抹
茶）와 전차（千茶）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차가 대표적이며, 말차를 
끓이는 예법, 마시는 예법, 대접하는 예법 등을 배웠습니다. 일본 3대 
다도 유파는 오모테센케（表千家）·우라센케（裏千家）·무샤코지센케（武者
小路千家）가 있는데, 이 중 우라센케의 작법을 간단히 배웠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로 찻잔을 데우는 동안 화과자（和菓子）를 먹습니다. 
말차는 약간 쓴 맛이 나기 때문에 차를 마시기 전에 단맛이 나는 
화과자를 먹어 두는데,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차를 
끓여, 손님을 대접하고, 대접받는 손님은 또한 차를 내준 분께 경의를 
표하는 다도의 예법은 의식과 의례를 중요시 하는 일본문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차는 예전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즐기는 차였고, 서민들까지 
즐기게 된 것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도 말차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접할 기회가 적은 문화이지만, 마쓰에에서는 말차를 
대중적으로 널리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쓰에의 차문화가 
대중적이 된 배경에는 이즈모 마쓰에번（出雲松江藩） 7대 번주（藩主）인 
마쓰다이라 하루사토（松平治郷）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마이공（不昧公）이라고도 불린 마쓰다이라 하루사토는 차를 평소 즐겨 
마시며, 훗날 후마이류（不昧流）라는 유파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다도를 구축했습니다. 지금도 후마이공이 사용했던 다실（茶室）
인 메이메이안（明々庵）이 마쓰에성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후마이류라는 다도의 유파까지 생긴 마쓰에에서는 일년에 한 번 
「마쓰에성 대차회（松江城大茶会）」가 열립니다. 이는 교토（京都）의 
「니조죠성 시민 대차회（二条城市民大茶会）」와 가나자와（金沢）의 
「겐로쿠엔 대차회（兼六園大茶会）」에 필적하는 일본 3대 차회（茶会）의 
하나로, 가을에 열리는 마쓰에의 큰 문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10월 4
일, 5일 양일에 열렸는데, 저는 사전에 끝나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가서,  티켓을 사놓고, 아쉽게도 두 곳 밖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쓰에의 일반 슈퍼마켓에 가보면, 차코너의 넓이에 놀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차와 다도에 필요한 도구까지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차 전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밖에 살 수 없는 다선（茶筅）을 
마쓰에에서는 일반 슈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차문화가 
마쓰에에 얼마나 깊이 침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후마이공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쓰에의 차 문화. 마쓰에에 오신다면, 다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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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物と和菓子作り: 松江での体験 オラシュン・ソンデ
　着物を着た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が、一月のある寒い朝に初めて経験できま
した。国際交流員の同僚と一緒に五人で着物を着たまま、日本の松江の伝統文
化を体験しに松江の京店商店街を歩きました。これがきっかけで、松江の、よく
知られている和菓子作りを体験出来ました。
　国際交流員たちは最初に着物を試着するために景山呉服店を訪問しました。
初めてで何だかバスローブを着ているような気持ちもありました。腰は帯できち
んと結ばれ、一番上に着る羽織は軽ジャケットみたいな感じでした。羽織はボタ
ンではなく、太くてスタイリッシュなひもで結び付けます。ほとんどの日本人は洋
服を着て生活しますので、最初は外で着物を着たままで歩くのが恥ずかしかっ
たのですが、すぐに慣れてきました。着物を重ねて着る上半身は暖かかったです
が、草履をはいた足が寒さにあらわにされてしまいました。それでもいつも通り
に来た洋服のスーツではない日本式のフォーマルな服を着たという実感がわい
て、寒くても京店商店街を歩くのは貴重な経験でした。着物を着るだけで背筋が
ピンとし、姿勢をもっと強く、正しくなり、重ね着のボリュームで僕の存在が際
立った感じがしました。

