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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に潤いを与えてくれる宍道湖 沈海婷
　宍道湖は島根県松江市、出雲市にまたがる湖。斐伊川を始め数多くの河川が流
入し、大橋川・中海・境水道を介して外海日本海と接続があり、淡水と海水が入り
混じる汽水湖となっている。特有の湖沼に恵まれて魚類が豊富で宍道湖七珍をは
じめとするさまざまな生物が生息している。特産物として、漁獲高を誇るヤマトシ
ジミが一番有名である。
　私の住まいから宍道湖まで歩行で10分もかからない距離だから、この湖は私
をすごく潤わせてくれている。平日のほの暗い明け方、シジミを採る漁師らが早々
と作業を始め、数えきれないほどの小舟が水上に漂っている。シジミ汁はあっさり
しておいしいし、二日酔い解消にも効果的な健康食品として地元の食卓に欠かせ
ない存在である。島根に足を運んだ日本国内外の観光客も必ず椀一杯をすする
だろう。ヤマトシジミは汽水域の生物、やや大きなものは往々にしてギフトに加
工・パッキングされ、東京など大都会の市場に出回り、人々に広く親しまれている。
地元の店先に並ぶのは小さいとはいえ、味はいささかも遜色がない。
　豊かな魚介類の他に、宍道湖の周りの温泉も有名である。湖畔の松江しんじ湖
温泉駅とシジミ館それぞれのすぐそばに一般市民や観光客が無料で利用できる
足湯が設置されている。バスを待つ人々が足湯を楽しんで旅の疲れをとる。ある
日、三年間毎日欠かさず足湯に入り続けているおばあさんに出会い、長年にわた
り悩まれた足の神経痛が２週間の足湯治療を行ってなんと全快してしまったとの
話を聞いた。果たしてそのとおりで膝下の皮膚が湯焼けのため明らかに赤く見え

る。その後おばあさんが足湯の良さの周知を図り人々にアピールし始めたらしい。
　宍道湖に夕日が沈む美しさは日本の絶景である。しかし、それより夕暮れどき宍
道湖沿いの静かなジョギング小路のほうが私は好きだ。水上をまたがる宍道湖大
橋のライトアップと水に映った揺らめく岸辺の家々の明かりを目にしたり、潮が満
ちたり引いたり、水が岩にぶつかった音が響いてきたり、風に乗って吹いてくる生
臭さのない潤った空気を吸ったりして本当に私を潤わせてくれる。また、ヘッドラ
イトや懐中電灯で照らしながら石にくっついているエビやカニを探したり、線香花
火で盛り上がる家族がよくいる。このようなのどかな幸せは大都会ではなかなか
経験できないだろう。
　地元の高齢者の話によると、戦前の宍道湖は今よりずっときれいかつ豊かだっ
た。子供はもちろん大人も水泳、エビ掬い、魚釣りなどを楽しんでいた。高度経済
成長期を経て、公害に苦しむ人々が日本の各地にいる。宍道湖の水質もかつて一
度悪化した。70年代ごろ県民らは水質保全の意識が高まり、40年間保全政策に
努め、水質はまだ戦前の水泳できる標準にいたらないが、本来の姿を取り戻しつ
つある。多くのボランティアが一人10メートルの浜辺をまるで自分の子供のように
愛で、きれいさを保つように頑張っている。宍道湖の周りに暮らす人々がこのよう
に宍道湖を大切にすれば、宍道湖もきっと代々の人々に感動や安らぎを与え、さ
まざまな恵みをもたらす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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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코 호수는 시마네현 마쓰에시, 
운난시에 걸쳐있는 호수. 히이카와 강을 
시작으로 수많은 하천이 유입해서,  
오오하시가와 강·나카우미 호수·사카이스이도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일본해와 접해 있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있는 반염호(半鹽湖)로 
되어 있다. 특유의 호수와 늪이 많아 어류가 풍부하고, 신지코 호수의 7
대 어패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이 생식하고 있다. 특산물로는, 
어획량을 자랑하는 재첩이 가장 유명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지코 호수 까지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신지코 호수는 나에게 너무나 큰 평안함을 준다. 
평일의 어슴프레한 새벽녘, 재첩을 채집하는 어부들이 일찌감치 작업을 
시작하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배들이 호수　위에 떠 있다. 
　재첩국은 담백해서 맛이 있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인 건강 식품으로 
이 지역의 식탁에 빠뜨릴 수 없는 존재이다. 시마네를 방문하는 일본 
국내외의 관광객도 반드시 국그릇으로 한가득 들이킬 것이다. 재첩은 
반염호(半鹽湖)의 생물로, 약간 큰 것은 대개 선물로 가공·포장되어, 
도쿄 등 대도시 시장에 출시되어, 사람들이 널리 즐기고 있다. 이 지역의 
가게 점두에 진열되는 것은 크기가 작다고 해도, 맛은 조금도 손색이 없다. 
　풍부한 어패류 외에도, 신지코 호수 주변에 있는 온천도 유명하다. 
호숫가의 마쓰에 신지코 온천역과 시지미관(호텔명)의 각각 바로 옆에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족욕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족욕을 즐기며 여행의 피로를 푼다. 
어느 날, 3년 동안 매일 거르지 않고 족욕을 계속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오랫동안 고민거리였던 다리 신경통이 2주동안의 족욕 치료를 
하자, 완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이야기대로 종아리의 피부가 
뜨거운 물에 달궈진 탓인지 확실히 빨개 보였다. 그 후, 아주머니가 

