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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 돌
－기마치 스톤(来待石,Kimachi Stone)
자연과 공존하는 돌」기마치 스톤 뮤지엄에서
기마치 스톤의 혼을 새기다

시마네 오리지널 브랜드 － 기마치 스톤 / 이즈모 난킨（いずもなんきん）
기마치 스톤과 민가（民家）의 관계

島根の暮らしに生きる石
来待石
─

「自然と共に生きる石」来待ストーンミュージアムにて

来待石の魂を彫る

来待石と民家の関わり

島根のオリジナルブランド 来待石/ いずもなんきん

自然と共に
生きる石

来

「자연과 공존하는 돌」
기마치 스톤 뮤지엄에서
나탈리아 보르호드에와(Natalia Borkhodoeva)

일본을 방문하면, 신사에서는 돌로 된 고마이누
（狛犬）
나 계단, 정원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전통적인 것들이, 시마네현에서는 마쓰에시

근대적인 설비가 그

있는 집에서는 동일하게 돌로 된 기둥 토대나 등과 같은 것을 자주 볼 수
신지초（松江市宍道町）의 기마치 지구（来待地区）에서만 채굴되는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돌은, 기마치 스톤（来待石,Kimachi Stone）
이라고 하며 일반 돌보다 연한 색깔의 부드러운 돌이기 때문에, 여러

뮤지엄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역사에 대해 알려
줍니다.

그러면, 기마치 스톤은

가지 형태로 만들기 쉽습니다. 시마네현에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언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400만년 전의

되었습니다.

물이 섞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였던 곳이 땅과 산이 되고,

근처에 있는 기마치 스톤에 대해서 최근에야 처음으로 자세히 알게
이러한 기마치 스톤의 특징이 어떻고, 어째서 일본사람들은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에 이 기마치 스톤을 놓거나, 소중한 정원의 장식물로

이야기입니다. 화산이 분화한 후의 재가 바다 쪽으로 날아가, 모래와
인간이 기마치 스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마치 스톤은 가볍고 부드러운 점성이 있으며, 또한 석영이 적고,

쓰는지 관심이 갔습니다. 마쓰에시에 있는 기마치 스톤 뮤지엄에서

간격이 큰 돌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습기를 잘 흡수하며, 방안의

있었습니다. 뮤지엄 바깥에 기마치 스톤으로 만들어진 많은 너구리들이

수분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돌 위에 이끼가 나기 쉬우며, 풍화가 잘

기마치 스톤의 기원, 채굴,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 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즉 매우 기능적인 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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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と共に生きる石」来待ストーンミュージアムにて
日本を訪ねると神社では石でできた狛犬や階段、庭のある家では同じく石で
できた柱の土台や灯ろうなどをよく見かけます。島根県ではこの伝統的な物が、
松江市宍道町の来待地区でしか採れない石からできているのをよく目にしま
す。
それは来待石と言う、白っぽくて他の石に比べればやわらかい石で、いろん
な形にしやすい石です。島根県に来て一年も経つのに、身近にあった石につ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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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初めて詳しく知ったのはつい最近でした。
いったい石の特徴が何なのか、
どうして日本人は神様のいる神社に置いたり、
自分の大切な庭の飾りにすることを習慣にするのか気になりますね。松江市に
ある来待ストーンミュージアムで、
この石の起源、採掘や使用について知ること
ができました。博物館の外で来待石でできたたくさんの狸がお客さんを迎え、中
に入ると近代的な設備が古い歴史について教えてくれます。
さて、来待石はいつ、
どのように現れたのか。
それは1400万年前の話です。火
山が噴火した後の灰が海の方に飛び、砂とその水が混ざったものです。時間が
経つにつれて海だったところは土や山になり、
そして人間が来待石を発見しまし
た。
来待石は軽くて柔らかく粘りがあり、
また石英が少なく隙間が多い石です。
こ
のような特徴から湿気を吸収し、部屋の中の湿度を適度に保つと言われていま
す。つまりとても機能的な石ですが、水分をとり込みやすいので、石の上に苔が
できやすく、風化しやすい石です。
それなのになぜ日本人はこの石を屋外によく
置くのでしょう。物は壊れてほしくないのが私の考えですが、
日本人の性格を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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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마치 스톤 뮤지엄에서는 다른 의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근처에 기마치 스톤을 채굴할 수 있는 산이 있어,
예전의 채굴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어서 더욱 감동했습니다. 기마치 스톤에 둘러
쌓여 있는 뮤지엄 건물 외부는 널찍해, 결혼식이나 라이브가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기마치 스톤에 대해 재미있게 공부한 후에,

