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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の習い事
素朴な芸術で人情を伝える ――安来節・どじょうすくい踊り体験記
 出雲そば手打ち挑戦体験記
  清水寺と座禅
   習うべし！～雲州算盤～

習うべし！～雲州算盤～ Natalia Borkhodoeva
　自然や文化が豊かな島根県に住み始めてから新しいことを勉強できるチャンスを
常に与えてもらっています。この度も算盤という計算機について学んで、結果として
算盤は単なる計算道具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した。
　母国のロシアにも算盤があり、子供の頃によくパン屋さんなどに行くと店員さんが
算盤で会計していた覚えがあります。私は小学校で短期間教わったこともあり、単な
る日常的な道具だと思いましたが、島根では算盤について新しい発見ができました。
　算盤とは串に刺された珠を指で動かして計算を行う道具です。算盤に似ているも
のは古くから他国にありましたが、どの分野でも理想を求めてきた日本人は算盤の技
術をよりスピーディで難しい計算をできるようにしたため、上達させたと言われていま
す。他の国と違った三角形の珠も計算のプロセスを楽にしました。およそ400年前に
中国から日本に伝わった算盤のおかげで様々な効果が現在も認められています。
　まずは、算盤が使えることによって計算のプロセスがわかり暗算も上手になりま
す。それから算盤が脳を活性化する働きにより認知症と言う病気を避けられるそう
です。面白さがない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体と器具を使った学習は子供も大
人も十分に楽しめるものです。10級は最も初めの級で、10段は最も算盤の得意な位
置とされて、算盤世界大会までもあります。私もとても久しぶりに算盤をしてみたら没

頭しやすいものだと分かりました。その上、定期的に算盤で計算することにより集中
力、根気が身に付いて、精神面への効用もあります。
　日本では算盤の学習は今でも、塾などで子どもと大人も習えます。この度訪れた島根県
奥出雲町と兵庫県小野市の2カ所だけで算盤が生産されています。島根の「雲州そろばん」
と兵庫「播州そろばん」があります。運よく工場で雲州そろばんの製造工程を見学でき、本
当に上質な物が作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計算をしやすくするために質が安定した
算盤でないといけませんので、枠の原料は三つの原則で選ばれています。「硬くて重くて粘
りのある木」です。相応しいのはアフリカの黒檀などです。珠はツゲやカバなどからできてい
ます。子供がよく使うものなのでもし口に入れたりしても体に害を与えないものが使用され
ているそうです。最もびっくりしたのは一つの算盤を作り上げるのに183の工程を経ている
ことです。雲州そろばんの値段層は4千円から8万円までぐらいになっています。また同
じ場所で丁寧な指導の下、30分と1500円をかけて自分の算盤を作る体験ができます。
　算盤はスポーツのように集中でき、何も余計なことを考えなくなるので頭と気持ち
をリラックスさせるのにとてもいい方法だと思いました。昔、算盤は地域経済の発展
につながり、現在は計算だけではなく人の健康の向上など、良い効果だけ認められ
るため算盤を習う価値は高いに違い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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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発行：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Sondey OlaseunBorkhodoeva Natalia

　자연과 문화 환경이 풍부한 시마네현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것을 공부할 기회가 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판이라는 계산기에 대해 
배우고, 주판이 단순한 계산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국인 러시아에도 주판이 있고, 어렸을 때 자주 빵집 같은 곳을 가면, 
점원이 주판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단기간 주판을 배운 적도 있어서, 주판은 단순한 일상적인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시마네에서 한 이번 체험을 통해  주판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주판이란 꼬챙이에 꽃힌 주판알을 손으로 움직여 계산을 하는 
도구입니다. 주판과 비슷한 것은 옛부터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이상을 추구해 온 일본인들은, 주판 기술을 보다 스피디하고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다 더욱 주판을 
발달시켰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형태가 다른, 육각형의 
주판알도 계산 과정을 편하게 했습니다. 약 400년 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주판 덕분에 생긴 여러 가지 효과가 현재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판을 사용하면 계산 과정을 알게 되어, 암산도 능숙해 
집니다. 그리고 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치매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주판이 그다지 재미가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몸과 
기구를 사용하는 주판 학습은 아이, 어른 모두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주판에서 10급은 가장 초급 단계이고, 10단은 가장 고급 단계로, 주판 

세계 대회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랫만에 주판을 해 보니, 쉽게 몰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주판으로 계산하면, 
집중력과 끈기를 몸에 익히게 되어, 정신적인 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주판을 학원 등에서 아동과 성인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주판은 일본 전국에서, 시마네현 오쿠이즈모정（奥出雲
町）과 효고현 오노시（兵庫県小野市） 두 곳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마네에서 생산되는 주판을 「운슈（雲州） 주판」, 효고에서 생산되는 
주판을 「반슈（播州） 주판」이라고 합니다. 운좋게 공장에서 운슈 주판의 
제조 공정을 견학 할 수 있어서, 품질이 좋은 주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계산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판의 
재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주판의 틀을 만드는 원료는 세 가지의 
원칙으로 선정됩니다. 그 원칙이란, 「딱딱하고, 무겁고, 점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나무는 아프리카의 흑단 등입니다. 
주판알은 회양목이나 자작나무 등으로 만듭니다. 아동이 자주 주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아동이 주판을 입에 대더라도,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하나의 주판을 만드는 데 183번의 공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운슈 
주판의 가격대는 4천엔에서 8만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친절한 지도하에 30분 동안 1500엔의 참가비로, 자신만의 주판을 
만드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주판은 스포츠처럼 집중이 가능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므로, 두뇌와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주판은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졌지만, 현재는 
계산 뿐만 아니라, 건강을 향상시켜 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인정받아, 주판을 배우는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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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情を伝える

素朴な芸術で人情を伝える ――安来節・どじょうすくい踊り体験記 王　穎
　「どじょうすくい」という島根県の伝統芸能は三味線、鼓のテンポの良いリズム
の中と響き渡る安来節の唄にあわせた、ユーモアのある踊りです。安来節発祥
の地で、生の安来節が楽しめ、その殿堂「安来節演芸館」でプロの方の指導を受

け、どじょうすくいの男踊りを体験しました。どじょうすくいの踊りは男踊りと女踊
りがありますが、男踊りのユーモラな顔や動作から全国的によく知られているの
で、この踊りの面白さを体験するため、あちこちからの人が訪れています。
　それでは、まず服に注目してみましょう。絣の着物を着て、てぬぐいを頭にか
ぶり、鼻に何かつけています。これは5円玉だと思っている人が少なくないので
すが、実は江戸時代の本物の「寛永通宝」のコインです。なぜこれをつけるのか
についての説はいくつの説がありますが、滑稽な踊りですので、笑を誘う理由で
あることに間違いはないでしょう。さて、踊りの本番に入りましょう。腰にはどじょ
うを入れるビクを付け、ザルを頭に乗せ、腰を振りながら登場します。ザルを頭
から取ってビクに乗せ、まずはにっこり笑います。そして、どじょうを探し、見つけ
たら掬い、一緒に掬ったゴミをつかんで捨てて、ビクの中にどじょうを入れるとい
う一連の動作をし、どじょうすくいをする姿をいきいきと表します。最後は「あら、
えっさっさ～」の掛け声の中で退場します。「どじょうすくい」の踊りを安来節の唄
にあわせるので、さらにその芸能を楽しめます。今回は、四代目家元渡部お糸先
生に安来節についてもいろいろ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安来節の歌謡は、陽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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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雰囲気にもできるし、鎮魂歌にもでき、歌詞も数多くあり、その場に応じて即興
的に唄われることもあります。とても珍しいものです。安来節は年に「安来節唄い
初め会」、「お糸まつり」、「安来節全国優勝大会」の三回の盛大な大会がありま
す。日本国内だけではなく、中国、ロシア、アメリカなどの国でも公演されたことも
あります。たとえ言葉が通じなくても、美しい唄と楽しい踊りで素朴な人情を溢
れる芸能に人々は共感できるでしょう。
　どじょうすくいの由来についてこんな話があります。昔は、安来港は、米や鉄の
積み出し港として栄え、酒席など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安来近郷の若者等が昔、
どじょうを小川から掬って来てそれを肴に酒盛をしたそうです。そして、どじょう
を掬うときの動作を真似た踊りで、酒席等で喝采をたくさん得ました。この踊り
が安来節のリズムによく合って、安来節のあるところに、どじょうすくいの踊りが
あり、安来節の発展と共に大衆の中に浸透していったそうです。どじょうは豊富
なビタミンDと良質なタンパク質があるので、健康にいいと言われます。安来市
は全国屈指のどじょう養殖地として、年間生産量は4トンくらいです。「安来節演
芸館」の「どじょう亭」では、どじょうから揚げやどじょう鍋などさまざまなどじょう