족욕의 좋은 점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한 것 같다.
　신지코 호수에 석양이 질 때의 아름다움은 일본의 절경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해질녘의 신지코 호수를 따라 조용히 조깅을 할 수 있는 
작은 길을 좋아한다. 호수　위에 걸쳐 있는 신지코 호수 대교의 조명이 
켜진 모습과 호수에 비치는 흔들거리는 호숫가 집들의 조명을 보거나,  
호수가 출렁이거나, 물이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거나,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비린내가 나지 않는 촉촉한 공기를 마시거나 하면서 
평안함을 얻는다. 또한 헤드라이트나 회중전등을 비추면서 돌에 붙어 있는 
새우나 게를 찾거나, 불꽃놀이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족이 많이 있다.
　지역의 고령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쟁 전 신지코 호수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풍요로웠다고 한다.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도 수영, 새우 
건지기, 낚시 등을 즐겼다.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 공해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일본 각지에 있다. 신지코 호수의 수질도 이전에 한 번 
악화됐었다. 70년대경 현민들의 수질 보전 의식이 높아지고, 40년간 각 
보전 정책을 진행하는데 힘써, 수질은 아직 전쟁 전 수영이 가능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당 10미터의 해안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으로, 깨끗하게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지코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신지코 호수를 소중히 여긴다면, 신지코 호수도 분명히 대대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평안을 주고, 여러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친 카이테이(沈海婷)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신지코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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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색깔
 마을 산의 귀중한 전망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신지코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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絶景の夕日スポット－「宍道湖の夕日」 朴慧貞
　私の好きな島根の色というこの情報誌の主題を聞いた時、頭の中にさまざま
な色が浮かんできたが、その中でやはり一番だと言えるのは島根の自慢の一つ
である宍道湖の夕日だった。宍道湖の夕日は日本夕陽百選にも選定されている
ほど有名だ。
　島根に来てからすぐ、親しくなった日本の友だちからここに美しい夕日スポッ
トがあるということを初めて聞いた。夕日か…ソウルで生まれて育ってきた私は
夕日などを楽しむ余裕もなく忙しい日々を過ごしてきた。自然に恵まれている島
根、この島根に美しい夕日スポットがあるなんて、胸がわくわくしてきた。
　しかもその夕日スポットが私の住んでいるところからあまり遠くない島根県立
美術館に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って、すぐに友達と一緒に夕日を見に、車で走っ
て行った。
　しかし、どんよりした天気のせいか太陽は雲に隠れていて、美しい夕日を見る
のは次の機会にして、家に戻るしかなかった。
　夕日が見られるのはその時の天気によって影響されるから、6月からの梅雨入
りで、夕日が見られる機会はなかなか私に与えられなかった。

　7月21日、とてもいい天気の週末
だった。このような天気ならきっと
夕日が見られるだろうと思って、夕
日指数をサイトでチェックしてみた
ら、なんと90％！！
　やった！とうとう宍道湖の美しい
夕日が見られる日が…日没予想時
間は19時20分になっていたが、前

もって行って良い場所を確保しておかないと、と思って、自転車で一生懸命走っ
て18時40分ごろ島根県立美術館に到着！
　予想通り、晴れた天気のおかげで夕日を見に来ているたくさんの人たちが島
根県立美術館の芝生に座っていた。私も夕日が沈む瞬間を見ようと芝生に座っ
て待っていたら、穏やかな宍道湖の波の音にこころが癒されるようだった。
　恋人同士、家族同士、友達同士で夕日を見に来ている人たちの中で、私もい
つか好きな人ができたら、宍道湖の美しい夕日を見せてあげたいとふと思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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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陽がだんだんオレンジ色に変わっていき、日没はほんの一瞬だろうけど、こ
の美しい瞬間を愛する人たちとの幸せな思い出に残すため、カメラのシャッ
ターを押したり、一所懸命目に収めたりしている人で賑わっていた。
　太陽が徐々に山の向こうに姿を隠していった。太陽が姿を隠した後でも、まだ
光は残っていて辺りは十分明るかった。短い瞬間だったけど、あまりにも美しい
絶景で言葉が出なかった。
　宍道湖の夕日が見られる島根県立美術館の芝生には12匹のウサギの彫刻
物が宍道湖に向かって一列に並んでいる。しかしよく見ると、ウサギは三種類の
形しかない。後ろ足で蹴っているポーズと、前足で着地しているだけの二種類の
形を交互に配置させて動きをだしている。この12匹のウサギの中で前から二番
目のウサギが一番人気だそうだ。二番目のウサギを触ると幸せが訪れるとか。
　西の方向に向かって優しく撫でると効果がアップすると言われている。私も西
の方向に向かって座って二番目のウサギを優しく撫でながらぜひ私にも幸せが
訪れてくるように願ってみた。いや、もう幸せは訪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美しい
宍道湖の絶景の夕日を眺めながら幸せいっぱいな気持ちになったからだ。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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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朴慧貞)

절경의 석양을 즐길 수 
있는 곳－ [신지코 호수의 석양]

　시마네의 색이란 주제를 받았을 때, 다양한 색이 떠올랐지만, 그 중 
단연코 으뜸인 것은 시마네의 자랑 중 하나인 신지코 호수의 
석양이었다. 신지코 호수의 석양은 일본 석양 백선에도 선정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시마네에 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시마네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이곳에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석양이라…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석양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살아왔었다. 자연이 아름다운 시마네, 이런 시마네 안에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마음이 설레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마네 현립 미술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당장 친구와 함께 석양을 
보기 위해 차를 타고 가 보았다. 
　하지만, 날씨가 많이 흐린 탓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 아름다운 
석양을 보는 날은 다음으로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석양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의 날씨에 좌우되기 때문에 6월부터 
장마에 접어든 날씨 탓에 쉽게 석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7월 21일 아주 맑은 주말이었다. ‘이런 날씨라면 석양을 볼 수 
있겠지.’ 란 생각에 석양을 볼 수 있는 지수를 사이트에서 체크해보니, 
90%!!!! 오홋… 드디어 신지코 호수의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날이…
　일몰 예상 시간은 19시 20분으로 되어 있었지만, 미리 가서 좋은 
자리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자전거로 열심히 달려 18시 
40분경에 시마네 현립미술관에 
도착!
　역시나 맑은 날씨 덕에 석양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시마네 현립 
미술관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는 순간을 보려고 미술관 
잔디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 
평온한 신지코 호수의 파도소리가 
마음을 적시는 듯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석양을 보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나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지코 

호수의 아름다운 석양을 보여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양이 점점 오렌지 색으로 변하고, 
일 몰 은  정 말  짧 은  순 간 이 지 만 ,  이  
아름다운 순간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거나 열심히 눈에 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태양이 서서히 산너머 저쪽으로 몸을 
감췄다. 태양이 모습을 감춘 후에도 주변은 아직 남은 태양빛으로 
충분히 밝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절경에 말이 
나오질 않았다. 
　신지코 호수의 석양을 볼 수 있는 시마네 현립 미술관 잔디밭에는 12
마리의 토끼상이 신지코 호수를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토끼들은 세 종류의 모양 밖에 없다. 뒷발로 차고 있는 
포즈와 앞발로 착지하고 있는 두 종류의 모양을 서로 배치시켜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 12마리의 토끼 중에 앞에서 두 번째 토끼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다. 두 번째 토끼를 만지면 행복이 찾아온다나!