체험공방에서 직접 기마치 스톤을 조각해 보고, 뮤지엄 안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던 의미있는 하루였습니다.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도 왜 일본인은 이 돌을 실외에

Shimane

자주 놓는 것일까요? 갖고 있는 물건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지만, 일본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마치
스톤으로 만든 물건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끼에 뒤덮힌 기마치 스톤이

조금씩 흙으로 돌아 가는 것은 일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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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일본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마치 스톤은 완전히 모래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을 더럽히지

않는 친환경적인 돌입니다. 일본인은 이러한 현상을 와비사비(간소하고

自然と共に生きる石

같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차분한 정취)라고 합니다.

기마치 스톤은 시마네현 내의 한 군데에서 밖에 채굴이 되지 않지만,

아직 그 재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정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기마치 스톤의 수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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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するとても簡単な理由がありました。来待石でできたものは自然の一部であ
るからです。苔に包まれ、来待石が少しずつ土に返っていくことが日本人にとっ
て親しみを感じることであり日本の文化を表すものです。来待石は物的な意味
で完全に砂になり、土に返る、
自然を汚さないエコな石です。
日本人はその現象
を
「わびさび」
と言います。
この石は島根県の一カ所だけで採られますが材料はまだたくさんある上、値
段は高くないです。
しかし日本の伝統的な庭が減ってきていると共に需要も
減ってきています。
来待ストーンミュージアムではほかの疑問の答えを見つけられます。
またすぐ
外に来待石が採れる山があり、昔の採掘行程の話を聞きながら大変な作業が
想像できて感動しました。来待石に囲まれた博物館の建物の外は広くてウェ
ディングやライブがよく行われます。面白い勉強の後、来待石の体験工房で自分
の絵を石に掘り、
ミュージアムの中のフレンチレストランで味しい食事を食べ、
充実した一日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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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待石の魂を彫る

기마치 스톤의 혼을
새기다
손데 오라슌(Sondey Olaseun)

기마치 스톤은 먼 옛날부터 이즈모

나 라（ 出 雲 国 ）와 연 결 되 어 있 습 니 다 .

Shimane

1400만년 전,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일본 열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에
화산재와 모래가 섞여 생긴

퇴적암의

하나입니다. 바닷가에서 화산이 분화하여,
재가 직접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수백만년이 흘러, 굳어진 대량의 재와

모래의 혼합물이 기마치 스톤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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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마쓰에시 기마치（島根県松江市来待地域）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일본문화와 기마치 스톤의 연결점을 알기 위해, 우리들은 마쓰에시

신 지 초（ 宍 道 町 ） 기 마 치 지 구 에 있 는 기 마 치 스 톤 뮤 지 엄 을

방문했습니다. 뮤지엄에서 기마치 스톤의 역사와 기마치 스톤이 다양한

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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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待石の魂を彫る
来待石はずっと昔から出雲国と繋がっています。1400万年前、
アジア大陸と
離れ日本列島が形成され始めたころに火山灰と砂が混じってできた堆積岩の一
つです。岸辺で火山が噴火し、灰が海に降りそそぎました。数百万年たって、
その
固まった大量の灰と砂の混合物は来待石となり、島根県松江市の来待地域でし
か見つからない独特な物になりました。
日本の文化と来待石の繋がりを知るために、私たちは松江市の宍道町来待地
区にある来待ストーンミュージアムを訪問しました。
そこで来待石の歴史と今ま
で使われてきた慣習を学びました。
ろうそくを雨から守る出雲石灯ろう、家の飾
り、他の石より柔らかいので膝にやさしい石段、そして神社や寺でよく見られる
狛犬になる石です。
昔はすべての彫りや原料取得作業は手や簡単な道具でしました。来待ストー
ンミュージアム周辺には昔の採石場が残っています。
まだ彫りや石切りの跡が見
えます。片方がカーブの形であるツルハシのような道具、
「マサカリ」から始まり、
様々な彫る道具があります。
込み入ったデザインの出雲石灯ろうや石像がよく見られ、
ただの石から圧倒
4