料理も食べられます。
　短い体験でしたが、滑稽な表情と動きを真似ようと夢中になった時間でした。
習い終わると修了証をもらえ、いい思い出に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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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잉 （王　穎）

　「미꾸라지 잡이 춤」이라는 시마네현 전통예능은, 샤미센·북의 템포에 
맞춰 울려 퍼지는 야스기 부시(시마네현 이즈모 지역에서 불린 민요)의 
노래에 맞춰 추는 재미있는 춤입니다. 야스기 부시 발상지로, 야스기 
부시를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야스기 부시 연예관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미꾸라지 잡이 남자 춤 버전을 체험했습니다. 미꾸라지 
잡이 춤은 남자 춤과 여자 춤이 있는데, 남자 춤 버전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이나 동작 때문에,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 춤을 체험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선 의상에 주목해 봅시다. 감색바탕에 잔무늬가 있는 
기모노를 입고, 타월을 머리에 두르고, 코에 뭔가를 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에 붙이는 이것을 5엔 동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에도시대에 사용되었던 관영통보（寛永通宝）라는 동전입니다. 왜 이 
동전을 붙이는가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춤이기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춤으로 들어가 봅시다. 
허리에는 미꾸라지를 
넣 는  어 롱 을  달 고 ,  
소쿠리를 머리에 쓰고, 
허리를 흔들면서 등장합니다. 무대에 등장 후, 머리에 쓰고 있던 
소쿠리를 벗어, 어롱에 얹은 후, 우선 방긋 웃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를 
찾는 동작을 하다, 미꾸라지를 발견하면 건져내어, 그 안에 섞여 있는 
쓰레기는 분별해 버린 후, 어롱 안에 잡은 미꾸라지를 넣는다는 
스토리의 동작으로, 미꾸라지 잡이를 하는 모습을 생생히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라,엣사사”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미꾸라지 잡이 춤」은 야스기 부시 
노래에 맞추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게 
공 연 을  즐 길  수  있 습 니 다 .  이 번  
체험에서는,  야스기 부시4대 당주 
와타나베 오이토 선생님께 야스기 부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야스기 부시의 가요는,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도, 또한 진혼가로도 가능하며, 
가사의 수도 많고,  그 장소에 맞춰 
즉흥적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야스기 부시는  
매우 희귀한 전통 예능입니다. 야스기 부시는 한 해에「신년 야스기 부시 
노래 행사」, 「오이토 축제（야스기 부시 초대 당주인 오이토씨를 
회상하며 매년 벚꽃이 피는 시기에 야스기시에서 열리는 축제）」, 

「야스기 부시 전국 우승 대회」등의 3대 행사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공연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노래와 
즐거운 춤으로 소박한 인정이 넘치는 예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잡이의 유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야스기 

항구는, 쌀과 철을 선적하는 항구로 번영해, 연회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야스기 근처 마을 젊은이들이, 미꾸라지를 작은 냇가에서 
잡아와, 이를 안주로 해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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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속으로 침투해 갔다고 합니다.
　미꾸라지는 풍부한 비타민D와 양질의 단백질이 있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야스기시는 전국 굴지의 미꾸라지 양식지로서, 연간 생산량은 4
톤이나 됩니다.
　또한,「야스기 부시 연예관」의「도죠테이（どじょう亭,미꾸라지 음식 
전문점）」에서는, 미꾸라지 튀김, 냄비요리 등 다양한 미꾸라지 요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짧은 체험이었지만,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움직임을 흉내내려고 
열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미꾸라지 잡이 춤 체험이 끝나자, 수료증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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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朴な芸術で人情を伝える ――安来節・どじょうすくい踊り体験記 王　穎
　「どじょうすくい」という島根県の伝統芸能は三味線、鼓のテンポの良いリズム
の中と響き渡る安来節の唄にあわせた、ユーモアのある踊りです。安来節発祥
の地で、生の安来節が楽しめ、その殿堂「安来節演芸館」でプロの方の指導を受

け、どじょうすくいの男踊りを体験しました。どじょうすくいの踊りは男踊りと女踊
りがありますが、男踊りのユーモラな顔や動作から全国的によく知られているの
で、この踊りの面白さを体験するため、あちこちからの人が訪れています。
　それでは、まず服に注目してみましょう。絣の着物を着て、てぬぐいを頭にか
ぶり、鼻に何かつけています。これは5円玉だと思っている人が少なくないので
すが、実は江戸時代の本物の「寛永通宝」のコインです。なぜこれをつけるのか
についての説はいくつの説がありますが、滑稽な踊りですので、笑を誘う理由で
あることに間違いはないでしょう。さて、踊りの本番に入りましょう。腰にはどじょ
うを入れるビクを付け、ザルを頭に乗せ、腰を振りながら登場します。ザルを頭
から取ってビクに乗せ、まずはにっこり笑います。そして、どじょうを探し、見つけ
たら掬い、一緒に掬ったゴミをつかんで捨てて、ビクの中にどじょうを入れるとい
う一連の動作をし、どじょうすくいをする姿をいきいきと表します。最後は「あら、
えっさっさ～」の掛け声の中で退場します。「どじょうすくい」の踊りを安来節の唄
にあわせるので、さらにその芸能を楽しめます。今回は、四代目家元渡部お糸先
生に安来節についてもいろいろ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安来節の歌謡は、陽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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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雰囲気にもできるし、鎮魂歌にもでき、歌詞も数多くあり、その場に応じて即興
的に唄われることもあります。とても珍しいものです。安来節は年に「安来節唄い
初め会」、「お糸まつり」、「安来節全国優勝大会」の三回の盛大な大会がありま
す。日本国内だけではなく、中国、ロシア、アメリカなどの国でも公演されたことも
あります。たとえ言葉が通じなくても、美しい唄と楽しい踊りで素朴な人情を溢
れる芸能に人々は共感できるでしょう。
　どじょうすくいの由来についてこんな話があります。昔は、安来港は、米や鉄の
積み出し港として栄え、酒席など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安来近郷の若者等が昔、
どじょうを小川から掬って来てそれを肴に酒盛をしたそうです。そして、どじょう
を掬うときの動作を真似た踊りで、酒席等で喝采をたくさん得ました。この踊り
が安来節のリズムによく合って、安来節のあるところに、どじょうすくいの踊りが
あり、安来節の発展と共に大衆の中に浸透していったそうです。どじょうは豊富
なビタミンDと良質なタンパク質があるので、健康にいいと言われます。安来市
は全国屈指のどじょう養殖地として、年間生産量は4トンくらいです。「安来節演
芸館」の「どじょう亭」では、どじょうから揚げやどじょう鍋などさまざまなどじょう