　서쪽 방향으로 향해 부드럽게 두 번째 토끼를 만지면 효과가 
상승한다고 한다. 나도 서쪽 방향을 향해 앉아 두 번째 토끼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길 마음속으로 빌어봤다. 아니, 이미 
행복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신지코 호수의 절경의 석양을 
보면서 이미 행복에 젖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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絶景の夕日スポット－「宍道湖の夕日」 朴慧貞
　私の好きな島根の色というこの情報誌の主題を聞いた時、頭の中にさまざま
な色が浮かんできたが、その中でやはり一番だと言えるのは島根の自慢の一つ
である宍道湖の夕日だった。宍道湖の夕日は日本夕陽百選にも選定されている
ほど有名だ。
　島根に来てからすぐ、親しくなった日本の友だちからここに美しい夕日スポッ
トがあるということを初めて聞いた。夕日か…ソウルで生まれて育ってきた私は
夕日などを楽しむ余裕もなく忙しい日々を過ごしてきた。自然に恵まれている島
根、この島根に美しい夕日スポットがあるなんて、胸がわくわくしてきた。
　しかもその夕日スポットが私の住んでいるところからあまり遠くない島根県立
美術館に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って、すぐに友達と一緒に夕日を見に、車で走っ
て行った。
　しかし、どんよりした天気のせいか太陽は雲に隠れていて、美しい夕日を見る
のは次の機会にして、家に戻るしかなかった。
　夕日が見られるのはその時の天気によって影響されるから、6月からの梅雨入
りで、夕日が見られる機会はなかなか私に与えられなかった。

　7月21日、とてもいい天気の週末
だった。このような天気ならきっと
夕日が見られるだろうと思って、夕
日指数をサイトでチェックしてみた
ら、なんと90％！！
　やった！とうとう宍道湖の美しい
夕日が見られる日が…日没予想時
間は19時20分になっていたが、前

もって行って良い場所を確保しておかないと、と思って、自転車で一生懸命走っ
て18時40分ごろ島根県立美術館に到着！
　予想通り、晴れた天気のおかげで夕日を見に来ているたくさんの人たちが島
根県立美術館の芝生に座っていた。私も夕日が沈む瞬間を見ようと芝生に座っ
て待っていたら、穏やかな宍道湖の波の音にこころが癒されるようだった。
　恋人同士、家族同士、友達同士で夕日を見に来ている人たちの中で、私もい
つか好きな人ができたら、宍道湖の美しい夕日を見せてあげたいとふと思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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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陽がだんだんオレンジ色に変わっていき、日没はほんの一瞬だろうけど、こ
の美しい瞬間を愛する人たちとの幸せな思い出に残すため、カメラのシャッ
ターを押したり、一所懸命目に収めたりしている人で賑わっていた。
　太陽が徐々に山の向こうに姿を隠していった。太陽が姿を隠した後でも、まだ
光は残っていて辺りは十分明るかった。短い瞬間だったけど、あまりにも美しい
絶景で言葉が出なかった。
　宍道湖の夕日が見られる島根県立美術館の芝生には12匹のウサギの彫刻
物が宍道湖に向かって一列に並んでいる。しかしよく見ると、ウサギは三種類の
形しかない。後ろ足で蹴っているポーズと、前足で着地しているだけの二種類の
形を交互に配置させて動きをだしている。この12匹のウサギの中で前から二番
目のウサギが一番人気だそうだ。二番目のウサギを触ると幸せが訪れるとか。
　西の方向に向かって優しく撫でると効果がアップすると言われている。私も西
の方向に向かって座って二番目のウサギを優しく撫でながらぜひ私にも幸せが
訪れてくるように願ってみた。いや、もう幸せは訪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美しい
宍道湖の絶景の夕日を眺めながら幸せいっぱいな気持ちになったからだ。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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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朴慧貞)

절경의 석양을 즐길 수 
있는 곳－ [신지코 호수의 석양]

　시마네의 색이란 주제를 받았을 때, 다양한 색이 떠올랐지만, 그 중 
단연코 으뜸인 것은 시마네의 자랑 중 하나인 신지코 호수의 
석양이었다. 신지코 호수의 석양은 일본 석양 백선에도 선정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시마네에 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시마네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이곳에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석양이라…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석양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살아왔었다. 자연이 아름다운 시마네, 이런 시마네 안에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마음이 설레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마네 현립 미술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당장 친구와 함께 석양을 
보기 위해 차를 타고 가 보았다. 
　하지만, 날씨가 많이 흐린 탓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 아름다운 
석양을 보는 날은 다음으로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석양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의 날씨에 좌우되기 때문에 6월부터 
장마에 접어든 날씨 탓에 쉽게 석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7월 21일 아주 맑은 주말이었다. ‘이런 날씨라면 석양을 볼 수 
있겠지.’ 란 생각에 석양을 볼 수 있는 지수를 사이트에서 체크해보니, 
90%!!!! 오홋… 드디어 신지코 호수의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날이…
　일몰 예상 시간은 19시 20분으로 되어 있었지만, 미리 가서 좋은 
자리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자전거로 열심히 달려 18시 
40분경에 시마네 현립미술관에 
도착!
　역시나 맑은 날씨 덕에 석양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시마네 현립 
미술관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는 순간을 보려고 미술관 
잔디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 
평온한 신지코 호수의 파도소리가 
마음을 적시는 듯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석양을 보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나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지코 

호수의 아름다운 석양을 보여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양이 점점 오렌지 색으로 변하고, 
일 몰 은  정 말  짧 은  순 간 이 지 만 ,  이  
아름다운 순간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거나 열심히 눈에 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태양이 서서히 산너머 저쪽으로 몸을 
감췄다. 태양이 모습을 감춘 후에도 주변은 아직 남은 태양빛으로 
충분히 밝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절경에 말이 
나오질 않았다. 
　신지코 호수의 석양을 볼 수 있는 시마네 현립 미술관 잔디밭에는 12
마리의 토끼상이 신지코 호수를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토끼들은 세 종류의 모양 밖에 없다. 뒷발로 차고 있는 
포즈와 앞발로 착지하고 있는 두 종류의 모양을 서로 배치시켜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 12마리의 토끼 중에 앞에서 두 번째 토끼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다. 두 번째 토끼를 만지면 행복이 찾아온다나!

