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gazine about

Vol.

Shimane Prefecture, Japan

56

시마네 사람들의 예술활동
일필입혼
（一筆入魂）
논에 그리는 신기한 세계 [논아트]
극단 아시부에 · 마음으로 전해지는 양식
북과 커뮤니티

島根の人々の芸術活動
一筆入魂
田んぼに描く神妙な世界「田んぼアート」
劇団あしぶえ・繋がる心の食べ物
太鼓とコミュ二ティー

일필입혼(一筆入魂)
왕잉（王 穎）
중국에서는 무술과 서예를
같이 하는 퍼포먼스를 자주
볼 수 있지만, 댄스와
서예를 같이 하는 퍼포먼스는
어떤 것일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취재를 갔습니다.
마쓰에 히가시고등학교
서예부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일필입혼（一筆入魂）이라는 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서예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서예부 부장인 고바야시 학생을
취재했습니다.
마쓰에 히가시고등학교 서예부는 현재 1학년 8명, 2학년 1명, 3학년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예 퍼포먼스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부흥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예부 학생들 중 80%
는 서예교실 등에서 서예를 배운 적이 있으며, 활동은 주로, 행서·
초서와 해서로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쓰에 히가시고등학교
서예부의 퍼포먼스는 올해로 3번째 도전으로, 8월에 에히메현 시코쿠
추오시에서 열리는 [제9회 서예 퍼포먼스 갑자원]에 첫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예 퍼포먼스 갑자원（전국 고등학교 서예 퍼포먼스 선수권 대회）]
는, 전통문화인 서예의 새로운 매력을 탐구하는 것과 서예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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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출전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멈추지 않았어요.”
라고 고바야시 학생이 말했습니다. 퍼포먼스
안무와 서예 내용 등은 모두 서예부 학생들이 함께 생각해 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밝게 인사를 하고 서예 연습에 몰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학기 종업식에서 서예 퍼포먼스를 라이브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카마 모습의 씩씩한 목소리로,“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를 한 후, 퍼포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NHK 대하 드라마 [료마전

（龍馬伝）]의 테마송이 흘러 나오자, 우선, 종이의 중심에 표현한 것은
호리오 가문(堀尾家, 마쓰에성을 세운 1대 번주, 호리오 요시하루의
가문) 의 문양인 [분동문양（分銅紋）]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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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筆入魂
中国では武術と書道を一緒にするパフォーマンスがよく見られますが、
ダンス
と書道を一緒にするのはどんなパフォーマンスだろうと想像しながら興味津々
で取材にい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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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江東高校の書道部の練習場に入って、
まず目に入るのは｢一筆入魂｣のT
シャツ姿で一生懸命練習する書道部の学生たちでした。そこで、書道部部長の
小森さんに取材をしました。松江東高校の書道部は現在1年生8名、2年生1名、
3年生7名で活動しています。東日本大震災の復興への願いを｢書道｣で伝えた
いという思いから、書道パフォーマンスが始まったそうです。書道部の学生たち
の8割は書道教室などで習ったことがあり、活動は主に行書、草書と楷書でも行
います。東高校の書道部は今年3度目の挑戦で、8月に愛媛県四国中央市である
｢第九回書道パフォーマンス甲子園｣に初出場となりました。｢書道パフォーマン
ス甲子園（全国高等学校書道パフォーマンス選手権大会｣は、伝統文化の書道
の新しい魅力を探求することと、書を通じた地域の活性化を図ることを目的と
し、2008年から毎年開催されています。｢出場決定を聞いたとき、最初は嬉しい
気持ちをどんな言葉で表現していいのか全然わからなかったです。気が付いた
ら、涙ポロポロ出てきて止まりませんでした｣と小森さんが話しました。パフォー
マンスの振り付けや書道の内容などはすべて書道部の学生たちが一緒に考え
だしたと聞き、明るくあいさつをしてから書道練習に没頭する学生たちの姿をみ