　松江は茶道と和菓子の文化で有名です。町歩きだけでもいくつかのお茶や和
菓子の店が目に入ると思います。松江を代表する和菓子の一つは松平不昧

（1751年～1818年）の大好きな「若草」です。別の和菓子と違って一年中に味
わえる和菓子です。鮮やかな緑色の和菓子は甘くて柔らかいです。見ると確かに
若い草に見えると思います。日本の伝統的なお菓子で、僕たちはその伝統を体
験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和菓子は季節によってデザインが変わりますので、和
菓子作りの教室で何を作るのか楽しみでした。茶道を体験し、昼食後にカラコロ
工房に向かい、3階まで移動しました。カラコロ工房では和菓子作りのほか、ステ
ンドグラス、メタルバンド、勾玉も教室で作れます!
　青戸邦男さん（あおと・くにお）という元気で面白いおじいさんが教室を担当
しました。50年も情熱を持ち続ける職人として和菓子を作っています。和菓子作
りの伝統を守るために人生をささげています。青戸さんは子供の頃、お菓子が大
好きでしたので職人として和菓子を作りたいと思ったと語りました。一年間で約
4000人に和菓子作りを教えています。和菓子は冷蔵庫に入れるとあまり長持ち
しないですが、冷凍庫に入れると一年くらい保存できます。青戸さんの冷凍庫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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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菓子でいっぱいになっていました。その和菓子が何個あるのかまだ数えきれ
ないうちに青戸さんは冷凍庫から和菓子を一個出してテーブルでたたいてみま
した。バンバンとでっかい音がして、びっくりしました。もちろん溶かしてから食
べたほうがおいしいですね。
　教室で手を洗い、和菓子を作る準備をしました。全てを手と簡単な道具で作
ります。和菓子作りをして、子供のころのおもちゃであるプレイ・ドー（play 
dough）を思い出しました。手で和菓子の素材を握ってみると、プレイ・ドーの感
覚と似ていますが、最終に和菓子の方は食べられます!作る和菓子のデザイン
の一つは水仙でしたが、やっぱり僕は未経験者でうまく作れませんでした。花の
ような形にできましたが青砥さんの上手な握り方のきれいな水仙と違っていま
した。着物の袖が長く、腕を動かしたら袖もバタバタとして邪魔になりました。確
かに普通の着物は和菓子作りにふさわしくないと思いました。変な水仙和菓子
になりましたが、自分なりの和菓子が作れたのではかと思います。青戸さんはど
のぐらいの年数作るかより努力し続けることの方が大切だとアドバイスをくれま
した。

　きれいでなくても、プ
レイ・ドーのような小豆
などの素材を使って、
自然にある花のような
形に仕上がり、おいしく
食べられましたので大
成功だと思いました。
和 菓 子 作りは自分に
とって珍しく、それを茶
道を和菓子で有名な
松江で体験でき、忘れ
られない経験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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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노를 처음 입어 본 것은 1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국제교류원 동료들과 함께 다섯 명 모두 기모노를 입은 채, 마쓰에의 
전통문
　화를 체험하기 위해 교미세 상점가를 거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쓰에의 전통문화로 잘 알려져 있는 화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원들은 먼저 기모노를 입어보기 위해 가게야마 포목전을 
방문했습니다. 기모노를 입어보는 건 처음이어서 왠지 목욕가운을 입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허리는 띠로 잘 묶여져 있었고, 위에 걸치는 
하오리는 가벼운 자켓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오리는 단추가 아닌, 
굵고 스타일리쉬한 끈으로 묶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양장을 입고 
생활하기 때문에, 처음엔 기모노를 입은 채 밖을 걸어다니는 것이 
창피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기모노를 겹쳐 입은 상반신은 
따뜻했지만, 조리（草履）를 신은 발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입었던 양장이 아닌 일본식의 격식을 갖춘 
옷을 입었다는 실감이 들어, 추워도 교미세 상점가를 걷는 것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모노를 입는 것 만으로 등줄기가 꼿꼿이 선 바른 

자세가 되었고, 겹쳐 입은 옷의 볼륨감으로 인해 저의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쓰에는 차도（茶道）와 화과자 문화로 유명합니다. 마쓰에 거리를 
걷다 보면 찻집이나 화과자 가게가 빈번히 눈에 들어옵니다. 마쓰에를 
대표하는 화과자 중 하나는 마쓰다이라 후마이（松平 不昧:1751年∼
1818年）가 굉장히 좋아했던 와카쿠사（若草）입니다. 와카쿠사는 
일반적인 화과자와는 달리 일 년 내내 맛볼 수 있는 화과자입니다. 
선명한 녹색빛의 와카쿠사는 달고 부드럽습니다. 와카쿠사를 보면, 
확실히 그 색이 어린 풀（若草）처럼 보입니다. 화과자는 일본의 전통 
과자로, 국제교류원들은 이번에 화과자 만들기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화과자는 계절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므로, 화과자 만들기 교실에서 
무엇을 만들지 기대되었습니다. 화과자 만들기에 앞서 다도를 체험하고, 
점심식사 후 화과자 만들기 교실이 있는 카라코로 공방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라코로 공방에는 화과자 만들기 외에 스테인드 글라스, 
메탈 밴드, 마가타마（勾玉） 체험교실도 있습니다.
　화과자 만들기 체험 교실은 아오토 쿠니오라는 활기차고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담당했습니다. 아오토씨는 50년 동안이나 정열을 갖고 