　서쪽 방향으로 향해 부드럽게 두 번째 토끼를 만지면 효과가 
상승한다고 한다. 나도 서쪽 방향을 향해 앉아 두 번째 토끼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길 마음속으로 빌어봤다. 아니, 이미 
행복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신지코 호수의 절경의 석양을 
보면서 이미 행복에 젖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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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地のカラー テレサ・サドカウスキー
　地球を近くに感じられる場所、それがジオパークです。ジオパークは世界有数
の雄大な地質的な特徴や景観を誇る場所であ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ジオパー
クはその風景を通じて、私たちと地球のつながりを深く感じられる機会を提供し
てくれます。
　隠岐諸島は2013年9月にUNESCOが支援している世界ジオパークネットワー
クに加盟しました。日本本土から40～80㎞離れている日本海に浮かぶ離島の
隠岐では、自然を満喫できます。隠岐へのアクセスは船でも飛行機でも難しくあ
りませんが、ひとたび島に降り立つと、水平線の見える海と、起伏の多い地形、そ
して島らしい生活によって、世界から隔離されているような感覚を強く抱きます。
　隠岐はカルデラ地形の島前諸島を構成する西ノ島（にしのしま）、中ノ島（な
かのしま）と知夫里島（ちぶりじま）の３島と、そこから北東に数キロ離れている
丸い島の島後（どうご）からなります。この島々は1000万年前から600万年前の
間に火山活動によってその原型が形成されました。その後の海と風の侵食に
よって、堂々とした海食崖とそこに見える火山の断面、そして様々な奇岩の並ぶ
海岸景観が生み出されました。さまざまな種類の火山岩がある一方で、火山活

色の海の色とのコントラスト
が一層際立っています。これら
の海岸では侵食を受けてゾウ
や、スフィンクス、またはロウソ
クのような形をした石がたくさ
んあります。シーカヤックに
乗って近くからみて楽しむこと
がお勧めです。
　最後になりますが、これまでに紹介した石とはまた違う感じの薄い緑色の石
「グリーンタフ」もあちこちにあります。この石は火山岩ではなく、島ができるより
もはるか昔、日本海ができる前の時代に湖や川の底に溜まった土砂からなる地
層です。隠岐では建材として使われており、庭の石壁や遊歩道の敷石などに見
ることができます。
　無数の色で彩られている美しい隠岐の景観は地球のストーリーを語ってくれ
ます。どんな色があるか探しに、隠岐へ旅立ち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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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によって地下から押し上げられてきた隠岐片麻岩（おきへんまがん）という2.5
億年前に大陸で形成された変成岩や日本海の形成を記録する堆積岩も露出し
ています。この地質の多様性が、どこを見ても素晴らしい多様な地形を生み出し
ています。そして、この大地はさまざまな色で彩られています。暗灰色、純白、真
紅、薄緑などの石から構成される海岸が海の色、そして植生の緑とのコントラス
トをなして、島の成り立ちのストーリーに彩を加えています。
　とくに印象的で鮮やかな場所のひとつに、知夫里島の赤壁（せきへき）という
赤い海食崖があります。この雄大な景色と潮風を放牧の牛が毎日贅沢に楽しん
でいます。赤壁は約600万年前に噴火した火山の断面で、まぶしい赤色の縞模
様は、玄武岩のマグマのしぶきにある鉄分が酸化されたものです。縦に走る溶
岩の岩脈はその成分が違うために赤くはありません。このような美しい赤と何色
もの灰色と黄色で着彩された石は同じ島前にある中ノ島の明屋（あきや）海岸
や西ノ島の国賀（くにが）海岸でも見られます。
　一方、近くの島後の北西海岸のほとんどは白い岩石でできています。この白い
石は流紋岩、あるいは粗面岩という違う種類の溶岩からなり、アクアブルーと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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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지오파크입니다. 
지오파크는 세계 유수의 웅대한 지질적인 특징과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지오파크는 그 풍경을 통해, 우리들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오키제도는 2013년 9월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에 가맹했습니다. 일본 본토로부터 40〜80km 떨어져 있는 
일본해에 떠　있는　오키제도에서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키섬에 가는 방법은 배로든 비행기로든 갈 수 있지만, 일단 섬에 
내려서면, 지평선이 보이는 바다와, 기복이 많은 지형, 그리고 섬다운 
생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오키는 칼데라 지형의 니시노시마 섬, 
나카노시마 섬과 치부리지마 섬의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젠(島前)
제도와, 도젠(島前)제도에서 북동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둥근 섬인 도고
(島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1000만년 전부터 600만년 전 사이에 
플레이트 활동과 화산 활동으로 그 
원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바다와 
바람의 침식으로, 해식애와 화산 단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암이 늘어서 
있는 해안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화산암이 있는 한편, 
화산 활동에 의해 지하에서 밀어 올려진 오키 편마암이라는 2.5억년　
전에 대륙으로 형성된 변성암과 일본해 형성을 기록하는 퇴적암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의 다양성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멋지고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여러 가지 

색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짙은 회색, 순백색, 진홍색, 엷은 녹색 등의 
돌로 구성된 해안이 바닷 빛깔, 그리고 살아 있는 녹색 빛깔과의 대비를 
이루며, 섬이 만들어진 스토리에 색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명히 기억에 남는 장소 중 하나로, 치부리지마 섬의 
적벽이라는 붉은 해식안이 있습니다. 이 웅대한 경관과 바닷 바람을, 
방목된 소가 매일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적벽은 약 600만년 전에 
분화한 화산의 단면으로, 눈부신 붉은 색의 줄무늬 모양은, 현무암 
마그마의 물보라에 있는 철분이 산화된 것입니다. 세로로 펼쳐진 용암의 
암맥은 그 성분과 만들어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붉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붉은 색과 다채로운 회색과 황색으로 채색된 바위는 
같은 도젠（島前）에 있는 나카노시마 섬의 아키야 해안과 니시노시마 
섬의 쿠니가 해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고（島後）의 북서해안의 대부분은 하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 바위는 유물암（流紋岩） , 또는 조면암（粗面岩）이라는 
다른 종류의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쿠아 블루에서 푸른 빛의 바다 
빛깔과의 대비가 한층 눈에 띕니다. 이 해안에는 침식을 받아, 코끼리·
스핑크스 또는 양초와 같은 여러가지 모양을 한 돌이 많이 있습니다. 
씨카약(Sea kayak)을 타고 가까이서 보고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돌과는 또 다른 느낌의 엷은 녹색빛 돌 

테레사 사드카우스키(Teresa Sadkowsky)