춤을 추면서, 가문의 문양 위에 큰 글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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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심（雄心）]이라고 휘호하고, 잘게 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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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종이를 흩뿌렸습니다. 음악이
격렬해지고, 마쓰에 성 모양이 나타나자,
리듬을 타며,“신들이 머무는 마쓰에에
세워진 나라의 보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나아갈 길. 예전에
살았던 무사의 혼을 가슴에 담아, 자, 이

Map

대 지 를 밟 아 다 져 나 가 자 . ”라 고 적 은
소녀들. 국보가 된 마쓰에성을 지키며, 계승해 가고, 더욱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모든 이에게 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갑자원에서는, 서예 부문과 퍼포먼스 부문으로 나뉘어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서예 부문은 운필의 정확함, 글자의 아름다움,
지면 구성 등이 심사 대상이 되고,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휘호하는
모습의 아름다움, 퍼포먼스 정도,정감 ·시정（詩情）등을 심사합니다.
“물론 우승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전국대회에서 마쓰에
히가시고등학교의 이름을 불리우고 싶습니다.”라며 고바야시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띄운 채 말했습니다.
후에, 마쓰에 히가시고등학교 서예부가, 퍼포먼스 갑자원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우승을 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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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
いったいどんな作品ができるのか非常に楽しみにしています。
一学期の終業式で書道パフォーマンスを生で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袴の姿、
元気な声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のあいさつの後、一礼をして始まりました。

NHK大河ドラマ｢龍馬伝｣のテーマ曲が流れるとともに、
まず紙の中心に表現し
たのは堀尾家の家紋｢分銅紋｣でした。
そして、音楽に合わせて踊りながら、家紋
の上には大筆で｢雄心｣と揮毫し、金色の紙吹雪をちりばめました。音楽が激しく
なり、松江城の模様が浮き上がり、
リズムに乗りながら、｢神々やどる松江に築か
れた國の寶を愛し守ること、それが私達の進む道。かつて生きた武士の魂を胸
にいざこの大地を踏みならせ｣を書いた少女たち。国宝になった松江城を守り
受け継ぎ、
もっとPRしたい気持がきっとみんなに届くと思います。
パフォーマンス甲子園では、書道部門とパフォーマンス部門に分かれて審査
が行われます。書道部門は用筆の正確さ、文字の美、紙面構成などが審査され、
パフォーマンス部門では揮毫する姿の美、パフォーマンス度、情感・詩情などを
審査します。｢もちろん、優勝したいです。
でもそれより、全国大会で松江東高校
の名前を呼ばれたいです。」
と目がきらきらしている小森さんが微笑みながら語
りました。
松江東高校書道部は大会の｢審査員特別賞｣をもらったと聞いて嬉しかった
です。
きっといつか優勝する日が来ると信じ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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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그리는 신기한 세계
[논아트]
박혜정

시마네 사람들의 예술활동 중 하나인
[논아트] 기사를 쓰게 되어, 취재를

Shi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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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취재를 가기 전, 논아트에 대해
여러가지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도시 출신이 나는, 평소 논을 볼 기회가

많지 않고, 벼가 어떻게 자라고, 모내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지 등등, 별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Map

[논아트]란 식탁에 오르는 흰 쌀이 되는 벼와, 다양한 색의 [고대미(古
代米)]라고 불리우는 벼를 이용해, 논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1993년 아오모리현에서 지역진흥을 위해 논아트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아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2007년 농촌진흥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2009년부터 이 기술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농촌관광진흥과 지역진흥 등을 위해 논아트가 행해지고 있다는

우선, 논아트의 디자인을 정하고, 스케치를 해서, 그 스케치에 맞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내기를 합니다. 자연 재해 등에 의해 벼가 쓰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줄곧

논아트 취재지는 시마네현 마쓰에시 인베（島根県松江市忌部）지역.

지켜봅니다. 비료를 주지 않음으로써, 벼의 성장이 일반 판매되는 벼의

인터뷰는 인베지역 유출수 대비 협의회 마쓰우라 회장님께서 응해

성장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오더라도 벼가 잘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7월부터 8월 사이가 가장 볼만한 시기입니다.

