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쿠지라（멧돼지）와
살아가는 마을, 미사토초(美郷町)
미사토의 야마쿠지라
야마쿠지라를 통해 퍼져 나가는 지역 커뮤니티
–핸드메이드 멧돼지 가죽제품 창조의 공간 [아오조라 수공예] –
미사토초의 생기발랄 빛나는 사람
아오조라 살롱

美郷の山くじら

美郷町でいきいき輝く人

「山くじらを通じ、広がる地域のコミュニティ」
丨手縫いイノシシ皮革製品の創造空間「青空クラフト」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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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토의 야마쿠지라（멧돼지）
올리버 마샬(Oliver Marshall)
안개가 산정상을 넘어, 앞쪽 좁은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흐린

아침이었다. 우리들은 터널을 빠져나와, 길가 공터에 주차를 하자,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오두막의 바깥 쪽에 모여있는 활기찬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 몇 명은, 장작불 주변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홍차나 커피, 직접 만들어 온 요리를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었다.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오두막 안에
계시는 어머님들의 권유로, 안으로 들어가 롤케이크, 주먹밥, 뜨거운
팥죽을 얻어 먹었다. 산 속의 좁은 길가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환대를 받아,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무슨

잔치라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임이
설마했던 일 덕분에 다시 생기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월에 동료 국제교류원과 함께「야마쿠지라（멧돼지）」에 대한 취재로,

시마네현 중앙에 있는 미사토초에 갔다. 일본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는

외국인은, 멧돼지를 가리키는 [야마쿠지라（山くじら, 산고래）]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지 모른다. 네발 달린 짐승을 먹는 것을 금기시했던

에도시대（1603~1867）에, 사람들이 멧돼지를 가리켜 [야마쿠지라（산고래）]
라는 완곡한 표현을 만들어 사용하며, 실제로 멧돼지 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미사토초 취재로 알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일본의 멧돼지]를 검색했더니, 짐승 피해가 심각한

농업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왔다. 미사토 농가 사람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미사토초 산업진흥과의 가라스다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다. 가라스다 과장님에 따르면, 멧돼지는 논밭에 들어가 작물이
열리기도 전에 먹어치우며, 식물을 짓뭉갤 뿐만 아니라, 논밭에서

山

이리저리 뛰어다녀, 작물이 진흙투성이가 된다. 또한 멧돼지가 벌레를
찾기 위해 밭을 파는 등의 피해도 있다고 한다.

짐승에 의한 농작물 피해 외에, 미사토에는 일본 전국이 그렇듯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

할수록, 지방에 사는 사람들간의 교류는 점점 적어진다. 도쿄나 오사카의
번화가나, 우아한 교토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사회문제가

보기좋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시마네현 안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적은
미사토초（인구 약 5000명）는 특히 영향을 받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2월의 추운 아침,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길가에 따뜻한 장작불 옆에서

차를 마시면서,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득‘짐승피해와

●Japanese

美郷の山くじら
霧が山頂を越え、
前方の狭い渓谷に流れ込む、
曇った朝であった。
私達はトンネ
ルを出て、道路沿いの空き地に駐車したら、木造の小屋の外にある元気な人々の
集まりに気づいた。焚き火にあたり生き生きと会話をする人もいれば、暖かい紅
茶、
コーヒー、
手作り料理をてきぱきと用意する人もいた。
近づいたら、
すぐにお母
さんたちに小屋へ招き入れられ、
ロールケーキ、
おにぎり、熱々のぜんざいをご馳
走になった。
山奥の狭い道で知らない人々から、
そのような活気やおもてなしを受
け、
私は驚いた。
最初は
「何かお祝いしているようだ」
と不思議に思ったが、
コミュニ
ティそのものを祝っていることがやっと分かった。
ある意味、
その集まりがまさかと
思う事のおかげで、
コミュニティの再生を祝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2月に同僚の国際交流員と一緒に
「山くじら」についての取材で、島根県の中
央にある美郷町へ行った。日本史を勉強したことがない外国人には猪を示す
「山くじら」
を奇妙に思うかもしれない。4本足の獣を食べることを禁忌されてい
た江戸時代に、人々が「山くじら」
という婉曲的な表現を造り出し、実際には食べ
ていたことを、私は美郷町の取材で初めて知った。
インターネットで「日本の猪」
を検索したら、深刻な問題である農業獣害に関
2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있는데도,
모두들 이렇게 밝은 모습이라니,
어째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オリバー・マーシャル
する記事が数多く出てくる。美郷の農家の人々が直面する試練については、美
郷町産業振興課の烏田課長に聞いた。烏田課長によると、猪は田畑に入り込ん
で、農作物が実る前に食べてしまう。
その他、植物を踏みつぶすだけではなく、駆
け回ることで作物が泥まみれになる。虫を求めて掘る獣害もあるそうだ。
獣害の他に、美郷は日本全体がそうであるように、少子高齢化に直面してい
る。地方の住民が都会に移住すればするほど、地方のコミュニティのつながりが
薄れてしまう。東京や大阪の都市部、
または優雅な京都に訪れる外国人には、
こ
の社会問題が都合よく隠されているのだろうか。島根県の中で一番人口密度の
低い美郷町（人口は5000人弱）
は特に影響を受けやすいと思う。
そんなことを考えながら、
その2月の寒い朝、道路沿いの暖かい火のそばでお
茶を飲みながら地域住民とお喋りしている私は思った ̶ 獣害や少子高齢化の
問題に迫られているはずのここの皆は、
なぜこんなに明るいの？
その理由がやっと分かったのは、獣害対策や地域活性化に20年間取り組ん
できた美郷町産業振興課の安田亮さんに会った時である。美郷町の再生に対す
る安田さんの前向きな姿勢に感心した。以前からずっと美郷町に害を与える山