대지의 색깔

「그린 터프（Green Tuff）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 돌은 화산암이 아니고, 
섬이 생기기 훨씬 전, 일본해가 생기기 전의 시대에 대륙이 있었던 
호수와 강 바닥에 쌓인 토사로 된 지층입니다.  오키에서는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원의 돌벽이나 산책길에 깔린 돌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수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아름다운 오키의 경관은 지구의 
스토리를 말해 줍니다. 어떤 색이 있는지 찾으러 오키로 여행을 
떠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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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地のカラー テレサ・サドカウスキー
　地球を近くに感じられる場所、それがジオパークです。ジオパークは世界有数
の雄大な地質的な特徴や景観を誇る場所であ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ジオパー
クはその風景を通じて、私たちと地球のつながりを深く感じられる機会を提供し
てくれます。
　隠岐諸島は2013年9月にUNESCOが支援している世界ジオパークネットワー
クに加盟しました。日本本土から40～80㎞離れている日本海に浮かぶ離島の
隠岐では、自然を満喫できます。隠岐へのアクセスは船でも飛行機でも難しくあ
りませんが、ひとたび島に降り立つと、水平線の見える海と、起伏の多い地形、そ
して島らしい生活によって、世界から隔離されているような感覚を強く抱きます。
　隠岐はカルデラ地形の島前諸島を構成する西ノ島（にしのしま）、中ノ島（な
かのしま）と知夫里島（ちぶりじま）の３島と、そこから北東に数キロ離れている
丸い島の島後（どうご）からなります。この島々は1000万年前から600万年前の
間に火山活動によってその原型が形成されました。その後の海と風の侵食に
よって、堂々とした海食崖とそこに見える火山の断面、そして様々な奇岩の並ぶ
海岸景観が生み出されました。さまざまな種類の火山岩がある一方で、火山活

色の海の色とのコントラスト
が一層際立っています。これら
の海岸では侵食を受けてゾウ
や、スフィンクス、またはロウソ
クのような形をした石がたくさ
んあります。シーカヤックに
乗って近くからみて楽しむこと
がお勧めです。
　最後になりますが、これまでに紹介した石とはまた違う感じの薄い緑色の石
「グリーンタフ」もあちこちにあります。この石は火山岩ではなく、島ができるより
もはるか昔、日本海ができる前の時代に湖や川の底に溜まった土砂からなる地
層です。隠岐では建材として使われており、庭の石壁や遊歩道の敷石などに見
ることができます。
　無数の色で彩られている美しい隠岐の景観は地球のストーリーを語ってくれ
ます。どんな色があるか探しに、隠岐へ旅立ちましょう！

●Japanese

動によって地下から押し上げられてきた隠岐片麻岩（おきへんまがん）という2.5
億年前に大陸で形成された変成岩や日本海の形成を記録する堆積岩も露出し
ています。この地質の多様性が、どこを見ても素晴らしい多様な地形を生み出し
ています。そして、この大地はさまざまな色で彩られています。暗灰色、純白、真
紅、薄緑などの石から構成される海岸が海の色、そして植生の緑とのコントラス
トをなして、島の成り立ちのストーリーに彩を加えています。
　とくに印象的で鮮やかな場所のひとつに、知夫里島の赤壁（せきへき）という
赤い海食崖があります。この雄大な景色と潮風を放牧の牛が毎日贅沢に楽しん
でいます。赤壁は約600万年前に噴火した火山の断面で、まぶしい赤色の縞模
様は、玄武岩のマグマのしぶきにある鉄分が酸化されたものです。縦に走る溶
岩の岩脈はその成分が違うために赤くはありません。このような美しい赤と何色
もの灰色と黄色で着彩された石は同じ島前にある中ノ島の明屋（あきや）海岸
や西ノ島の国賀（くにが）海岸でも見られます。
　一方、近くの島後の北西海岸のほとんどは白い岩石でできています。この白い
石は流紋岩、あるいは粗面岩という違う種類の溶岩からなり、アクアブルーと緑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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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지오파크입니다. 
지오파크는 세계 유수의 웅대한 지질적인 특징과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지오파크는 그 풍경을 통해, 우리들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오키제도는 2013년 9월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에 가맹했습니다. 일본 본토로부터 40〜80km 떨어져 있는 
일본해에 떠　있는　오키제도에서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키섬에 가는 방법은 배로든 비행기로든 갈 수 있지만, 일단 섬에 
내려서면, 지평선이 보이는 바다와, 기복이 많은 지형, 그리고 섬다운 
생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오키는 칼데라 지형의 니시노시마 섬, 
나카노시마 섬과 치부리지마 섬의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젠(島前)
제도와, 도젠(島前)제도에서 북동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둥근 섬인 도고
(島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1000만년 전부터 600만년 전 사이에 
플레이트 활동과 화산 활동으로 그 
원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바다와 
바람의 침식으로, 해식애와 화산 단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암이 늘어서 
있는 해안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화산암이 있는 한편, 
화산 활동에 의해 지하에서 밀어 올려진 오키 편마암이라는 2.5억년　
전에 대륙으로 형성된 변성암과 일본해 형성을 기록하는 퇴적암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의 다양성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멋지고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여러 가지 

색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짙은 회색, 순백색, 진홍색, 엷은 녹색 등의 
돌로 구성된 해안이 바닷 빛깔, 그리고 살아 있는 녹색 빛깔과의 대비를 
이루며, 섬이 만들어진 스토리에 색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명히 기억에 남는 장소 중 하나로, 치부리지마 섬의 
적벽이라는 붉은 해식안이 있습니다. 이 웅대한 경관과 바닷 바람을, 
방목된 소가 매일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적벽은 약 600만년 전에 
분화한 화산의 단면으로, 눈부신 붉은 색의 줄무늬 모양은, 현무암 
마그마의 물보라에 있는 철분이 산화된 것입니다. 세로로 펼쳐진 용암의 
암맥은 그 성분과 만들어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붉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붉은 색과 다채로운 회색과 황색으로 채색된 바위는 
같은 도젠（島前）에 있는 나카노시마 섬의 아키야 해안과 니시노시마 
섬의 쿠니가 해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고（島後）의 북서해안의 대부분은 하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 바위는 유물암（流紋岩） , 또는 조면암（粗面岩）이라는 
다른 종류의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쿠아 블루에서 푸른 빛의 바다 
빛깔과의 대비가 한층 눈에 띕니다. 이 해안에는 침식을 받아, 코끼리·
스핑크스 또는 양초와 같은 여러가지 모양을 한 돌이 많이 있습니다. 
씨카약(Sea kayak)을 타고 가까이서 보고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돌과는 또 다른 느낌의 엷은 녹색빛 돌 