Sondey Olaseun
的なアートにどのように変化するのだろうかとよく考えさせられます。近くにある
来待ストーン体験工房では彫刻体験で似たよう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工
房に着くと、20cm×20cmの来待石の板、
カナヅチ、大ノミと小ノミが既に各布
の上に整えられていました。私たちは自分の場所を確保してから早速作業を始
めました。最初は書いたものがはっきりと見えるように特別な紙を使いながら自
分の考えた絵やデザインを石に書いてみました。
二人のスタッフに彫刻のやり方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
ただノミを持ってカナ
ヅチでたたくのではなく、狙いながら正しい角度と手でしっかりと道具をにぎる
ことが大切です。力を入れ過ぎたら、
デザインを壊してしまいます。逆に力をあま
り入れなかったら、
ノミが石の平面の上で滑ってしまいます。
角度を変えたら彫ったところに段差が出てしまいます。
来待石の彫刻には特徴があります。他の石と比べると来待石の方が柔らかく、
彫りやすいです。やはり灰と砂が混ざって生まれた石には柔らかさが残っていま
す。
あまり強くたたかなくても石の平面を打ち破れました。
その石を持ち上げて、
落したら絶対に割れてしまう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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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었습니다.

来待石の魂を
彫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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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글을 부탁해서, 고글을 쓰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작업을 계속했지만, 같이 조각한 친구의 작품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기마치 스톤은, 이즈모

석등, 집안에 놓는 장식물, 다른 돌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무릎관절에

무리가 적은 돌계단, 그리고 신사와 절에서 자주 보이는 고마이누
（狛犬）
등에 쓰이는 돌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조각이나, 원재료 채굴 작업을 손이나 간단한 도구로

했다고 합니다. 기마치 스톤 뮤지엄 주변에는 옛날 채굴장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조각이나 돌을 자른 흔적이 보입니다. 한쪽이

커브모양으로 된 곡괭이 같은 도구, 큰 도끼 등 다양한 채굴 도구가
있습니다.

손으로 드는 도구 밖에 사용하지 않아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팔이 아프고,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직접

체험한 경험으로 공방에 전시되어 있는 스텝분들이 만든 작품의 매력을
한층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즈모 석등과 같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품은, 현재는 기계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기마치 스톤 조각 체험은 재미있고,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들고 돌아왔지만, 언젠가 공방에 다시 가서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기마치 스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디자인의 이즈모 석등이나 석상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단순한 돌에서 압도적인 예술품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뮤지엄 안에 있는 기마치 스톤

체험공방에서 조각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방으로 들어가자, ２０ｃ

ｍ×２０ｃｍ 정사각형의 기마치 스톤판과, 쇠망치, 큰 끌, 작은 끌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조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케치가 확실히 잘 보이도록 특수한 종이를 사용해
기마치 스톤에 그려 넣었습니다.

두 명의 스텝에게 조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끌을 가지고 쇠망치로

단순히 두드리는 것이 아닌, 바른 각도를 잡아 손으로 정확히 도구를

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너무 실으면, 디자인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반대로 힘을 너무 싣지 않아도, 끌이 돌 표면 위에서 미끌어집니다.
각도를 바꾸게 되면 조각한 곳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기마치 스톤 조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돌에 비교해 기마치

스톤은 부드럽고, 조각하기 쉽습니다. 역시 재와 모래가 섞여 생긴

돌이라 그런지 부드럽습니다. 강하게 두드리지 않아도 돌 평면을 깰 수
있습니다. 기마치 스톤을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깨져 버릴 것 같습니다.

