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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현지동향

분

현

재

개 정 후

∙연말주택대출잔액의 1%를
※ 자료출처 : 일본재무성, 현지 언론보도 등

주택대출 감세

소득세로부터 공제. 원칙상
10년간

 2022년도 세제개정 동향

∙21년도에
고정자산세

(2021년 12월 각의결정)

지가가

∙공제율을 0.7%로 축소하고
원칙상 13년으로 연장

상승한 ∙주택은 예정대로 종료. 상

경우에도 세금액은 그대로

업지만

특례로

축소하여

연장

ㅇ 키시다후미오 수상이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우
대 세제의 확충을 메인으로 했다. 주식의 배당이나 매매이익과 관련되
는 금융소득에의 과세 강화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보

항공기연료세
5G촉진세

류되었음.

∙국내선은 1km당 18,000엔 ∙경감폭을 축소하여 연장
으로부터 9.000엔으로 경감
∙관련 설비 투자액의 15%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를 범인세로부터 공제

조정

∙음식비의 50%를 손금 산 ∙24년 3월말까지 2년간 연장

ㅇ 현행 임금 인상 우대 제도는 대기업이 전년보다 급여 총액을 늘린 만

기업 교제비

경감

큼 최대 20%, 중소기업에서 최대 25%를 공제율로 법인세액에서 경감.
- 2022년도부터 대기업은 4%이상의 임금 인상을 실시로 최대 30%, 중소
기업은 2.5%이상의 임금 인상으로 최대 40%까지 공제율을 높일 계획.

입하는 등으로 세금부담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15%,

금융소득세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
세 제외)

∙앞으로의 검토과제로서 개정
보류

ㅇ 수상이 자민당 총재 선거시에 주력 정책으로 든 금융소득세의 강화는
- 임금 인상률 이외에 총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도 기업규모에 따라 다

보류되어 다음 년도의 검토 사항이 됨.

름. 대기업에서는 전년도부터 계속해 고용인의 급여총액을 판단하지만
- 여당은 대강령에서 현행의 금융소득세를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염두

중소기업에서는 신규고용자분도 포함.

에 두고 「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과세의 본질에 대
구

분

현

재

개 정

후

∙임금 인상 기업의 법인세 ∙공제율을 원칙상 15%로부

임금 인상 촉진제

를 일부 공제. 공제율은

터 노력에 따라 대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원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

칙상 임금 인상액의 15%

대 40%까지로 인상

∙노력에 따라 대기업은 최
대 20%, 중소기업은 최대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
- 단 실시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일반 투자가가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해치지 않게 충분히 배려한다.」라고만 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함.
ㅇ임금 인상 우대 세제의 도입으로 「1,000억 엔대 중반」의 국세 감
수, 고정자산세의 부담경감 조치의 일부 계속으로 「450억 엔 정도」
의 지방세 감수가 예상.

25%까지 가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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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경 방역대책 관련

Ⅱ. 관광 동향
※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 일본의 국경 방역대책 새로운 조치에 대하여
※ 자료출처 : 일본 후생성, 현지 언론보도 등

11

한일 관광교류 현황

ㅇ 입국후 자택격리 대기기간 등 변경 (2022년 1월 29일 오전 0시부터)

□ 방한 외래객 통계
-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적인 국가·지역(현시점에서는 모든 국가·지
역)으로부터 귀국·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자택대기, 건강체
크확인, 대중교통기관 사용금지 기간이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변경.
※ 공항검역에서 양성이었던 사람 중에 게놈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이외의 양성자로 판명된 경우, 기내 밀접접촉자의 대기기간이 14일
이 될 수 있음.
ㅇ 해외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 외국인의 신규입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지
- 일본인은 귀국이 가능하나 일본국이 지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대기
- 격리기간은 지정국가·지역의 리스크에 따라 3일, 6일, 10일간이 됩
니다. 숙박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입국 후 7일간에 해당하는 날(지정

연도

방한 외래객
인원(명) 증가율(%)

2015

13,231,651

2016

17,241,823

2017

13,326,690

2018

15,346,879

2019
2020

-6.8

※ 2021. 12월 관광통계 수치

방한 일본인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1,837,782

-19.4

13.9

30.3

2,297,884

25.0

13.3

-22.7

2,311,242

0.6

17.3

15.1

2,948,527

27.6

19.2

17,502,623

14.0

3,271,706

11.0

18.7

2,519,118

-85.6

430,742

-86.8

17.1

2021. 1-12월*

967,003

-61.6

15,265

-96.5

1.6

2021. 12월

90,150

44.6

1,007

5.9

1.1

□ 방일 외래객 통계

연도

방일 외래객
인원(명) 증가율(%)

방일 한국인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국가·지역은 14일간)까지 자택 대기. 숙박시설은 검역소에서 준비.

2015

19,737,409

47.1

4,002,095

45.3

20.3

2016

24,039,053

21.8

5,090,302

27.2

21.2

- 오미크론 변이 양성자(의심 환자 포함)의 밀접접촉자로 판명된 경우

2017

28,691,073

19.3

7,140,438

40.3

24.9

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지자체에서 확보한 숙박시설에서 대기를 하

2018

31,191,856

8.7

7,538,952

5.6

24.2

게 될 수 있음.

2019

31,882,049

2.2

5,584,597

-25.9

17.5

2020

4,115,900

-87.1

487,900

-91.3

11.9
7.7

- 공항검역이나 검역소 숙박시설에서 실시하는 검사에서 양성자로 판
명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숙박요양시설에서 요양을

2021. 1-12월*

245,900

-94.0

19,000

-96.1

하게 됨. 오미크론 변이 양성자의 경우에는 백신접종 유무에 따라

2021. 12월*

12,100

-79.4

1,100

-60.8

신접종증명서를 지참하고 입국.

