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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현 및 고베시 도시행정․관광이념에 대한 고찰
도시행정·관광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례 연구
◇ 강원도는 2018 강원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강원도만의 브랜드 인지
도 상승, 국제대회경험, 올림픽 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 1번지로서의 발
전을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대내외적 어려움(코러나바이러스, 인구고령화, 저출산문제, 도
시와 지역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 인구고령화, 저출산문제, 도시와 지역간의 불균형 등을 20년전 먼저 맞
닥뜨리고 색다른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우수사례,
규제완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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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미래 강원도의 新성장동력을 발견하고자 본 연구를 하였으
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철도하부공간의 활용>
◇ 일본은 1850년대 200년간의 쇄국정책을 끝내고 1854년 처음으로 철도
를 도입하였다. 초창기 철도도입에 따른 다양한 찬반의견이 있었지만
서양문물에 매료된 일본은 1872년 도쿄의 신바시에서 요코하마 사이의
상업용철도가 개통되었다. 이후 1893년 일본의 자체기술로 상용 증기
기관차가 제작되었다.
◇ 일본철도는 1906~07년‘철도국유법’을 통해 민간에서 부설한 철도를
국유화하면서 전국적인 네크워크를 갖추었으며, 1964년 도카이도 신칸
센 개통을 시작으로 고속화를 이루었다.

◇ 현재 일본철도는 1996년 기준 27,268km로서 그중 20,135km를 JR이 경
영하고 JR을 포함해 총 199개의 철도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철도이용객은 231억2,142만명에서 2016년 246억 4,281명이 이용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직장인의 출근, 물류운반 등
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것임을 반증한다.
◇ 일본에서는 철도하부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부공간
의 높이는 6m내외로서 기둥을 중심으로 1칸의 넓이는 6~8평정도 된다.
고베시의 경우 이러한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은 5~6만엔/월 정도이다.
하부공간에 입점한 업종은 음식점, 렌터카, 창고, 공방,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도쿄 아키하바라 마치에
큐트, 도쿄의 나카메구로 코우카시타, 고베시 산노미아가 있다.
⇒ 우리의 경우 보통 철도역의 경우 도심지와 근접해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
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별 특색있는 콘텐츠를
접목할 경우 관광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소자본으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이 쉬울 것이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일자리창출, 핫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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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법령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 효고현, 고베시의 경우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1968년 고베항이
개항된 이래 하늘과 바다를 이용해 세계 각지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잘
정비되어 있다. 동시에 일본의 각 도시와 항공, 고속도로, 철도로 연결
되어 있다. 아울러 고베공항은 고베시가지에서 포트라이너로 빠르면
16분 정도 걸리는 편리한 국내전용공항으로 간사이국제공항과도 해상
교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서도 유수의 국제무역항이며 아시아의
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효고, 오사카, 쿄토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간사이’라
불리며 1868년 수도가 도쿄로 이전되기 전까지 1000년 이상 일본의 중
심지였다. 이 때문에 간사이에는 많은 신사, 불각, 사적이 남아 있으며
국보 및 중요문화재도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자연자원도
풍부하다.

◇ 효고현, 고베시의 지역문화자원으로는 히메지성(세계문화유산), 샤케,
해수욕, 스키, 온천 등이 있어‘일본의 축제도시’로 불린다. 효고현
각지에는 마쓰리(일본전통축제) 등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전통예
능인 아와지닌교조루리(淡路人形浄瑠璃), 여성으로만 구성된 뮤지컬 극
단인 다카라즈카(宝塚)가극을 비롯해 나다(灘)의 겐카마쓰리(싸움축제),
도카에비스(十日戎) 등 일본의 전통적인 축제 외에 중국의 설날을 축
하하는 난킨마치(南京町)의 춘절제(春節祭) 등이 있다.
◇ 고베시의 특징은 고베항 개항 이래 간사이 중심도시로서 지위를 쌓았
다. 헤세이 20년 10월에 아시아 최초의 디자인 도시로 인정(유네스코)
하는 등 문화적 힘이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베 항은 일본을 대
표하는 국제무역항으로 외국인 거류지, 메리켄파크, 하바라도 등 관
광·상업지역으로도 유명관광의 중심은 산노미야, 모토마치, 난징쵸로
쇼핑이 주류이며 고베 공항, 고속도, 철도, 크루즈의 거점이 되는 등
교통망도 충실하다. 포트아일랜드는 학술, 의료산업 도시로서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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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탄·탄구는 롯코아일랜드, 공업지대 외 술 빚는 거리로서 유명
한 인기의 거주구이며, 츄오구와 함께 멋쟁이 거리로서 알려진다. 효
고·나가타구는 중세에서 근세에 걸친 항구도시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요즘은 조선소나 시타마치 운치가 주목받고 있고 그 매력을 발
산하고 있다. 스마·타루미 지역은 아카시 해협에 접해, 해안선을 따라
가듯이 철도가 달린다. 야마테는 주택가, 해안가를 따라 해수욕장이나
수족관, 아울렛몰 등 집객시설이 갖추져있다. 이러한 지리적여건, 관광
자원, 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한 고베시는 "멋진 거리", 풍부한 관광자
원 토탈 매력-어반 리조트"를 내세우고 있다.
⇒ 이런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 강원도는 체류형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특히,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
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지역 관광자원의
명확한 테마와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막연한 이미지와 문구 등만 포함된
홍보방식은 오히려 관광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차별성이 없는 테마는
관광소재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역에 보전·산재된 관광문화
자원을 어떻게 관광객에게 어필하고 여행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확대 방안 고찰>
◇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의 문제에 대해 각종 연구논문과 언론보
도를 보면 향후 강원도의 많은 시군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가 소멸한다는 암울한 전망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이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도시가 황폐화되고 결국은 아무도 없는 텅빈
거리가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다. 한 지역의 소멸은 결국 전체의 소멸
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다.
◇ 강원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인구 자연감소율 상위 5개 지역 모
두가 군 단위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청
년층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마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지르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9.
11.26일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강원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횡성군과 고성군의 인구 자연감소율은 7.8명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는 같은 해 강원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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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감소율(2.4명)을 세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영월군이 7.2명으
로 그 뒤를 이었고, 정선군 7.1명, 평창군 6.4명, 양양군 5.0명 순이었
다. 인구 자연감소율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
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소멸되는 미래전망에 대해 많은 고
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한 도시(도시마구)가 소멸을 방
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하였다. 일본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역
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미나미이케부쿠로 공원은 약 10년 전엔 부
랑자들의 노숙 장소였지만 대대적인 정비 후 인근 유아원 아동들의 단
골 놀이터로 바뀌었다. 일본 도쿄 북서쪽의 도시마(豊島)구는 도쿄 23
개 구 가운데 존재감이 크지 않은 곳이다. 미나토구 같은 부촌도 아니
고 신주쿠구나 시부야구처럼 젊은이들이 몰려들지도 않는다. 지역 내
교통 요지인 이케부쿠로(池袋)역이 없었다면 일본인들조차 잘 다니지
않는 동네로 남았을지 모른다. 일본의 민간연구기관 일본창성회의는
2014년 5월 전국에서 ‘소멸 가능성 있는 도시’ 896곳을 지정하며 도
시마구를 포함시켰다. 도쿄 23개 구 중 유일했다. 소멸 우려 도시의 불
명예를 안은 이유는 20∼39세 여성 인구의 급감 가능성 때문이었다.

◇ 일본창성회의는 2010년 5만136명인 도시마의 20∼39세 여성 인구가
2040년 2만4666명으로 50.8%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안한 치안 때
문이었다. 특히 5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이케부쿠로역 인근은 강력
범죄가 빈번해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젊은 여성이 없
으면 출생률이 떨어진다. 아이가 없는 곳은 활력도 없고 자생하기도
힘들다. 고령화까지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이 없어보였지만 새로운 정책
을 추진해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다.
⇒ 일본의 사례를 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많은 시군도 향후 소멸해 가는 지역으로 선정되었
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장 해야할 일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정주환경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시군별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
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 것 같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높
이기 위해 급여가 높고 회사가 크고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
체 유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급여가 보장되고 기초
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기업이라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행정적 뒷
받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기업은 결국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다.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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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준다면 기업은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주민이 있어야 행정도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다. 지역주민
이 계속 정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여러 전문가와 같이 고
민하고 검토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강·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효율성 제고>
◇ 일본에서 자전거는 우리와 비교하자면 자동차와 같이 역할을 하고 있
다.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다 보니 일본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근거리 이동, 장 보기, 아이를
학교나 유치원에 데려다 줄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본사람
들의 생활에 자전거는 필수품이고 어딜 가더라도 자건거 주차장에 마
련되어 있다.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우리와는 다르게 무조건 관공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전거 분류는 혼자서 타는 자전거, 뒤에 태울 수
있는 자전거, 앞뒤 전부 태울 수 있는 자전거, 보조동력으로서 배터리
를 장착해서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있다. 사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주차장(유료)를 찾아야 하고 주차장으로부터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또 걸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다보니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한 것이다.