활성화에 20년 동안 몸을 담아 온 미사초토
산업진흥과의 야스다 료씨를 만나서 알게

되었다. 미사토초의 재건에 대한 야스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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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적인 모습은 감동을 주었다. 야스다씨는
이전부터 줄곧 미사토초에 피해를 준

야마쿠지라（멧돼지）가, 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료하게

Map

이야기한다. 우리들이 방문했던 길가 사람들의 모임은 [아오조라 살롱]이라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이며, 2006년에 생겨나, 매주 수요일은 아침시장이

되어, 지역 특산물의 판매처가 되기도 하고, 짐승피해에 대해 배우는 곳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아오조라 살롱]이 주민들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재생에 중요한 모임이 되어 왔다고 느끼고 있다.

[아오조라 살롱]외에, 짐승에 의한 농작물 피해 문제를 계기로 지역내에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자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야스다씨는 근처에 있는
배리어 프리 농원이나 짐승피해 대책을 통해 누구나 교류를 할 수 있는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는 보람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만들어 내는

있어요.” 라며 미소띈 얼굴로 이야기를 했다. 그 후에는 [아오조라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미사토초를 방문하는 회사, 연구자,

공용 채소밭 등을 보여주었다.“여기에서는 120세도 농예를 배울 수

수공예]라는 멧돼지 가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 제품（지갑,
동전지갑, 펜케이스 등）
을 제작하는 지역 어머님들의 모임을 찾아갔다.

야스다씨에 의하면, [아 오 조라 수공 예] 같은 커뮤니 티 활 동은

행정적인 보조금은 받지 않고, 참가자 전원이 자금을 내어 생긴,
본격적인 민간 모임이라고 한다.

미사토초의 멧돼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주식회사 오오치

야마쿠지라
（산고래）
]라는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되었다. 폐쇄된 어린이집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은 마을이 사람들과의 교류로 인해 사회문제를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상상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기에 따라 변하는 멧돼지 고기의 공급량 등, （
[ 주）
오오치 야마쿠지라]

와 미사토초에는 앞으로의 도전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야스다씨는

질문했다.“급식을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을 먼저 먹나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맛없는 것을 먼저
먹으면, 마지막에 좋아하는 것을 먹는 즐거움이 생겨요!”

미사토초를 방문한 것은, 여러 의미에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

시설을 재이용한 [（ 주）오오치 야마쿠지라]의 캔제품 공장의 안내를

추운 날씨였지만, 주민들의 환대에 마을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캔을 시식해 보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멧돼지 고기는 잡내가 전혀

있다. 지역 교류, 주민들이 공유하는 밭, [아오조라 살롱]과 [아오조라

야스다씨가 해 주었다. 멧돼지 고기를 사용한 캔 제품 중, 흑맥주 스튜
없고, 부드러웠으며, 스튜의 강한 맛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야스다씨는, [（ 주）오오치 야마쿠지라]의 주요업무는, 멧돼지 고기의

식품화이지만, 회사의 이념은 미사토초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美郷の山くじら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짐승피해 대책과 지역

노인들도 활기차게 함께 웃으며, 적극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수공예] 등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과 [（ 주）오오치