멋진 디자인을 고안해서, 기마치 스톤에 새겨 넣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조각 체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돌에 그려 넣고, 각
단의 깊이를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선과 선의
간격과 형태를 새겨 보니 의외로 어려웠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줄곧 조각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쇠망치로

끌을 두드렸을 때 돌의 파편이 여기저기로 튀었고, 가끔 얼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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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好いいデザインを考えて、来待石にそのデザインに命を吹き込みたかった
からこの体験を期待していました。
デザインを石に書き、各段の深さを決めまし
た。最初はこれなら簡単だと思いましたが思うより時間と努力がかかりました。
線と線の隙間や形を彫ってみたら意外に難しかったです。
床に座ったままの恰好で全てを彫ったので、
ちょっと居心地が良くなかったで
す。
カナヅチでノミをたたいた際に石の破片があっちこっちに飛んで、
たまに顔
にも飛びました!ゴーグルを頼んで、作業を続けました。一時間半続けましたが、
一緒に彫った仲間の作品は完成していませんでした。手で持つ道具しか使わな
いのでものすごく時間と努力が要り、
あまり動かなかったのに腕が疲れて、汗で
びっしょりでした。
この経験でスタッフの例の作品を見るとその魅力がさらに分
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出雲石灯ろうのような込み入った作品は、現在は機械で
作られますが、それでも一週間では完成しないと思います!� 来待石の彫刻
体験は面白くて、やりがいのある経験でした。
まだ完成していない作品を持ち
帰って、いつか工房に戻って完成させ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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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待石
いずもなんきん

시마네 오리지널 브랜드
－ 기마치 스톤 /
이즈모 난킨（いずもなんきん）
박혜정(朴慧貞)

이번에는 시마네 오리지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기마치 스톤（来待

石,Kimachi stone）」과 「이즈모 난킨（난금붕어과 어류）」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우선, 기마치 스톤이라는 돌은 시마네현 마쓰에시 기마치 지역
（島根県

국가지정 전통공예품인 이즈모 석등이 있으며, 고분시대의 석관,

중세석탑, 석불, 맷돌, 아궁이, 묘석 등 생활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마치 스톤의 멋있는 점은 바람과 비를 맞아가며 시간이 갈수록

松江市来待地区）
에서만 산출되는 1400만년 전에 형성된 응회질 사암을

은근하고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 일본어로는 사비（さび）라고

기마치 스톤은 일반 돌에 비해 부드럽고 양질의 석재이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있어서 일본의

말합니다.

기마치 스톤을 사용한 다양한 석공예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게는

하는 멋스러움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은 낡고

사비라고 하는 미의 개념은 일본에 직접 살면서 피부로 느낀 체험을

●Japanese

島根のオリジナルブランド 来待石/ いずもなんきん
今回は島根のオリジナルブランドとも言える
「来待石」
と
「いずもなんきん
（金
魚の種類）
」
について取材しました。
来待石というのは、島根県松江市来待地区周辺でしか産出されない1400万
年前に形成された凝灰質砂岩のことです。
来待石は普通の石に比べて、柔らかく良質の石材なので、来待石を使った
様々な石工芸品があります。一番有名なのは国指定の伝統工芸品である出雲石
燈ろうで、古墳時代の石棺、中世石塔、石仏、石臼、かまど、墓石など生活道具と
しても幅広く使用されてきました。
来待石の素敵なところは、風に吹かれたり、雨に降られたりしながら、時間がた
てばたつほどもっと渋くなる、茶道でいう
「さび」
という美が表れてくるということ
です。
古いということは汚いだけで、
あまり素敵だと思ったことのない私にとって日
本の「さび」
という美の概念は日本で直接暮らしながら、肌で感じた体験を通し
て少しは分かるようになってきた気がします。
午前中は来待ストーンミュージアムで来待石の歴史や展示品などを見回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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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朴慧貞（Park Hye-Jung）