◇ 자전거를 단순한 레저활동의 수단을 넘어 새로운 산업분야로 발전시키
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를 이용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한편으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전거를 사용함에 따라 국민건
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온실가스(CO2, 메탄 등)의 실질적 감소, 출퇴근용 및 일상용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 건전한 여가생활의 권장, 자전거 이용을
통한 국민체력증진이라는 목표를 근간으로 자전거를 새로운 新산업으로
변모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강원도는 청정한 자연자원(산림,
강, 하천 등)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문화가 산재해 있다. 자전거라는 교통수
단을 단순한 이동목적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한 가칭
“자전거 에코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광패턴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
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자전거를 활용한 도시투어, 자전거 주차
장, 자전거 산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수반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거시적 효과를 기대해 볼 것으
로 생각된다.

내용요약

<일본의 소재산업 투자 및 연구>
◇ 일본정부와 기업은 소재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각
인하고 아울러, 소재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활성화 및 인력수급(일자리
확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고 경제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일본의 경우 소재산업의 대부분이 특허산업이라서 이
러한 특허가 당장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언젠가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
진되고 있다.
◇ 일본의 소재산업장은 3만 여개로 종업원수는 120만, 제조품 출하액은
56조엔, 부가가치액는 20조엔으로 이중 화학산업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재는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유리, 시멘트, 내화물, 탄소·흑연제품, 골재·석공품이 있다. 일본 이
공계통의 경우 일본 대학서열의 제일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고 아울러 기업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다보니 유능한 인재들이 이 분야에서 진
학하고 졸업 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1조엔 클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년간 매출액이 1조

엔을 상위하는 회사를 두고 하는 말로 현재 일본내 68개의 회사들이
있다. 이런 회사들의 연구개발비(R&D)는 전체매출액의 4%정도를 차지
한다고 한다.
◇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50%정도이다. 대학을 가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
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지면 학교에서는 그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 분
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혁신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아울
러 새로운 기술(소재)가 개발되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결
과를 만들어낸다. 국가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단기적 성과에 치
우치지 않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기초 연구 및 기술발전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R&D)는 LG
화학 4%, 롯데케미칼 0.4%, 한화케미칼 1.8% 정도로 연구개발비를 투
자를 하고 있다. 핵심기술, 핵심소재에 대한 원천기술이 없을 경우 기
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절대우위를 점할 수 없
어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도 우려된

내용요약

다. 기업 스스로 혁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가적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대책 마련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다.
⇒ 우리 강원도도 산하 사업소에 많은 연구인력이 있고 현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라는 분야는 단기간보다 중·장기의 시간이 소요된다.
강원도 미래발전, 도민 소득증대 등을 위해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연구수행
이 절대 중요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만의 미래산업 발
굴·육성·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 일본도 지방의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지속적으로
이동하다보니 중소도시 및 시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유동인
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먼저 외국항공사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외국항공사가 지방공항에 취역할 경우 공항이용료,
항공기청소, 별도의 외국항공사 부스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을 운영하였다.

◇ 일본 지방의 옛 모습, 다양한 생활문화, 먹거리, 체험거리 등이 지방마
다 산재하고 있고 외국관광객의 관심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는 관광인프라 조성보다는 지역
소도시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일본전통 료칸, 유명애니작가
고향, 사쿠라마을, 사케마을, 장어마을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 등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 이에 외국항공사(저가항공 포함)는 기존의 티켓판매 수입과 더불어 일
본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덕분에 일정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일본내 지방공항에 신규노선을 개설하였다. 일본관광의
경쟁력은 아시아권 관광객의 경우(한국인 포함) 일본을 많이 방문하는
이유는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휴가기간
이 보통 길어야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 등 거리, 시

내용요약

간,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여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적당한 비용으
로 만족감이 높은 관광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 중국의 경우는 단기관광에도 비자가 필수이고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 등의 공산품 품질 등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
남아의 경우 기후적 여건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후
가 덥고 습하며, 청결도가 낮으며 일본대비 항공료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방공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
램, 지방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판매전략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
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 강원도도 시군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하여 관광
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을 통하여 원주와 양양공항의 활성화에 대
한 깊은 검토와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행정·관광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례 연구
- 고베시 행정·관광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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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개요

1. 훈 련 국 : 일본(고베시)

2. 훈련기관명 : 고베학원대학(神戸學院大學)

3. 훈련분야 :

4. 훈련기간 : 2019. 7. 29 ~ 2020. 6. 25.
※ 파견기간 : 2019. 7. 1 ~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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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개요

명 칭

고베학원대학(こうべがくいんだいがく)

소재지

우650-0045) 고베시 주오구 미나토지마1-1-3

홈페이지

https://www.kobegakuin.ac.jp
․ 진리애호, 개성존중을 건학의 정신으로 대학으로서 사명을

설립목적

다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연구 활동의 추진, 사회환원, 사회
제휴,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하여 대학의 목표이념의 실현
을 목적
․ 대학연혁 : 1966년 창립

조 직

․ 대학캠퍼스 : 포토아일랜드 캠퍼스(本), 아리세 캠퍼스
․ 소 재 지 : 우650-0045 고베시 주오구 미나토지마1-1-3
․ 대학학부 : 9개 학부, 대학원
* 대학생 13,000명 / 10개국 유학생

주요기능및
연구분야
주요인사
인적사항

․ 교육·취업· 연구·사회활동, 사회제휴연계·국제교류

․ 대 학 장 : 佐藤 雅美(사토 아사미)
․ 지도교수 : 浜本宏(하마모토 히로시) / 도움 김세덕(金世德)
․ 고베학원대학 국제교류센터(고바타 부장)

교섭창구
훈련경비

전화
메일

․ 078)974-1551/ 내선 74130
․ kobata@j.kobegakuin.ac.jp

․ 연 구 비 : 5만엔/월(도서관, 강의실, 연구실 등 사용)
․ 일본어교육비 : 10만엔/월(1:1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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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생활소개서
1. 입교교섭 자료
❍ 학교선정 및 지원(입학수속)
◇ 학교선정 : 고베학원대학 (일본국 고베시 주오구 미나토지마 소재)
※ 2018.11월 강원도와 협약
- 일본현지(고베) 오사카관광대학 김세덕교수(한국인)
고베학원대학 경영학부 하마모토 교수
◇ 입학수속 : 매학기 4월, 10월 * 위탁기관으로 연구원: 수시
◇ 학교지원 : 대학내 교육시설(강의실,연구실,도서관)·스포츠·교수휴게실 등

❍ 지원시 필요한 어학성적
◇ 어학성적 : 대학선정 어학기준은 별도선정 없으나, 생활, 어학 등을
위해서는 JPT 430점이상, JLPT 3급 이상의 자격필요
* 연구원등을 위한 별과반은 운영되지 않음, 대학생은 운영

❍ VISA관련
◇ (강원도) 대학에 허가요청(협약기관) → (대학) 문화활동분야 등 허가 →
(주한일본대사관) 비자신청 → (강원도) 비자발급

❍ 학비관련
◇ 대학 위탁계약 체결 시
- 학교측 선정한 별도 교육 시 : 10만엔/월(월 8회 90분~120분)
- 학교시설이용료 : 5만엔/월(연구실, 사무기기, 도서관 등 제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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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생활 소개
❍ 입출국 이동경로(출발지-경로지-도착지) 및 소요시간
◇ 이동경로
- 입·출국 : 인천국제공항 ↔ 간사이공항(1시간20분)
- 간사이국제공항 ↔ 산노미아역(1시간) /버스
※ 간사이공항(6번정거장 /2,000엔 /편도)
- 산노미아역 ↔ 고베학원대학(15분)
※ 산노미아역(포트라이너 전철) / ICOCA카드 사용

❍ 기후, 물가수준, 전화, 전기, 인터넷 등
◇ 기

후 : 기온은 제주도와 비슷, 한겨울에도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음

- 봄 : 3~6월, 여름 : 7~9월, 가을 : 10월, 겨울 11~2월
- 여름철(8월)의 기온은 34~35도 / 습기가 많음
- 여름, 가을철 태풍의 위력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됨(엄청 강함)
◇ 물

가 : 한국의 2~2.5배 정도(특히 과일과 수산물이 비쌈)

- 카드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아 현재까지 현금으로 결재
- 잔돈주머니 항상 휴대(상당히 불편)
◇ 전

화 : 휴대폰사용

◇ 전

기 : 110V(60Hz)

◇ 인터넷 : 속도가 빠름(대도시의 경우)

❍ 주택임차 및 비용(기숙사와 외부숙소의 장․단점 비교)
◇ 기숙사(교환학생 기준) : 2만5천엔/월/1인실
-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구비완료
- 제세공과금 : 5천엔/월
◇ 주택임차(도심) : 10~12만엔/월
- 8평형 맨션기준 / 가스, 전기, 수도 등 제외
- 생활에 필요한 각종 가전제품(생활가전) 별도 마련해야 함
◇ 교통비(전철) : 3만5천엔/월(1주일에 3번 학교수업 참석시)
- 한국에 비해 3배정도 비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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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및 운전면허증 취득. 대중교통
○ 차량구입
- 초기구입 비용은 한국과 비슷.(일본산 자동차에 한함)
- 차량구입시 주차장 확보 필수(2만엔/월)
- 취등록세 : 40~50만엔 정도
- 차량점검비(신차 3년후) : 12만엔/월
- 연료비(휘발유기준) : 한국보다 저렴
◇ 운전면허증 : 한국에서 면허취득 후 국제면허 변경이 편함
◇ 대중교통
- 항공기 : 일본국내선의 경우 비용이 저렴한 편임.
- 신칸센 : 항공기보다 훨씬 비쌈(고베↔도쿄/편도 : 2만엔)
- 지하철·전철 :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편(한국보다 3배정도 비쌈)
- 버