야마쿠지라]의 활동을 통해, 산고래（멧돼지）는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온
미사토초 사람들의 뒤를 이어, 마을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Japanese
くじらが、実は問題の解決策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安田さんは明瞭に
述べた。私たちが訪問した道路沿いの人々の集まりは「青空サロン」
という、
2006年に始まった毎週水曜日の朝市であり、地元の売り場の上であり、獣害対
策について学ぶ場でもある。住民の絆を強めるコミュニティの再生のために大
事な集まりになってきたと、
ここに集まる人々は感じている。
青空サロンの他に、獣害に関する問題がきっかけでコミュニティを豊かにす
るローカルの取り組みがたくさん始まった。近くにあるバリアフリー農園や獣害
対策を通して誰でも交流ができる共用の菜園スペースを安田さんに見せても
らった。
「ここでは120歳でも農芸が学べるよ」
と安田さんが笑顔で言った。
その
あとは「青空クラフト」
という、猪の皮を使用し様々な手作り製品（財布、銭袋、ペ
ンホルダーなど）
を作製する女性グループを訪問した。安田さんによると、
「青空
クラフト」
のようなコミュニティ活動は行政から補助金をもらわないで、参加者が
全ての資金を出し合って作った本格的な草の根運動だそうだ。
美郷町の猪を大事な資源として扱う、
「株式会社おおち山くじら」が2017年に
設立された。閉鎖した保育所の施設を再利用している
「おおち山くじら」の缶詰
工場を安田さんが案内した。
そこで、猪肉を使った缶詰めの中の一つ、
ほっぺが
落ちそうな黒ビール煮込みを食べてみた。臭みがなく、非常に柔らかい肉で、
シ

チューの力強い味とバランスが完璧にとれていた。
安田さんは、
おおち山くじらの主要業務は猪肉の食品化であるものの、
会社の理
念は美郷町の人々が何歳でも幸せで元気な生活ができるように、
生きがいを地方
のコミュニティに生み出すことでもある。
また、
どのようにしてこんな小さい町が人
と人のつながりによって社会問題を解決しているかを見ようとして美郷町を訪問
する会社、
研究者、
観光客を歓迎する事を想像し続ける事が大切だと言った。
時期によって変わる肉の供給量など、将来に向けたおおち山くじらと美郷町
にはまだチャレンジがある、
と安田さんは言うので、
それをすぐに学校給食と比
べた。
「給食を食べる時、一番好きなものを先に食べる？」
と彼は聞いた。
「そん
なに美味しくはないものには栄養があるが、頑張ってそれを先に食べたら、最後
に好きなものを食べる楽しみができる!」。
私が美郷町を訪れたことは、
多くの理由でとても良い経験になった。
出会った住
民の方々に歓迎してもらえて感動した。冷たい天気であったが、住民の心で町は
温かい雰囲気がした。
お年寄りでも元気いっぱいに一緒に笑い、積極的にコミュ
ニティに関わろうとしている。
地域の交流、
住民が共有する畑、
「青空サロン」
や
「青
空クラフト」
などのローカルの取り組み、
そして役場とおおち山くじらの活動を通し
て、
山くじらは努力をしてきた美郷町の人々に次いで、
町の大切な資源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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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くじらを通じ、
広がる地域の
コミュニティ

야마쿠지라（멧돼지）를 통해 퍼져
나가는 지역 커뮤니티
–핸드메이드 멧돼지 가죽제품 창조의 공간
[아오조라 수공예] –
박혜정

2019년 기해년（己亥年）. 올해는 십이간지 중 돼지해가 된다.

십이간지의 해（亥）가 가리키는 동물이 중국과 한국 등에서는 돼지를

일컫지만, 일본에서는 멧돼지를 일컫는 것이 흥미롭다. 일본에서 멧돼지
고기를 먹게 된 역사는 매우 오래전부터인데, 옛날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먹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를 굳이

‘야마쿠지라（산에 있는 고래, 이하 멧돼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멧돼지 고기를 먹어 왔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고래를 물고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미난 이름이 생겼다.

야생동물인 멧돼지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민가나 논·밭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비단 일본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2005년 수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멧돼지가

만들어 내는, 지역 어머님들의 모임이다.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여, 얻은

멧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연 멧돼지와 인간이 공생하기

의해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탄생된다. 제품은 주로 일상품이

출몰하여,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후로, 줄곧 한국국내에서는
위한 방법은 있는 것인가?