테레사 사드카우스키(Teresa Sadkowsky)

대지의 색깔

「그린 터프（Green Tuff）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 돌은 화산암이 아니고, 
섬이 생기기 훨씬 전, 일본해가 생기기 전의 시대에 대륙이 있었던 
호수와 강 바닥에 쌓인 토사로 된 지층입니다.  오키에서는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원의 돌벽이나 산책길에 깔린 돌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수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아름다운 오키의 경관은 지구의 
스토리를 말해 줍니다. 어떤 색이 있는지 찾으러 오키로 여행을 
떠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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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山の貴重な眺め ダニエル・ブロドリック
　自然あふれる雲南市。ここでは山が緑の波のように見える。町から少しでも離
れるとその波に飲み込まれるが、決して悪いことではない。山奥には里山がたく
さんあり、そこでは典型的な日本の生活を見ることができる。その中のひとつは
棚田百選に選ばれた山王寺（さんおうじ）である。およそ100人、35世帯がこの
棚田を管理しているが、それでも手が足りない田んぼは地域の方々が田植えや
雑草取りなどの作業に取り組んでいる。
　里山暮らし研究所代表、日本エコビレッジ研究会理事、島根県森林インストラ
クターである多久和　厚（たくわ　あつし）さんは3年間山王寺の棚田を管理し
てきて、里山の暮らしや生活に関して知識が深い。多久和さんによると、今地球
に住んでいる７０億の人間は、地球自体が供給できる限度の1.5倍のスピード
で地球の資源を浪費している。いうまでもなく先進国がその大半を占めている。
このままだと地球の資源は枯渇してしまうので、地球の資源の価値を理解し、自
然とのバランス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お金が唯一の資本だと考える代
わりに地球の資源を資本だと認め、自然の中で生きることを心掛けなければな
らない。これを「里山資本主義」という。つまり、物質的な幸福より他人と自然と協

力し合う生き方による幸せを求めるべきという考え方である。
　私は山王寺に行くことによって人間と自然の力関係のバランスをとることの重
要性を学んだ。例えば竹のような植物が非常に速いペースで生え続け土地を占
領していくが、人間がその竹を切って道具などにしたりすれば問題解決になる
し、農業に使う貴重なスペースを保つこともできる。こうした例が自然にはたくさ
んあるが、日本の田舎では自然の勢いの方が勝り、多大な土地が耕作放棄され
ている。
　ではどうやって人々にこの問題の深刻さを伝えるべきか。多久和さんによると
その答えは「幸せはお金では買えないという古来の言葉にある。大勢の人は自
然とのつながりを忘れ、例え必要になったとしても自然だけを使った暮らし方を
支えられなくなっている。更にその生き方の満足を知らない。知るようになるた
めには体験が最適だ。山王寺は学生や障がい者を招き、お米や豆を植えてそれ
を収穫する体験を提供している。そういう活動によって障害者の癒しになり、成
長と教育の機会にもなる。回りの緑から得るエネルギーは自然にしか存在しな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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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時の間田んぼの苗を眺
めるのは美しいが、毎日見て
いたらどういう風に変わるか
を多久和さんに尋ねてみる
ことにした。田植えが終わっ
て1本の苗が30本に増え、色
が濃くなる。見るたびに変化
すると言う。しかも苗だけを
見るのではなく、ちゃんと感
謝するために周りの景色も
見たほうがいいとも言われた。多久和さんによると最も美しいのは朝で、雲が
山々から下り田んぼが霧に覆われるところだそうだ。それを雲海という。稲刈り
前の長くて濃い緑色の苗も素晴らしい眺め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私も見てみ
たいと思った。山王寺の景色と生活は一人では保てないが、みんなが勉強して
意識を養えば里山に希望は残るだろうと思う。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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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풍부한 운난시. 여기에서는 산이 푸른 파도처럼 보인다.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파도에 삼켜지겠지만,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산 안쪽에는 마을 산이 많이 있고, 마을 산에서는 전형적인 
일본 생활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계단식 논 백선에 뽑힌 산오지 
절이다. 약 100명, 35세대가 이 계단식 논을 관리하고 있는데, 손이 
부족한 논은 지역 주민들이 모내기나 잡초 제거 등의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마을 산에 살기] 연구소 대표, [일본 환경 마을] 연구회 이사, 
시마네현 산림 지도원인 타쿠와 아쓰시씨는 3년 동안 산오지 절의 
계단식 논을 관리해 왔으며, 마을 산에서 지내는 것이나 생활에 관련된 
지식이 깊다. 타쿠와씨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간은, 지구 자체가 공급할 수 있는 한도의 1.5배의 속도로 지구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선진국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지구의 자원은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구 
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의 균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돈이 유일한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지구 자원을 자본이라고 
인정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마을 
산 자본주의]라고 한다. 즉, 물질적인 행복보다 타인과 자연과 협력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의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나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배웠다. 예를 들면 대나무 같은 식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나 토지를 
점령해 가는데, 인간이 대나무를 잘라서 도구 등으로 쓰거나 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농업에 사용하는 귀중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가 자연에는 많이 있지만, 일본의 시골에서는 자연의 기세가 더 
우월해서, 많은 토지의 경작이 포기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해야 할까? 
타쿠와씨에 의하면 그 답은 [행복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옛말에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고, 설령 
필요해 지더라도 자연만을 이용한 생활 방법으로 버틸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그 생활 방법의 만족을 모른다. 이러한 자연만을 이용한 생활 
방법의 만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최적이다. 산오지 절은 
학생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초대하여, 쌀이나 콩을 심고 그것을 
수확하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위안을 얻고, 성장과 교육의 기회가 된다. 주변의 인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자연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 동안 논의 모종을 바라보는 것은 아름답지만, 매일 보고 
있는다면 어떤 식으로 변할지 타쿠와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모내기가 
끝나고, 1개의 모종이 30개로 늘어, 색이 엷어진다. 볼 때마다 
변화한다고 한다. 게다가 모종만을 보는 것이 아닌, 확실히 감사하기 