스 : 전철이 가지 않는 마을을 위한 교통편

- 택

시 : 한국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비쌈(4천엔/5km)

- 자전거 :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장보기, 아이들 등·학교 등)
※ 일본의 경우 보통 직장인들은 거의 지하철, 전철, 버스를 이용함.
주말 가족과 교외로 나갈 때 사용(자가용 출근시 주차비용이 비쌈)

❍ 의료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소개
◇ 의료보험료 : 3천엔/월(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 보험료 :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세금(Tax)
◇ 물건의 판매가격은 세액(10%)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판매금액이 1,000엔이라면 실제 지불할 금액은 1,100엔임
※ 2019.10.1.부터 부가세가 8%→10%로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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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명소(위치, 지리, 교통편 등)
◇ 고베시는 부산과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음(항구도시)
◇ 일본내 다른 지역보다 태풍의 영향을 덜 받음.
◇ 한여름(8월)은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고 습기가 높아 엄청 무더움
◇ 고베에서 신쾌속(전철)을 타면 오사카까지 20분에 도착
- 왠만한 곳은 전철로 이동이 가능함
◇ 항구도시라서 각종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많음
- 고베 대표음식 : 와규, 샤케, 푸딩 등이 있음
◇ 주변명소
- 롯 코 산 : 고베시의 모든 전경을 볼 수 있음
- 하버랜드 : 고베지진 당시의 피해지는 보전하고 있음(야경이 좋음)
· 주변에 각종 쇼핑몰, 음식점이 모여 있음
- 유럽건축양식 : 산노미아 북측에 유럽인들의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
- 아리마온천 :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온천
- 히메지성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본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음
- 고베 누노비치 허브가든 : 각종 허브식물 감상이 가능하고 하행시 누노
비치 폭포를 감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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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장기국외훈련에

임하여)

1. 연구배경 및 목적
강원도는 청정한 산림, 맑은 물, 푸른 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지역별
산재해 있는 독특한 지역전통문화가 많이 있다. 아울러 2018 강원도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인에게 강원도의 위상과 인식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강원도의 달라진 위
상과 기회를 활용하여 올림픽개최지인 강원도를 생태관광지로서 강원도만의 독특한 브랜
드를 창출하고 강원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강원도라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 국제대회개최 경험, 올림픽
유산 등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발굴하고 이런 관광유산을 극적
이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관광 1번지로서의 강
원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강원도 발전을 위한 新성장동력 및 강원관광산업
육성 등 新강원 실행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세계 속의 관광1번지 강원도를 위해 본 자료를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인구고령화, 저출산문제, 도시와 지역 간 불균형 등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를 20년 먼저 맞닥뜨리고 색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우수사례와 아
울러 규제완화 및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선진지역을 살
펴보았다.
각 사례는 연관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와 현장방문을 통해 그 안에서 미래 강원도의 新성장동력을 발견하여 강원도 정책에
다소나마 반영되거나 자문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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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분야별 사례분석)
1. 철도 하부공간의 효율적 활용
1850년대 일본은 지난 200년 동안의 느슨한 쇄국정책을 끝냈다. 1630년대부터 당시까
지 일본인들은 네덜란드 및 중국과만 공식적인 무역을 해왔다. 게다가 이 두 국가 역시
일본 내에서의 행동은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네덜란드인들은 나가사키 항구의 인공섬
데지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고, 중국인들은 나카사키 차이나타운에만 머물 수 있었다.
얼마 후 미국과 더불어 철도가 일본에 도착했다. 1854년 미국 해군 제독 매튜 페리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조약 협상을 위해 두 번째로 일본을 찾았을 때, 4분의 1 크기의 증
기 기관차를 선물로 가져왔다. 1853년 러시아 역시 일본과 협상을 벌이는 동안 증기 기
관차를 가져왔다. 이것이 일본 철도 역사의 시작이었고, 이때부터 철도 산업의 혁신이 시
작되어 결국에는 신칸센과 자기부상 열차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증기 기관차는 일본인들을 사로잡았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 정부(도쿠가와
막부)는 서양식 증기 엔진을 주문했었다. 1853~1854년 개국하기 전에도 배운 사람들은 증
기 기술을 알고 있었다. 18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란가쿠(蘭學, 일본 에도시대에 네덜란드에서 전래된
지식을 연구한 학문)라는 지식 운동이 있었다.
일본은 거의 모든 서양 지식을 네덜란드인들로
부터 얻었다. 18세기 초가 되자, 도쿠가와 막부는
일부 서양 문물을 일본 내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금
지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자료가 국내에 전파되
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 기술 관련 정보는 금
지 대상이 아니었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 서양의 지식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본에서 철도 산업이 성공을 거둔 이유를 이
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한 도쿠가와 막부 시대 일본에서 문맹 퇴치율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도 크게 기여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 초기에는 도시가 성장했다.
전쟁 시대의 성곽 마을이 지역 행정 중심지로 모습을 바꿨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 일
본은 농경 유교 관료사회였다. 농촌 지역 엘리트 무사였던 사무라이들이 도시로 이주했
고, 유교 경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저팬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도 에도의 식자율이 높았다고 한다. “에도 시대에
에도의 식자율은 남성의 경우 약 80%, 여성의 경우 25%로, 사무라이와 승려를 제외한 국
가 평균인 각각 54%와 1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었
- 8 -

던 확실한 기반이었다.
사실 메이지 유신 자체는 철도 산업이 발전해 온 오랜 역사 중 첫걸음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어쨌든 도쿠가와 막부 시대 말기에 일본에 철도가 도입되었다. 도쿠가와
막부의 내분은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만든 부분적인 원인이었고, 막부 시대
가 계속될 수 없을 지경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1867년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부하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젊은 메이지 일왕은 상징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
를 운영한 것은 고문단이었다. 메이지 과두체제하에서는 많은 일본인들을 해외에 파견하
는 동시에, 서양 전문가들을 초빙해 일본의 발전을 돕도록 했다.
철도는 진기한 물건이었다. 페리 제독 외에도, 영국과 러시아 외교관들도 철도를 일본
에 들여와 증기 기술의 힘을 보여주었다. 다나카 히사시게(田中久重, 1799-1880)는 발명
가이자 기업가로, 그가 세운 기업은 훗날 도시바가 된다. 1853년 그는 러시아 외교관 예
프피미 푸탸틴이 들여온 증기관에 매료되었다.
히사시게는 호기심이 많았고, 란가쿠를 열
심히 배웠다. 1820년대 이후 그는 서양 기술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다양한 발명품을 고안해냈
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1851년 발명한 만
년 자명종이었다. 히사시게는 푸탸틴의 증기
기관차를 본 후, 일본에 최초로 증기 기관차를
달리게 하겠노라는 야심을 가졌다.
18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철도 산업은

실험 단계를 넘어섰다. 새로운 메이지 정부는
현대화와 중앙 집중화를 추구하면서, 전국에
철도망을 까는데 열정적이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일본은 봉건 제도와 비슷했지만,
메이지 시대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정부였다. 1872년 도쿄의 신바시에서 요코
하마 사이에 최초의 상업용 철도가 개통되었다.
옆 목판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신기술
은 예술작품의 주제가 될 만큼 급속도로
관심이 퍼져나갔다. 일본 전통 미술 역시
철도 교통이란 신기술을 축하하는데 사용
되었다. 일본의 철도 산업은 이제 본궤도에
올라섰다.
하지만 증기 기관 자체는 이후 수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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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도 일본 내에서 자체 제작되지 못했다. 1893년이 되어
서야, 처음으로 상용 증기 기관차가 일본 기술로 제작되었다.
일본철도는 1906~07년 '철도국유법'을 통해 민간에서 부설
한 철도를 국유화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었으며,
1964년에 도카이도 신칸센 개통을 시작으로 고속화를 이루었
다. 1982~86년에는 시티열차 프로젝트로 각지에 광역철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기존 국철을 분할 민영화하여
지금의 구조를 이루었다.
현재 일본의 총 철도연장은 1996년 기준으로 27,268km이고
그 중 20,135km를 JR이 경영하고 JR포함해 총 199개의 철도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6개의 JR여객회사와 137개의
보통 민영사철, 8개의 공영철도회사, JR 1사를 포함하는 총 12개의 화물철도회사로 이루
어져 있다. 여기서 대규모철도회사라 할 수 있는 JR 여객회사의 규모는 영업거리와 직원
수 등을 고려하면 JR동일본, JR서일본, JR동해의 순이다.
철도사업자에 따라 제1종 철도사업자(자사 소유의 선로에서 자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
하는 회사), 제2종 철도사업자(자사 소유의 차량은 있으나 자사 소유의 선로가 없는 회
사), 제3종 철도사업자(자사 소유의 선로는 있으나 자사 소유의 차량이 없는 회사) 구분
되며 JR그룹, 대형사철, 준대형사철, 공영철도, 제3섹터/중소사철/임해철도 등으로 분류되
며 각 철도에 따라 지역별도 다시 세분화되어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의하면 철도이용객은 2012년 231억2,142만명에서 2016년 246
억4,281만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직장인의 출
퇴근, 물류운반 등에서 철도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철도역을 기점으로 인구의 유동
량이 많다 보니 대도시 철도역 지하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철도하부 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철도의 하부공간
은 높이가 6m내외이고 기둥을 중심으로 1칸의 넓이는 6평정도 된다. 고베시의 경우 이러
한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은 5~6만엔정도 된다고 한다.
철도하부공간은 음식점, 렌터카, 물건창고, 공방,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
고 있으며 간혹 주택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도쿄 아키하바라 마치에큐트는 1912년 주오선의 간다-오차노미즈 구간의 ‘만세이바
시역’으로 1943년에 휴업 후 빨간벽돌의 만세이바시고가교에 플랫폼과 계단등 역 시설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1938년 폐역이 된 만세이바시역을 리뉴얼한 곳이다.
처음 개통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1912 계단’과 교통박물관 개관 시 설치된
‘1935 계단’을 통해 역의 모습을 재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휴식공간, 카페 등이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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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간다천이 흐르는 운하 옆에 자리한
붉은 벽돌 육교는 그대로 두고 hay,
artek북유럽 리빙샵,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점포들이 입점시켜 문화공간으
로 재탄생한 것으로 아키하바라의 핫플
레이스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도쿄의 나카메구로는 하천변
에 자리잡은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이며, 이 지역의 전철노선 아래 ‘나카메구
로 코우카시타(고가 밑)’라는 복합 상업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전철노선 아래 자리잡은
상가는 도쿄 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도쿄 도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 곳은 도큐 도요코선과 도쿄 메트로 히비야 선이 통과하는 나카메구로 전철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졌다.
이 사업을 통해 나카메구로역을 중심으로 700m에
이르는 구간에 츠타야 서점, 시티베이커리, 사케전문
점 등 개성있는 점포 약 28개가 입점하고 있다.
도쿄는 도시내 고가선로가 많은 특징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리테일샵이 점적으로 입지하고
있었으나, 나카메구로 코우카시타는 새로운 컨셉으로
개발되어 현재는 인기가 좋은 지역이 되었다.
고베시 산노미아역의 경우 인구의 이동량이 많은 역 중심은 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
이 성업을 이루고 있으며, 중심역에서 떨어진 철도하부공간은 사무실, 렌터카, 창고 등으
로 활용되고 있다.
고베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지인의 경우 이런 특색 있는 거리를 둘러보고 사진을
남기고 식사를 하는 등 이곳에서 소비활동을 많이 한다.