料理も食べられます。
　短い体験でしたが、滑稽な表情と動きを真似ようと夢中になった時間でした。
習い終わると修了証をもらえ、いい思い出に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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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잉 （王　穎）

　「미꾸라지 잡이 춤」이라는 시마네현 전통예능은, 샤미센·북의 템포에 
맞춰 울려 퍼지는 야스기 부시(시마네현 이즈모 지역에서 불린 민요)의 
노래에 맞춰 추는 재미있는 춤입니다. 야스기 부시 발상지로, 야스기 
부시를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야스기 부시 연예관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미꾸라지 잡이 남자 춤 버전을 체험했습니다. 미꾸라지 
잡이 춤은 남자 춤과 여자 춤이 있는데, 남자 춤 버전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이나 동작 때문에,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 춤을 체험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선 의상에 주목해 봅시다. 감색바탕에 잔무늬가 있는 
기모노를 입고, 타월을 머리에 두르고, 코에 뭔가를 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에 붙이는 이것을 5엔 동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에도시대에 사용되었던 관영통보（寛永通宝）라는 동전입니다. 왜 이 
동전을 붙이는가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춤이기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춤으로 들어가 봅시다. 
허리에는 미꾸라지를 
넣 는  어 롱 을  달 고 ,  
소쿠리를 머리에 쓰고, 
허리를 흔들면서 등장합니다. 무대에 등장 후, 머리에 쓰고 있던 
소쿠리를 벗어, 어롱에 얹은 후, 우선 방긋 웃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를 
찾는 동작을 하다, 미꾸라지를 발견하면 건져내어, 그 안에 섞여 있는 
쓰레기는 분별해 버린 후, 어롱 안에 잡은 미꾸라지를 넣는다는 
스토리의 동작으로, 미꾸라지 잡이를 하는 모습을 생생히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라,엣사사”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미꾸라지 잡이 춤」은 야스기 부시 
노래에 맞추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게 
공 연 을  즐 길  수  있 습 니 다 .  이 번  
체험에서는,  야스기 부시4대 당주 
와타나베 오이토 선생님께 야스기 부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야스기 부시의 가요는,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도, 또한 진혼가로도 가능하며, 
가사의 수도 많고,  그 장소에 맞춰 
즉흥적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야스기 부시는  
매우 희귀한 전통 예능입니다. 야스기 부시는 한 해에「신년 야스기 부시 
노래 행사」, 「오이토 축제（야스기 부시 초대 당주인 오이토씨를 
회상하며 매년 벚꽃이 피는 시기에 야스기시에서 열리는 축제）」, 

「야스기 부시 전국 우승 대회」등의 3대 행사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공연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노래와 
즐거운 춤으로 소박한 인정이 넘치는 예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잡이의 유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야스기 

항구는, 쌀과 철을 선적하는 항구로 번영해, 연회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야스기 근처 마을 젊은이들이, 미꾸라지를 작은 냇가에서 
잡아와, 이를 안주로 해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를 잡을 때의 동작을 흉내낸 춤으로, 술자리 등에서 갈채를 
받았습니다. 
　미꾸라지 잡이 춤은 야스기 부시의 리듬에 잘 맞아, 야스기 부시가 
있는 곳에, 미꾸라지 잡이 춤이 함께 해, 야스기 부시의 발전과 함께 
대중 속으로 침투해 갔다고 합니다.
　미꾸라지는 풍부한 비타민D와 양질의 단백질이 있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야스기시는 전국 굴지의 미꾸라지 양식지로서, 연간 생산량은 4
톤이나 됩니다.
　또한,「야스기 부시 연예관」의「도죠테이（どじょう亭,미꾸라지 음식 
전문점）」에서는, 미꾸라지 튀김, 냄비요리 등 다양한 미꾸라지 요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짧은 체험이었지만,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움직임을 흉내내려고 
열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미꾸라지 잡이 춤 체험이 끝나자, 수료증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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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雲そば手打ち挑戦体験記 朴慧貞（パク・へジョン）
主人である西澤由英（にしざわよしひで）さんは20年間蕎麦を打ってきたそうです。今回
の体験のために用意してあったそば粉の種類は二つ、「横田小そば」と「ひたち」という品
種でした。この二つの品種の違いについては記事の後半に説明を付け加えます。
　私は今まで、仕事で3回ぐらいそば打ちを経験したことがあります。そば打ちの
作業は大変繊細で、すぐ身に着くようなスキルではないと思います。
　そば打ちの手順は下記のように7つの作業に分けられます。
　1.配合  2.計量  3.調整  4.水回し・捏ね  5.延ばし  6.包丁切り  7.茹で・水洗い
　1番目の「配合」から3番目の「調整」までの作業は体験の前にすでに完了されていまし
た。そば粉100％を使うことを「十割そば」といいますが、もともとそば粉というのは粘りが
少なく、さらさらしているので、十割そばは手打ちする時、すごいスキルが必要だそうです。
　一般的の配合は「二八（にはち）」、そば粉80％・小麦粉20％だそうで、今回は二八
そば打ちに挑戦しました。用意されているそば粉は500g、ここに入れる水の量はそば
粉の1/2の250gです。まず、使用するそば粉をふるいにかけ、不純物を取り除きます。
次は250gの水を3回に分けて(100g、100g、50g)加え、素早く混ぜます。1回と2回はお
水を加え、手を「蟹のような手」にして軽く全体に水分が染みこむように混ぜます。最後

　みなさんは和食と言えば何が思い浮かびますか。刺身・すし・うどんなど、さまざまな和
食がありますが、麺料理の中でも特に欠かせないのが蕎麦です。蕎麦はそば粉で作った
麺のことをいいます。韓国の料理にもそば粉を利用したいろんな料理があり、和風の蕎
麦を身近で味わうこともできます。韓国の人にも馴染みある蕎麦と言えば、ざるそばです。
　もちろん蕎麦には日本の各地域の特徴を活かしたいろいろな種類があります。そ
の中で、島根県の出雲地域の蕎麦は「出雲そば」と呼ばれ、独特の特徴を持っていま
す。出雲そばは蕎麦の実を皮ごと石臼で挽くため、蕎麦の色は濃く黒く見え、香りが
強いです。一般的に知られている蕎麦の食べ方は蕎麦をだし汁の中に入れて食べる
場合が多いですが、出雲そばの食べ方は蕎麦の上に薬味をのせ、だし汁をかけて食
べる場合が多いです。出雲そばの中でも三段の丸い器にそばを盛って出す割子そ
ばがもっとも有名な形です。これは江戸時代、松江の趣味人たちが蕎麦を野外で食
べるために弁当箱として用いられた形式が基とな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今回は日本人に親しまれてきた蕎麦、その中でも島根を代表する出雲そばの
手打ちにチャレンジしてみました。
　場所は島根県仁多郡奥出雲町にある手打ち蕎麦屋の「山県そば」です。このお店のご