화과자를 만들어 온 기술자입니다. 그는 화과자 만들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오토씨는 어린 시절, 과자를 무척 좋아해 화과자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연간 약 4000명의 사람들에게 화과자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과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가지 
않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1년 정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아오토씨의 
냉동실은 화과자로  가득합니다. 화과자가 모두 몇 개 들어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의 냉동실에서 아오토씨는 화과자를 한 개 꺼내, 테이블 

위에서 쳐 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팡팡’하고 아주 큰 소리여서 깜짝 
놀랐습니다.물론 다 녹은 다음에 먹는 것이 맛이 있겠죠.
　교실에서 손을 씻고, 화과자를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화과자는 
대부분 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화과자를 만들면서, 
어린 시절 장난감이었던 점토가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화과자 재료를 
쥐어 보자, 점토의 느낌과 비슷했지만, 화과자는 만들어서 마지막에 
먹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본 화과자 중 하나는 수선화 모양이었는데, 
저는 화과자를 만드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꽃모양은 그럭저럭 만들었는데, 아오토씨가 능숙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수선화와는 모양이 전혀 달랐습니다. 입고 있었던 
기모노의 소매는 길었고, 팔을 움직이면 소매도 팔락거려서, 화과자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기모노를 입고 화과자를 만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이상한 수선화 화과자가 
되었지만, 저 나름의 스타일로 화과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오토씨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보다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비록 완성된 화과자가 예쁘지 않았어도, 점토 느낌의 팥 재료로, 
자연에 있는 꽃 모양을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과자 만들기 체험은 저에게 있어 신기한 
체험이었고, 다도와 화과자로 유명한 마쓰에에서 체험을 할 수 있어, 
더욱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올라슌 손데 (Olaseun Sondey)

기모노와 화과자 만들기:
마쓰에에서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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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物と和菓子作り: 松江での体験 オラシュン・ソンデ
　着物を着た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が、一月のある寒い朝に初めて経験できま
した。国際交流員の同僚と一緒に五人で着物を着たまま、日本の松江の伝統文
化を体験しに松江の京店商店街を歩きました。これがきっかけで、松江の、よく
知られている和菓子作りを体験出来ました。
　国際交流員たちは最初に着物を試着するために景山呉服店を訪問しました。
初めてで何だかバスローブを着ているような気持ちもありました。腰は帯できち
んと結ばれ、一番上に着る羽織は軽ジャケットみたいな感じでした。羽織はボタ
ンではなく、太くてスタイリッシュなひもで結び付けます。ほとんどの日本人は洋
服を着て生活しますので、最初は外で着物を着たままで歩くのが恥ずかしかっ
たのですが、すぐに慣れてきました。着物を重ねて着る上半身は暖かかったです
が、草履をはいた足が寒さにあらわにされてしまいました。それでもいつも通り
に来た洋服のスーツではない日本式のフォーマルな服を着たという実感がわい
て、寒くても京店商店街を歩くのは貴重な経験でした。着物を着るだけで背筋が
ピンとし、姿勢をもっと強く、正しくなり、重ね着のボリュームで僕の存在が際
立った感じがしました。

