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매스의 활용과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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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타카하시 유우코



1.오가와마치는 어디?



小川町

１．오가와마치는 어떤 마을？

小川町の町並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52km 거리

이케부쿠로에서 전철로 70분 남짓 소요

인구 35,370명
세대수 12,513세대
（2006.12.31）

산림 38％ 농지 15％
산으로 둘러싸인 전원 지역으로,
「무사시의 작은 교토」로 불릴 만큼
운치와 역사가 있는 마을로서, 전통
산업으로서 예로부터 지역자원을
이용한 창호, 비단, 전통지 제조가
부흥하였습니다.



２．생활공방 「츠바사・유우」는

→ 오가와마치를 기반으로 200년 10월부터
지역의 자연, 사람, 사물을 살린、30세기까지 이어질
지속 가능한 마을 건설을 목표로 하여, 
식품과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모토로 활동하는 단체

■ 활동목적■ 활동목적
・얼굴과 얼굴을 맞댄 상호부조의 시민공생 네트워크 구조
만들기

・오가와마치의 전원환경을 살린 풍부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식품」과「에너지」의 자급 모델 구축

・시민공생 네트워크 사회구축에 필요한 사회적 요소의
방향성에 관하여, 마을 만들기・사람 만들기라는
관점에서의 연구제안

・지역사회 진흥 및 지역사회・일본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의 이익증진에 기여



■ 활동내용

（1）친환경정 생활 요령 습득 （스터디모임・견학회 개최 등）
（2）친환경 상품 기획 및 선정 （지산지소 운동・지역산 콩

사용 두부 제조）
（3）지역자원 발굴 （전통지를 활용한 칠석 축제）
（4）지역자원 활용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5）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활동구조 만들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비 시민 출자）자원화 설비 시민 출자）
（6）식품・농업・교육활동 （환경출전대）
（7）정보발신 （지역정보지「오가와마치맵」）
（8）유기농업 보급・계발 （일본 최초！목표는 유기농업

마을 오가와마치 시모자토 지구 전환 프로젝트）
（9）유기농산물 활용 （레스토랑 「베리카페 츠바사・유우」

운영）
※ 환경성 주최 「 ２００８년도 스톱 온난화 「일촌일품 대작전 」사이타마현

최우수상
경제산업성 「도시농산촌교류・농상공연대 매니지먼트 코디네이터 양성
콩쿠르」 최우수상



지역자원（바이오매스）활용사례
（1）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출발점
（오가와마치 환경기본계획책정 주민협의회）

행정 ：음식물쓰레기 (타는 쓰레기의 ３０％）の자원화를 통해
쓰레기 감량이 가능하지 않은가?

주민 ：시가지 주민과 농촌 지역 사이의 교류가 적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저 태워버리는 것은 아깝다. 

농가 ：안정된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다. 

농산물의 지산지소를 추진하고 싶다. 

행정, 주민, 농업생산자가 아이디어를 내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는
구조를 만들자。

지역의 자원（사람・산품・돈）으로、문제해결을 도모



자원화용 바구니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사업참가자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통한
자원의순환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 기술을 사용해
액체비료와 메탄가스로 바꿉니다.

쓰레기를 담는 사업참가자



자원화 음식물쓰레기의 추이
2001년 6월～

히가시오가와 미도리가오카 학교급식 자원호량

2001년 14 （6～3월） 951

2002년 14 세대 892 ｋｇ 49 세대（9월 43세대가 시작） 6730 ｋｇ

2003년 49 7217 49 7977

2004년 49 7103 48 73582004년 49 7103 48 7358

2005년 50 7964 48 7272

2006년 49 7368 48 7230 4327
ｋ
ｇ

2007년 49 7446 47 7341 14186

38941 43908 4327 87176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원화총량 87 ｔ



시모사토 농장주
카네코 요시노리 씨와

카네코 토모코 씨 부처

・유기농업 경력 40년의
실적과 지산지소 활동

・일본 유기농업의 개척자

（2）「식품」과「에너지」자급순환형농장・시모사토농장
■오가와마치가 자랑하는 유기농가 ・카네코 요시노리 씨

・일본 유기농업의 개척자
・카리스마 유기농업자

※카네코상 이외 30채의 농가가 거주하고 있어 마을 내 농가 중
5%가 유기농가

（참고：전국적인 유기농가 비율은 ０．０２％）



시모사토농장



시모사토농장 지도



바이오가스

유기물 혐기성
발효기술

액체비료와
메탄가스를메탄가스를

생성
1994년



참고：농기구의 연료는 폐식용유

폐식용유

트랙터（ＳＶＯ） 콤바인（ＳＶＯ） 자동차（ＳＶＯ）

원심분리기



트랙터의 본넷을 열어보았더니

연료탱크

열
교
환
기

열
교
환
기유

수
분
리
기



유리 온실

재료：
지역 산의 간벌재
해체하는 집의 유리를 재이용
감즙（천연도료）



양수용 2005년 밭의 관개용

태양광 활용

밭의 관개용, 
방목용 전기울타리

우물물 양수

주택용

방목용 전기울타리
태양온수기

주택용－2006년



간벌재 등의 활용

주택(안채) 마루
난방이나 욕실의 온수
공급 등으로 활용

간벌재나 가옥 폐자재, 
가로수 등을 유효활용

나무 보일러

→2006년



친환경적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학습회
・내용：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하고 있는 농장을 견학하고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에 관하여 시모사토 농장 카네코 씨와
지역의 지산지소실천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배움배움

효과：지속가능한 농업실천을 견학

하고 자급적 생활 및 환경에 부담을

끼치지 않는 생활을 배워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느낌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가자들

t1



슬라이드 18

t1 tubasa-u, 2008-10-15



아이들에게의 환경교육

� 지역 초등학교 등으로 환경 출장 강좌・・・
환경출장대를 결정하여 식품과 환경을 테마로
지역자원을 살리는 지산지소의 대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의 환경교육
ー나의 식생활이 미래를 만든다ー

오가와고교 공개자주강좌에서

100％小川町産お弁当

생활정보지 「오가와맵」30호에서



마지막으로

� 지역자원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식품」과 「에너지」의
자급 지산지소의 대안을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석유값이나
달러 등에 좌우되지 않는 마을 건설을 목표로 이 풍요로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풍요로운 전원풍경(유기의 마을)을 다음 세대에게

사진：1/5방영 ＮＨＫ
「프로젝셔널」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