ちそばは新品種で、香りはあまりないですが、粒が横田小そばより大きく、粘りが
あり、収穫量が多いため、近来はひたちそばを多く栽培してきたそうです。
　横田小そばはひたちそばより収穫量が少ないため、値段が高いです。手打ちそ
ば体験をさせてもらった山県そばのご主人は横田小そばを直接栽培し、年4トンの
収穫量の中、約3トンに近い量をご自分で手打ちそばとして使っているそうです。
　奥出雲町は谷が多い入り組んだ地形で、「谷風」と呼ばれる冷たい風が吹くた
め、昼夜の気温差が大きく、土壌の水はけがよく、おいしい蕎麦の育つ条件が揃っ
ています。このような奥出雲町の在来種である横田小そばは特に風味がよく、江戸
時代には松江藩が江戸藩主に納める献上そばに使われて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
　今回の体験を通じて長い歴史の中で日本人が親しんで食べてきた蕎麦を直接
打ってみて、特に島根の特産の出雲そば、奥出雲産の二種類の蕎麦を作り、味
わってみながら日本人の蕎麦に対しての心が少しでも理解できた大事な時間に
なったと思います。島根にいらしたら、味の深い出雲そばを自分の手で打って、召
し上がることができます。もしかしたら、今回の経験が私にとって、蕎麦のマニアッ
クな世界に足を踏み出すその一歩になったかもしれ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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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残った50gの水を加え、ぼろぼろとできたかたまりをまとめてひとかたまりにします。
　次は延ばす作業です。とても繊細な作業なので、時間があまりにもかかると生
地が乾燥し、破れてしまうので、この作業も手早くやります。まず、手である程度延
ばしたら、麺棒を使って平たく延ばします。延ばした生地は両手でしっかり押しな
がら麺棒に巻き付け、手前へ戻し、先方へ転がし、生地を広げます。この作業を縦・
横と角度を変えながら繰りしていくと、生地がだんだんひし形になってきます。こ
のひし形の生地を正方形に作っていくのが大事な点です。
　生地の延ばしが終わったら、生地を半分ずつ折り、そば専用の包丁で切ります。
この包丁は中華包丁に似たような形で、四角くて大きい包丁です。専用の包丁を
利用し、生地を1.5㎜～2㎜ぐらいに均一に切り、生地についている打ち粉の小麦
粉を軽く振り落とし、茹でて水洗いまで終わると完成です。できあがった蕎麦は記
事の前半で説明した割子そばにしてねぎ、おろし大根、鰹節、刻みのりをのせ、つ
ゆをかけていただきました。さすが手打ちそばならではの歯応えがあり、香りと甘
みが口全体に広がりました。横田小そばは在来種で、小粒でありながら、「香り、甘
み」が強くおいしい蕎麦で、各家庭で少しずつ栽培してきました。これに対し、ひた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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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일본음식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회·초밥·우동 등 다양한 일본 
음식이 있는데, 면요리 중에서도 특히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소바입니다. 소바는 
메 밀 가 루 로  만 든  면 을  말 합 니 다 .  
한국음식에도 메밀가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가 있고, 일본식 소바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소바는 주로 자루소바（김을 뿌린 
면을 간장에 찍어 먹음）입니다.
　물론 소바는 일본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시마네현 이즈모 지역의 소바는 「이즈모 
소바」라고 불리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즈모 소바는 
메밀을 껍질채 맷돌로 갈기 때문에, 메밀 색이 일반 소바보다 진하고 
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바 먹는 방법은, 간장에 
소바를 넣어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즈모 소바의 경우, 소바 위에 
고명을 얹어, 간장을 뿌려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즈모 소바 중에서도 
삼단의 둥근 그릇에 소바를 얹어내는 와리고（割子） 소바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것은 에도시대에 마쓰에에 살던 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소바를 먹기 위해 도시락통에 갖고 온 것이 원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소바, 그 중에서도 시마네를 
대표하는 「이즈모 소바」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장소는 시마네현 니타군 오쿠이즈모정（島根県仁多郡奥出雲町）에 
위치한 수타소바집인 야마가타 소바（山県そば）입니다. 이곳의 주인인 
니시자와 요시히데（西澤由英）씨는 20년간 수타 소바를 만들어 
왔습니다. 체험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메밀가루의 종류는 두 가지, 

「요코타코（横田小）소바」와 「히타치（ひたち）」라는 품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품종의 메밀가루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반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타 소바 체험은 일로, 3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소바 만들기 작업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어서, 금방 익힐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타 소바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뉩니다.

　1. 배합  2. 계량  3.조정  4. 물 넣기·반죽  5. 반죽 늘리기  6. 면 
자르기  7. 면 삶기·물에 헹구기
　첫 번째 「배합」부터 세 번째 「조정」까지의 준비는 체험 전에 모두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메밀가루를 100% 다 쓰는 것을 주와리 소바（十割
そば）라고 하는데, 원래 메밀가루는 점성이 적고 보슬보슬하기 때문에, 
주와리 소바는 수타 소바를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배합은 니하치（二八）, 메밀가루 80%· 밀가루 
20%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니하치 수타 소바에 도전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메밀가루의 양은 500g,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메밀가루의 
1/2인 250g입니다. 우선, 사용할 메밀가루를 체에 걸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250g의 물을 3회에 걸쳐（100g, 100g,50g）  
붓고, 신속히 반죽을 합니다. 이 때 1회와 2회는 물을 반죽에 붓고, 손을 

「게의 손」모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분이 잘 스며 들도록 가볍게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50g의 물을 넣고 자잘하게 생긴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반죽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죽을 늘리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 반죽이 건조해서 찢어지게 되므로 신속히 해야 
합니다. 우선, 손으로 어느 정도 늘린 후, 봉을 사용해 평평하게 
늘립니다. 늘린 반죽을 양손으로 누르면서 봉으로 말아, 앞에서부터 
자기쪽으로 굴린 후, 다시 앞쪽으로 3회 굴려가며, 반죽을 서서히 
늘립니다. 이 작업을 가로 세로 각도를 바꾸면서 반복해 가면, 반죽이 
마름모 꼴이 됩니다. 마름모꼴 반죽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죽 늘리기가 끝나면, 반죽을 반 씩 잘 접어, 소바 전용 칼로 
자릅니다. 이 칼은 중식도와 비슷한 모양의 사각형의 거대한 칼입니다. 
전용칼을 이용해 반죽을 1.5mm~2mm 정도로 균일하게 잘라, 반죽에 
묻어있는 밀가루를 털어내어 물에 삶고, 헹구기까지 끝나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소바는 기사의 전반부에서 설명해 드린 와리고 소바로 해서, 