- 3 -

9.0
* 잠정치

입원이나 요양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백신접종을 한 사람은 백

- 4 -

□ 한일관광교류 통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12월*
2021. 12월*

방한 일본인
방일 한국인
양국 교류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1,837,782
2,297,884
2,311,242
2,948,527
3,271,706
430,742

-19.4
25.0
0.6
27.6
11.0
-86.8

4,002,095
5,090,302
7,140,438
7,538,952
5,584,597
487,900

15,265
1,007

-96.5
5.9

19,000
1,100

45.3
5,839,877
27.2
7,388,186
40.3
9,451,680
5.6 10,487,479
-25.9
8,856,303
-91.3 918,642

16.0
26.5
27.9
11.0
-15.6
-88.4

-96.1
-60.8

-96.2
-43.8

34,265
2,107

* 잠정치

22

관광시장 동향

- 오미크론이 주류가 된 국가나 지역에 머물다 입국한 이들에게 요구하
던 격리를 기존의 2주에서 10일간으로 조정(한국 포함)
- 코로나19 밀접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10일간으로 단축
* 의료시설 운영 등 사회 기능의 원활한 유지 위한 조치, 오미크론의 잠복기
간이 5일정도로 짧은점 고려

○ 후생노동성, 3월 이후 5~11세 대상 백신 접종 실시 전망(1.20)
- 백신의 안전성 확인 중이며(1.26, 전문가회의 예정), 올해 3월 이후 12세
미만(5세~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개시 전망
- 어른 백신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예정
○ 일본 내 백신 접종현황(1.27 기준)
- 전국 백신 접종인원 1회 101,396,570명(전체 80.1%), 2회 99,708,897명
(전체 78.7%), 부스터 샷 3,422,540명(전체 2.7%)

□ 일본 코로나/백신 중심 시장 동향

□ 일본 아웃바운드 및 방한시장 동향

* 잠정치

○ 2021년 12월 방일객 수 12,100명 (전년 동월 대비 79.4% 감소)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방일 외래객 수 저조
- 2021년 12월 방일한국인 수 1,100명 (전년 동월 대비 60.8% 감소)

◆ 2021년 12월 일본인 출국자 수 48,900명 (전년 대비 48.0% 증가)
항공사
일본항공
대한항공

○ 일본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5일 연속 7~8만명대 기록(1.22~23)
(1.30 기준 78,128명)
- 1.1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534명에서 4주일만에 7만명대로 급증
- 34개 주요 지역 대상‘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실시 중(1.9~2.20)
* 34개 지역 : (1.9~2.20) 오키나와, 야마구치, 히로시마, (1.21~2.13) 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군마, 니이가타, 아이치, 기후, 미에, 카가와, 구마모토, 나가사키,
미야자키, (1.27~2.20) 홋카이도, 아오모리, 야마가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시즈오카, 이시카와, 나가노, 오사카, 교토, 효고, 오카야마, 시마네, 후쿠오카, 사
가, 오이타, 가고시마

- 작년 11월 도입한 일본판‘방역패스’는 당분간 중단
* 방역패스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PCR음성 결과를 제시를 통한
음식점이나 대형 이벤트장 이용 규제 완화 정책(현재까지 본격 실시 지역 없음)

조치
운항중단
운항중단

내용
한일 전 노선 운항중단(~‘22.1.31)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1.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1.1, 1.3, 1.6, 1.10 운휴)
간사이-인천(~‘22.1.31, 주 1편(수) 운항)
나고야-인천(~‘22.1.31, 주 2편(수,토) 운항, 1.5 운휴)

운항중단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피치항공
ZIPAIR
제주항공

감편운항

운항중단
운항중단
감편운항
운항중단
운항중단
감편운항
운항중단
신규취항
운항중단
감편운항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1.31)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12.27, 12.31, 1.1, 1.7, 1.10, 1.11, 1.14,
1.18, 1.22, 1.25, 1.29 운휴)
간사이-인천(‘22.1.1~1.16, 주 3편(수,금,일) 운항 /
‘22.1.17~1.31, 주 4편(화,수,금,일) 운항, 1.18, 1.25 운휴)
후쿠오카-인천(~‘22.1.31, 주 2편(금,일) 운항, 1.9, 1.16, 1.23, 1.30 운휴)
(‘22.2.1~주 1편(금) 운항)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22.1.31)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1.3.26)
간사이-인천(~‘22.1.31, 주 1편(목) 운항, 1.6, 1.13 운휴)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22.3.26)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1.31)
후쿠오카-인천(~‘22.1.31, 주 1편(월) 운항, 1.3,1.17,1.31 운휴)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21.3.26)
나리타-인천 (‘20.10.16~, 주 3편(일,화,금) 운항)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1.31)
간사이-인천 (~‘22.1.31, 주 1편(일) 운항, 1.2 운휴)

○ 후생노동성,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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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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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목적 신규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행업계 지원 및 수용태세 개
선 중심의 정책 운영

Ⅲ. 지역활성화 사례
※ 자료출처 :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 조치 지속(비즈니스 트랙 포함)
○ 입국자 전원 PCR 검사판정서 제출 및 공항내 PCR 검사 후 입국허가
○ 일본 국내여행 Go To 트래블 실시 시기 잠정 연기(추경 2,685억엔 확보)

33

KTO 도쿄지사 코로나 대응사업 전개

□ OTA(온라인 여행사) 방한 홍보 캠페인 확대 추진

◇ 일본의 (재)지역활성화센터가 발간한(2022.1.)‘지역활성화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지자체
시책에 참고하고자 함.

(주제) 전통적인 산업·공예의 새로운 도전

 남부 철기(鐵器)의 후계자 육성에 관한 대처
- 전통기술을 차세대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

○ 라쿠텐트래블 등 4개사(2021.6월~2022.3월)
○ 익스피디어, KLOOK 등과 신규추진(2021.10월~2022.3월)

□ TV도쿄계열 전국 6개 방송국 대상 한국관광 TV특집방송 제작 및
방영(2022.1.10, 60분간)
○ 코로나 종식 후 추천 여행지로 서울 및 관광거점도시(강릉, 안동) 관광
지 소개 특집방송 제작 및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120만명 대상 3
개월간 송출 병행

□ 서울가요대상 연계 일본지역 SNS 통합 이벤트(도한놀이) 개최(300
명 대상)(1.23)

이와테현(岩手県)
❍ 남부 철기의 기원
이와테현에는‘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
서 지정하는 전통 공예품의 4개 품목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초로
지정을 받은 것이‘남부 철기’이다.
남부 철기의 산지는 모리오카시와 오슈시로 나뉘며, 모리오카시에서는
에도시대에 남부 번주가 교토의 카마시(釜師1))를 불러 차솥을 만들게 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고, 오슈시에서는 헤이안 시대 말기 후지와라노 기요히
라가 오미국으로부터 철기 장인을 불러 무구(武具) 등을 만들게 한 것이

□ 2022년 1사분기 주요사업

시초로 되어있다.