주셨다. 이 단체는, 마쓰에시 수도 수원지역인 인베지역의 수질환경을
깨끗히 유지하고자, 아동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2. 논아트는 시마네현내, 몇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있다. 올해 6년째를 맞이하는 인베지역 논아트는 매년 100명이상의
참가자가 모이는 지역 축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하는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즈모시내 한 곳, 마쓰에시내 2곳, 쓰와노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올해 논아트에 사용된 벼의 종류는?

1. 논아트는 언제쯤 시작되어, 어떤 순서로 이루어 지나요?
올해는 5월 28일에 모내기를 했고, 10월3일에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논아트에는 논아트 전용 벼가 있습니다. 고대미라고 불리는 야생 벼의
특징을 물려 받은 벼가 논아트 전용벼이며, 고대미 품종6종류와
키누무스메라는 품종을 합해 전체 7종류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미 6
품종은 아오모리현산입니다.

4. 논아트 전용 고대미는 수확 후, 일반쌀처럼 식용이
가능합니까?
아트를 위해 사용되는 고대미는 식용쌀에 비해, 맛이 떨어지고,
다양한 종류를 사용하므로, 수확량이 적습니다.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 후, 원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하지만, 논아트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키누무스메는 식용쌀이므로, 모내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2kg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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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んぼに描く神妙な世界
「田んぼアート」
島根の人々の芸術活動の中で一つである
「田んぼアート」
の記事を書くことに
なり、取材に向かった。取材に行く前、田んぼアートについていろいろネットで検
索してみた。都会出身である私にとっては、普段田んぼを見る機会が少なく、稲
がどうやって育って、田植えはどんな流れで行われているかなど、
あまり情報も
持っていない。
「田んぼアート」
とは食卓に上がる白米になる稲と、
様々な色を持つ古代米と呼
ばれる稲を使用して田んぼに絵を描くことだそうだ。
日本では1993年青森県で地
域おこしとして行われたのが始まりだと言われている。
では韓国にもこういう田ん
ぼアートが行われているかを調べてみたところ、
200７年農村振興省という政府
機関で技術が開発され、2009年からこの技術を各自治体に無償で提供し、農村
観光振興や地域おこしなどのために田んぼアートが行われているそうだ。
取材地は島根県松江市忌部地区。
インタービューは忌部地区流出水対策協議
会の会長、
松浦さんに対応してもらった。
この団体は、
松江市の水道水源地帯であ
る忌部地区の水環境をきれいに保とうと、
子どもから大人までを対象に様々な活
動を行っている。
今年で6年目を迎える忌部地区の田んぼアートは毎年100名以
4

朴慧貞（パク・へジョン）

上の参加者が集う地域のお祭り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ようだ。以下はイン
タービューをまとめた内容である。

1．田んぼアートはいつごろ始まって、
どんな流れで行われている？
今年は5月28日に田植えをして、10月3日ごろ稲刈りをする予定。
まず、田んぼ
のデザインを決め、
下書きをして、
その下書きに合わせ田植えをする。
自然災害な
どによって稲が倒れたりしないように、
ずっと見守る。肥料を使わないことによっ
て、
稲の成長が一般販売の稲の成長より遅くなるため、
台風が来ても倒れにくくな
る。
見ごろは7月から8月の間。

2．田んぼアートは島根県内、
何か所で行われている？
出雲市1か所、
松江市2か所、
津和野町など。

3．今年の田んぼアートに使われている稲の種類は？
田んぼアートには専用の稲がある。古代米と呼ばれる野生の稲の特徴を受け
継いでいる稲。
古代米の品種の6種類ときぬむすめという品種を合わせた全7種
類。
稲は青森県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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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니다. 특히 자연재해（태풍 등）로 인해 벼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비료를 주지 않고, 크게 성장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원래
목적은 아트이므로, 도안대로 형태가 예쁘게 보이도록, 손질합니다.
배경에 사용하는 [키누무스메]의 수확량은 적지만, 맛이 뛰어납니다.