박 혜 정

이즈모 소바,　
수타　도전　체험기

쪽파·무즙·가다랑어포·김가루를 위에 얹고, 간장을 뿌려 먹었습니다. 역시 
수타 소바만의 쫄깃한 맛이 느껴졌고, 소바의 향과 단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요코타코 소바는 재래종으로, 알갱이는 작지만, [향, 
단맛]이 강한 맛있는 소바로, 각 가정에서 조금씩 재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히타치 소바는 신품종으로, 향은 없지만, 알갱이가 요코타코 
소바보다 크고 점성이 있으며, 수확량도 많아, 근래에는 히타치 소바를 
많이 재배해 왔다고 합니다. 
　수확량에 있어서 요코타코 소바는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비쌉니다. 수타 소바 체험을 한 야마가타 소바의 주인은 
요코타코 소바를 직접 재배해, 연 4톤의 수확량 중 3톤 가까이 수타 
소바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쿠이즈모는 골짜기가 많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형으로, 골짜기 
바람이라고 불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토양은 
배수가 좋고, 맛있는 소바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쿠이즈모정의 재래종인 요코타코 소바는 특히 풍미가 좋아, 
에도 시대에는 마쓰에 번（松江藩）이 에도 번주（江戸藩主）에게 봉납하는 
소바로 올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오랜 역사 속에서 일본인이 즐겨 먹어온 소바를 
직접 만들어 보며, 특히 시마네의 특산인 이즈모 소바, 오쿠이즈모산（奥
出雲産） 두 품종의 소바를 만들고, 맛을 음미해 본 시간을 통해 
일본인들의 소바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마네에 오시면 맛이 깊은 이즈모 소바를 
직접 만들어 먹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경험이 저에게 있어, 
소바 매니아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한 걸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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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雲そば手打ち挑戦体験記 朴慧貞（パク・へジョン）
主人である西澤由英（にしざわよしひで）さんは20年間蕎麦を打ってきたそうです。今回
の体験のために用意してあったそば粉の種類は二つ、「横田小そば」と「ひたち」という品
種でした。この二つの品種の違いについては記事の後半に説明を付け加えます。
　私は今まで、仕事で3回ぐらいそば打ちを経験したことがあります。そば打ちの
作業は大変繊細で、すぐ身に着くようなスキルではないと思います。
　そば打ちの手順は下記のように7つの作業に分けられます。
　1.配合  2.計量  3.調整  4.水回し・捏ね  5.延ばし  6.包丁切り  7.茹で・水洗い
　1番目の「配合」から3番目の「調整」までの作業は体験の前にすでに完了されていまし
た。そば粉100％を使うことを「十割そば」といいますが、もともとそば粉というのは粘りが
少なく、さらさらしているので、十割そばは手打ちする時、すごいスキルが必要だそうです。
　一般的の配合は「二八（にはち）」、そば粉80％・小麦粉20％だそうで、今回は二八
そば打ちに挑戦しました。用意されているそば粉は500g、ここに入れる水の量はそば
粉の1/2の250gです。まず、使用するそば粉をふるいにかけ、不純物を取り除きます。
次は250gの水を3回に分けて(100g、100g、50g)加え、素早く混ぜます。1回と2回はお
水を加え、手を「蟹のような手」にして軽く全体に水分が染みこむように混ぜます。最後

　みなさんは和食と言えば何が思い浮かびますか。刺身・すし・うどんなど、さまざまな和
食がありますが、麺料理の中でも特に欠かせないのが蕎麦です。蕎麦はそば粉で作った
麺のことをいいます。韓国の料理にもそば粉を利用したいろんな料理があり、和風の蕎
麦を身近で味わうこともできます。韓国の人にも馴染みある蕎麦と言えば、ざるそばです。
　もちろん蕎麦には日本の各地域の特徴を活かしたいろいろな種類があります。そ
の中で、島根県の出雲地域の蕎麦は「出雲そば」と呼ばれ、独特の特徴を持っていま
す。出雲そばは蕎麦の実を皮ごと石臼で挽くため、蕎麦の色は濃く黒く見え、香りが
強いです。一般的に知られている蕎麦の食べ方は蕎麦をだし汁の中に入れて食べる
場合が多いですが、出雲そばの食べ方は蕎麦の上に薬味をのせ、だし汁をかけて食
べる場合が多いです。出雲そばの中でも三段の丸い器にそばを盛って出す割子そ
ばがもっとも有名な形です。これは江戸時代、松江の趣味人たちが蕎麦を野外で食
べるために弁当箱として用いられた形式が基とな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今回は日本人に親しまれてきた蕎麦、その中でも島根を代表する出雲そばの
手打ちにチャレンジしてみました。
　場所は島根県仁多郡奥出雲町にある手打ち蕎麦屋の「山県そば」です。このお店のご

ちそばは新品種で、香りはあまりないですが、粒が横田小そばより大きく、粘りが
あり、収穫量が多いため、近来はひたちそばを多く栽培してきたそうです。
　横田小そばはひたちそばより収穫量が少ないため、値段が高いです。手打ちそ
ば体験をさせてもらった山県そばのご主人は横田小そばを直接栽培し、年4トンの
収穫量の中、約3トンに近い量をご自分で手打ちそばとして使っているそうです。
　奥出雲町は谷が多い入り組んだ地形で、「谷風」と呼ばれる冷たい風が吹くた
め、昼夜の気温差が大きく、土壌の水はけがよく、おいしい蕎麦の育つ条件が揃っ
ています。このような奥出雲町の在来種である横田小そばは特に風味がよく、江戸
時代には松江藩が江戸藩主に納める献上そばに使われて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
　今回の体験を通じて長い歴史の中で日本人が親しんで食べてきた蕎麦を直接
打ってみて、特に島根の特産の出雲そば、奥出雲産の二種類の蕎麦を作り、味
わってみながら日本人の蕎麦に対しての心が少しでも理解できた大事な時間に
なったと思います。島根にいらしたら、味の深い出雲そばを自分の手で打って、召
し上がることができます。もしかしたら、今回の経験が私にとって、蕎麦のマニアッ
クな世界に足を踏み出すその一歩になったかもしれません。

●Japanese

に残った50gの水を加え、ぼろぼろとできたかたまりをまとめてひとかたまりにします。
　次は延ばす作業です。とても繊細な作業なので、時間があまりにもかかると生
地が乾燥し、破れてしまうので、この作業も手早くやります。まず、手である程度延
ばしたら、麺棒を使って平たく延ばします。延ばした生地は両手でしっかり押しな
がら麺棒に巻き付け、手前へ戻し、先方へ転がし、生地を広げます。この作業を縦・
横と角度を変えながら繰りしていくと、生地がだんだんひし形になってきます。こ
のひし形の生地を正方形に作っていくのが大事な点です。
　生地の延ばしが終わったら、生地を半分ずつ折り、そば専用の包丁で切ります。
この包丁は中華包丁に似たような形で、四角くて大きい包丁です。専用の包丁を
利用し、生地を1.5㎜～2㎜ぐらいに均一に切り、生地についている打ち粉の小麦
粉を軽く振り落とし、茹でて水洗いまで終わると完成です。できあがった蕎麦は記
事の前半で説明した割子そばにしてねぎ、おろし大根、鰹節、刻みのりをのせ、つ
ゆをかけていただきました。さすが手打ちそばならではの歯応えがあり、香りと甘
みが口全体に広がりました。横田小そばは在来種で、小粒でありながら、「香り、甘
み」が強くおいしい蕎麦で、各家庭で少しずつ栽培してきました。これに対し、ひた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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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일본음식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회·초밥·우동 등 다양한 일본 
음식이 있는데, 면요리 중에서도 특히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소바입니다. 소바는 
메 밀 가 루 로  만 든  면 을  말 합 니 다 .  
한국음식에도 메밀가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가 있고, 일본식 소바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소바는 주로 자루소바（김을 뿌린 
면을 간장에 찍어 먹음）입니다.
　물론 소바는 일본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시마네현 이즈모 지역의 소바는 「이즈모 
소바」라고 불리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즈모 소바는 
메밀을 껍질채 맷돌로 갈기 때문에, 메밀 색이 일반 소바보다 진하고 
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바 먹는 방법은, 간장에 
소바를 넣어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즈모 소바의 경우, 소바 위에 
고명을 얹어, 간장을 뿌려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즈모 소바 중에서도 
삼단의 둥근 그릇에 소바를 얹어내는 와리고（割子） 소바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것은 에도시대에 마쓰에에 살던 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소바를 먹기 위해 도시락통에 갖고 온 것이 원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소바, 그 중에서도 시마네를 
대표하는 「이즈모 소바」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장소는 시마네현 니타군 오쿠이즈모정（島根県仁多郡奥出雲町）에 
위치한 수타소바집인 야마가타 소바（山県そば）입니다. 이곳의 주인인 
니시자와 요시히데（西澤由英）씨는 20년간 수타 소바를 만들어 
왔습니다. 체험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메밀가루의 종류는 두 가지, 

「요코타코（横田小）소바」와 「히타치（ひたち）」라는 품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품종의 메밀가루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반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타 소바 체험은 일로, 3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소바 만들기 작업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어서, 금방 익힐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타 소바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뉩니다.