○ 일본지역 지역센터제 도입 및 운영(일본지역센터(도쿄)-관할지사 체계 운영)
○ 일본지역 SNS 통폐합 실시(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 통합 및 대표운영)
○ JATA 임원진 팸투어(2월~3월 중), JATA 설명회(3월) 실시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오랜 세월에 걸쳐 기술과 기법이
계승되어 1975년에 전국에서도 제1차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되었다. 우리
현이 자랑하는 전국적으로도 인지도 높은 공예품 중 하나이다.

○ 요코하마 소비자 행사 개최(3월)
1) 차 끓이는 솥을 주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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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철기의 현황과 과제

에 자신이 제작한 상품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그 동안의 생계유지는 큰 애로사항이 된다.

남부 철기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면 차솥과 쇠 주전자가 있지만, 소
형 사기주전자나 풍경, 냄비와 프라이팬을 비롯한 주방용품 등, 최근에는

하지만, 이 사업으로 신규 종사자의 3년간 급여와 지도자에 대한 지도경

신상품도 다수 개발되고 있다. 또, ‘남부철기는 흑색’이라는 개념을 뒤

비, 재료비 등이 보조되어 3명의 젊은 장인이 탄생했다. 사업 첫해년도부

집는 빨강, 파랑, 황색 등 컬러풀한 사기주전자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터 10년이 경과한 현재는 각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족 경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고 있다.

영에 의해 부모에서 자녀로 기술 전승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남부 철
기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장인이 탄생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

한편, 현대사회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인해 남부 철기의 2019년

다.

제조품 출하액은 약 22억엔으로, 정점을 찍었던 1997년의 약 47억엔에서 2
분의 1 이하까지 감소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본 사업에 의해 탄생한 젊은 장인의 한 사람으로 사사키 나미 씨가 있

증의 영향에 따른 인바운드객의 감소와 물산전 등의 중지에 의한 판매 기

다. 사사키 씨는 오슈시 출신으로 대학의 미술과를 졸업한 뒤 미술관 직원

회의 감소 등으로 매출이 침체됨에 따라 남부 철기 제조 사업자의 어려운

을 거쳐 28세 때 이 사업을 통해 남부 철기 장인의 길로 들어섰다. 사사키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씨의 작품은 독특하고 섬세한 무늬가 입혀져 있는 것이 많아 기술이나 완
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장인이 된 이후 10년간 전국 전통 공예품

또한, 남부 철기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후계자 부족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남부 철기 전체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남부 철

공모전 차세대 장려상과 오슈시 남부 철기전 이와테현 지사상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기의 장인은 제 몫을 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고, 고온의 철을 다루기
때문에 중노동의 이미지도 강해 일할 사람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역의 직
원은 40대 이상의 비율이 70%를 넘는 등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사사키 씨는‘전통 공예 기능 계승자 육성 사업이 없었다면 장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후계자 육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부 철기는 여러 과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산지에서는 전통 기
술을 차세대에 계승해 나가기 위한 독자적인 대처도 시작되고 있다.
❍ 미즈사와 주물공업협동조합의 대처
미즈사와 주물공업협동조합(오슈시)에서는 2012년부터 3년간에 걸쳐 국
가 보조금을 활용한 전통 공예 기능 계승자 육성 사업을 실시했다.
사사키 나미 씨의 남부 철기 작품.

거푸집은 전통적인 굽기 제조법

일반적으로 남부 철기의 장인이 되려면 장인의 제자로 들어가 지도를 받

아름다운 무늬가 특징

아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제 몫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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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철기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장인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사키 씨지만, ‘평소에는 혼자서 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
에 다른 산지나 다른 공예품의 장인과 접할 기회가 적다. 특히 젊은 장인

 향을 디자인하는 유산균 연구
- 맛있는 발효 츠케모노(일본식 채소절임)을 개발 -

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신규 취업 희망자를 받아들이
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청년다운 특유의 문제의식도 갖고

이바라키현(茨城県)

있어 남부 철기의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 농산물 가공품의 브랜드 확립을 목표로
동 조합에서는 오슈시의 보조금을 활용해 각종 행사 출전에 드는 출전료
나 여비, 운반비 등을 보조하고, 독립 후 젊은 장인의 판로확대에 대해서

이바라키현은 경지면적 비율 제1위, 농업 산출액 제3위의 농업 현이다2).

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테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정밀도 높은

특히 배추 생산량이 1위인 등, 풍부한 츠케모노 원료에 혜택을 받고 있다.

주조를 실현하기 위한 철 재료 배분이나 용해 온도 등의 연구도 실시하고

한편, 낫토 이외의 농산물 가공품의 인지도나 생산액은 낮기 때문에 브랜

있어, 앞으로도 차세대 장인에 대한 지원이나 신규 후계자 확보 등에 힘쓰

드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 센터에서는, 현내 농산

고 있다.

물의 고부가 가치화에 대한 공헌, 그 중에서도 특히 츠케모노 업계의 발전
을 목표로 연구에 임하고 있다.

❍ 남부 철기의 발전 강화를 목표로
츠케모노 시장은 발효를 수반하지 않는 아지츠케(조미절임)나 아사즈케
2019년에 전통 공예품 월간 국민회의 전국대회가 본 현에서 개최되면서,

(채소를 조미액에 단시간 담근 절임)를 중심으로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최

최근 들어 현내 공예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현에서는 상

근 발효식품의 건강에 좋은 이미지로 인해 발효 츠케모노가 주목받고 있

품 개발이나 판로개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이와테현 전통 공예산업

다. 츠케모노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면 풍미나 보존성 향상, 정장 작용 등

어드바이저’로 위촉하여 공예 사업자 각각의 과제에 대해 어드바이스 지

의 건강 기능 부여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많은 발효 츠케모노가 가지는

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독립행정법인 이와테현 공업기술센터에서는 각

독특한 향은 소비자에 의해 크게 호불호가 나뉜다.

종 시험연구를 통한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산지로의 기술이전 등에 힘쓰고
있다.