렌터카

공방

사무실

주거용

철도 하부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허가
를 받은 후 리모델링 후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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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공간 리모델링

관련정보 표식

이와 같이 일본은 철도하부 공간에 사무실, 점포, 창고, 자동차정비, 물류자재창고 등
다양한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여 소자본으로 창
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유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통한 관광상품화, 세원확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소자본으로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
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창업함에 있어 우선 사업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높은 임대료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소자본,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해 철도하부 공간 활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철도하부 공간을 활용(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 철도법, 국유재산관리법, 안전관리
관련법률 등 다양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고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용도는 휴식공
간, 공원, 게이트볼장 등 특정용도에 한하여 가능하다.
물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고잔역 철도 하부 유
휴 국유지에 청년창업공간인‘경기 Station-G(안산)’를 조성했다. 이 공간은 스타트업들
이 마음 놓고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도, 시군, 공기업이 협업하여 철도고가하
부 유휴 국유지(441㎡)에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동식 모듈형 건축물 5개동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창업공간(10인실), 시제품
제작소, 회의실, 북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다.
철도역의 경우 보통 도심지와 근접해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접목할 경우 관광명소로 부상할 가능석
이 높다고 본다. 또한 소자본으로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에 따른 파급효과(일자리창출, 핫플레이스 등)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법령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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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효고현은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하늘과 바다를 이용해 세계 각지로 연결되
는 교통망이 잘 정비되어 있다. 동시에 일본
의 각 도시와 항공, 고속도로 및 철도로 연
결되어 있다.
유라시아대륙 동쪽 끝에 활 모양으로 뻗
어있는 일본은 4개의 커다란 섬과 기타 크
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와 풍
토가 각기 다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효고현이 위치하는 간사이(関西)지방은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는 또 다
른「또 하나의 일본」으로, 경제 및 문화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효
고현은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1868년에 고베항이 개항된 이래 일본의 관문
으로서 세계 및 일본 각지를 육·해・공 교통망으로 연결하여 왔다.
이와 함께 효고현을 통해서 영화, 골프 등을 비롯한 구미문화가 일본 각지로 널리 보
급되었고 가라오케, 애니메이션 등 일본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간사이 지방에는 일본 유일의 24시간 공항인「간사이국제공항(KIX)」이 있으며 세계
주요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효고현의 현청 소재지인 고베시(神戸市)에서 간사이국제공항
까지 고속버스로 약 1시간 소요된다.
또「고베공항(UKB)」은 고베 시가지에서 포트라이너로 빠르면 16분 정도 걸리는 편리
한 국내전용공항으로 간사이국제공항과도 해상교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베항은 세계에
서도 유수의 국제무역항이며 아시아의 모항(母港)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고현은 일본열도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의 교통도 편리하다. 또한 1998년 4월에는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현수교「아카시(明石)해
협대교」가 완공됨으로써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国)가 도로로 직접 연결되어있다.

아와지시마에서 바라본 아카시대교

아카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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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속 철도 중 하나인「신칸센(新幹線)」이 동서로 가로지르며 고베에서 도쿄까
지 2시간30분이면 도착한다. 또한 효고현에는 JR(일본여객철도)를 비롯해 한큐(阪急), 한
신(阪神), 산요(山陽), 고베(神戸)전철, 고베시영지하철 등 철도가 있으며, 교토(京都), 오사
카(大阪) 지역으로 통근도 가능하다.
효고현은 고베(神戸)항을 중심으로 국제성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국제관
계기관이 들어서 있다. 오사카(大阪), 교토(京都)와 함께 간사이(関西)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효고,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간사이(関西)」라 불리며
1868년에 수도가 도쿄로 이전되기 전까지 1000년 이상 일본의 중심지였다.
이 때문에 간사이에는 많은 신사・불각 및 사적이 남아 있으며 국보 및 중요문화재도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간사이는 도쿄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고베, 오사카, 교토의 3대 도시가 각각 국제도시,
상업도시, 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지면서 기타 주요도시와 소도시로 구성된 기능분산
형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 간사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교
류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사기(古事記)」에 실려 있는 신화에 따르면 효고현의
아와지시마(淡路島)는 일본에서 최초로 생긴 섬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지방이 일본문
화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히메지성(姫路城)」을 비롯해 역사적인 문화재도 다수 남아 있다.

히메지성(벚꽃축제)

효고현은 옛부터 육해교통의 요지였던 탓에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류거점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1868년의 고베항 개항 이래 세계의 창구로 발전하여 일본의 국제무역거점으
로뿐만 아니라 국제문화의 교류거점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효고현은
세계 최대 대형방사광시설(SPring-8)을 비롯해 인류 건강을 연구하는「WHO(세계보건기
구)고베센터」, 폐쇄성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국제에멕스(EMECS)센터」, 고
베 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방재에 힘쓰는「사람과 방재 미래센터」,「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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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센터」등 다양한 국제연구기관이 들어서 있다.
북쪽으로는 일본해와 면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세토(瀬戸)내해에서 아와지시마를 끼
고 태평양으로 이어진다.
효고현은 대도시, 농촌, 산간부, 낙도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와
풍토 또한 다양해서 해수욕과 스키, 온천 등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길 수 있어「일본의 축
도(縮圖)」라 불린다. 특히 역사, 풍토, 산업 등을 기준으로 셋쓰[摂津；고베 및 한신(阪
神)], 하리마(播磨), 다지마(但馬), 단바(丹波), 아와지(淡路) 등 개성이 풍부한 5개 지역으
로 나눌 수 있다.
효고현은 일본 전체로 보더라도 온화한 지역 중 하나이나 면적이 넓은 탓에 변화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크게 세토내해 지역, 중앙의 산간 지역, 일본해 지역 등 세 지역
으로 구분한다. 세토내해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온난하여 지내기에 좋은 지역인데 반해
일본해 지역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으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계절풍의 영
향을 받아 강설량이 많다.
고베, 한신, 하리마 지역은 효고현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철강, 조
선, 기계 등 산업이 집중해 있는 대도
시 지역이다. 한편, 다지마, 단바, 아와
지 지역은 아름다운 산, 바다, 강 등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농림수산업
이 발달되어있다.
다양한 기후와 풍토로 인하여 여름
에는 일본해, 세토내해 등에서 해수욕
과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다지마 지역 등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또
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인 아리마(有馬)온천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노사키(城崎)
온천, 유무라(湯村)온천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효고현 각지에서는 마쓰리(일본전통축제) 등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전통예능인
아와지닌교조루리(淡路人形浄瑠璃), 여성으로만 구성된 뮤지컬 극단인 다카라즈카(宝塚)가
극을 비롯해 나다(灘)의 겐카마쓰리(싸움축제), 도카에비스(十日戎) 등 일본의 전통적인
축제 외에 중국의 설날을 축하하는 난킨마치(南京町)의 춘절제(春節祭) 등이 있다.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고베 대지진)으로 효고현에서는 재해 직후
부터 단순한 복구가 아닌「창조적인 부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진도 7.3의 강진이 효고현 남부지역을
강타했다. 도시직하형 지진이었던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6,400명이 넘는 귀중한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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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아갔고 주택을 비롯한 전기, 가스, 수도 등 라이프라인(lifeline) 및 고속도로, 철도, 항
만 등 도시기간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피해총액은 약10조 엔에 달했다.
교통망의 단절과 도시기능의 마비라는 혼란 속에 관계자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많은
지원에 힘입어 복구 작업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전기는 지진 발생 후 6일만에 응급송
전이 완료되었고 수도와 도시가스는 3개월 만에 복구되었다.
최우선 과제였던 이재민의 주거, 산업, 도로, 철도, 항만 등 도시기반에 대해서는「긴
급부흥3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한신・아와지 지진 부흥계획(효고 피닉
스계획)」을 마련하여 단순히 지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및 경제의 성숙화 등 효고현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
도록「창조적 부흥」의 실현을 목표로 10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노력을 실시하였다.