이번 시마네 이모저모에서는 [야마쿠지라（멧돼지）와 살아가는 마을,

미사토초（美郷町）]를 테마로, 시마네현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미사토초를 두 차례 방문하였다.

인구 4,700여명의 작은 마을 미사토초는 풍부한 산림에 둘러싸여,

이전부터 마을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이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나라나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멧돼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을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로 이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멧돼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의 수단되고 있는

[아오조라 수공예]라는 모임의 취재를 담당했다.

[아오조라 수공예]는 멧돼지 가죽을 이용한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가죽을 도쿄에 있는 무두질 공장에서 가공해 오면, 어머님들의 손에

많으며, 키홀더, 동전지갑, 도장케이스, 핸드폰줄, 팬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물론 오더 메이드로 가방같은 것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오조라 수공예] 모임의 대표인 와타리 마쓰코씨는 후쿠오카

출신으로, 결혼 전 고향에서 9년 정도 옷을 만드는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다. 이 곳 [아오조라 수공예]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같은
곳은, 이전에 봉제공장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아오조라 수공예]의
어머님들은 이곳이 봉제공장이었을 때, 봉제일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가죽제품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아오조라

수공예 모임이 생긴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서야 모두들 가죽
수제품 만드는 일에 조금 적응되었다고 한다.

[아오조라 수공예] 모임은 매주 수요일, 이른 아침에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커뮤니티인 아침시장에서 각자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고,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채소 등의 판매가 끝나면, 이곳 마을회관에 11
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핸드 메이드 멧돼지 가죽제품을 만드는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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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 제품의 홍보, 주문받기, 제작, 발송 등은 굉장히

아날로그식이다. 인터넷 판매 등은 없으며,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 제품 구입을 위해 직접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오조라 수공예] 모임 어머님들의 손으로 한땀 한땀 정성껏 제품을

Map

만들어 가는 모습과, 또한 미사토초의 모습을 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품들은 모두

●Japanese

「山くじらを通じ、広がる地域のコミュニティ」

－手縫いイノシシ皮革製品の創造空間「青空クラフト」－

2019年己亥年。
今年は十二支の亥年になる。
十二支の亥に当てられる動物が中国、
韓国などではブタになるが、
日本ではイノシシになるのが面白い。
日本でイノシシ肉を
食べ始めたのは大昔からだと言われているが、
昔は四足の獣を食べるのは禁忌されて
いたため、
イノシシをあえて
「山くじら」
という名前で呼び、
イノシシ肉を食べ続けてきた
そうだ。
昔の人はくじらを魚だと思っていたから、
こういうおもしろい名前ができた。
野生動物であるイノシシが環境の変化などにより、
山から民家や田んぼ・畑などに
降りてきて、
人々の生活に影響を与えているのは日本だけでの問題ではない。
韓国で
も2005年首都ソウルという大都会にイノシシが現れ、
大騒ぎになったことがある。
そ
れからずっと韓国国内ではイノシシの問題で頭を抱えている。果たして、
イノシシと
人間が共生するための方法はあるかどうか。
今回の島根情報誌では
「山くじらと生きる町-美郷町」
をテーマに、
島根県の中部にあ
る美郷町を2回訪問した。
人口4700人あまりの小さい町、
美郷町は豊かな森林に囲まれ、
以前から町に現れ
るイノシシの被害が多い地域である。
この小さい町の住民は国や自治体だけに頼ら
ずに、
自ら主人公になり、
イノシシを通じ、積極的に町の経済を活性化し地域住民の
4

朴慧貞

（パク・ヘジョン）

コミュニティをつなぐ努力をしている。
私はイノシシを通じ、
地域住民のコミュニティ活性の手段になっている、
「青空クラ
フト」
という集まりについて取材をした。
「青空クラフト」
はイノシシの革を使い、様々な手縫いの製品を作っている地域の
婦人会の集まりだ。
野生のイノシシを捕獲し、
そこから得た皮を東京にあるなめし工
場で加工され再び美郷町に戻る。
そして婦人会のみなさんの手から、いろいろな手
縫いの製品が誕生する。製品は主に日用品が多く、
キーホールダー、
コインケース、
印鑑ケース、
携帯ストラップ、
ペンケースなど多様だ。
もちろんオーダーメイドでバック
のようなものも製作が可能だそうだ。
「青空クラフト」
会の代表である渡利マツ子さん
は博多出身で、
独身の時、
地元で約9年洋裁の仕事の経験がある。
「青空クラフト」
の
会場として使われている集会所は、以前縫製工場があったところで、
ここの皆さんは
以前、
縫製の仕事をしたことがある方が多いらしい。
しかし皮革製品はまた縫製の仕
事とは違う分野であるために、
「青空クラフト」
が立ち上がって8年という年月が経ち、
やっと手縫いの革製品作りに少し慣れたという。
「青空クラフト」
の集まりは毎週水曜日。
毎週水曜日の早朝、
地域の住民たちの別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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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くじらを通じ、
広がる地域のコミュニティ