위해 주변의 경치도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타쿠와씨에 따르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침이고, 구름이 산에 내려앉고, 논이 안개에 뒤덮일 
때라고 한다. 그것을 운해（구름바다）라고 한다. 벼베기 전의　길고 짙은 
초록빛의 모종도 멋진 경관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도 보고 싶었다. 
산오지 절의 경치와 생활은 혼자서는 지킬 수 없지만, 모두가 공부하고 
의식을 고양시킨다면 마을 산에 희망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다니엘 브로드릭(Daniel Brod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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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山の貴重な眺め ダニエル・ブロドリック
　自然あふれる雲南市。ここでは山が緑の波のように見える。町から少しでも離
れるとその波に飲み込まれるが、決して悪いことではない。山奥には里山がたく
さんあり、そこでは典型的な日本の生活を見ることができる。その中のひとつは
棚田百選に選ばれた山王寺（さんおうじ）である。およそ100人、35世帯がこの
棚田を管理しているが、それでも手が足りない田んぼは地域の方々が田植えや
雑草取りなどの作業に取り組んでいる。
　里山暮らし研究所代表、日本エコビレッジ研究会理事、島根県森林インストラ
クターである多久和　厚（たくわ　あつし）さんは3年間山王寺の棚田を管理し
てきて、里山の暮らしや生活に関して知識が深い。多久和さんによると、今地球
に住んでいる７０億の人間は、地球自体が供給できる限度の1.5倍のスピード
で地球の資源を浪費している。いうまでもなく先進国がその大半を占めている。
このままだと地球の資源は枯渇してしまうので、地球の資源の価値を理解し、自
然とのバランス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お金が唯一の資本だと考える代
わりに地球の資源を資本だと認め、自然の中で生きることを心掛けなければな
らない。これを「里山資本主義」という。つまり、物質的な幸福より他人と自然と協

力し合う生き方による幸せを求めるべきという考え方である。
　私は山王寺に行くことによって人間と自然の力関係のバランスをとることの重
要性を学んだ。例えば竹のような植物が非常に速いペースで生え続け土地を占
領していくが、人間がその竹を切って道具などにしたりすれば問題解決になる
し、農業に使う貴重なスペースを保つこともできる。こうした例が自然にはたくさ
んあるが、日本の田舎では自然の勢いの方が勝り、多大な土地が耕作放棄され
ている。
　ではどうやって人々にこの問題の深刻さを伝えるべきか。多久和さんによると
その答えは「幸せはお金では買えないという古来の言葉にある。大勢の人は自
然とのつながりを忘れ、例え必要になったとしても自然だけを使った暮らし方を
支えられなくなっている。更にその生き方の満足を知らない。知るようになるた
めには体験が最適だ。山王寺は学生や障がい者を招き、お米や豆を植えてそれ
を収穫する体験を提供している。そういう活動によって障害者の癒しになり、成
長と教育の機会にもなる。回りの緑から得るエネルギーは自然にしか存在しな
い。

●Japanese

　一時の間田んぼの苗を眺
めるのは美しいが、毎日見て
いたらどういう風に変わるか
を多久和さんに尋ねてみる
ことにした。田植えが終わっ
て1本の苗が30本に増え、色
が濃くなる。見るたびに変化
すると言う。しかも苗だけを
見るのではなく、ちゃんと感
謝するために周りの景色も
見たほうがいいとも言われた。多久和さんによると最も美しいのは朝で、雲が
山々から下り田んぼが霧に覆われるところだそうだ。それを雲海という。稲刈り
前の長くて濃い緑色の苗も素晴らしい眺め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私も見てみ
たいと思った。山王寺の景色と生活は一人では保てないが、みんなが勉強して
意識を養えば里山に希望は残るだろうと思う。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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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풍부한 운난시. 여기에서는 산이 푸른 파도처럼 보인다.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파도에 삼켜지겠지만,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산 안쪽에는 마을 산이 많이 있고, 마을 산에서는 전형적인 
일본 생활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계단식 논 백선에 뽑힌 산오지 
절이다. 약 100명, 35세대가 이 계단식 논을 관리하고 있는데, 손이 
부족한 논은 지역 주민들이 모내기나 잡초 제거 등의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마을 산에 살기] 연구소 대표, [일본 환경 마을] 연구회 이사, 
시마네현 산림 지도원인 타쿠와 아쓰시씨는 3년 동안 산오지 절의 
계단식 논을 관리해 왔으며, 마을 산에서 지내는 것이나 생활에 관련된 
지식이 깊다. 타쿠와씨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간은, 지구 자체가 공급할 수 있는 한도의 1.5배의 속도로 지구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선진국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지구의 자원은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구 
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의 균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돈이 유일한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지구 자원을 자본이라고 
인정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마을 
산 자본주의]라고 한다. 즉, 물질적인 행복보다 타인과 자연과 협력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의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나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배웠다. 예를 들면 대나무 같은 식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나 토지를 
점령해 가는데, 인간이 대나무를 잘라서 도구 등으로 쓰거나 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농업에 사용하는 귀중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가 자연에는 많이 있지만, 일본의 시골에서는 자연의 기세가 더 
우월해서, 많은 토지의 경작이 포기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해야 할까? 
타쿠와씨에 의하면 그 답은 [행복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옛말에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고, 설령 
필요해 지더라도 자연만을 이용한 생활 방법으로 버틸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그 생활 방법의 만족을 모른다. 이러한 자연만을 이용한 생활 
방법의 만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최적이다. 산오지 절은 
학생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초대하여, 쌀이나 콩을 심고 그것을 
수확하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위안을 얻고, 성장과 교육의 기회가 된다. 주변의 인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자연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 동안 논의 모종을 바라보는 것은 아름답지만, 매일 보고 
있는다면 어떤 식으로 변할지 타쿠와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모내기가 
끝나고, 1개의 모종이 30개로 늘어, 색이 엷어진다. 볼 때마다 
변화한다고 한다. 게다가 모종만을 보는 것이 아닌, 확실히 감사하기 