근래에 기호의 다양화 속에서 소비자별 니즈에 맞춰 발효 츠케모노의 향
을 디자인하는 의의는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발효 츠케모노 향의 해명과

현으로서는 남부 철기를 비롯한 전통 공예산업의 향후 최대 과제를‘후

제어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유산균주의 선택

계자 문제’로 생각하고, 젊은 장인의 의견에 계속 귀를 기울여 기초자치

에 따라 향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과 그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이르

단체나 관련 기관과도 연계하면서 후계자 확보와 육성, 자립으로 이어나가

렀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기 위한 지원을 하는 등, 전통기술을 차세대에 계승해 나가는 것에 주력해
가고 싶다.

❍ 배추 발효 츠케모노의 36가지 향기성분을 확인
2) 지표로 본 이바라키 2020년 2월판
https://www.pref.ibaraki.jp/kikaku/tokei/fukyu/tokei/sugata/ibarak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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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류의 플레이버로 분류되는 성분의 농도가 균마다 다르다는 것이 밝
식품의 향은 복수의 향기성분(플레이버)이 조합되어 구성된다. 따라서 발

혀졌다.

효 츠케모노의 각 플레이버를 특정하는 것부터 연구를 개시했다.
플레이버 타입

TS1

TS2

TS3

TS4

TS5

요구르트 같은 플레이버

↑

↑

↓

-

↑

산뜻한 플레이버

-

-

↓

-

↓

아브라나과 채소의 플레이버

-

-

-

-

↓

츠케모노같은 플레이버

-

-

-

-

↑

온센타마고 같은 플레이버

↓

-

↓

↓

-

표 1 유산균을 첨가한 배추 발효 츠케모노 플레이버 농도의 변화 ※1,2
※1: 유산균 첨가없이 배추 절임과 비교
※2: GC/MS 검출치가 2배 이상이면 ↑, 반값 이하면 ↓로 기재
그림 1 스니퍼 기능이 있는 GC/MS (중앙부가 스니퍼)

또한, 현내의 츠케모노 제품에서 채취한 다양한 유산균 중, 전술한 플레
배추를 원료로 한 유산균 발효 츠케모노의 플레이버를 가스 크로마토그

이버의 농도 변화에 특징적인 균을 탐색했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향의

래피 질량분석법(GC/MS, 그림1)으로 조사했다. GC/MS는 식품의 향을 구성

변화에 관계하는 5개의 균주를 발견하고, IBARAKI-TS1부터 TS5(그림 2)로

하는 플레이버를 분리하여 종류와 양을 알아볼 수 있다.

명명했다. 이러한 균을 구분함으로써 향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다. 예를 들면, 발효에 수반하는 요구르트와 같은 향을 강하게 부여하고

게다가 이 장치는, 분리된 플레이버를 스니퍼라는 부분으로 방출하여 실

싶은 경우에는 TS1, TS2, TS5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제로 사람이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을 통해 향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100가지 이상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배추 발효 츠케모노에서는 36가지 성
분의 향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서로 섞임으로써 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을 디자인 할 수 있는 5가지 종류의 유산균 발견
발효 츠케모노는 발효에 관여하는 유산균을 변화시킴으로써 향이 변화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향을 구성하는 각 플레이버가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따라서 다양한 유산균을 첨가한 배추 발효 츠케

그림 2

향 조절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IBARAKI-TS5

모노에 대해 각 플레이버의 농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표 1에 나타낸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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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발효식품에 대한 적용과 특허출원
발견된 5가지의 유산균을 오이 발효 츠케모노, 발효 녹즙, 발효 두유에
사용하여 플레이버를 비교한 결과, 배추 발효 츠케모노의 연구에서 얻은
표 1의 결과 중, 아브라나과 야채의 플레이버 이외는 다른 야채 발효 식품
에서도 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풀 향이 강한 녹즙을
TS3와 TS5로 발효시키면 향이 약해지고 말차에 가까운 향이 나는 발효 녹
즙을 만들 수 있다.
이상의 성과를 정리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신규 유산균주, 그 균주를 이용한 식품 조성물 및 그 균체를 포함한 발
효 조성물 (특허출원2020-147161호)
❍ 화학조미료 미사용의 제품 개발도

그림 3

조리 전 총 유리아미노산량의 비교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발효 오이에 맞는 조미를 결정하고,
2020년 11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과 비교하여 발효 풍미와 감
칠맛(총 유리아미노산량)이 증가하여(그림 3)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도 맛있는 츠케모노가 되었다.

오이를 사용한 조미절임의 제조에서는 제철 시기에 채취한 오이를 연중
사용하기 위해 소금 절임(염분 20%)으로 보존하고, 사용시에 흐르는 물에
염분을 씻어낸 후에 맛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탈염공정으로 인해 오이의 감칠맛과 풍미도 함께 빠져버리기

·상품명 : 香々屋惣左衛門 (코코야 소자에몬)
·제조원 : 오히라 츠케모노 식품
·판매처 : 오히라 츠케모노 식품 판매점, 나메가타시 관광 물산관 코이코이,
이바라키현 안테나숍 IBARAKI sense

때문에 화학조미료로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유산균 발효의 도입으
로 보존시의 염분을 저하시켜 탈염공정을 불필요하게 하고, 나아가 발효에
의해 감칠맛과 풍미를 부여해 화학조미료 미사용의 츠케모노를 만들 수는
없는지에 대해 기업과 공동연구를 실시했다.
우선, 유산균별로 발효 츠케모노를 만들어 본 결과, 오이와 궁합이 좋은
발효 풍미를 생성하는 TS5를 선정했다. 다음으로 발효조건(염분, 온도, 시
간)과 보존조건을 최적화하여 탈염공정이 불필요한 저염 보존기술을 확립

이 밖에 발견한 5가지의 유산균에 대해 복수의 현내 기업과 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을 세일즈 포인트로 한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산균 등의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현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만들기에 공
헌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용미생물이 갖는 새로운 건강기능성 탐색을 추
진하여 앞으로는 건강기능을 어필하는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현내의 신산업 육성 및 음식을 통한 현민의 건강유지에 공헌하고자 한다.