A magazine about

점점 색이 엷어진다고 하는데, 이또한 멧돼지 가죽만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품의 가격은, 핸드메이드 가죽제품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가격일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저렴하게는 300엔
（한국돈으로 약 3,000

원,열쇠커버）
에서 비싸게는 8,000엔
（한국돈으로 약 80,000원,명함집）
까지 핸드메이드 가죽제품치고는 굉장히 저렴하다.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고, 가죽을 공정하는 돈 등을 생각하면,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을
듯 했는데, 역시나 와타리씨의 대답도 수익은 제로라고 한다. 수익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임이라기 보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
서로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취미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 모임의 평균 연령은 70대. 모두들 작업에 들어가기 전의

티타임에서는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평균 10시부터 4시까지의

핸드메이드 가죽제품 만들기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집중하여, 진지한
얼굴로 작업에 열중한다. 모두들 너무나 즐거운 모습이다.

일본도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인구감소도 심각한 상태이지만, 지방의 고령자분들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모여, 90이 넘은 나이에도 즐겁게 취미생활을 해 나간다면,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만, 이미 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는

‘지역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지역 살리기’라는
말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고 미사토초 야쿠바（한국의 읍·면사무소에 해당）의

야스다씨는 말한다. 지금까지“지역 살리기＝젊은 사람들을 많이 흡수,

革

지역의 경제 발전”
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미사토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며, 좀 더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살리기’
에는 정답이 없다고, 야스다씨는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무리하게 도시의 젊은 사람들을 이곳에 정주하게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이가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고급스럽다. 멧돼지

가죽제품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소가죽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우며, 사용할 수록 가죽 고유의 광택이 나와

들어서도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사토초는 야마쿠지라
（멧돼지）
를 통해,
지역의 경제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미사토초의 이러한
노력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세계로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Japanese
コミュニティの朝市で、
各自作った料理などを持ち寄り、
食べ、
自分の畑で栽培した野
菜などの販売が終わると、
ここの集会所に11名の婦人会の方々が集まり、手縫いの
イノシシ皮革製品を作る作業が始まる。製品の広報・受注・製作・発送などは実にア
ナログ式だ。
ネット販売などはせず、欲しい人は購入しに直接ここまで来ないといけ
ない。
製品の購入のために直接ここを訪問する人々に、
「青空クラフト」
のみなさんが
手で丁寧に一針一針縫い、
作っていく姿や、
美郷町をいろいろ見てもらいたい気持ち
で、
あえてこのような方法で販売をしている。
製品はすべて手縫いだから、
すごく丈夫
で上品だ。
イノシシの皮革製品を見るのは初めてだったので、
どんな感じだろうと気
になっていたが、
牛革に比べて、
すごく軽く、
やわらかくて、
使えば使うほど、
革固有の
光沢が出てきて、
だんだん色が薄くなっていくそうだが、
これがイノシシ革ならではの
味だと言えるだろう。
製品の値段は手縫いの皮革製品だから、
ある程度の値段になる
と思っていたが、安い物は300円（キーカバー）から高い物は8,000円（名刺入れ）
ま
で。
手縫いの皮革製品としては安い方だ。
時間と手間をかけて、
また皮を加工するな
どのお金のことを考えると、
収益があまり出なさそうと思ったが、
やはり渡利さんの答
えも収益はゼロということだ。
収益を考えて活動している会というより、
週1回こうやっ
て集まり、
お互いの日常生活を共有し、
趣味で続けていく事に、
意味があるという。
「青空クラフト」
の参加者の平均年齢は70代。
みんな作業に入る前のお茶タイムの
時は和やかな雰囲気で楽しくおしゃべりをし、10時から午後4時までの手縫い皮革
製品作りの時は誰よりも集中して、
真剣な顔で作業に取り組んでいる。
みんな、
とても