　1. 배합  2. 계량  3.조정  4. 물 넣기·반죽  5. 반죽 늘리기  6. 면 
자르기  7. 면 삶기·물에 헹구기
　첫 번째 「배합」부터 세 번째 「조정」까지의 준비는 체험 전에 모두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메밀가루를 100% 다 쓰는 것을 주와리 소바（十割
そば）라고 하는데, 원래 메밀가루는 점성이 적고 보슬보슬하기 때문에, 
주와리 소바는 수타 소바를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배합은 니하치（二八）, 메밀가루 80%· 밀가루 
20%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니하치 수타 소바에 도전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메밀가루의 양은 500g,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메밀가루의 
1/2인 250g입니다. 우선, 사용할 메밀가루를 체에 걸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250g의 물을 3회에 걸쳐（100g, 100g,50g）  
붓고, 신속히 반죽을 합니다. 이 때 1회와 2회는 물을 반죽에 붓고, 손을 

「게의 손」모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분이 잘 스며 들도록 가볍게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50g의 물을 넣고 자잘하게 생긴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반죽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죽을 늘리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 반죽이 건조해서 찢어지게 되므로 신속히 해야 
합니다. 우선, 손으로 어느 정도 늘린 후, 봉을 사용해 평평하게 
늘립니다. 늘린 반죽을 양손으로 누르면서 봉으로 말아, 앞에서부터 
자기쪽으로 굴린 후, 다시 앞쪽으로 3회 굴려가며, 반죽을 서서히 
늘립니다. 이 작업을 가로 세로 각도를 바꾸면서 반복해 가면, 반죽이 
마름모 꼴이 됩니다. 마름모꼴 반죽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죽 늘리기가 끝나면, 반죽을 반 씩 잘 접어, 소바 전용 칼로 
자릅니다. 이 칼은 중식도와 비슷한 모양의 사각형의 거대한 칼입니다. 
전용칼을 이용해 반죽을 1.5mm~2mm 정도로 균일하게 잘라, 반죽에 
묻어있는 밀가루를 털어내어 물에 삶고, 헹구기까지 끝나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소바는 기사의 전반부에서 설명해 드린 와리고 소바로 해서, 

박 혜 정

이즈모 소바,　
수타　도전　체험기

쪽파·무즙·가다랑어포·김가루를 위에 얹고, 간장을 뿌려 먹었습니다. 역시 
수타 소바만의 쫄깃한 맛이 느껴졌고, 소바의 향과 단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요코타코 소바는 재래종으로, 알갱이는 작지만, [향, 
단맛]이 강한 맛있는 소바로, 각 가정에서 조금씩 재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히타치 소바는 신품종으로, 향은 없지만, 알갱이가 요코타코 
소바보다 크고 점성이 있으며, 수확량도 많아, 근래에는 히타치 소바를 
많이 재배해 왔다고 합니다. 
　수확량에 있어서 요코타코 소바는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비쌉니다. 수타 소바 체험을 한 야마가타 소바의 주인은 
요코타코 소바를 직접 재배해, 연 4톤의 수확량 중 3톤 가까이 수타 
소바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쿠이즈모는 골짜기가 많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형으로, 골짜기 
바람이라고 불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토양은 
배수가 좋고, 맛있는 소바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쿠이즈모정의 재래종인 요코타코 소바는 특히 풍미가 좋아, 
에도 시대에는 마쓰에 번（松江藩）이 에도 번주（江戸藩主）에게 봉납하는 
소바로 올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오랜 역사 속에서 일본인이 즐겨 먹어온 소바를 
직접 만들어 보며, 특히 시마네의 특산인 이즈모 소바, 오쿠이즈모산（奥
出雲産） 두 품종의 소바를 만들고, 맛을 음미해 본 시간을 통해 
일본인들의 소바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마네에 오시면 맛이 깊은 이즈모 소바를 
직접 만들어 먹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경험이 저에게 있어, 
소바 매니아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한 걸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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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水寺と座禅 Sondey Olaseun
　寒くて、白い日でした。車で安来に向かう間、静かに地上に落ちていく雪を見
ながら稲田の間と坂を通りました。今までは島根県の魅力的な場所に行く機会
が多くありましたが、島根の寺にまだ行ったことがなく、そのチャンスを待ってい
ました。今回、島根県での習い事をテーマとして、同僚と一緒に安来の清水寺に
座禅を習いに行くことができました。
　寺の名前を初めて聞いた時は京都の清水寺と間違えてしまいました。です
が、安来の清水寺と京都にあるのは全く違います。京都の清水寺は北法相宗で
すが、安来の清水寺は天台宗す。安来の清水寺は中国三十三観音霊場の第28
番札所です。根本堂は国定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木造の仏像の中に
は国定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のもあります。
　雪と巨大な樹は不思議ながらも落ち着いた雰囲気に包まれ、数きれない階段
の上に待っていた清水寺。根本堂に入ると、太鼓と斉唱が聞こえてきました。2月
15日は涅槃会という特別な日です。仏様が涅槃に行った日だと言われていま
す。それを祝う行事が行われていました。そして、涅槃図が展示され、仏様の鼻く
そだと言われるお菓子がありました。仏様が近く感じられるようにそのお菓子を

食べるということです。思ったより香ばしくて、おいしかったです!根本堂で清水
谷貫主は笑顔で私たちを迎えてくださいました。

●Japanese

　次は護摩堂に移りました。根本堂より小さくて、中には不動明王の仏像があり
ました。清水谷貫主によると、自分が困ったときに、何があっても動かさない不
動明王を思って自分の心も動かさないようにできるとされています。床に腰を下
ろし、座禅体験を始めました。座禅の目的は仏教の基本の一つである観想です。
正しい座り方、目の閉じ方など教えてくれました。呼吸に集中し、心を静めようと
しましたが、難しかったです。周りの音などが気になって、あまり心を静めること
が出来なかったですが、屋根から落ちる雪の音がはっきりと聞こえたことに驚き
ました。自分を包み込む安静と平和な雰囲気を感じて、リラックス出来ました。
15分が経ったら、次の体験が始まりました。
　写経は瞑想の方法として筆を使用し、経を写し書くことです。目的は座禅と
一緒です。文字を書くことしか考えないように、ゆっくりと丁寧に漢字を書い
て、それだけに心を注ぐことです。私は筆で書くことはなれていないので、持ち
方が気になって、心が焦りましたが、面白い経験でした。写経していたのは懺
悔文と延命観音経でした。読める漢字がありましたが経の意味は全く分かりま
せんでした。