했다. 그 밖에 유통기한 설정에 필요한 보존시험의 실시, 조미료 구입처로
현 내의 간장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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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 산업기술종합
연구기구 식품 연구부문의 선생님들에게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받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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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분야 개척에 대한 지원

 전통산업을 미래로 연결하다
- 새로운 도전과 다카오카시의 대처 -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배경으로 다카오카시에서는 다카오카 동기와 다카
오카 칠기의 기술을 응용한 신상품 개발 및 판로개척 활동에 대한 지원,

도야마현(富山県) 다카오카시(高岡市)
❍ 모노즈쿠리3)의 마을 다카오카

새로운 수요의 창출에 임하고 있다.
본시에서는 2010년도에 ‘다카오카시 신분야 개척 챌린지 사업 보조금’

다카오카시는 도야마현 서부에 위치한 인구 약 17만 명의 현내 제2의 도
시이다. 전국적으로 236개 품목이 있는 국가 지정 전통 공예품 중 ‘다카
오카 동기’, ‘다카오카 칠기’, ‘엣추 후쿠오카의 스게가사(삿갓)’의
세 가지가 이곳 다카오카시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을 개시하여 시내에서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에 힘쓰는 기업
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2020년도까지의 10년간 합계 195건의 기업이 채택되었고, 전통 산업분야
의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이 보조금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전개에 착수하

그 중에서도 다카오카 동기는 일본 전국의 미술 동기 가운데 높은 점유

고 있다. 2021년도부터는 ‘미래로 이어지는 챌린지 사업 보조금’으로서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금공품의 산지라고
자부하고 있다.

제도의 내실을 한층 더 도모하여, 구체적인 성과로는 이 보조금을 활용해

하지만 다카오카 동기의 주력 상품인 ‘신불구’와 ‘실내 장식물’은

해외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이 독일의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가 주최하는 iF DESIGN AWARD를 수상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기타’에
포함되는 식기와 주기, 커트러리 등의 판매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조사 연차 품종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신불구

7,024,224

7,474,367

7,341,376

6,132,706

4,936,102

실내 장식물

1,048,951

520,669

371,719

334,982

362,968

꽃병

479,888

453,658

363,139

311,387

425,418

야외 장식물

494,470

579,812

546,919

530,004

607,593

향로

288,950

439,440

268,333

308,649

283,846

다도 도구

168,727

175,618

197,982

312,994

327,159

2,502,997

2,357,156

2,635,049

3,138,962

3,370,668

기타

해외 바이어 상담회

시의 보조금을 활용해 개발된 신상품

또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2년에 전국의

표 ‘다카오카 특산 산업 동향’에 따른 다카오카 동기의 품종별 판매액

시정촌으로는 처음으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의 제휴에 관한 각서를

(단위: 천엔, 다카오카시 작성)

체결하여, 이후에는 매년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3) 일본의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제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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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기술과 최신 3D 융합으로 문화재 복원 노력
다카오카 동기는 1974년에 전통공예 다카오카 동기 진흥협동조합(이하,
전진협)이 설립된 이래, 1975년 ‘국가 지정 전통 공예품’의 제1차 지정,
1979년에 특정산업의 산지 지정을 받은 것 외에, 2008년에는 ‘지역단체
상표’로 등록되었다.
작은 것부터 기념물과 같은 큰 것까지 구리뿐만 아니라 철, 알루미늄, 주
석, 금, 은 등 다양한 금속으로 변형이 풍부한 마감 방법으로 물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카오카는 다른 금속제품 산지와 차별화 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재 복원에 대한 대처는 새로운 사업 분야의 수요 개
척으로 산지의 일자리 만들기,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산지 형성
과 사회적인 과제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쉽게 만지거나 측
정할 수 없는 문화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3D 기술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
이다. 앞으로 전통공예 기술과 이러한 최신 기술을 융합시킴으로써 전통
공예품 산업이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수요를 발굴함과 동시에 이러한 산
업전체의 매력을 널리 알려나감으로써 미래의 인력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협 홈페이지(https://douki-takaoka.jp/)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다카오카 지역문화재수리협회가 설립되어 다카오카 미쿠
루마야마 마츠리(중요 유형·무형 민속 문화재,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의
다시(山車: 축제용 수레)의 복원을 맡는 등, 전통적인 기술을 문화재 수리
에 활용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지역의 내외에서 일감을 수주하고 전통기
술의 계승과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카오카 지역문화재수리협회 홈페이지(http://www.takaoka-waza.jp/)에서
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소개하고 있다.

상륜의 일부분인 구륜 주조 풍경

복원전 야쿠시지 ‘동탑’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전통산업 구축을 위해
전진협에서는, 2018년에 나라현의 야쿠시지(薬師寺) 동탑 상륜부 쇠장식
을 최신 3D기술과 전통의 주물 제조·가식(加飾) 기법을 구사해 복원하는
것에 성공했다. 또, 이전에도 도쿄예술대학의 호류지 석가삼존상 재현 프
로젝트에도 참가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은 다카오카시와 산업 지원기관과
도 협력하면서 조합이 하나로 뭉쳐 문화재 복원에 임할 좋은 기회가 되었
고, 그 후에는 다카야마 시정 기념관의 수리에 종사하는 등, 400년 이상에
걸쳐 계승되어 온 전통공예 기술을 살리는 움직임으로 되어가고 있다.

2020년 10월에 도야마현내 전통 공예품의 종합 거점인 다카오카지역 지
방산업센터가
다카오카시
중심부로
이전했다.
이전에
즈음하여
‘ST@R-ZIBA(스타지바)’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새롭게 설치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EC(인
터넷상의 상거래)를 비롯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판로개척 활동에 도움이 되
는 디지털 화상 및 영상의 촬영·편집 기능을 갖추었다.

다카오카의 전통 공예품 산업은 라이프 스타일과 유통의 변화 등으로 어
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산액과 판매액은 침체되어
기술자의 감소 및 후계자 부족은 산지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자발적으로 EC사이트를 만드는 시내 기업도 늘어나고 있으며‘새로운
생활양식’에 적합한 대처는 착실히 침투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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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속적으로 시내 기업의‘도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로 이어나가고자 한다.