楽しそうな感じ。
日本も韓国も少子化・高齢化の問題が深刻だ。
これに伴い、地方人口の減少も深
刻な状況だが、
美郷町のように地方の高齢者の方々が地域のコミュニティを通じ、
一
緒に集まり、
90を超える年齢でも楽しく趣味生活ができるなら、
大きな意味があるの
ではないかと思う。
韓国も高齢化が猛スピードで進んでいるが、
すでに高齢社会である日本では人口の
減少に対応すべく
「地域おこし」
のための様々な努力が行われている。
「地域おこし」
という言葉は地域に住んでいる
「人を起こす」
という意味があり、
それが
最も根本的な問題解決につながると美郷町役場の安田亮（産業振興課）
さんは言う。
今までは
「地域起こし＝若い人たちをたくさん吸収、地域の経済発展」
だと思い込
んでいたが、
美郷町でたくさんの人に会い、
インタービューをしながら、
自分の今まで
の狭い視野が広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た。
「地域おこし」
には正解がないと安田さんは話を続けていく。無理やり都会から若
い人たちをここに定住させるのにも問題がある。
それよりまず、
この地域に住んでいる
人々がこのようなコミュニティを通じ、
年をとっても、
健康で自分の生活を維持してい
けるなら、
自然な流れで他の地域の人々も美郷町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るだろう。
美
郷町は山くじらを通じ、
地域の経済だけではなく、
健康で長生きできる地域として、
成
長していくだろう。美郷町のこういった努力が日本国内だけではなく、韓国と世界中
に広がっていくことを切実に祈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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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토초의 생기발랄 빛나는 사람
리우 리샤（劉

莉莎）

시마네현 미사토초 옴바라, 폐쇄된 어린이집. 이곳에서, 멧돼지

고기를 일본 전국으로 홍보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회사 일에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멧돼지 고기 생산의 품질·위생

야생 멧돼지의 약 80%를, 이곳에서 반입· 식용고기로 처리해, 스튜

지 리앙（嵇亮）씨. 중국 상하이

美郷町で
いきいき輝く人

있다. 실은, 이곳은 현재, [주식회사 오오치 야마쿠지라]라는 멧돼지
고기 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사토초와 주변 지역에서 포획한

등의 3종류의 캔으로 만들어, 전국에 출하하고 있다. 미사토초는 또한
산짐승 피해 대책의 선구자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신으로, 5세 때 부모님과
함께 일본 가나가와현으로

이주했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Japanese

美郷町でいきいき輝く人
島根県美郷町乙原、閉鎖された保育園。
ここでは、
イノシシの肉を日本全国に
アピールするための新たなビジネスが始まっている。実はここは今、
「株式会社
おおち山くじら」
というイノシシの肉を使った缶詰工場だ。美郷町や近隣市町村
で捕獲された野生イノシシの約8割を、
ここに搬入・食肉処理し、
イノシシの煮込
みなど3種類の缶詰を作り、全国に出荷している。獣害対策の先駆的な取り組み
を行っていることで広く知られている。
「会社の仕事に価値とやり甲斐を見出している」
と話すのは、
イノシシ肉生産
における品質・衛生・安全管理の責任者である嵇（じ）亮（りょう）
さん。中国上海
生まれで、5歳の時に両親と一緒に神奈川県に移住した。東京大学で生物学を
専攻し、
ヨーロッパを渡り歩いてきた嵇さんが3年前この仕事のために美郷町に
移り住んだ。二日間にわたる取材で、役場や地域住民との話の中で何度も彼の
名前が出てきた。称賛の声が相次いでいた。私たちはそんな嵇さんのところに
お話を聞きに行った。
2016年3月、美郷町のブログにあった
「一緒にイノシシ肉の事業を手伝ってく
れる人募集」
という書き込みが目に入り、
まずは話だけでも聞いてみようと1通
6

劉

莉莎

（リュウ・リサ）

のメールを送ったことがきっかけとなり、現在に至っている。
イノシシの解体処
理という珍しい職種ゆえ、募集に対してそれほど反応がない中、嵇さんは興味を
持って問い合わせをしてくれた
「レアな人物」
だったそうだ。
「ほかの所ではされていないようなことに挑戦してみたい。
そして、
自分の食い
扶持を自分で稼ぐの
が 魅 力 的 だと 思 っ
た 」。しかし、そうは
言っても、方 言 が わ
からない、想像以上
の仕事量、来たばか
りなのに山くじら事業
のコアな部分がいき
なり任せられた……
最初は試練の連続
だった。
しかし、町の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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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직업을 위해 미사토초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틀 간에 걸친 취재
중, 야쿠바（읍·면사무소에 해당）와 지역주민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 번 지 리앙씨의 이름이 나오며, 그에 대한 칭찬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들은 지 리앙씨를 인터뷰하러 갔다.