지진피해 흔적(매리켄 공원내)

또한 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도시기반을 중심으로 주택 및 산업의 부흥도
순조롭게 추진되어「긴급부흥3개년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효고현에는 일본 대기업의 공장과 연구소를 비롯하여 많은 외국계 기업이 입주해 있
다. 최근에는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산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효고현은 가와사키(川崎)중공업과 고베(神戸)제철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발상
지이다. 또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도시바(東芝), 후지쓰(富士通),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
등 다수의 일본 대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21세기형 틈새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
효고현의 광대한 토지에서 나오는 농산물, 바다의 은혜인 수산물, 예로부터 전해져 온
공예품부터 깊은 맛을 지닌 술・과자에 이르기까지 효고현의 특산품은 효고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선물로 인기가 많다.
풍부한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과 문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온천. 히메
지성(姫路城)을 비롯한 역사적인 문화유산 등 효고현에는 다채로운 관광명소가 많다.
고베는 '미나토마치 고베'라고 불리듯이, 예부터 서일본의 관문으로서 '항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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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도 독특한 이국적인 이미지와 육해공이 일체가 된 교통 접근성의
좋아서 인기 있는 관광도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광 자원의 활용 방법이 미성숙인
것이나, 관광객의 대부분이 당일치기·통과형으로 체재 시간이 짧다는 등의 과제도 지적
되고 있다.
고베시의 특징은 고베항 개항 이래 간사이 중심도시로서 지위를 쌓았다. 헤세이 20년
10월에 아시아 최초의 디자인 도시로 인정(유네스코) 하는 등 문화적 힘이 세계적으로 평
가되고 있다.
고베 항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무역항외국인 거류지, 메리켄파크, 하바라도 등 관
광·상업지역으로도 유명관광의 중심은 산노미야, 모토마치, 난징쵸로 쇼핑이 주류. 고베
공항, 고속도, 철도, 크루즈의 거점이 되는 등 교통망도 충실하다. 포트아일랜드는 학술,
의료산업 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다.

고베항 전경

복합쇼핑몰

철인28호

동탄·탄구는 롯코아일랜드, 공업지대 외 술 빚는 거리로서 유명한 인기의 거주구이
며, 츄오구와 함께 멋쟁이 거리로서 알려진다. 효고·나가타구는 중세에서 근세에 걸친
항구도시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년은 조선소나 시타마치 운치가 주목받고 있어
에리어의 매력으로서 발신되고 있다. 스마·타루미 에리어는 아카시 해협에 접해, 해안선
을 따라가듯이 철도가 달린다. 야마테는 주택가, 해안가를 따라 해수욕장이나 수족관, 아
울렛몰 등 집객시설이 갖추어진다.
이러한 지리적여건,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한 고베시 관광진흥의 기본전략
은 "멋진 거리", 풍부한 관광자원 토탈 매력-어반 리조트"를 내세우고 있고 세부적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멋있고 하이센스인 고베식 라이프스타일의 형성을 위하여 고베 독자적인 하이카라문
화=고베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살려, 전국에서 동경을 품고 거리를 찾는 도식을 그린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식 사진촬영을 위한 핫스팟으로 고베항, 기타노 등의 특색 있는 장소를 집
중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고베시는 멋쟁이 도시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 결과 고베에서의 결혼식이 증가하고 더불어 숙박·관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이바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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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고베시만의 차별화된 토탈패션을 목표로 패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포트아
일랜드의 패션타운, 구거류지 등 샵이 모이는 구역을 정비하여 패션산업을 하나의 신성
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베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고베항, 나다의 전통샤케 공장, 아리마 온천 등의
관광지를 대폭 정비하고 아울러 지역전통문화를 보전·발전을 위해 개항시기에 건축되었
던 전통건물, 기타노 이인관 거리의 건축물 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신도슈신칸(전통샤케 제조장)