　松江は茶道と和菓子の文化で有名です。町歩きだけでもいくつかのお茶や和
菓子の店が目に入ると思います。松江を代表する和菓子の一つは松平不昧

（1751年～1818年）の大好きな「若草」です。別の和菓子と違って一年中に味
わえる和菓子です。鮮やかな緑色の和菓子は甘くて柔らかいです。見ると確かに
若い草に見えると思います。日本の伝統的なお菓子で、僕たちはその伝統を体
験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和菓子は季節によってデザインが変わりますので、和
菓子作りの教室で何を作るのか楽しみでした。茶道を体験し、昼食後にカラコロ
工房に向かい、3階まで移動しました。カラコロ工房では和菓子作りのほか、ステ
ンドグラス、メタルバンド、勾玉も教室で作れます!
　青戸邦男さん（あおと・くにお）という元気で面白いおじいさんが教室を担当
しました。50年も情熱を持ち続ける職人として和菓子を作っています。和菓子作
りの伝統を守るために人生をささげています。青戸さんは子供の頃、お菓子が大
好きでしたので職人として和菓子を作りたいと思ったと語りました。一年間で約
4000人に和菓子作りを教えています。和菓子は冷蔵庫に入れるとあまり長持ち
しないですが、冷凍庫に入れると一年くらい保存できます。青戸さんの冷凍庫は

●Japanese

和菓子でいっぱいになっていました。その和菓子が何個あるのかまだ数えきれ
ないうちに青戸さんは冷凍庫から和菓子を一個出してテーブルでたたいてみま
した。バンバンとでっかい音がして、びっくりしました。もちろん溶かしてから食
べたほうがおいしいですね。
　教室で手を洗い、和菓子を作る準備をしました。全てを手と簡単な道具で作
ります。和菓子作りをして、子供のころのおもちゃであるプレイ・ドー（play 
dough）を思い出しました。手で和菓子の素材を握ってみると、プレイ・ドーの感
覚と似ていますが、最終に和菓子の方は食べられます!作る和菓子のデザイン
の一つは水仙でしたが、やっぱり僕は未経験者でうまく作れませんでした。花の
ような形にできましたが青砥さんの上手な握り方のきれいな水仙と違っていま
した。着物の袖が長く、腕を動かしたら袖もバタバタとして邪魔になりました。確
かに普通の着物は和菓子作りにふさわしくないと思いました。変な水仙和菓子
になりましたが、自分なりの和菓子が作れたのではかと思います。青戸さんはど
のぐらいの年数作るかより努力し続けることの方が大切だとアドバイスをくれま
した。

　きれいでなくても、プ
レイ・ドーのような小豆
などの素材を使って、
自然にある花のような
形に仕上がり、おいしく
食べられましたので大
成功だと思いました。
和 菓 子 作りは自分に
とって珍しく、それを茶
道を和菓子で有名な
松江で体験でき、忘れ
られない経験でした。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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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노를 처음 입어 본 것은 1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국제교류원 동료들과 함께 다섯 명 모두 기모노를 입은 채, 마쓰에의 
전통문
　화를 체험하기 위해 교미세 상점가를 거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쓰에의 전통문화로 잘 알려져 있는 화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원들은 먼저 기모노를 입어보기 위해 가게야마 포목전을 
방문했습니다. 기모노를 입어보는 건 처음이어서 왠지 목욕가운을 입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허리는 띠로 잘 묶여져 있었고, 위에 걸치는 
하오리는 가벼운 자켓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오리는 단추가 아닌, 
굵고 스타일리쉬한 끈으로 묶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양장을 입고 
생활하기 때문에, 처음엔 기모노를 입은 채 밖을 걸어다니는 것이 
창피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기모노를 겹쳐 입은 상반신은 
따뜻했지만, 조리（草履）를 신은 발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입었던 양장이 아닌 일본식의 격식을 갖춘 
옷을 입었다는 실감이 들어, 추워도 교미세 상점가를 걷는 것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모노를 입는 것 만으로 등줄기가 꼿꼿이 선 바른 

자세가 되었고, 겹쳐 입은 옷의 볼륨감으로 인해 저의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쓰에는 차도（茶道）와 화과자 문화로 유명합니다. 마쓰에 거리를 
걷다 보면 찻집이나 화과자 가게가 빈번히 눈에 들어옵니다. 마쓰에를 
대표하는 화과자 중 하나는 마쓰다이라 후마이（松平 不昧:1751年∼
1818年）가 굉장히 좋아했던 와카쿠사（若草）입니다. 와카쿠사는 
일반적인 화과자와는 달리 일 년 내내 맛볼 수 있는 화과자입니다. 
선명한 녹색빛의 와카쿠사는 달고 부드럽습니다. 와카쿠사를 보면, 
확실히 그 색이 어린 풀（若草）처럼 보입니다. 화과자는 일본의 전통 
과자로, 국제교류원들은 이번에 화과자 만들기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화과자는 계절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므로, 화과자 만들기 교실에서 
무엇을 만들지 기대되었습니다. 화과자 만들기에 앞서 다도를 체험하고, 
점심식사 후 화과자 만들기 교실이 있는 카라코로 공방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라코로 공방에는 화과자 만들기 외에 스테인드 글라스, 
메탈 밴드, 마가타마（勾玉） 체험교실도 있습니다.
　화과자 만들기 체험 교실은 아오토 쿠니오라는 활기차고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담당했습니다. 아오토씨는 50년 동안이나 정열을 갖고 