지 리앙씨는 2016년3월, 미사토초 블로그에 오른 [멧돼지 고기

눈앞에 보이는 과제도 적지 않지만, 정열적으로 일을 즐기는 듯한 지

이야기라도 들어보자라는 마음에 한 통의 메일을 보낸 것이 계기가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일본 전국의 멧돼지 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사업을 도와 줄 사람 모집]이라는 공고가 눈에 들어와, 우선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멧돼지 해체처리라는 드문 직종 때문인지,
모집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나오지 않고 있었을 때, 그는 흥미를 갖고
문의를 해준 진귀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일을 도전해 보고 싶었고, 생활비를
스스로

버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리앙씨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멧돼지 고기의 연간 생산량을
점유율을 1%까지 올리고 싶다고 말한다.

지 리앙씨는 지역을 보호하는 일을 하며, 동시에 지역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미사토초에 오기 전까지는, 시골 사회에서는 시간을 들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가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는 미사토초의 귀중한 존재가 되어 있다. 그 비결을 묻자,

생각했습니다.”그렇더라도, 이 지역

“지역에 깊숙이 파고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멧돼지

경험담 등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라며 미소띤 얼굴로 말하는 그가

사투리도 모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의
사업의 핵심부분을 맡게 되는 등,

처음에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역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역분들은 그에게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닌, 그의 부족한 부분과 힘든 부분을

여러 모로 도와 주셨다고 한다.“힘들었던

고령자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구요. 여러 경험을 해 오셨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Shimane
Here

적도 있지만, 즐겁게 이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라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야생 멧돼지를 매입해, 식용고기로

Map

만들고, 캔제품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재미있게 만족스럽게
일 을 하 고 있 어 요 . ”직 접 하 지 않 으 면 ,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면

人

할수록 점점 형태가 잡혀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실감과 보람, 일의 과정 자체가
그를 승화시키고 있었다. 지 리앙씨의

美郷町でいきいき輝く人

생물학을 전공하고, 유럽의 여러 곳을 다녀 본 적 있는데, 3년 전에

일은 기본적으로 멧돼지를 해체해서

처리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재고관리나
생산체재관리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에 관한 지식은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하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시기에 따라 멧돼지의 포획량이
다르거나, 직원을 더 늘려야 하는 등

●Japanese

許容力に救われた。地域の方々が彼に仕事を任せるだけでなく、
自分の足りな
い部分や辛い部分をサポートしてくれたそうだ。
「辛い時もあったけど、それで
も楽しくて続けたい」
ときっぱりと言う。
「イノシシの原材料を仕入れて、
お肉にして、
それをさらに缶詰に加工して販
売する。最初から最後まで携わるのが面白いし充実している。」
自分がやらなけ
れば何も進まない。
だけど、やればやるほどどんどん形になる。
その実感と手応
え、仕事のプロセスそのものが、彼を昇華しているのだった。嵇さんの仕事は基
本的にはイノシシの解体処理だが、最近は在庫管理や生産体制の管理につい
ても改善に乗り出しているそう。
「仕事をする上での知識は一から勉強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が、大学で勉強した考え方が役に立っている。」
シーズンによる捕獲
量の差、処理スタッフを増員したいなど、目の前に現れる課題も少なくないが、
一生懸命にかつ楽しんでいる姿が印象的だった。将来は年間生産量を安定的
に増加し、日本全国のイノシシ肉市場で占めるシェアを1％まで高めたいとい
う。
地域を守りながら、地域にも守られている。美郷町に来るまでは、田舎の社会

では時間をかけて人との関係を積み重ねて徐々に信頼してもらわないといけな
いものだと思っていた彼が、美郷では、いつの間にか大事にされている。
その秘
訣を聞くと、
「地域に入り込んだ仕事をしているからだ。
そして、高齢の方に触れ
合うことも大事。みなさんがいろいろな経験をされてきたので、その話を聞くの
が好き」
と笑顔を見せた彼がとても輝いて見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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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조라 살롱

Shimane

리리야 하키모와（Liliya Khaki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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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멧돼지 보고 활을 당긴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한국속담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같이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Map

소용없다.'는 의미. 또한「멧돼지도 7대 째에는 돼지가 된다」라는 속담은,

'멧돼지도 길들여져 7대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돼지가 된다.'라는 뜻으로,

青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랜 세월동안 성장·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이러한 속담을 봤을 때, 멧돼지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밭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농작물을 먹거나 해서 농가에서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 「시마네 이모저모」 정보지 취재로 다녀온, 「미사토초」라는