て、来待石を使った工芸も体験してみました。1時間あまりの工芸時間でしたが、
大事な友達にあげる贈り物にしようと自分のエネルギーを注ぎすぎたせいか、
たしかに普通の石に比べたら柔らかい感じでしたが、やはり石は石で工芸の時
間が終わってからは指と手首の関節などがしばらく痛かったです。
次はもう一つの島根のオリジナルである
「出雲ナンキン」
というマルコ
（肉瘤の
ないランチュウ原始型金魚）系の魚を取材しに行きました。取材に応じてくだ
さった方は「宍道錦魚会（しんじきんぎょかい）」の会長でいらっしゃる清水丈夫
（しみずたけお）
さんでした。清水さんのお宅にお邪魔して、大・中の池がならび
数多くのいずもなんきんが飼われている所でいろいろお話を聞くことができま
した。
出雲なんきんは島根県の天然記念物です。
もっと詳しく申し上げますと、出雲
ナンキンの種類が全部天然記念物ではなく、毎年10月ごろ松江市で開かれる
品評会でレベルが指定されたら、天然記念物になるそうです。認定期限はたった
1年間ですが、中でも特別表彰の規定をもうけ、3年連続同一魚で最優秀魚に輝
いた魚は称号が与えられ、歴史に残る名魚として高く評価されるそうです。
「賞金

Shimane Prefecture, Japan

来待石
いずもなんきん

A magazine about

튀어나온 부분부터 복부까지의 선이 우아한 지 어떤 지를 심사합니다.

시마네의 천연기념물인 이즈모 난킨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앞에서 소개해 드린 시마네현 특산품인 기마치 스톤으로 된

어항이었습니다. 일반 어항에 비해 기마치 스톤으로 만들어진 어항의
통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기마치 스톤 뮤지엄에서 기마치 스톤의 역사와 전시품 등을

둘러보고 기마치 스톤을 사용한 공예도 체험했습니다. 한 시간 여의

공예시간이었는데, 소중한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 부었는지 다른 돌에 비해 부드러운 질감이었지만, 역시 돌은
돌이라 공예를 마치고 나서 손가락과 손목 관절이 한동안 아팠습니다.

다음으론 또 하나의 시마네 오리지널인「이즈모 난킨」
이라는 난금붕어

（몸이 둥글고 등지러미가 없는 금붕어의 일종)과의 물고기를 취재하러

金

특징은 기마치 스톤에 포함되어 있는 제올라이트（zeolite）라는 성분이

수중의 물질을 흡착해 이끼나 수초를 양육하는 성분을 유지해 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 어항보다 물고기가 살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월등히 비싸지만, 기마치 스톤 어항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이즈모 난킨을 보고 있자니 세상에서 가장 편한 팔자로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여러분도 시마네에 오셔서 기마치 스톤으로 자신만의 공예품을 만들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갔습니다. 취재에 응해주신 분은 「신지금붕어회（宍道錦魚会）」의

회장님이신 시미즈 다케오（清水 丈夫）씨였습니다. 시미즈씨 댁에

방문해, 크고 작은 연못이 주욱 늘어서 있고 수많은 이즈모 난킨을 직접
키우고 계시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즈모 난킨은 시마네현 천연기념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즈모 난킨이라는 금붕어가 모두 시마네현 천연기념물은 아니고 매년
10월에 마쓰에시（松江市）에서 열리는 품평회에서 레벨이 지정되면

천연기념물이 된다고 합니다. 인정되는 기간은 단 1년간이지만, 동일한
물고기가 3년 연속 품평회에서 최우수 물고기로 선정되면 칭호를 받고

Shimane

역사에 남는 뛰어난 물고기로서 높이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상금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단순히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즈모 난킨을 키우는 것은 특별한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키울
수 있고, 대회에 내 보낼 수 있지만,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로도 사육을 하는데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단순한 취미로서는）꽤 돈이 들어가는 취미라고 할 수

Here

Map

있습니다.