 아로마를 축으로“노토(能登)히바”를 브랜드화
-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해 숲 만들기에 공헌 -

이렇게 2015년 12월에‘ATTE’브랜드(기획·판매=㈜Assist Area)가 탄생
했다. ATTE란, ‘“아테4)의 나무”(노토 히바의 별명)와“만나다”, 연륜
과 함께 해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인생의“만남”의 장소를 펼쳐 간다’는

이시카와현(石川県)
❍ 노토 히바와의 만남

콘셉트다. 학생 단체인‘가나자와 무스메’와의 공동 발안에 의해 네이밍
과 로고 디자인이 정해졌다. 당초에는 SNS로 인지도를 올리는 것에 고생
이었지만, 협력기업의 조력을 얻어 서서히 현내 이벤트 참가자도 증가해

내가 노토 히바와 만나 이시카와현의 임업에 깊게 관계하게 된 것은
2013년, 아내가 아로마&네일 살롱‘Neroli<네로리>’(가나자와시)를 창업한
것이 계기였다. 현지의 목재 자원을 활용한 아로마 관련 상품의 기획서를
만들어 노토삼림조합을 방문했을 당시, 조합으로부터 현내에서 노토 히바
의 공급을 지탱하는 후게시 목재 주식회사를 소개받았다.
이 회사를 통해 노토 지역의 주민과의 교류도 증가하면서, 임업이 안고
있는 일손 부족과 산의 유지 관리 문제, 그리고 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
음을 접하게 되면서 나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시카와현내 노토 히바의 산림 면적은 1만 2천 헥타르를 차지하지만,

미디어에도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노토

히바의

간벌재,

폐재(몰딩재)에서

추출한

ATTE

스프레이는

‘FOREST(상쾌한 숲 향기)’, ‘YUZU(늠름한 어른 향기)’, ‘FEMININE
(설레이는 향기)’의 3종류로 스타트하고, 후에 ‘히바 워터’, ‘OIL’을
더해 시리즈화 하면서 2016년도에는 현의 ‘이시카와 브랜드 제품’으로
인증되었다. 그러나 판매점에서 일정한 진열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
만으로는 라인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속가능한 후속 상품의 기획 개
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 학생과의 의논으로 탈취 기능 제품

외국산재에 밀려 당시의 수요는 과거 20년간 3분의 1로 감소하고 가격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주택·건축용 목재용도 이외로의 활용을 삼림조합
관계자도 모색하고 있어, 새로운 잡화 상품으로서의 니즈 환기를 도모하는
이 기획은, 시행적인 차원으로 협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나를 대표로 하는 형태의
“노토 히바 활성화 프로젝트 실행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조직은 노토 히바의 정유(精油)와 정유수(精油水)를 활용한 상품을 구
체화하기 위해 산관학 연계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삼림조합의 협력으로 노토 히바의 각 부위별 심재, 단재, 잎의 추출 데이
터를 취득해 가나자와대학과의 공동 연구, 현의 공업 시험장에 의한 성분

ATTE 노토 히바 워터

탈취 기능을 살린 ATTE chou chou

분석, 이시카와 고등 전문학교의 IT전략 어드바이스, 호쿠리쿠대학(지역 센
터과) 앙케이트 등 다양한 협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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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테(アテ)는 아스나로의 변종인 노송나무 아스나로의 방언이다. 1966년에는 ‘이시카와현의 나무’로 지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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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은, 학생 단체 ‘노토 라보’와의 좌담회로부터 힌트를 얻
어 노토 히바가 가지는 탈취·항균의 기능 성분(히노키티올)에 새롭게 주
목하는 것이었다. 현지의 미대생과 협동하여 꽃다발을 감싸는 듯한 신발
탈취 키트의 디자인이 탄생. 2018년, 몰딩재를 파우더로 만들어 재생지와
배합한 ‘ATTE chou chou 신발용 탈취 키트’를 개발했다.
이 상품은 그 후, 도쿄 인터내셔널 기프트 쇼를 비롯해 다양한 전시회에
서도 화제가 되어, ‘이시카와 에코 디자인상 2018 “사토야마 사토우미
상”’ ‘우드 디자인상 2018’ ‘오모테나시 셀렉션 2019’ ‘에코 프로

가나자와시와의 자원봉사 목육 이벤트

‘크리스마스 동지제’

‘크리스마스 동지제’ 워크숍

어워드 2019 장려상’의 4개 상을 수상했다. 또, 현 내외의 취급 판매점에
도 곳곳으로 퍼져, 기업 판촉으로서 노르웨이 가구 메이커의 노벨티나 현
지 건축 회사의 기념제 선물로도 채용되고 있다.

코로나 종식 후에는‘지역(관광)×환경×아이디어’를 키워드로 새로운
자원을 도입한 신상품 개발이나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연결
의 허브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이 “그렇군

❍ SDGs와 나무교육 이벤트의 대처도

요”라고 맞장구를 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파트너십을 모집할 생각이
다. 새로운 서비스에는 전국 각지의 분들과 정보를 교환해 공유·협동하는

이시카와현은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성, 21세기 미술관을 비롯한 관광 자
원이 풍부하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고자 한다.
자,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세계 농업 유산으로 인정된‘노토의 사토야마 사토우미’(2011년 인정)와
오쿠노토 예술제에 방문하는 분도 많았다. 또, 현민 전체가 SDGs의 대처
및 아트에 대해 상당히 흥미와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노토 히바 활성화 프로젝트에서는, 이시카와현 숲 만들기 추진 자원봉사
사업으로서 2019년 12월에는 가나자와시 삼림재생과, 특정 비영리 활동 법
인 가쿠마 사토야마 미라이와 함께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아트 공방’에
서 나무교육 이벤트‘크리스마스 동지 축제’를 실시했다. 또, 2021년 3월
에는‘향기의 나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대책을 취하면서 시내의
인테리어 숍 ‘zuiun’에서 삼림 이해를 심화하는 이벤트도 실시하는 등
SDGs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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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아이*의 매력을 전국 그리고 세계로
*도쿠시마 전통 쪽염색

산업으로서 천연염료의 좋은 점이 재검토되어, 쪽염색 작품이 주목받게 되
었다.