　体験の後、清水谷貫主に現代の社会の中でなぜ座禅は必要かと聞いてみま
した。今は情報などが多く、心を静める方法が求められているからですと答えら
れました。現代の速くて、忙しい社会に対応できるように穏やかな心を持つこと
が大事です。私はずっと座禅に興味があって、寺で経験できてよかったと思いま
す。海外からの観光客には、座禅などに興味を思っている方が多く、座禅と写経
のような体験が非常に面白くて、安来の清水寺と日本の文化について習うきっ
かけになると思います。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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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하얀 날이었습니다. 차로 야스기로 이동하는 동안, 조용히 
흩날리는 눈을 보면서 논 사이와 언덕을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마네현의 매력적인 곳에 갈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시마네의 절에는 
간 적은 없어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마네현에서의 체험을 테마로, 동료와 함께 야스기시에 있는 
기요미즈테라 절에 좌선을 배우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절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교토에 있는 기요미즈테라 절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야스기시의 기요미즈테라 절과 교토의 
기요미즈테라 절은 전혀 다른 절이었습니다. 교토의 기요미즈테라 절은 
불교의 종파가 북법상종（北法相宗,일본 불교의 한 종파）이지만, 
야스기시의 기요미즈테라 절은 천태종（天台宗）입니다. 야스기시의 
기요미즈테라 절은 주고쿠（시마네현, 돗토리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5개의 현이 속함）33관음의 제28번째 영장（霊
場）입니다.  그  중 ,  근본당（根本堂）이라는 건물은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입니다. 경내의 목조 불상 중에도 국가지정 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신비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의 눈과 거대한 나무에 휩싸여, 
수없이 많은 계단 위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미즈테라 절. 
근본당에 들어가자, 북과 제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월15일은 열반회

（석가의 기일에 행하는 법회）가 열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경내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열반도（涅槃図）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부처님의 코딱지」라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 이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본당에서 시미즈다니 주지스님이 우리들을 미소띈 
얼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마당（護摩堂）으로 이동했습니다.  호마당은 
근본당보다는 규모가 작았으며, 그 안에는 부동명왕（不動明王） 불상이 
있었습니다. 시미즈다니 주지스님에 따르면, 자신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부동명왕을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도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마당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좌선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좌선의 목적은 불교의 
기본 중 하나인 명상입니다.
　좌선 시간에는 바르게 앉는 법, 눈을 감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마음을 정화하려고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주변 소리들이 
신경이 쓰여,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 좀처럼 어려웠지만, 명상 중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 소리가 선명히 들렸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뒤덮는 안정감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15분이 경과하자, 다음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경（写経）은 명상 방법의 하나로, 붓을 사용해 경문을 베끼는 
일입니다. 그 목적은 좌선과 같습니다. 글을 쓰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천천히 신중하게 한자를 쓰며, 정성을 다합니다. 저는 붓으로 글을 쓰는 
일에 익숙지 않아서, 붓을 쥐는 법이 신경이 쓰여 초조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사경을 한 것은 참회문（懺悔文）과 연명관음경（延命観音
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읽을 수 있는 한자도 있었지만, 경문의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체험이 끝난 후, 시미즈다니 주지스님께 현대 사회에 왜 좌선이 
필요한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시미즈다니 주지스님은 그 이유에 대해, 
현대 사회는 정보가 흘러 넘쳐,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빠르고, 바쁜 사회에 적응 가능하도록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좌선에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요미즈테라 절에서 좌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좌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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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水寺と座禅 Sondey Olaseun
　寒くて、白い日でした。車で安来に向かう間、静かに地上に落ちていく雪を見
ながら稲田の間と坂を通りました。今までは島根県の魅力的な場所に行く機会
が多くありましたが、島根の寺にまだ行ったことがなく、そのチャンスを待ってい
ました。今回、島根県での習い事をテーマとして、同僚と一緒に安来の清水寺に
座禅を習いに行くことができました。
　寺の名前を初めて聞いた時は京都の清水寺と間違えてしまいました。です
が、安来の清水寺と京都にあるのは全く違います。京都の清水寺は北法相宗で
すが、安来の清水寺は天台宗す。安来の清水寺は中国三十三観音霊場の第28
番札所です。根本堂は国定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木造の仏像の中に
は国定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のもあります。
　雪と巨大な樹は不思議ながらも落ち着いた雰囲気に包まれ、数きれない階段
の上に待っていた清水寺。根本堂に入ると、太鼓と斉唱が聞こえてきました。2月
15日は涅槃会という特別な日です。仏様が涅槃に行った日だと言われていま
す。それを祝う行事が行われていました。そして、涅槃図が展示され、仏様の鼻く
そだと言われるお菓子がありました。仏様が近く感じられるようにそのお菓子を

食べるということです。思ったより香ばしくて、おいしかったです!根本堂で清水
谷貫主は笑顔で私たちを迎えてくださいました。

●Japanese

　次は護摩堂に移りました。根本堂より小さくて、中には不動明王の仏像があり
ました。清水谷貫主によると、自分が困ったときに、何があっても動かさない不
動明王を思って自分の心も動かさないようにできるとされています。床に腰を下
ろし、座禅体験を始めました。座禅の目的は仏教の基本の一つである観想です。
正しい座り方、目の閉じ方など教えてくれました。呼吸に集中し、心を静めようと
しましたが、難しかったです。周りの音などが気になって、あまり心を静めること
が出来なかったですが、屋根から落ちる雪の音がはっきりと聞こえたことに驚き
ました。自分を包み込む安静と平和な雰囲気を感じて、リラックス出来ました。
15分が経ったら、次の体験が始まりました。
　写経は瞑想の方法として筆を使用し、経を写し書くことです。目的は座禅と
一緒です。文字を書くことしか考えないように、ゆっくりと丁寧に漢字を書い
て、それだけに心を注ぐことです。私は筆で書くことはなれていないので、持ち
方が気になって、心が焦りましたが、面白い経験でした。写経していたのは懺
悔文と延命観音経でした。読める漢字がありましたが経の意味は全く分かりま
せんでした。

　体験の後、清水谷貫主に現代の社会の中でなぜ座禅は必要かと聞いてみま
した。今は情報などが多く、心を静める方法が求められているからですと答えら
れました。現代の速くて、忙しい社会に対応できるように穏やかな心を持つこと
が大事です。私はずっと座禅に興味があって、寺で経験できてよかったと思いま
す。海外からの観光客には、座禅などに興味を思っている方が多く、座禅と写経
のような体験が非常に面白くて、安来の清水寺と日本の文化について習うきっ
かけになると思います。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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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하얀 날이었습니다. 차로 야스기로 이동하는 동안, 조용히 
흩날리는 눈을 보면서 논 사이와 언덕을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마네현의 매력적인 곳에 갈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시마네의 절에는 
간 적은 없어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마네현에서의 체험을 테마로, 동료와 함께 야스기시에 있는 
기요미즈테라 절에 좌선을 배우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절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교토에 있는 기요미즈테라 절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야스기시의 기요미즈테라 절과 교토의 
기요미즈테라 절은 전혀 다른 절이었습니다. 교토의 기요미즈테라 절은 
불교의 종파가 북법상종（北法相宗,일본 불교의 한 종파）이지만, 
야스기시의 기요미즈테라 절은 천태종（天台宗）입니다. 야스기시의 
기요미즈테라 절은 주고쿠（시마네현, 돗토리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5개의 현이 속함）33관음의 제28번째 영장（霊
場）입니다.  그  중 ,  근본당（根本堂）이라는 건물은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입니다. 경내의 목조 불상 중에도 국가지정 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신비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의 눈과 거대한 나무에 휩싸여, 
수없이 많은 계단 위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미즈테라 절. 
근본당에 들어가자, 북과 제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월15일은 열반회