지역도 멧돼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기사에서는
멧돼지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산 속에 자리잡은「미사토초」에는 10년의 역사를 지닌「아오조라

살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오조라 살롱이 탄생한 경위는, 원래

지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오조라 살롱의 주민분들이 만든 무절임은 너무나 맛있어서, 기억에

멧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지역주민들이 같이 대책을 궁리하면서

남습니다. 그 외 현지 에서 먹었던 요리는 제 고향인 러시아와는 또 다른,

재배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거나, 만든 음식을 가져와 서로 즐기는 사이,

커뮤니티 중, 취미로 생겨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핸드 메이드 멧돼지

처음 생겨나, 매주 수요일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청과물을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전 같이 지역 주민끼리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게

된 가운데, 아오조라 살롱의 탄생은 다시금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의 유대감을 되찾게 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오조라 살롱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재배하는 밭이

현지 지역의 맛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민분들의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는「아오조라 수공예」,「지역 이벤트를 개최하는
커뮤니티」,「노래와 춤 퍼포먼스 그리고

수예를 하는 어머님들의 모임」,「도시락을
만드는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있어, 밭 손질과 작물을 동물로부터 지키는 방법을 함께 실천하고

동물이기 때문에, 미사토초 지역분들은

울타리를 만들거나,포획트랩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을

있습니다. 멧돼지나 원숭이로부터 밭을 보호하는 방법은, 전기가 흐르는

만들었다는 점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오조라 살롱의 모임 장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멧돼지를 해로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자연과 함께 잘 공존해 간다면 그것만큼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보지

지역주민들이 수확한 청과를 판매하고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되었고, 이

취재로 방문했던 미사토초는 개인적으로,

또한, 아오조라 살롱에서는

기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멋진 미사토초의

있어, 청과가 맛있다는 소문과 이런

모습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Japanese

青空サロン

Liliya Khakimova

「猪見て矢を引く」 事が起こってからでは遅いという意味。
「猪も七代目には豚に
なる」猪も年月がたてば豚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意味。いずれも日本のことわざです。
猪はどうも、良くない意味のほうで使われることが多いみたいです。現れたら畑を荒
らしたり、
作物を食べたり、
農家は苦労するばかりですね。
今回取材に行ってきた美郷町の人々もそういう問題に遭っているそうで、
この記事
では猪で人々の生活はどう変わってきたかを少し述べたいと思います。
山の中にある美郷町には10年の歴史を持っている青空サロンというところがあり
ます。
青空サロン誕生の経緯は、
元々猪のトラブルに困っていてみんなで対策を講じ
る事から始まりましたが、毎週水曜日に人々が集まったり、青果の育て方をお互いに
勉強したり交互に担当して作った料理を、みんなで持ち寄り楽しんだりしていくうち
に今の形になりました。
様々な事情から昔のような町民同士の交流が少なくなってきた中で、青空サロンの
誕生は再び彼らの交流のきっかけともなり、町の絆を取り戻す要因にもなりました。
他にも青空サロンに集まる人々で作る畑があり、
その手入れと作物を動物から守

ることをみんなで実践しています。猪や猿から畑を守るために、畑を柵で囲んで電気
の線を引きオリの罠を設置しています。青空サロンの集会所のスゴイ所は自分たち
が手作りで建ててしまったところなんです！
また、青空サロンでは人々が収穫した青果を、販売しており、美味しさと人々の集
まりに関心を持って町内だけでなく町の外からも買いに来る人がいる程です。
そこで
作られた大根の漬物はとても美味しく、
今回の取材で印象に残った事の一つです。
他
にもその土地で食べた料理は私の故郷であるロシアとはまた違った、地元の味を教
えてくれました。
また、
その中で趣味によってできたいくつかのグループも出来ました。手作りの猪
の皮製品を作っている青空クラフト、地域イベントを開くグループ、歌やダンスのパ
フォーマンスをしたり手芸をする婦人会、
お弁当を作るグループもあります。
猪は自然とともにそこにいる生き物なので、美郷町の人たちは彼らを悪者扱いせ
ずに、
上手に付き合っていける環境を作りました。
そんな町の人たちを私は尊敬して
います。
自然と互いに仲良く暮らせたら沢山いいことがありますね。個人的に仕事と
は別に、
また行ってみたいと思える美しい町でした。
この記事を通して少しでも美郷
町の素晴らしさを伝えられたら幸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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