위해 주변의 경치도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타쿠와씨에 따르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침이고, 구름이 산에 내려앉고, 논이 안개에 뒤덮일 
때라고 한다. 그것을 운해（구름바다）라고 한다. 벼베기 전의　길고 짙은 
초록빛의 모종도 멋진 경관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도 보고 싶었다. 
산오지 절의 경치와 생활은 혼자서는 지킬 수 없지만, 모두가 공부하고 
의식을 고양시킨다면 마을 산에 희망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다니엘 브로드릭(Daniel Brod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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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に潤いを与えてくれる宍道湖 沈海婷
　宍道湖は島根県松江市、出雲市にまたがる湖。斐伊川を始め数多くの河川が流
入し、大橋川・中海・境水道を介して外海日本海と接続があり、淡水と海水が入り
混じる汽水湖となっている。特有の湖沼に恵まれて魚類が豊富で宍道湖七珍をは
じめとするさまざまな生物が生息している。特産物として、漁獲高を誇るヤマトシ
ジミが一番有名である。
　私の住まいから宍道湖まで歩行で10分もかからない距離だから、この湖は私
をすごく潤わせてくれている。平日のほの暗い明け方、シジミを採る漁師らが早々
と作業を始め、数えきれないほどの小舟が水上に漂っている。シジミ汁はあっさり
しておいしいし、二日酔い解消にも効果的な健康食品として地元の食卓に欠かせ
ない存在である。島根に足を運んだ日本国内外の観光客も必ず椀一杯をすする
だろう。ヤマトシジミは汽水域の生物、やや大きなものは往々にしてギフトに加
工・パッキングされ、東京など大都会の市場に出回り、人々に広く親しまれている。
地元の店先に並ぶのは小さいとはいえ、味はいささかも遜色がない。
　豊かな魚介類の他に、宍道湖の周りの温泉も有名である。湖畔の松江しんじ湖
温泉駅とシジミ館それぞれのすぐそばに一般市民や観光客が無料で利用できる
足湯が設置されている。バスを待つ人々が足湯を楽しんで旅の疲れをとる。ある
日、三年間毎日欠かさず足湯に入り続けているおばあさんに出会い、長年にわた
り悩まれた足の神経痛が２週間の足湯治療を行ってなんと全快してしまったとの
話を聞いた。果たしてそのとおりで膝下の皮膚が湯焼けのため明らかに赤く見え

る。その後おばあさんが足湯の良さの周知を図り人々にアピールし始めたらしい。
　宍道湖に夕日が沈む美しさは日本の絶景である。しかし、それより夕暮れどき宍
道湖沿いの静かなジョギング小路のほうが私は好きだ。水上をまたがる宍道湖大
橋のライトアップと水に映った揺らめく岸辺の家々の明かりを目にしたり、潮が満
ちたり引いたり、水が岩にぶつかった音が響いてきたり、風に乗って吹いてくる生
臭さのない潤った空気を吸ったりして本当に私を潤わせてくれる。また、ヘッドラ
イトや懐中電灯で照らしながら石にくっついているエビやカニを探したり、線香花
火で盛り上がる家族がよくいる。このようなのどかな幸せは大都会ではなかなか
経験できないだろう。
　地元の高齢者の話によると、戦前の宍道湖は今よりずっときれいかつ豊かだっ
た。子供はもちろん大人も水泳、エビ掬い、魚釣りなどを楽しんでいた。高度経済
成長期を経て、公害に苦しむ人々が日本の各地にいる。宍道湖の水質もかつて一
度悪化した。70年代ごろ県民らは水質保全の意識が高まり、40年間保全政策に
努め、水質はまだ戦前の水泳できる標準にいたらないが、本来の姿を取り戻しつ
つある。多くのボランティアが一人10メートルの浜辺をまるで自分の子供のように
愛で、きれいさを保つように頑張っている。宍道湖の周りに暮らす人々がこのよう
に宍道湖を大切にすれば、宍道湖もきっと代々の人々に感動や安らぎを与え、さ
まざまな恵みをもたらすだろう。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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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코 호수는 시마네현 마쓰에시, 
운난시에 걸쳐있는 호수. 히이카와 강을 
시작으로 수많은 하천이 유입해서,  
오오하시가와 강·나카우미 호수·사카이스이도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일본해와 접해 있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있는 반염호(半鹽湖)로 
되어 있다. 특유의 호수와 늪이 많아 어류가 풍부하고, 신지코 호수의 7
대 어패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이 생식하고 있다. 특산물로는, 
어획량을 자랑하는 재첩이 가장 유명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지코 호수 까지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신지코 호수는 나에게 너무나 큰 평안함을 준다. 
평일의 어슴프레한 새벽녘, 재첩을 채집하는 어부들이 일찌감치 작업을 
시작하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배들이 호수　위에 떠 있다. 
　재첩국은 담백해서 맛이 있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인 건강 식품으로 
이 지역의 식탁에 빠뜨릴 수 없는 존재이다. 시마네를 방문하는 일본 
국내외의 관광객도 반드시 국그릇으로 한가득 들이킬 것이다. 재첩은 
반염호(半鹽湖)의 생물로, 약간 큰 것은 대개 선물로 가공·포장되어, 
도쿄 등 대도시 시장에 출시되어, 사람들이 널리 즐기고 있다. 이 지역의 
가게 점두에 진열되는 것은 크기가 작다고 해도, 맛은 조금도 손색이 없다. 
　풍부한 어패류 외에도, 신지코 호수 주변에 있는 온천도 유명하다. 
호숫가의 마쓰에 신지코 온천역과 시지미관(호텔명)의 각각 바로 옆에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족욕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족욕을 즐기며 여행의 피로를 푼다. 
어느 날, 3년 동안 매일 거르지 않고 족욕을 계속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오랫동안 고민거리였던 다리 신경통이 2주동안의 족욕 치료를 
하자, 완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이야기대로 종아리의 피부가 
뜨거운 물에 달궈진 탓인지 확실히 빨개 보였다. 그 후, 아주머니가 

족욕의 좋은 점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한 것 같다.
　신지코 호수에 석양이 질 때의 아름다움은 일본의 절경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해질녘의 신지코 호수를 따라 조용히 조깅을 할 수 있는 
작은 길을 좋아한다. 호수　위에 걸쳐 있는 신지코 호수 대교의 조명이 
켜진 모습과 호수에 비치는 흔들거리는 호숫가 집들의 조명을 보거나,  
호수가 출렁이거나, 물이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거나,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비린내가 나지 않는 촉촉한 공기를 마시거나 하면서 
평안함을 얻는다. 또한 헤드라이트나 회중전등을 비추면서 돌에 붙어 있는 
새우나 게를 찾거나, 불꽃놀이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족이 많이 있다.
　지역의 고령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쟁 전 신지코 호수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풍요로웠다고 한다.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도 수영, 새우 
건지기, 낚시 등을 즐겼다.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 공해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일본 각지에 있다. 신지코 호수의 수질도 이전에 한 번 
악화됐었다. 70년대경 현민들의 수질 보전 의식이 높아지고, 40년간 각 
보전 정책을 진행하는데 힘써, 수질은 아직 전쟁 전 수영이 가능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당 10미터의 해안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으로, 깨끗하게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지코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신지코 호수를 소중히 여긴다면, 신지코 호수도 분명히 대대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평안을 주고, 여러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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