5. 논아트의 목적은?
지역진흥과 인베지역의 맛있는 쌀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6. 논아트의 주의사항
최초의 도안대로 벼가 자라나도록 줄곧 지켜봐야 합니다. 아트에
사용된 벼의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별로 성장 속도도 달라, 손이 많이

（쌀 맛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곳에서 97점을 받음）

7. 논아트 도안은 누가 결정합니까?

처음에 도안을 의뢰하는 곳은 마쓰에 공업고등전문학교로,

전문학교에서 해 준 도안 중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올해는

시마네현 물과 신록의 숲 만들기 캐릭터인 [미모군, 미나짱]입니다.

작년에는 요시다군
（시마네 슈퍼 관광대사）
이었고, 재작년에는 압빠레군
（시마네현 마쓰에시 관광 캐릭터）
이었습니다.

인베지역 논아트를 본 것은 6월 28일로, 아직 볼만한 시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실제로 본 논아트는 상상 이상으로 멋졌다. 역시
인터뷰에서의 설명대로, 논아트란 섬세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 듯하다. 그리고 보는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작업했기 때문에, 논아트를 바로 논 위에서 촬영하면, 가늘고

길게 보이지만, 관람하는 지점에서 가장 잘 보이도록 고안해 디자인하고
작업을 한 것은 정말로 존경스럽다.

기회가 된다면, 가장 볼만한 시기에 다시 한번 논아트를 보러 가고

싶다. 그리고 맛이 97점인 쌀의 맛도 어떨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마네의 논 아트를 알게 되고, 맛있는 시마네의 쌀이
알려질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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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田んぼアート専用の古代米は稲刈りの後、
一般の米のように食べられる？
絵を作るために使われる古代米は食用米に比べて、
おいしくなく、様々な種類
を使っているので、
量が少ない。
食用では使ってないため、
稲刈りの後、
ほしい人
にあげる。
田んぼアートの背景に使われるきぬむすめは食用だから、
田植えに参
加した人々に2kgずつ無料でさしあげている。

5．田んぼアートの目的は？
地域おこし、
忌部地区のおいしいお米を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うため。

6．田んぼアートの注意点
最初の図案どおり稲が育つようにずっと見守る。
アートに使われた稲の種類が
様々で、
種類別に成長スピードも違い、
手間がかかる。
特に自然災害
（台風など）
に
より稲が倒れるのを防ぐため、
最初から肥料をやらず、
大きく成長させないように
する。元々の目的はアートなので、図案のように形がきれいに見えるよう、手を入
れる。
背景に使う
「きぬむすめ」
の収穫量は少ないが、
味が抜群。
（食味100点満点

中97点をもらっている。
）

7．田んぼアートの図案は誰が決める？
最初に図案を依頼するところは松江工業高等専門学校で、
そこでデザインして
もらった図案の中で協議をして、決定。今年は島根県水と緑の森づくりキャラク
ターである
「みーもくん、
みーなちゃん」
。
ちなみに昨年は吉田君
（島根スーパー大
使）
。
一昨年はあっぱれくん
（島根県松江市の観光キャラクター）
生の田んぼアートを見せてもらったのは6月28日で、
まだ見ごろではなかった。
でも実
物は思った以上にすばらしかった。
さすが説明どおり、作業が細かくて、大変手間がか
かった感じを受けた。
そして見る人の目線の高さを目安として、
立体的に見えるように作
業したから、
田んぼアートをすぐ上で撮影すれば、
細長く見えるが、
観覧する地点から一
番よく見えるように工夫してデザイン・作業されているのは本当に尊敬してやまない。
また機会があれば、田んぼアートの見ごろの時期にもう一回見に行けたらと思っ
た。
そして、
食味97点のお米の味も気になる。
もっともっとたくさんの人に島根の田ん
ぼアートのことを知ってもらって、
おいしい島根のお米が広がる日を期待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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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아시부에 ·
마음으로 전해지는 양식
나탈리아 보르호드에와