고베시는 이러한 지리적여건과 지역내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를 홍보하고 도시형 관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베 비엔날레 개최, 고베 개항 150주년 사업, 고베 루미나리 등
의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지만 방문자수가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효고현 관광객 동태조사(헤세이 28년) 코베항 주변 지역에서는 해수욕 손님이 감소되
고 그린 투어리즘, 산업 체험 시설 사찰 참배, 유적 참관 등 참가자가 증가하는 등 관광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국적인 경향으로서 젊은층의 여행 의욕의 감퇴가
지적되고 있어 여행 이외의 레저, 흥미의 다양화, 저축, 젊은 인구의 감소가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베시의 경우 지역 내 산재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상호 소통 및 제휴가 되지 않
고 있다. 예를 들어 아리마 온천이나 히메지 성, 아카시, 한신간이라고 하는 주변 지역과
의 협력이 약해, 시간 소비형의 관광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시경관 및
관광자원시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관광객의 평가도 나름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큰
변화는 없다. 교통, 자연, 문화 등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은 좋지만 그 장점을 살리지 못
하고 있다.
고베시에는 고베 관광을 총괄하는 중심적 조직인 FeelKOBE 관광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 곳에서 관광사업자, 상공사업자, 대학, 시민, 행정, 단체가 제휴,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협의회의 기본을 구축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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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단체, 관광관계자,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관광메뉴를 창출해 다양한 체험관
광 소재를 갖추는 것이다. 관광객이 그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일자리 창출도 연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잡지·텔레비전과의 크로스 미디어 전략, 미디어나 여행 회사에 매
력을 제안하는 인재의 육성 등 프로모션 활동을 강화해 FeelKOBE와 같은 통일된 브랜
드·컨셉, 고베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체류형 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베시는 일본적인 요소는 적지만 외국 관광객을 위한 여행소재를 발굴하고 있는데
나다의 전통샤케집, 지진 재해 학습, 고베 비프 등 외국 관광객이 흥미를 보이는 소재와
조합한 코스, 테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 강원도만의 체류형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특히 지역별 특
색 있는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
거리 등이 산재해 있다. 지역에서도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 등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관광자원의 명확한 테마와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막연한 이미지와 문구
등만 포함된 홍보방식은 오히려 관광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차별성이 없는 테마는 관
광소재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 도 있다.
지역에 보전·산재된 관광문화자원을 어떻게 관광객에게 어필하고 여행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지역주민, 관공서, 관련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 표출할 수 있는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문화자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광상품 개발 가능한 대상을 선별
해야 할 것이다.
관광상품에 대해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관광 메뉴얼을 제작하고 아울러 지
역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별 조직은 연접 지역과의 네크워크 구축 및 소통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3.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확대 방안 고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의 문제에 대해 각종 연구논문과 언론보도를 보면 향후
강원도의 많은 시군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가 소멸한다는 암울한 전망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이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도시가 황폐화되고 결국은 아무도 없는 텅빈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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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다. 한 지역의 소멸은
결국 전체의 소멸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사
라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
이다.
2019.11.1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30년 뒤
지역의 생활·산업 기반이 붕괴돼 사라질 가
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뜻하는 '소멸위
험지역'이 지난달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
곳의 43%인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 재생산의 토대인 20·30대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로 나눈 수치가 '소
멸위험지수'인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고
령자 인구가 젊은 여성의 2배 이상이라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한 세대(30년) 뒤면
인구 기반이 무너진다고 본다.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매년 평균 2.8개씩 늘다가 지난 1년
새 8곳이나 늘어났다.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전북 완주와 충북 음성·제천, 부산
서구, 강원도 동해·화천, 경기 여주, 경남 사천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9.11.14일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
표했다. 올해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군위·의성
(0.143), 전남 고흥(0.148), 경남 합천(0.159), 경북 청송·남해(0.166) 등이다. 이 지수가 가
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울산 북구(1.829)와 경기 화성(1.703), 대전 유성구(1.671), 경기
오산(1.629), 경북 구미(1.586) 등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0.44)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경북(0.501)도 곧
소멸위험지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봤다. 서울의 소멸위험지수는 1.023
이고,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84다.
"소멸위험지역은 주로 20·30대 여성의 순유출 때문"이라며 "초등학생 수가 크게 감
소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이주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했다. 2019년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출생율과 기대수명이 유지되
는 '중위추계' 기준 전국 인구는 2028년부터 줄어든다. 출생율 전망을 낮춰잡은 '저위추
계'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생율(한 여
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을 밑돌았다.
강원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인구 자연감소율 상위 5개 지역 모두가 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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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
데 사망자 수마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지르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
고 있다.
2019.11.26일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강원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횡성군과 고성군의 인구 자연감소율은 7.8명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감소 폭
이 가장 컸다. 이는 같은 해 강원도 평균 인구 자연감소율(2.4명)을 세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영월군이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선군 7.1명, 평창군 6.4명, 양양군 5.0명
순이었다. 인구 자연감소율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한 것을 의미
한다고 했다.
인구 자연감소 주요 원인으로 이들 지역의 청년층 유출 및 인구 고령화 심화 등을 꼽
았다. 청년층이 보다 넓은 취업시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고령층은 그대로 지역
에 거주하면서 출생아 증대를 위한 `인구 기반'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한 해 자연감소 인구수가 가장 큰 지역은 강릉시였다. 지난해 강릉시의 출생아
수는 1,036명인 반면, 사망자 수는 1,678명으로 1년 동안 무려 642명이 자연감소했다. 이
어 횡성 360명, 홍천 330명, 삼척 326명 순이었다. 이 밖에 영월(283명), 평창(273명), 정
선(265명), 동해(259명), 고성(226명)지역도 1년 새 인구가 200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특히
이 시기 도내 전체 사망자 수는 1만1,976명으로 출생아(8,351명)를 압도, 도내 자연감소
인구수는 3,62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산모의 첫째 아이 평균 출산연령이 해를 거듭할수록 늦춰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도내 산모가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출산연령은 31.0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3년(26.0세) 이래 가장 높았다. 둘째 아이(32.9세)와 셋
째 아이(34.6세)의 평균 출산연령도 1년 전보다 각각 0.2세씩 오르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
다. 넷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평균 출산연령이 36.8세였다. 이에 출산 순위를
모두 합산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역시 1년 전(31.9세)보다 0.2세 늘어난 32.1세로 1993
년 이후 최고를 보였다.
도내 평균 출산연령 상승의 원인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 및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된 점을 꼽았으며 혼인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지난해 도내 남성의 평균 초
혼연령은 전년에 비해 0.23세 오른 32.88세로 1990년 첫 조사 이후 29년 만에 최고치였
다. 여성 역시 1년 새 0.22세 높아진 30.15세를 기록,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고 했다.
아울러, 산모의 첫째 아이 평균 출산연령이 해를 거듭할수록 늦춰지고 있다. 2018년
기준 도내 산모가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출산연령은 31.0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늘었다고
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3년(26.0세) 이래 가장 높았다. 둘째 아이(32.9세)
와 셋째 아이(34.6세)의 평균 출산연령도 1년 전보다 각각 0.2세씩 오르며 사상 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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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다. 넷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평균 출산연령이 36.8세였다. 이에 출산 순
위를 모두 합산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역시 1년 전(31.9세)보다 0.2세 늘어난 32.1세로
1993년 이후 최고를 보였다.
도내 평균 출산연령 상승의 원인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 및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된 점을 꼽았고 혼인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도내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에 비해 0.23세 오른 32.88세로 1990년 첫 조사 이후 29년 만에 최
고치였다. 여성 역시 1년 새 0.22세 높아진 30.15세를 기록,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그러다보니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학교 통폐합이 가속
화되고 있다. 마을 학교는 교육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생태계를 만드는 곳으로, 마을의
공교육 부재는 곧 지역 공동체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시
급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19년 발표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교육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 강원도 내 영월·고성·삼척·양양·정선·양구·인제·철원·홍천·횡
성 등 10개 지자체를 학생 수 감소 지역으로 분류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초교 19곳(분교
장 12곳), 중학교 8곳, 고교 3곳 등 총 30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지역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와 학생 및 학교 수 감소 심각 지역'으로 분류
된 영월군은 내년에 초교 분교장 3곳,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총 6곳이 통폐합 대상이
다. 또 `학생 수 감소 심각 지역'인 고성군은 초교 분교장 1곳, 삼척시는 7곳(초교 2곳·
중학교 4곳·고교 1곳), 양양군 초교 5곳(분교장 4곳), 정선군 2곳(초교 분교장 1곳, 고교
1곳) 등 총 15곳이 내년에 사라진다.
`학생 및 학교수 감소 완만 지역'으로 선정된 홍천군을 비롯한 철원군, 인제군, 횡성
군 등 4개 군에서도 총 7개 분교가 내년에 통폐합될 예정이다. 또 양구군은 2022년 중학
교 1곳이 대상이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통폐합 학교는 총 18곳으로, 이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 지
역으로 분류된 도내 10개 시·군에서 통폐합된 학교 수는 16곳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2024년까지 영월군 등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10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
수가 올해 대비 3,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소멸되는 미래전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한 도시(도시마구)가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의 사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미나미이케부쿠로 공원은
약 10년 전엔 부랑자들의 노숙 장소였지만 대대적인 정비 후 인근 유아원 아동들의 단골
놀이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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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북서쪽의 도시마(豊島)구는 도쿄 23개 구 가운데 존재감이 크지 않은 곳이
다. 미나토구 같은 부촌도 아니고 신주쿠구나 시부야구처럼 젊은이들이 몰려들지도 않는
다. 지역 내 교통 요지인 이케부쿠로(池袋)
역이 없었다면 일본인들조차 잘 다니지 않
는 동네로 남았을지 모른다.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 일본창성회의는 2014년 5월 전국
에서 ‘소멸 가능성 있는 도시’ 896곳을
지정하며 도시마구를 포함시켰다. 도쿄 23
개 구 중 유일했다.
소멸 우려 도시의 불명예를 안은 이유는
20∼39세 여성 인구의 급감 가능성 때문이었다. 일본창성회의는 2010년 5만136명인 도시
마의 20∼39세 여성 인구가 2040년 2만4666명으로 50.8%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안
한 치안 때문이었다. 특히 5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이케부쿠로역 인근은 강력 범죄가
빈번해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젊은 여성이 없으면 출생률이 떨어진다. 아이가 없는 곳은 활력도 없고 자생하기도 힘
들다. 고령화까지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이 없어보였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다.
<젊은 여성을 잡아라>
다카노 구청장(1999년부터 20년간 구청장으로 재
직, 82세)은 1937년 도시마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
에서 살았다. 5년전 소멸가능 도시로 꼽혔을 때 엄
청난 충격을 받았고 앞이 막막했다고 했다. 구청장
직을 떠나 한 명의 주민으로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
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소멸 가능성을
통보받은 지 한 달 만인 2014년 6월 긴급대책본부
를 만들었다. 한 달 뒤에는 구청 여직원과 젊은 여
성 구민 수십 명을 모아 ‘F1 회의’도 열었다.
‘여성(female)1’이란 뜻이다. 소비 욕구와 구매력
이 모두 높은 ‘20∼39세 여성’을 가리키는 일본 마케팅업계의 용어다.
우선 구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시마구에 사는지부터 분석했다. 5년간 도시마구에
정착하는 비율(정주율)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특성이 나타났다. 60대는 75%에 달했지
만, 40대는 약 50%에 그쳤다. 특히 2030 여성은 20%에 불과했다. 젊은 여성 10명 중 8명
은 도시마구에 온 지 5년이 안 돼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의미다. 다카노 구청장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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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여성을 붙잡아야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
다.
<유아원 확보>
대부분 2030 여성인 ‘F1 회의’ 참가자들은 젊은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가 유아원이라
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만 있다면 도시마구가 훨씬 매력적인 거주
지로 변할 것이란 의미다. 2013년 당시 도시마구에는 유아원 대기 아동이 270명에 달할
정도로 유아원이 부족했다.
도시마구는 곧바로 유아원 건립 보조금 지급을 늘리기로 했다. 보육 시설 임차료를 건
립 후 3년까지는 100%, 4년째부터는 85%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유아원 직원들의 주택
임차료도 일부 지원했다. 구의 보육 관련 지출액은 2014년 23억 엔(약 251억 원)에서 지
난해 90억 엔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도시마구에 신규 사립 유아
원 50곳이 문을 열었다. 새로 문을 연 유아원이 받아들인 아동은 3563명. 덕분에 2017년,
2018년 모두 유아원 대기 아동 수가 ‘제로(0)’였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 “도시마구로
가면 유아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 도시마구 안에는 주거지 곳곳은 물론이고 슈퍼마켓 안, 심지어 구청 건물 안에도
유아원이 있다. 도시마구는 13km²의 좁은 면적에 약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유아원을 새로 지을 땅이 없다 보니 구청 내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한
것이다. 2017년 4월 개관한 구청 내 유아원 ‘글로벌키즈 히가시이케부쿠로(東池袋)’는
일본 최초의 구청 안 유아원이다. 다카노 구청장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아원을 짓겠
다고 결심했고 이를 실천했다고 했다.
<공원 개조>
구청 2층의 ‘글로벌키즈 히가시이케부쿠로’는 깔끔하고 쾌적했다. 다만 구청 건물이
라 아이들이 뛰어놀 야외 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미나미이케부쿠로(南池袋) 공원으로 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자를 인도했다. 아이들은 잔
디 위에서 축구를 하면서 공원을 유아원 마당처럼 사용했다. 부모들은 공원 내 카페에서
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 공원은 10년 전만 해도 부랑자들의 집합소였다. 나무가 우거져 낮에도 어두컴컴했
고, 잔디는 전혀 없었다. 건장한 남자조차 낮에도 혼자 이곳으로 가는 일을 꺼릴 정도였
다. 도시마구는 2009년 9월 미나미이케부쿠로 공원을 과감히 폐쇄했다. 약 7년에 걸쳐 우
거진 나무들을 잘라내고 잔디를 새로 깔았다. 저렴한 커피와 쿠키를 파는 카페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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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다.
2016년 완전히 달라진 공원이 다시 문을 열자 주민들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공원에서
만난 주민 메구로 유카(目黑由佳·36·여) 씨는 “초등학교 3학년과 5세 딸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다. 공원이 있어 너무나 좋아 계속 도시마구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도시마구는 구내 85개 공중화장실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2개는 화가까지 고용
해 ‘예술 화장실’로 만들고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또한 아이와 엄마를 또 찾
아오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의미에서다.
<만남의 장소 확충>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에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고교생까지는 무료고
어른은 300엔만 내면 된다.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 와쿠와쿠네트워크가 운영
하고 있다.
아마노 게이코(天野敬子) 와쿠와쿠 사무국장은 “빈곤 가정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
작했지만, 지역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친교의 장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
다. 식당 내 좌석 40개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2층에서 게임을 했
다. 보호자들도 서로 인사하며 얘기를 나눴다. 도시마구에는 12개의 고도모식당이 있다.
지역 주민의 사랑방으로 불리는 게스트하우스 시나토잇페이가 있다. 히카미야마 고이
치(日神山晃一) 사장은 45년 된 낡은 2층 건물이 5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를 수리해 2016년 숙박업소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1층 공간을 마을 주민에게 무료 개
방했다. 전자 재봉틀도 비치해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히카미야마 사장은 “마을
을 살리려면 세대 간 서로 교류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유 공간을 만들었다”
고 했다.
○ 5년간의 성적표
도시마구가 변신을 시도한 지 5년. 급감이 예상되던 20∼39세 여성 인구는 2014년 4만
5520명에서 지난해 4만8055명으로 약 2500명 늘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8년 3월 도시마구의 20∼39세 여성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45년 예상 인구가 2015년보
다 18.9%만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50.8% 감소를 전망한 일본창성회의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다카노 유키오 도시마구청장은 “소멸 가능성을 통보받은 게 오히려 도전의 계기가
됐다. 도시마구를 일본의 대표적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카노 구청장에게 “유아원 건립 등으로 많은 돈을 썼을 텐데 구청 살림은 어떠냐”
고 물었다. 그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1999년 도시마구의 재정 적자가 836억 엔에 달했
다. 언제 파산 신고를 할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2017년 166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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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
그는 미나미이케부쿠로 공원이 쏠쏠한 수입원이라고 했다. 2016년 재개관한 후 공원
이용료, 카페 임대료 등으로 연간 3800만 엔의 수입이 생겼다고 한다. 연간 유지관리 비
용(2800만 엔)을 제외해도 꾸준히 1000만 엔 흑자가 보장되는 사업이 생긴 셈이다. 돈도
돈이지만 도시 소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금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많은 시군도 향후 소멸해 가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장 해야할 일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정주환경개선이 필요할 것 같
다. 시군별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 것
같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가 높고 회사가 크고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체 유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급여가 보장되고 기초
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기업이라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행정적 뒷받침이 마련되
었으면 한다. 기업은 결국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과 방
안을 준다면 기업은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주민이 있어야 행정도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계속 정주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여러 전문가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발
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소멸해가는 지역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강원도
전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이다.