- 도쿠시마의 새로운 아이(쪽)의 가치를 창조 ❍ 쪽의 진흥을 위한 도쿠시마현의 노력
도쿠시마현(徳島県)

본 현에서는 요시노가와 유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조된‘아와아이’,
그 경제적 번영을 배경으로 번창한‘아와 인형 조루리’와‘아와오도리’,

❍‘아와아이(阿波藍)’의 역사

그리고 본 현이 아시아 첫 공연지였던 베토벤의‘교향곡 제9번’, 이러한

예로부터 일본인의 생활에 깊이 관련되어‘재팬·블루’라고 불리는 쪽
염색. 도쿠시마는 쪽염색의 근원이 되는‘스쿠모(퇴비처럼 만든 쪽염료)’
만들기의 본고장으로서 현재도 그 전통이 계승되어 도쿠시마에서 만들어
진 스쿠모를‘아와아이’라고 부른다. 도쿠시마가 자랑하는‘아와아이’
는, 일본의 전통색으로서 세계로부터 평가받는 재팬·블루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왔다.

4가지의 자랑할 만한 문화 자원을‘아와 문화 4대 모티브’로 정의하고
그 매력을 국내외를 향해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쪽염색 산업 진흥과 쪽염색을 통한 관광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로 본 현의 쪽염색의 매력을 홍보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홍콩과
프랑스 등에서 전시 판매회 및 쪽염색 체험을 실시해 현지에서 큰 반향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문화 시설에서 쪽염색 제품의 전시 판매회, 쪽염색과

아와에서 쪽 생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료 중 하나가‘효고북관입선납
장(兵庫北関入船納帳)’(1445년)으로, 대량의 쪽이 아와에서 효고항으로 들

관련이 깊은 귀중한 문화재 및 전국의 염직가의 작품을 전시해, 현 내외의
쪽염색 관계자와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산업면에서는 쪽을 활용한 신분야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
전국시대에는 무사의 요로이시타(갑옷 착용시 속옷 의류를 총칭)를 쪽염

고 있으며, 쪽의 천연색소를 독자적인 염색기술로 가죽제품이나 건축재료,

색으로 물들였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깊고 진하게 물들인 쪽빛은‘승색

목공제품 등에 응용한 것을 비롯하여 천연 쪽으로 채색된 쪽염색 알루미

(勝色)’이라 불리며 운이 좋은 것으로 선호되었다.

늄 정밀판금 제품도 생산되는 등, 그 용도는 다양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에도시대에는 번의 장려를 받아 쪽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무명의

❍ 건축재료, 가죽제품, 식품 등 신분야 도전

생산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아와아이의 수요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서 질과 양 모두 전국의 시장을 석권했다.

주택 건설과 자재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침전법 쪽염색의 기술을 응용하
여 쪽을 염료에서 도료로 바꾸고, 거기에서 나온 도료를 목재에 도포한 건

아와아이의 전성기는 메이지 시대에 최대 약 1만 5000헥타르의 재배 면

축자재를 전개하고 있다. 도쿠시마 삼나무와 쪽염료의 콜라보레이션에 의

적을 자랑해, 작부 면적, 생산량 모두 전국의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해 만들어진 건축자재 시리즈는 일본식이면서 모던한 디자인을 실현한 유

그 후, 화학염료의 보급과 함께 작부 면적은 급감했지만, 1978년에 아와아

일무이한 목재 제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의 제조 방법이 국가 지정 보존 기술로 선정되는 등, 향토의 전통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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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목제 인테리어·생활 잡화를 중심으로 하는 쪽염색 제품도 전개하고

‘도쿄 상설 전시장’(신주쿠구)에서 쪽 관련 제품을 PR하는 것과 동시에,

있어, 이들은 쪽으로 밖에 낼 수 없는 나뭇결의 감촉, 깊이 있는 청색을

국내 대규모 전시회를 비롯하여‘독일·하노버메세’및 세계 최대급의 인

최대한으로 살린 제품(접시, 술잔 등)으로 완성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테리어·디자인 산업 박람회 ‘프랑스·메종 오브제’에 도쿠시마현 부스

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를 출전하는 등, 현내 기업이 개발한 쪽염색 제품과 높은 기술력을 세계를
향해 널리 홍보하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포목 및 의류품의 기획·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죽
원료의 생산·제조에도 힘써 쪽염색의 기술을 응용해 양질의 진짜 가죽을
쪽으로 물들인 제품(지갑, 펜 케이스 등)의 생산·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쪽의 염료에 천연가죽을 넣고 몇 번이나 담갔다가 공기에 노출시키는 작
업을 반복함으로써, 깊이 있는 색, 질감, 광택을 실현시켜 사용할수록 느낌
을 더해간다. 쪽도 가죽도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
점도 매력 중 하나다. 쪽과 가죽이라는 두 개의 천연소재와 일본이 자랑하
는 전통기술로 새로운 와(和)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먹는 쪽”에 대한 소개이다. 예부터‘쪽 상인은 병을 모른
다’고 하던 것처럼, 쪽 상인들은 쪽을 한방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쪽에는 혈당치를 낮추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신주쿠 파크타워의 도쿄 상설 전시장에

프랑스 ‘메종 오브제 2020’에서

진열된 쪽 관련 제품

쪽 제품을 보는 방문자

금년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급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출전
과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회를 통해 해외 전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앞으로도‘아와아이’의 새로운 매력 창출, 정보 발신, 판로확

따라서 조제 전문의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세계 최초의 식용 쪽 하
우스 수경재배로 생잎이나 건조 잎, 파우더(쪽가루)를 제조하는 것과 동시

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세계로 자랑하는‘도쿠시마 블루’로서의 브랜
드 구축에 임해 가고자 한다.

에, 식용 쪽의 보급에 임하여 도쿠시마현산 쪽을 100% 사용한‘차’와, 쪽
잎과 쪽가루를 반죽해서 딱딱하게 구운 비스킷 등 쪽가루를 사용한 다양
한 상품개발에도 임하고 있다. 생활습관병 예방으로 샐러드나 수프, 디저
트 등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식용 쪽을 전 세계가 섭취하는 날
이 올지도 모를 것이다.
❍ 독일·프랑스 박람회에서도 높은 평가
도쿠시마현청 신미래산업과에서는 현내 LED 산업 등의 정보를 발신하는
- 27 -

- 28 -

 그린 크래프트* 투어리즘의 대처
*농업과 도예를 융합

- 하사미야키, 버블 붕괴를 계기로 브랜드화 -

아리타야키를 포함해 히젠 지역의 도자기 매출은 버블 붕괴 후 급격히
하락해 전성기의 3분의 1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 하사미초의 기간
산업인 요업(窯業)의 인지도 향상과 아리타야키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대처
로 요업과 농업에 관광을 조합한 그린 크래프트 투어리즘을 추진하기로

나가사키현(長崎県) 하사미초(波佐見町)

했다.
❍ 브랜드 확립을 향한 대처

❍ 400년의 역사를 가진 산지
하사미초는 4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자기 생산의 마을이다.