（석가의 기일에 행하는 법회）가 열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경내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열반도（涅槃図）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부처님의 코딱지」라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 이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본당에서 시미즈다니 주지스님이 우리들을 미소띈 
얼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마당（護摩堂）으로 이동했습니다.  호마당은 
근본당보다는 규모가 작았으며, 그 안에는 부동명왕（不動明王） 불상이 
있었습니다. 시미즈다니 주지스님에 따르면, 자신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부동명왕을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도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마당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좌선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좌선의 목적은 불교의 
기본 중 하나인 명상입니다.
　좌선 시간에는 바르게 앉는 법, 눈을 감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마음을 정화하려고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주변 소리들이 
신경이 쓰여,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 좀처럼 어려웠지만, 명상 중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 소리가 선명히 들렸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뒤덮는 안정감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15분이 경과하자, 다음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경（写経）은 명상 방법의 하나로, 붓을 사용해 경문을 베끼는 
일입니다. 그 목적은 좌선과 같습니다. 글을 쓰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천천히 신중하게 한자를 쓰며, 정성을 다합니다. 저는 붓으로 글을 쓰는 
일에 익숙지 않아서, 붓을 쥐는 법이 신경이 쓰여 초조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사경을 한 것은 참회문（懺悔文）과 연명관음경（延命観音
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읽을 수 있는 한자도 있었지만, 경문의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체험이 끝난 후, 시미즈다니 주지스님께 현대 사회에 왜 좌선이 
필요한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시미즈다니 주지스님은 그 이유에 대해, 
현대 사회는 정보가 흘러 넘쳐,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빠르고, 바쁜 사회에 적응 가능하도록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좌선에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요미즈테라 절에서 좌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좌선 등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이번 좌선이나 사경과 같은 체험이 
저에게도 매우 재미있는 체험이 되었고, 야스기시의 기요미즈테라 절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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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の習い事
素朴な芸術で人情を伝える ――安来節・どじょうすくい踊り体験記
 出雲そば手打ち挑戦体験記
  清水寺と座禅
   習うべし！～雲州算盤～

習うべし！～雲州算盤～ Natalia Borkhodoeva
　自然や文化が豊かな島根県に住み始めてから新しいことを勉強できるチャンスを
常に与えてもらっています。この度も算盤という計算機について学んで、結果として
算盤は単なる計算道具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した。
　母国のロシアにも算盤があり、子供の頃によくパン屋さんなどに行くと店員さんが
算盤で会計していた覚えがあります。私は小学校で短期間教わったこともあり、単な
る日常的な道具だと思いましたが、島根では算盤について新しい発見ができました。
　算盤とは串に刺された珠を指で動かして計算を行う道具です。算盤に似ているも
のは古くから他国にありましたが、どの分野でも理想を求めてきた日本人は算盤の技
術をよりスピーディで難しい計算をできるようにしたため、上達させたと言われていま
す。他の国と違った三角形の珠も計算のプロセスを楽にしました。およそ400年前に
中国から日本に伝わった算盤のおかげで様々な効果が現在も認められています。
　まずは、算盤が使えることによって計算のプロセスがわかり暗算も上手になりま
す。それから算盤が脳を活性化する働きにより認知症と言う病気を避けられるそう
です。面白さがない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体と器具を使った学習は子供も大
人も十分に楽しめるものです。10級は最も初めの級で、10段は最も算盤の得意な位
置とされて、算盤世界大会までもあります。私もとても久しぶりに算盤をしてみたら没

頭しやすいものだと分かりました。その上、定期的に算盤で計算することにより集中
力、根気が身に付いて、精神面への効用もあります。
　日本では算盤の学習は今でも、塾などで子どもと大人も習えます。この度訪れた島根県
奥出雲町と兵庫県小野市の2カ所だけで算盤が生産されています。島根の「雲州そろばん」
と兵庫「播州そろばん」があります。運よく工場で雲州そろばんの製造工程を見学でき、本
当に上質な物が作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計算をしやすくするために質が安定した
算盤でないといけませんので、枠の原料は三つの原則で選ばれています。「硬くて重くて粘
りのある木」です。相応しいのはアフリカの黒檀などです。珠はツゲやカバなどからできてい
ます。子供がよく使うものなのでもし口に入れたりしても体に害を与えないものが使用され
ているそうです。最もびっくりしたのは一つの算盤を作り上げるのに183の工程を経ている
ことです。雲州そろばんの値段層は4千円から8万円までぐらいになっています。また同
じ場所で丁寧な指導の下、30分と1500円をかけて自分の算盤を作る体験ができます。
　算盤はスポーツのように集中でき、何も余計なことを考えなくなるので頭と気持ち
をリラックスさせるのにとてもいい方法だと思いました。昔、算盤は地域経済の発展
につながり、現在は計算だけではなく人の健康の向上など、良い効果だけ認められ
るため算盤を習う価値は高いに違い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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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문화 환경이 풍부한 시마네현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것을 공부할 기회가 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판이라는 계산기에 대해 
배우고, 주판이 단순한 계산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국인 러시아에도 주판이 있고, 어렸을 때 자주 빵집 같은 곳을 가면, 
점원이 주판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단기간 주판을 배운 적도 있어서, 주판은 단순한 일상적인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시마네에서 한 이번 체험을 통해  주판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주판이란 꼬챙이에 꽃힌 주판알을 손으로 움직여 계산을 하는 
도구입니다. 주판과 비슷한 것은 옛부터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이상을 추구해 온 일본인들은, 주판 기술을 보다 스피디하고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다 더욱 주판을 
발달시켰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형태가 다른, 육각형의 
주판알도 계산 과정을 편하게 했습니다. 약 400년 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주판 덕분에 생긴 여러 가지 효과가 현재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판을 사용하면 계산 과정을 알게 되어, 암산도 능숙해 
집니다. 그리고 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치매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주판이 그다지 재미가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몸과 
기구를 사용하는 주판 학습은 아이, 어른 모두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주판에서 10급은 가장 초급 단계이고, 10단은 가장 고급 단계로, 주판 

세계 대회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랫만에 주판을 해 보니, 쉽게 몰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주판으로 계산하면, 
집중력과 끈기를 몸에 익히게 되어, 정신적인 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주판을 학원 등에서 아동과 성인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주판은 일본 전국에서, 시마네현 오쿠이즈모정（奥出雲
町）과 효고현 오노시（兵庫県小野市） 두 곳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마네에서 생산되는 주판을 「운슈（雲州） 주판」, 효고에서 생산되는 
주판을 「반슈（播州） 주판」이라고 합니다. 운좋게 공장에서 운슈 주판의 
제조 공정을 견학 할 수 있어서, 품질이 좋은 주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계산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판의 
재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주판의 틀을 만드는 원료는 세 가지의 
원칙으로 선정됩니다. 그 원칙이란, 「딱딱하고, 무겁고, 점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나무는 아프리카의 흑단 등입니다. 
주판알은 회양목이나 자작나무 등으로 만듭니다. 아동이 자주 주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아동이 주판을 입에 대더라도,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하나의 주판을 만드는 데 183번의 공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운슈 
주판의 가격대는 4천엔에서 8만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친절한 지도하에 30분 동안 1500엔의 참가비로, 자신만의 주판을 
만드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주판은 스포츠처럼 집중이 가능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므로, 두뇌와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주판은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졌지만, 현재는 
계산 뿐만 아니라, 건강을 향상시켜 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인정받아, 주판을 배우는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Map

Shimane

나탈리아 보르호드에와 (Natalia Borkhodoeva)

반드시 배워야 할
∼운슈（雲州） 주판∼ 

Wang YingPark HyejungDu Chunhong

Here

시마네에서 배우는 체험학습
소박한 예술로 인정을 전하다
 ― 야스기　부시·미꾸라지 잡이 춤 체험기
 이즈모 소바,　수타　도전　체험기
  기요미즈테라 절（清水寺）과 좌선
  반드시 배워야 할∼운슈（雲州） 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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