화과자를 만들어 온 기술자입니다. 그는 화과자 만들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오토씨는 어린 시절, 과자를 무척 좋아해 화과자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연간 약 4000명의 사람들에게 화과자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과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가지 
않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1년 정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아오토씨의 
냉동실은 화과자로  가득합니다. 화과자가 모두 몇 개 들어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의 냉동실에서 아오토씨는 화과자를 한 개 꺼내, 테이블 

위에서 쳐 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팡팡’하고 아주 큰 소리여서 깜짝 
놀랐습니다.물론 다 녹은 다음에 먹는 것이 맛이 있겠죠.
　교실에서 손을 씻고, 화과자를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화과자는 
대부분 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화과자를 만들면서, 
어린 시절 장난감이었던 점토가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화과자 재료를 
쥐어 보자, 점토의 느낌과 비슷했지만, 화과자는 만들어서 마지막에 
먹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본 화과자 중 하나는 수선화 모양이었는데, 
저는 화과자를 만드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꽃모양은 그럭저럭 만들었는데, 아오토씨가 능숙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수선화와는 모양이 전혀 달랐습니다. 입고 있었던 
기모노의 소매는 길었고, 팔을 움직이면 소매도 팔락거려서, 화과자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기모노를 입고 화과자를 만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이상한 수선화 화과자가 
되었지만, 저 나름의 스타일로 화과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오토씨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보다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비록 완성된 화과자가 예쁘지 않았어도, 점토 느낌의 팥 재료로, 
자연에 있는 꽃 모양을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과자 만들기 체험은 저에게 있어 신기한 
체험이었고, 다도와 화과자로 유명한 마쓰에에서 체험을 할 수 있어, 
더욱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올라슌 손데 (Olaseun Sondey)

기모노와 화과자 만들기:
마쓰에에서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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丸い団子は芸術品 ボルホドーエワ・ナタリア
　真冬のある日に、島根県の松江市で日本の文化によりよく触れる体験ができま
した。アメリカ、韓国、中国からの4人の同僚と一緒に景山呉服店で素敵な着物を
着させていただいて日本の文化を体験しました。以前着物を着たことがあります
が、一日中着物姿でご飯を食べたり、町を歩いたりし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新鮮な
気持ちでした。着物を着た女性の可愛い歩き方と言えばヒザから下で歩いて、足
は必ず揃って内向きにしないといけません。普段はしない歩きぶりで長い間歩い
たので全身疲れましたが、綺麗で贅沢な着物を着れた上、昔の女性の気持ちが少
しでもわかったと思いますので大変貴重な経験でした。
　着物を着てから、抹茶のたて方、飲み方などを勉強して、さっそく20年前から団
子屋さんの営業を始めた月ヶ瀬というお店で日本の菓子を代表する団子をごち
そうになりした。その場で和風ラーメンも食べられますので、お昼ご飯に530円す
る松江あごだしラーメンも注文しました。あっさりした味で美味しかったです。
　団子は米をひいて作った粉に水やお湯を加えてこねて、蒸してできた餅を小さ
くまるめた菓子であり、串に3~5個刺して出来上がりです。
　月ヶ瀬の一階に売店とレストランがあって、二階にある団子を作る工場から