(Natalia Borkhodoeva)

인간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체력이 고갈되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양식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희미해진 문제를 중심으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각자,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양식을 위해, 음악을 듣거나, 자연과 접하거나, 책을 읽거나

해결하기 위해 몰두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시마네에 있는 일본에서 가장 작은 공립극장 [모밀잣밤나무 열매

비롯하여,

학생이나

극장]에서 만난 극단「아시부에」의 마음의 양식은 연극입니다. 극단

사회인에게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표현력, 타인과 협력하는 힘 등을

「아시부에」는 1966년에 현재의 예술감독인 소노야마 쓰쿠시
（園山土筆）

가르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씨와 4명의 동료들로 창립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예술가

또한 17년 전에 출발한 국제 연극제로 인해, 시마네 현 외는 물론이고,

단체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연극을 통해,

극단「아시부에」가 있는 지역의 인지도가 해외에서도 높아지며, 지역

ICT（정보통신기술）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의

경제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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劇団あしぶえ・繋がる心の食べ物
人間は食事をしないと体力がなくなって生きていけなくなるのは単純な事実
です。そして心の食べ物も言うまでもなくかけがえのないものだと思いません
か。人それぞれ、心を養うために音楽を聴いたり、
自然と触れ合ったり、本を読ん
だりいろんなことをします。
島根にある日本で一番小さな公立劇場｢しいの実シアター｣で出会った劇団
あしぶえにとって心の食べ物は演劇です。劇団あしぶえは1966年に現在アート
ディレクターである園山土筆（そのやまつくし）
さんと4名の仲間で創立され、今
年で50周年を迎える芸術家の団体です。目がキラキラ輝いている役者さんとス
タッフは演劇を使ってICT化が進んでいる中、薄くなった人と人の間の繋がりを
中心にして多様な問題解決に取り組んでいます。例えば子供たちをはじめ学生
や社会人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ワークショップなどを通して表現力、人と協力す
る力などを教え、明るい未来を作れるような人材を育てています。
また17年前に
スタートした国際演劇祭により県外はもちろんのこと劇団あしぶえがある地域
の認知度が海外で高まることによって地域経済への貢献もしています。
このたび、108席しかない木でできた建物の中で自然の香りに癒されながら、
6

ボルホドーエワ・ナタリア
詩人・童話作家である宮沢賢治の演劇作品『セロ弾きのゴーシュ』
の稽古をとて
も間近に鑑賞するチャンスをいただきました。劇団あしぶえにより27年の間で

劇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이번에 108석 밖에 되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 안에서 자연의
향기에 위안을 받으며, 시인이자 동화작가인 미야자와 겐지의 연극작품
[첼로 켜는 고슈]의 연습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극단
「아시부에」에 의해 27년 동안 160회 공연된 이 작품은 미국과 캐나다
무대에서도 상연되어, 6개의 국제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극단 탄생 50주년 출연으로, 최초로 여성이 주연인 5대 고슈를

Shi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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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합니다. 게다가 이 분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7년이나 살고, 연극도
배운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연극도 또한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수단의 하나가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프로가 만든 음악을 사용, 간단한 영어와 수화로
대사를 표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연출한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연극 팬과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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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에게 연극과 작품의 훌륭함을 충분히 전하는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킵니다. 미야자와 겐지 작품이 기념 작품으로 선택된
것도 상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지역 진흥을 위해 연극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극단이
시마네현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감동했습니다. 엄격한 지도로
이루어지는 연습을 보면서 미야자와 겐지의 세계에 빠져 들었지만, 본
공연일에는 얼마나 더욱 인상적인 공연이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Japanese