하사미야키란 무엇인가에 대해 산지 전체에서 자문자답했다. ‘하사미야
키는 일반 서민의 그릇으로 생활에 뿌리 내린 것’으로 평가하여 ‘캐주

하사미야키는 최근까지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낮은 산지였지만, 그 역

얼 리치’를 콘셉트로 한 하사미야키를 만들기 시작했다.

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을 계기로 현재의 이마리시 주변에
가마가 만들어져, 히젠지구 일대에서 굽기 제조가 일어난 시기까지 거슬러

하사미야키의 콘셉트를 산지 전체로 공유하면서 하사미야키의 브랜드화
가 진행되었다. 하사미야키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사미초를 찾는 사

올라간다.

람도 많아졌다. 도자기 제조 마을의 매력을 경험해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
그 후, 조선 도공에 의해 기술이 전해져 도자기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유
명한 이마리야키, 아리타야키는 고급 제품의 이미지가 있지만, 같은 산지
이면서도 하사미에는 당시 거대한 노보리가마(산비탈에 계단 모양으로 만

람들을 위해‘그린 크래프트 투어리즘’의 추진은 필요했다. 400년간 도자
기를 만들어 온 문화의 집적이, 방문객에게 지역의 매력을 전하는 것과 동
시에 하사미야키의 가치를 올리는 것으로도 연결되었다.

든 도자기 굽는 가마)가 몇 기나 만들어져 분업에 의한 대량생산이 이루어
졌다. 그때까지 고급품이었던 자기 그릇이 에도 서민도 사용하는 일용의
그릇으로 기타마에부네5)로 운반되어 전국에서 사용되었다.

도예가가 공장의 일부를 갤러리로 만들거나, 젊은 사람들의 방문이 늘어
남으로써 카페를 병설하거나,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이러
한 대처의 결과, 2000년에 48만명이었던 방문객수도 2018년에는 100만명을

하사미초는 재빨리 도자기의 생산을 산업화하고, 또 에도시대의 식문화
를 바꾼 하사미야키의 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에도시대 때는 적출항이

넘어서게 되어, 도자기 축제 기간에만 집중했었던 방문객이 1년 내내 찾는
마을로 변화해 왔다.

있었던 이마리시의 이름을 붙여 이마리야키로, 메이지 이후 근대까지는 아
리타역에서 기차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아리타야키로 유통되어 왔다.

❍ 전국대회의 개최와 해외 전개
「일본의 전통 공예품을 비롯한“모노즈쿠리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인

5) 기타마에부네는 에도시대 말부터 메이지 시대(1603~1912)에 걸쳐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을 사들여 판매하
는 방식으로 활약한 선박으로, 오사카와 홋카이도 사이를 일 년에 걸쳐 왕복하여 막대한 재화와 문화를 가져왔
다.

구의 감소나 생활 스타일, 기호의 다양화 등에 의해 시장이 축소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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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노즈쿠리 산업”을 형성한 역

등을 FAM 트립(해외 미디어, 여행업자 등을 초대하는 투어)이나 메일 매거

사와 문화, 그곳에서 만들어진 기술의 탁월함은 일본에 있어 둘도 없는 큰

진을 통해서 발신했다. 특히 FAM 트립에서는 최초로 미디어를 대상으로

재산이며, 그 가치는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실시하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체험하게 하면서 전체의 흐름과 이야기, 각
장소의 서비스 내용을 검증받아 외국인을 위한 맞춤 프리페이퍼를 게재했

우리는, 이 귀중한 재산을 살릴 수 있도록 모노즈쿠리 산업【크래프트】

다.

와 역사·문화·체험·체감【투어리즘】을 조합해, 그 매력을 국내는 물론
해외로 널리 발신해 나가는 대처를 일본 각지의 산지 단체와 연계 및 협

대만에서는 WEB 매거진의 편집 팀을 초빙해, 대만인의 관점에서 마음에

동 아래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크래프트 투어리즘 산업 협의회 대

와 닿는 숍·콘텐츠의 취재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지의 인플루언서도

회 선언문에서)

기사를 작성해 주어 대만에서의 하사미야키의 인지도를 높였다.

대만에서 초빙한 작가의 하사미야키 체험 모습

중국 전시회에서 현지 미디어 인터뷰 모습

WEB 매거진이나 SNS에서의 배포 기사 열람수는 약 36만에 달해 인지도
제1회 크래프트 투어리즘 전국대회의 모습

가 상승했다. 현지에서의 하사미야키 투어도 계획되었지만 코로나의 영향
으로 연기되고 있다.

2020년 2월에 개최한 제1회 크래프트 투어리즘 산업 협의회 전국 대회에
전국 11개 지역에서 15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기는
했으나 제2회 대회는 후쿠오카현 오카와시에서 원격 형식으로 개최했다.

홍콩에서도 도자기에 정통한 중요 인물을 초빙해, 하사미야키의 견학과
제작 체험·음식·온천·쇼핑을 조합한 FAM 트립을 실시. 국가 사적인 노
보리가마의 견학에서는 조속히 홍콩의 도예가를 위한 노보리가마 투어를

각각의 산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연결되는 것에 의해 증가되고 있다.

계획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인바운드로 시선을 돌려보면 산지를 주유하는 투어와 전시회의 공동
개최 등 단독으로는 발신할 수 없는 정보도 발신할 수 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할 수 없게 된 상황이지만, 정
보를 발신하는 것으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권 사람들의

하사미초에서도 지금까지 산지의 역사나 문화, 모노즈쿠리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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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방문 의욕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이 산지를 방문하여 매력을
홍보해주는 것이 하사미야키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구입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제한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외식보다 내
식이 침투한 결과, 해외에서 식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의 식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모노즈쿠리야말로 하사미야키의 콘셉트다. 지속가능
한 지역 만들기를 외치면서 전통 산업의 전승과 차세대로 이어지는 모노
즈쿠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 세계와도 연결되는 대처가
중요하다. 앞으로 세계인이 감동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계속해 가고 싶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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