이즈모 난킨의 외견상의 특징은 머리가 작고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매끄러우며, 등지느러미가 없고, 꼬리 부분이 네 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눈에서 입까지의 부분이 가늘고 길며, 눈의 폭이 좁은 점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즈모 난킨의 품평회에서는 우아한 자태가 가장 중요시되며

[입언저리가 작고 눈의 폭이 좁으며, 게다가 눈에서 입까지의 부분이

길고, 복부는 둥글며 좌우 균등하게 불러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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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ありますか」
と伺ってみたら、名誉を得るだけだという答え。いずもなんきんを
飼うのは特に許可は必要なく個人的に自由に飼えるそうで、大会にも出せるけ
ど、賞金があるわけでもないし、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た後も飼育するのにサ
ポートしてもらうわけでもないので、
（ただの趣味としては）けっこうなお金がか
かる趣味だなと思いました。
いずもなんきんの外見上の特徴は頭部が小さく肉瘤が出ない、背ビレがな
く、四つ尾、
目先が細長く目幅が狭いなどが挙げられます。
いずもなんきんの品評会では容姿にすぐれた上品さがもっとも重要視され、
「口
先が小さく目幅が狭く、
しかも目先が長く腹部は丸く左右均等に張っている物」
すなわち、口の先端から腹部までの線が、上品さを持つかどうかが審査されま
す。
島根の天然記念物であるいずもなんきんは、優雅に泳いでいる姿を見て楽し
む金魚、
その姿を見かけたのは、
なんと先ほどご紹介した島根県特産品の来待
石の金魚鉢でした。一般の金魚鉢に比べて来待石で作られている金魚鉢の特
徴は、来待石に含まれているゼオライト
（zeolite）
という成分が水中の物質を吸

着しコケや水草を育てる成分を維持させるというところです。
したがって、一般の
金魚鉢より魚が暮らしやすい環境になると言われています。
もちろんその値段
はけっこうな値段になりますが。
来待石の金魚鉢でのんびり泳いでいる出雲ナンキンを見ていたら、
この魚の
人生は世界一楽だなと思うのは私一人だけの勘違いでしょうかね。
みなさんもぜひ島根にいらっしゃって、来待石で自分オリジナルの工芸品を
作って大事な人にプレゼントしてみたら、いかが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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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待石と
民家の関わり

기마치 스톤과
민가(民家)의 관계

家

두춘홍(杜春紅)

시마네현 마쓰에시 신지초
（島根県松江市宍道湖）기마치 지구
（来待地区）

에서만 채굴되는 기마치 스톤（来待石,Kimachi Stone）은 화산암과 모래가
섞여 굳어져 생긴 사암으로,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 온, 역사가 깊은 특별한 돌입니다. 에도시대에는, 성주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건축자재로도 사용되어, 민가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부터 현재에 걸쳐서는 조원（造園）, 실내 장식 등에

있습니다. 기마치 스톤은 이 집의 빠뜨릴 수 없는 미술품의 존재이며,

기마치 스톤과 민가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즈모시（出雲

오랫동안 유지해 줍니다. 또한 기마치 스톤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공예품으로서 호평을 얻으며, 널리 전국에서 사랑받았습니다.

市）에 있는 한 민가를 방문했습니다. 민가의 입구 양쪽에 높이 2m이상이

되는 사각형의 거대한 기마치 스톤이 하나씩 놓여져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되어, 그 이유를 물으니, 원래 그곳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부부의 희수（喜寿）를

계기로, 시들지 않고 오래 가는 기마치 스톤을 장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가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일본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지정

전통공예품인 이즈모 석등이 특히 눈에 띕니다. 석등의 기원은,

나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10개 정도의 석등이 조화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높은 오층탑 모양이나, 전통적인 모양의 유키미형

（雪見型, 석등롱의 종류 중 하나.나지막하며 갓이 크고 다리가 셋 밖으로

정원의 화초와, 수목 등과 일체가 되어 일본 정원의 아름다움을

이끼가 끼기 쉽고, 자연과 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품 있는

우아함을 연출합니다.정원에 있는 기마치 스톤 석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끼가 끼고, 돌이 부드러워 져서, 모양이 자연스럽게 둥글어 지고,
작아지면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와비사비
（간소하고 차분한

정취）
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석등
외에 실물보다 작은 대야, 아궁이 모양의 기마치 스톤 공예품이 놓여

있고, 기마치 스톤으로 만든 선조의 무덤도 정원의 한 구석을 차지 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마치 스톤은, 실로 현재까지 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사용되며,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기마치 스톤은 친환경 돌이기도 합니다. 기마치 스톤 자투리 조각이나