160回公演されたこの作品はアメリカとカナダのステージでも上演され6つの国
際賞も受賞した作品です。
劇団誕生50周年の出演で主役の5代目ゴーシュを演じるのは初めての女性
です。
しかもその方はロシアのモスクワに7年間も住み、演劇も学んだのです。
こ
れを知った時に演劇も国籍を問わず人をつなげる手段の一つであることを確
信しました。
たくさんの人々に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プロが作った音楽を使い、
簡単な英語や手話でセリフを表現するなどの工夫をして演出されてきたことは
本当に意味深いことだと思いました。
自分の心を満たしながら演劇ファンや多く
の人々に演劇と作品の素晴らしさを十分に伝え渡すことによって人の心をいっ
ぱいにできます。宮沢賢治の作品が記念作品に選ばれたことを象徴的に感じま
した。
演劇を幅広く地域づくりのために生かしている劇団が島根県にあることに驚
きとても感心しました。厳しい指導による稽古の時点で私は宮沢賢治の世界に
入り込みましたが、本番の公演日はどんなに印象的になるのかを楽しみにして
いま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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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커뮤니티

打

돈 윌차우스키（Dawn Wyruchowski）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저녁, 체육관에서 땀으로 흠뻑 젖어 앉아있었던
나는, 북과 사랑에 빠졌다. 여름철 매미의 그치지 않는 울음소리보다 큰,
북의 리듬과 비트가 공중을 맴돌아, 둥둥하고 바닥을 진동시켰다. 대부분
여성인 북 연주자들은, 중북과 작은 북 뒤에 늠름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었다. 나는 북에 강렬히 마음을 빼앗겨, 우아하게 단련된 팔을
재빠르게 올렸다 내렸다 하며, 북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북의 진동이 내 발끝에서부터, 방긋 웃은 채 충격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얼굴까지 울려 펴졌다. 그리고 나는 북에 빠져 버렸다.
북과 나와의 관계는 운명적으로 생겨났다. 나는 2015년 8월에 야스기
교육위원회에 취임한 3명의 외국어 지도조수（ALT）중 1명으로 야스기 시장님을
예방했다. 예방 때,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각 ALT는 일본에서 흥미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했다. ALT 중 1명이
북에 흥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골 특유의 친밀함으로,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자신의 [아마고 북]이라고 불리우는 북단체의 연습에 참가하도록 청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3명은 아마고 북단체의 멤버가 되었다.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북의 기본부터 배웠다. 처음에는 북채를 쥐는 법이었다.
지도서를 보며, 약 1년 간의 연습에 의해 근육이 자연스레 기억하고,
나름대로 익숙해지면서, 초보자였던 3명이 정확하게 소리를 맞춰가며
연습할 수 있게 되어서, 북을 가르쳐 주었던 동료들이 자신들의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연습의 마지막 1시간은 항상 그룹으로 연습한다.
북 연주의 임팩트는 멤버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과, 과장된 듯한

동작에서 오므로, 이 마지막 1시간은 시선의 방향, 팔의 움직임, 그리고
몸을 숙이는 법의 피드백과 충고를 받는 중요한 기회이다.
가장 최근에, 지금까지 연습한 진가를 보여주게 된 것은 히로세
（広瀬）
지역의 기온（祇園）축제였다. 동네 은행 앞에 있는 작은 주차장에 북을
이동시킨 후, 해가 질 때까지 매혹적인 솔로 기타리스트와 귀여운
초등학생 댄스 그룹의 퍼포먼스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무대에 올랐다.
그 날 밤의 첫 번째 곡인, [기온（祇園）]을 연주하기 위해 중북 앞에 앉아, 어느
틈에 우리들이 쥔 북채가 북을 울리기 시작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소리는 작았다.
야외에서의 음향효과는 우리들이 연습했던 작은 체육관과는 많이 달랐다.
그래도, 땀으로 얼굴과 목이 흠뻑 젖어, 원활하게 [기온
（祇園）
]. [천 개의
울림
（千の響き）
],[하야우치
（早打ち）
]를 순서대로 연주했다. 주변에 달려
있던 부드러운 등롱불빛, 구운 오징어와 야키소바의 냄새, 그리고 익숙한
얼굴의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둘러 싸여, 아마고 북단체의 퍼포먼스를
처음으로 봤을 때의 도취된 느낌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같이 연습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연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이
벅차 올라, 1년 전의 나와 같이 북연주에 감동한 사람이 관객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마고 북 덕분에, 직장 동료