4. 건강·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수단(자전거) 효율성 제고
일본의 교통수단은 우리와도 크게 다를 것 없이 항공기, 신칸센, 버스, 지하철, 전철,
오토바이, 자전거로 나뉜다. 아울러 일본인들은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당연한 말이지만
녹색등에서는 주행을 하고 황색등이 켜지면 통과하지 않고 바로 멈춘다.
신호등이 없는 일반도로의 경우도 제일 우선순위는 보행자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전
거, 오토바이, 자동차 순서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
가 지나가면 차량 등이 지나간다. 누가 보던 안보던 일단 멈춘 후 좌우를 확인하고 운행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늘 이용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에서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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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입하고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일본의 교통방향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와는 반대방향이다. 일본의 경우 경차
가 발달해 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도로는 한국에 비해 좁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큰 차량이 도시 내를 운행할 경우 협소한 도로로 인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체세 및 보험료도 경차가 아닐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한다.
일본에서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주차장, 차량 취득 후 각종세
금 등이 상당히 비싸고 경제적 부담이 커 의외로 차량이 없는 사람도 많다.
일본에서는 차량구입에 따른 주차장확보는 필수적이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다.
주차장확보는 법적 의무사항이라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보통 주택(개인주택, 아파트)을 건축할 경우 무조건 세대수에 부합된 주차장을 확보한
다. 만약 자기집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 유료주차장을 임대해서 주기장을 확보했다는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주차장의 월 임대료는 보통 12,000엔 정도이다. 지역별 차
이가 있겠지만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임대료를 훨씬 비싸다.
아울러 차량구매시 납부해야 할 초기 취·등록비용도 상당히 높아서 보통의 경우 40
만엔 ~ 50만엔 정도로 우리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높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가 넘
어가면 자동차세도 상당히 높다. 또한 일본에서는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가 12,000엔 정도이고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동차운행에 따른 세금 등 유지비용이 비싼 큰 차보다는 작은 차량을
선호한다. 아울러 일본의 주거지의 도로는 폭이 좁아서 큰 차를 운행할 경우 교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일본인의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횟수는 상당히 적다. 직장인의 경우 출
근 교통수단으로 지하철, 전철, 버스 등을 이용하는데 대부분이다. 차량을 가지고 출근을
해도 주차장이 많이 없고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
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출근이 거의 없다.

주차차량 Stopper

주차장 바닥

이용요금 안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말, 공휴일 등에 가족과 함께 교외로 나가거나 여행,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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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갈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구입, 유지에 따른 비용이 높다보니 최근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차량의 경우 정부의 세금감면, 화석연료 사용감소, 연료비 절감 등으로 일본
내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도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본의 자전거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우리와
비교하자면 자동차와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타다 보니 일본사
람들에게 자전거를 생활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근거리를 이동하거나 장
을 보러가거나 아이를 학교나 유치원에 데려다 줄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생활에 자전거는 필수품이고 어딜 가더라도 자건거 주차장에 마련되어 있다.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우리와는 다르게 무조건 관공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전거를
크게 혼자서 타는 자전거, 뒤에 태울 수 있는 자전거, 앞뒤 전부 태울 수 있는 자전거,
보조동력으로서 배터리를 장착해서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있다.

일본의 자전거

자전거 주차시설

역앞 자전거 주차장

사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주차장(유료)를 찾아야 하고 주차장으로부터 목적지로 이
동하기 위해서 또 걸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다보니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한 것이다. 자전거를 단순한 레저활동의 수단을 넘어 새로운 산업분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를 이용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한편으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전거를 사용함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정책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자전거 시설설치 지원과 자전거이용활
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교통정책 틀 안에서 자전거정책을, 환
경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자전거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
울러 경찰청은 도로교통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교육 등과 관련하여 자전거 정
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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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표한 자전거 이용현황을 보면 자전거 보유자중 최근 1년
내 자전거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3%, 최근 1년 내 자전거 이용 경험자중 자전거
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레저(48.1%)이며, 다음으로 쇼핑
(21.1%), 친교(8.0%), 통근(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저를 위한 자전거 이용장소는 ‘고수부지’와 ‘공원’ 등이 높게 나타났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은 보도(인도)가 37.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전거 도
로 28.3%, 차도(이면도로) 18.3%, 공원 10.5%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관
장해왔으며 실행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것이 계기로 행정안전부
는 매년 전년도 자전거 시설(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횡단보도턱 정비 등)과
관련된 실적들을 발표하고 당해 연도 목표를 발표해왔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정책의
집행 주체로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 관련시설 등을 건설하고 안전교육, 홍보 등의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자전거 활용을 위한 정책추진은 지자체에서 전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의 경우 강릉시, 동해시 등 7개 시군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를 마련
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에 대한 법적지위, 자전거등록제, 방치자전거 처리, 안전, 보험,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부적인 관련 법령과 지침이 있지만 법적권한과 현실 적용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과거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라는 교
통수단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재정지원은 중앙부처에서, 현장에서
의 정책집행 및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등은 지방정부에게 일임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고 판단된다.
또한, 온실가스(CO2, 메탄 등)의 실질적 감소, 통근용 및 일상용 자전거 이용의 활성
화를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 건전한 여가생활의 권장, 자전거 이용을 통한 국민체력증진
이라는 목표를 근간으로 자전거를 새로운 신산업으로 변모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강원도는 청정한 자연자원(산림, 강, 하천 등)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문화가 산재
해 있다.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을 단순한 이동목적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한 가칭“자전거 에코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광패턴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자전거를 활용한 도시투어,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산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수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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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기대해 볼 것으로 생각된다.