퍼졌음）, 가스가형（春日型,석등롱의 종류 중 하나. 유키미형에 비해

조각할 때 나오는 가루 등을 모아, 유약을 만듭니다. 이 기마치 유약을

주요한 토대의 6개 부분을 변화 시킨 모양까지, 여러 가지 모양이

기와는, 추위와 화재에 강합니다. 시마네현 이와미
（石見）
지방에서 널리

높이가 있고, 갓이 작으며 다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에서부터
Shimane

입혀서 1300도 이상에서 구워 만든 독특한 적색을 띄는 세키슈（石州）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키슈 기와가 많이 보이는 은광과 그 역사적

경관은 세계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기와 지붕도
이러한 경관에 크게 공헌했을 것입니다.

현재, 기마치 스톤 관계자는 기마치 스톤의 문화를 보호, 진흥하는

일에 힘을 쏟고, 외국에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Here

디자인에 새로운 감각을 도입하는 등 예술품 창작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Map
●Japanese

来待石と民家の関わり

杜 春紅

島根県松江市宍道湖の来待地区だけで採れる来待石は、
火山灰と砂が混ざり、
固
まって出来た砂岩で、古い時代から人々の生活の中で使われてきた、歴史のある特
別な石です。江戸時代には、城主にその価値を認められ、建材としても使用され、民
家との関わりが深くなりました。
特に明治時代から現在にかけては造園、
室内装飾等
に欠くことのできない石の
「工芸品」
として好評を得、
広く全国で親しまれています。
来待石と民家のこの特別な関わりを理解するために、
出雲市にある一つの民家
を訪ねました。
民家の入口の両側に、
なんと高さ2メートル以上の四角い巨大な来
待石が一本ずつ置いてありました。
とても不思議に思えたので、
その理由を聞きま
した。元々そこには松の木が植えられ、飾られていましたが、時間が経つにつれ
て、
枯れてしまいました。
そのため、
夫婦の喜寿をきっかけに、
枯れることなく長持
ちする来待石を飾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民家に入ると、
美しい日本庭園が目に入りました。
国指定の伝統的工芸品であ
る出雲石灯ろうが特に目立ちます。
石灯ろうの起源は、
奈良時代までさかのぼると
いわれています。
十基程の石灯ろうがバランスよく飾られています。
高い五重塔形
や、
伝統的な形の雪見型、
春日型から主要となる台の六つの部分を変化させたも
のまで、
形はいろいろあります。
この家に欠かせない美術品の存在であり、
庭園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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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草、
樹木と一体になり、
日本庭園の美しさを長い間保ってくれます。
また、
来待石
は吸水率が高いため、
苔が早くつきやすく、
自然と調和する性質を持っていて、
気
品の高い優雅さを演出します。
庭園の来待石灯ろうは時間の経過とともに苔むし、
石が柔らかいので、
形が自然と丸くなり、
小さくなりしまいに、
自然に返っていきま
す。
このように
「わび・さび」
を感じさせるのも人気を博している理由です。
石灯ろうのほかに、実物より小さい手洗い鉢、かまどの形の来待石工芸品が置か
れ、来待石で作った先祖のお墓も庭園の一隅にある家もあります。
このように、来待石
は、実に今までの生活のあらゆる場所で使われ、
日常生活に大きく役立ってきました。
来待石はエコの石でもあります。来待石の切れ端や削った時に出る粉などを集
めて、
釉薬を作ります。
この来待釉薬を施して1300℃以上で焼いて出来る独特の赤
色を呈する石州瓦は、寒さや凍て、火災に強いです。島根県の石見地方で幅広く使
用されています。
この瓦が多くみられる銀山とその歴史的景観は世界遺産にも登録
されています。
美しい赤瓦屋根もこの景観に大きく貢献したに違いないでしょう。
現在、
来待石の関係者は来待石の文化を保護、
振興することに力を入れて、
外
国にも伝えようと工夫しています。
伝統的な意匠に、
新しい感覚を取り入れるなど
芸術品造りに取り組まれても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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