Shimane

이외에 나를 지원해주는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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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다. 북 지도와 퍼포먼스에 대한
열정은 같은 여성으로서 활력을
받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경험하는
고립감을 줄여 준다. 무엇보다, 북은
야스기와 일본의 테두리 안에서

Map

환영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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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鼓とコミュニティー

Dawn Wyruchowski

8月の猛暑の夕方、体育館で汗びっしょりで座っていた私は、太鼓に恋に落ち
た。
夏のセミの絶え間ない騒音より大きく、
太鼓のリズムのビートが空中を巡って、
ブンブンと床を振動させた。
ほとんどが女性の太鼓奏者は、中太鼓と小さい小太
鼓の後ろにたくましく背を伸ばして立っていた。
太鼓に強烈に心を奪われ、
優雅に
鍛えられた腕を素早く上げたり下ろしたりして、太鼓を叩いていた演奏者を見て
いた。
太鼓の振動が私のつま先から、
にっこりしたままショックで動けなくなった顔
まで響いた。
そして、
私は太鼓にはまってしまった。
太鼓と私との関係は運命的に生まれた。
2015年8月に安来教育員会に着任し
た3人の外国語指導助手
（いわゆるALT）
の一人として安来市長を表敬した。
この
表敬の様子はテレビ局に取材され、
各ALTは日本で興味関心のあることやこれか
らの計画について、
短いインタービューを受けた。
ALTの1人が太鼓に興味がある
と言った。
田舎独特の親しみやすさで、
その記者が自分の｢尼子太鼓｣と呼ばれる
太鼓集団の練習に参加するよう誘ってくれた。
そして私たちは3人で尼子太鼓団のメンバーになった。
どんなスキルもそうであ
るように、
太鼓の基本から学んだ。
最初は、
ばちの持ち方だった。
導書と、
およそ一年間の練習による筋肉の記憶と慣れで、
ただの初心者だった3
人が正確に、
音を合わせながら練習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
教えてくれる仲間た

ちが自分の練習に集中できるようになった。
練習の最後の1時間はいつもグルー
プで練習をする。太鼓演奏のインパクトはメンバーが同時に同じ動きをすること
と、大げさとも思える動作から来るので、
この1時間は目の向き、腕の動き、
そして
体の傾き方のフィードバックやアドバイスをもらう重要な機会だ。
一番最近真価を問われたのは広瀬の祇園祭だった。町の銀行の前にある小さな駐
車場に太鼓を移動した後、
日暮までに魅惑的なソロのギタリストとかわいい小学校
ダンスグループのパフォーマンスの終わりを待ってから舞台に上った。
その夜の最初
の曲、｢祇園｣を演奏するために中太鼓の前に着席して、いつの間にか私たちのばち
が太鼓を鳴り始めさせた。思ったより音は小さかった。野外での音響効果は私たちの
小さな体育館と大分違っていた。それでも、汗が顔と首が汗びっしょりになって、ス
ムーズに｢祇園｣、｢千の響き」
と｢早打ち｣を通しで演奏した。周りの灯籠の柔らかな
光、
イカと焼きそばの香り、
そして顔なじみのある生徒と友達に囲まれて、
この尼子太
鼓団のパフォーマンスを初めて見た時の陶酔した感じを思い出した。
そして、ついに
仲間のみんなと一緒にコンサートで演奏できることで、胸が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
になり、観客の中で、一年前の私のように感動している人がいたらいいなと思った。
尼子太鼓のお蔭で、
職場の仲間以外にサポートしてくれるグループがある。
太鼓
の指導とパフォーマンスの熱意は女性としての元気を与えてくれて、
外国人が日本
で経験する孤立感を減らしてくれる。何よりも、太鼓は安来と日本の輪の中に歓迎
されているように感じさせて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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