時 ド々ンドンと米搗きの音が聞こえてくるので、とても新鮮な団子がお店に出され
ています。お団子の美味しさの基準はまず米の質で決まります。月ヶ瀬の団子に使
われているのは島根県で米が美味しいとされている奥出雲町の仁多米です。日本
の東北地方でも米はとても良いので団子も美味しいそうです。米の美味しい土地
で美味しい団子が作られるそうです。
　また種類の豊かさも大切です。月ヶ瀬では定番のお団子が8種類もあって、季節
ごとにさらに2,3種類増えます。もっとも人気のある団子は定番のみたらし、そして
きな粉、抹茶です。今の冬の季節には苺団子、ピンク色をした花より団子を味わえ
ます。何も加えていない団子の食感はやわらかくてあまり味がしませんので、濃く
て甘い味の小豆や砂糖醤油をつけて食べると良く合います。私はロシアのお菓子
と違う見た目と食感とのある和菓子が大好きなのでたくさんの種類を食べてみた
いと思います。ごま団子、玄米団子、のりものせられた団子もあり、審美家の日本人
がただのもち団子も芸術品にできることは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
　美味しい団子を食べて楽しんだ後、歩いて近くのカラコロ工房に行き、自分の
手で和菓子を作り、着物を着た文化体験の一日が終わ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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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dey OlaseunNatalia Borkhodoeva

　한겨울의 어느 날, 시마네현 마쓰에시（島根県 松江市）에서 일본 
문화를 깊이 접할 수 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한국·중국에서 온 4
명의 동료와 함께 가게야마 포목전（景山呉服店）에서 멋진 기모노를 
입고, 일본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전에 기모노를 입어본 적은 
있었지만,  하루 종일 기모노 차림으로 밥을 먹거나, 거리를 걸어 다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귀여운 걸음걸이라고 하면, 무릎 밑으로만 다리를 움직이고, 다리는 
반드시 모아서 안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익숙지 않은 걸음걸이로 오랫동안 걸어서 온몸이 
피곤했지만, 아름답고 호화로운 기모노를 입을 수 있었던 데다가 기모노 
체험으로 옛날 여성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모노를 입고, 말차를 끓이는 방법, 마시는 방법　등을 배우고, 20년 
전부터 경단가게를 해왔다는 [쓰키가세（月ヶ瀬）]라는 가게로 이동, 일본 
과자를 대표하는 경단을 먹었습니다.
　또한 경단가게에서 일본식 라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점심으로 530
엔 하는 마쓰에 날치육수라면도 주문했습니다.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경단은 쌀을 빻아서 만든 가루에 물과 따뜻한 물을 넣어 반죽해서 찐 
떡을 작게 동글린 과자로, 꼬치에 3~5개 정도 꽃아 완성합니다.
　[쓰키가세]가게 1층에는 매점과 레스토랑이 있고, 2층에는 경단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 이곳에서 때때로 쿵쿵하고 쌀을 찧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공장에서 바로 만든 매우 신선한 경단을 가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경단의 기준은 우선 쌀의 질로 결정됩니다. 
[쓰키가세]경단에 사용되는 쌀은 시마네현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오쿠이즈모정（奥出雲町）의 니타마이（仁多米）입니다.　일본 동북지방의 
쌀도 맛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경단도 맛있다고 하는데, 쌀이 맛있는 
지역에서 맛있는 경단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경단의 다양한 종류도 중요합니다. [쓰키가세]에는 간판메뉴의 
경단이 8종류나 있고, 계절마다 여기에 2, 3 종류가 더 늘어납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경단은 간판메뉴인 설탕간장, 그리고 콩가루, 

말차경단입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딸기 경단, 핑크빛의 [꽃보다 
경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경단의 식감은 
부드럽고 별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진하고 단 맛의 팥이나 설탕간장을 
더해서 먹으면 잘 어울립니다. 저는 러시아 과자와는 다른 생김새와 
식감이 있는 화과자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화과자를 
먹어 보고 싶습니다. 깨 경단, 현미 경단, 김이 얹어져 있는 경단도 있어,  
심미안을 가진 일본인이 단순한 경단도 예술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경단을 먹고 즐긴 후, 걸어서 근처의 카라코로 공방(工房)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화과자를 만들며, 기모노를 입고 경험한 일본 
문화체험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나타리아 볼호드에아(Natalia Borkhodoeva)

동그란 경단은 
예술품

Shen HaitingPark Hyejung

Here

Map

Shimane

Du Chunhong

Vol.53
마쓰에를 즐기는 방법
- 기모노를 입고 걷기 -
화합( 和 )의 미, 마음의 여유
  ∼내가 느낀 기모노（和服）의 매력∼
 마쓰에（松江）의 차（茶）문화
  기모노와 화과자 만들기:마쓰에에서의 체험
  동그란 경단은 예술품
 

1 Tonomachi, Matsue-shi, Shimane-ken 690-8501, JAPAN

Publisher: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편집자: 박혜정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発行：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