5. 일본의 소재산업 투자 및 연구
일본은 세계2차대전 이후 국가재건을 위해 화학, 철강, 비철, 섬유, 전자소재 등의 소
재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20세기 중반 일본경제가 호황일 때 소니, 도시바, 파
나소닉 등의 알본 대기업들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필수소재를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수입
한 후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완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자재확보, 조립, 생산, 판매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
한 일본의 생산방식도 언젠가 후발주자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소재)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향후 안정
되고 지속적인 이윤창출이 가능함을 물론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독보적인
산업소재가 또 하나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정부와 기업은 소재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각인하고 아울러,
소재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활성화 및 인력수급(일자리확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고 경
제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의 경우 소재산업의 대부분이 특허
산업이라서 이러한 특허가 당장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언젠가 산업에 도움이 된다
고 판단하여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소재산업장은 3만 여개로 종업원수는 120만, 제조품 출하액은 56조엔, 부가가
치액는 20조엔으로 이중 화학산업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재는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유리, 시멘트, 내화물, 탄소·흑연제품, 골재·석공품
이 있다.
일본 이공계통의 경우 일본 대학서열의 제일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고 아울러 기업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이 있다보니 유능한 인재들이 이 분야에서 진학하고 졸업 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1조엔 클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년간 매출액이 1조엔을 상위하는
회사를 두고 하는 말로 현재 일본내 68개의 회사들이 있다. 이런 회사들의 연구개발비
(R&D)는 전체매출액의 4%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정하면 학교에서 관련 기자
재를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아울러 학생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 학생들을 모아 지도해 주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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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와 지속적인 시합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자신감이 생기도록 해준다. 1등
을 만들기 위함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50%정도이다. 대학을 가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서 자기가 연
구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지면 학교에서는 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혁신적인 연구결과
가 도출되고 아울러 새로운 기술(소재)가 개발되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결과
를 만들어낸다. 국가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
인 플랜을 가지고 기초 연구 및 기술발전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R&D)는 LG화학 4%, 롯데케미칼 0.4%, 한화케미
칼 1.8% 정도로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하고 있다.
핵심기술, 핵심소재에 대한 원천기술이 없을 경우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절대우위를 점할 수 없어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기업 스스로 혁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가
적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대책 마련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강원도도 산하 사업소에 많은 연구인력이 있고 현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연구라는 분야는 단기간보다 중·장기의 시간이 소요된다. 강원도 미래발전, 도민 소
득증대 등을 위해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연구수행이 절대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만의 미래산업 발굴·육성·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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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고찰)
먼저, 일본의 관광정책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일본의 관광정책은
대도시(토교, 교토, 오사카, 고베 등)를 중심으로 외국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각종
소비활동을 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각종 관광인프라(교통, 숙박, 먹거리, 체험거리 등)
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 외국관광객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아 관광객이 편중되고 있고,
아울러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지방의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지속적으로 이동하
다보니 중소도시 및 시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
겼다. 먼저 외국항공사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외국항공사가 지방
공항에 취역할 경우 공항이용료, 항공기청소, 별도의 외국항공사 부스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일본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보통 단기체류가 대부분이고 아울러 자유여행이 보편
화되면서 도시관광에서 볼 수 없는 일본내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한 것이
다, 사실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화로 인해 쇠퇴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옛 모습, 다양한 생활문화, 먹거리, 체험거리 등이 각각의 지방마다 산재하고
있고 외국관광객 관심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
반하는 관광인프라 조성보다는 지역소도시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일본전통 료
칸, 유명애니작가 고향, 사쿠라마을, 사케마을, 장어마을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 등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에 외국항공사(저가항공 포함)는 기존의 티켓판매 수입과 더불어 일본정부가 제공하
는 다양한 지원 덕분에 일정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내 지방공항에 신
규노선을 개설하였다.
일본관광의 경쟁력은 아시아권 관광객의 경우(한국인 포함) 일본을 많이 방문하는 이
유는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휴가기간이 보통 길어야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 등 거리, 시간,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여행은 현실적
으로 어려우며 적당한 비용으로 만족감이 높은 관광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는 단기관광에도 비자가 필수이고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 등의
공산품 품질 등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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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경우 기후적 여건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후가 덥고 습하
며, 청결도가 낮으며 일본대비 항공료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방공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지방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판매전략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일자
리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강원도도 시군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하여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을 통하여
원주와 양양공항의 활성화에 대한 깊은 검토와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두 번째로 일본(인)의 사회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다. 외모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은 전혀 다르기 때문
이다.
일본의 인간관계는 전반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신뢰가 우선시 되는
사회인 것 같다. 한국인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짧은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일단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아낌없이 나눠주고 친절과 정을 베푼
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인) 특
유의 겉과 속이 다른 문화적 요소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TV)은 거의 일본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
국의 LG TV의 점유율은 20%정도 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외국제품의 점유율이 이 정도면
상당히 높다고 한다. LG는 회사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마켓팅보다 핵심사용자(Core
User)를 대상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즉 그 제품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이용
하고 구매를 하는 소비층을 겨냥하고 마케팅을 집중해서 제품홍보를 그들로 하여금 구전
(口傳)을 통해 일본인의 인식을 서서히 장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코스트코(Costco)를 엄청 좋아한다. 미국기업인 코스트코는 판매하는 모든
물건 중 가장 좋은 품질의 물건 1개만 선정해서 판매를 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
인들의 사고방식은 코스트코 물건은 품질이 좋고 신뢰할 수 있어 구매해도 좋다는 인식
이 뇌리에 박혀 있다고 한다.
코스트코도 한국의 LG 가전제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
을 활용해서 LG는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였고 매장 입구 바로 앞에 LG TV가 자리잡고
있고 그 옆으로 아이폰, 다이슨과 같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상호소통을 통
한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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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세 번째는 일본 젊은 층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이다.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oGo Pyeongchang”이라는 동계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우
리 강원도가 개최하였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대외 홍보 및 강원도의 다양한 체험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젊은 층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의외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탁교육중인 고베학원대학의 학생과 외부에서 만났던 젊은 일본인은 한국학생
들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많고 활달하고 진취적인 것 같았다. 이들의 지금까지 여러 번
한국을 여행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관심분야
는 한국문화, 음식, 음악, 화장품, 패션 등이 대부분이며,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대도시가
아닌 지방을 자유여행의 방식으로 방문하길 원하고 있었다.
일본의 젊은 층은 확연히 그들의 기성세대들과는 다르다. 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
는 다양한 수단(SNS 등)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사고방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발굴하고 그 자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이러한 우호적인 외국인을 강원도로 방문하게 하고 강원도에 이익을 가
져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적·물질적 문화자산을 이들에게 각인시켜 미래 우
리의 파트너로 육성시키고 문화홍보, 전파, 확산하는 교두보로 활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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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행정사례 제안서
보고분야

사회경제 활성화 분야

사 업 명

청년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철도하부 공간활용

현지사업
추진배경

우리 도
실정

❍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장 확보에 있어서 높은 임대료로
인한 재정적 부담 가중
❍ 소자본,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철도하부
공간을 활용, 창업유도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현재 철도하부를 임대(사용)하고자 할 경우 법률적인 제약조
건이 많음
- 철도법, 도시관련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
유재산관리법, 안전관리 관련법률 등
- 특정용도(휴식공간, 공원, 게이트볼장 등)에 한하여 가능
❍ 청년 및 소상공인 창업을 위해 사무실이 필요하나 현실적으
로 사용(임대)를 위한 제한사항이 많음.
※ 경기도(고잔역) 일부 활용

주요내용

❍ 일본의 경우 철도노선(JR, 한큐, 한신 등)의 하부공간에 다
양한 소상공업체 들이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 ex)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정비, 물류자재창고 등
❍ 국가, 지자체 지원으로 소자본, 소상공인 유도
- 일반 건축물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
❍ 철도하부의 안전문제는 철도회사가 정기적으로 철도 및 기
타시설물에 대한 안점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철도역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기대효과

❍ 철도역의 경우 도심지와 근접해 있어서 방문객(여행객 등)에
게 볼거리와 먹거리 등의 제공할 수 있고 콘텐츠를 접목할
경우 관광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소자본으로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
고 이에 따른 청장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세수확보 등의 긍정적 기대 예상

참고문헌
(자료)

❍ SOC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 건축도시공간연구원 차주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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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ONA 투자의향 동향보고서

□ 추진배경
○ 파소나그룹(PASONA)은 일본내 대기업으로서 전문인력 교육·양성·송출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있음.
- 본사는 도쿄, 오사카에 있고 한국에는 명동에 지점을 두고 있음.
○ 일본내 대기업중 하나인 파소나그룹(PASONA)1)에서 강원도에 신규사업을 위한 투
자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파소나그룹 회장의 아들(40세정도)이 총사업책임자임.

□ 현장방문(2019.8.12.)
○ 일본 아와지시마內 파소나그룹에서 키티(KITTY)2) 캐릭터를 활용, 컨셉을 추가하여
낙후하고 있는 마을을 관광지로 변모시킴.
○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제공, 능력배양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내 시군 관광자원(자연환경, 먹거리, 즐길거리 등)3)과의 매칭을 통해 새로
운 컨셉 개발, 명소로 발전시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상

□ 기타사항
○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강원도청 담당부서 자료 요청에 따라 안내 완료
○ 당초 2020. 4월경 방문예정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잠정 중단
○ 향후 국내외 상황이 안정되면 빠른 시일내 강원도청 방문 희망(4~5명 정도)
⇒ 향후 강원도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략수립 및 대응 필요

1) 파소나그룹(www.Pasona.co.jp)
2) 공연시설, 식당, 체험거리 등 조성
3) 낙후지역, 폐교 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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