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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美大島 小漢 마을의 地域 活性化 問題에 
대한探索과論議 

정광중* 

l.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큐슈(九州) 지방과 오키나와(때擺) 본도 사 

이에 위치하는 아마미오시마(흉美大島)의 나제시 (名演市) 고미나토 

(小漢)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과 그 

와 연관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나제 시청， 나제시립 아마미 박물관， 가고시마 현립(麗 

兒島縣 縣立) 도서관(아마미 분관) 및 가고시마현 오시마 지청(大島 

支廳) 둥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와 함께 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고미나토 마을의 여러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청취조사를 실행하 

였다. 

현지에서 압수한 주요 자료들은 크게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성을 파 

악하기 위한 자료，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지역자원 

(인문자원. 자연자원， 마을 행사) 관련자료， 그리고 지역자원을 효율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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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50 ,000 지형도(1987년 제2회 편집)) 

〈그림 1 ) 연구대상지역: 훌훗大.， 名뼈市 小i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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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 관련자료들로 구분된다. 특히， 

인적자원의 성격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가능한 한 청 · 장년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 

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미나토 마을의 스포츠 동우회 

(고미나토 화이터즈: 소프트볼 팀) 회원들의 속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아마미군도(황美群島)는 가장 큰 섬인 아마미오시마(황美大 

島)를 비롯하여 주변부에 위치하는 가케로마지마(加計呂願島) , 우케 

시마(請島). 요로시마(與路島) , 기카이시마(喜界島) , 도쿠노시마(德 

之島) , 오키노에라부지마o뿌永良部島) , 요론지마(與論島)의 8개 유 

인도를 포함하는 명칭이다. 아마미군도는 큐슈지방 남쪽의 가고시마 

현(塵兒島縣) 가고시마시 (塵兒島市)로부터 약 380km 떨어진 동지나 

해 상에 위치하는데， 이 섬들은 오키나와 섬에서 보면 〈그림 1)과 같 

이 마치 징검다리 형태로 배열되는 특정을 보인다. 

아마미오시마는 아마미군도 중에서도 가장 큰 섬으로서 면적은 

821때12이며. 인구는 1995년 현재 75 ， 832명이다. 아마미오시마는 행 

정단위별로 보면 1시(市)， 3쪼(때)， 3손(村)으로 구분된다(塵兒島縣 

大島支廳 1999: 7). 이들 중 나제시(名懶市)는 아마미군도 내에서도 

유일한 시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적 성격 

고미나토 마을은 북쪽의 대천(大川)과 남쪽의 야마다천(山田川) , 

그리고 동쪽 해안에서의 퇴적작용(堆積作用)에 의해 형성된 사구(랬、 

표) 상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 및 〈그림 2)) . 마을의 해발고도는 

7m로 상당히 낮은 저지이지만， 마을을 바로 벗어나면 산지가 주변 저 

지를 에워싸듯이 탁월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산지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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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1999년 8월 ) 

〔사진 설명 · 고미나토는 비교적 수심이 낮은 만(홉)을 끼고 발달한 마을이다. 항 

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의 공사에 의해 준설 · 확장되었으 

나.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림 2> 名澈市 小漢 마을의 전경 

러싸여 있는 조용한 항구 마을의 성격을 나타낸다. 

현지에서는 보통 나제시를 시가지 지구와 삼포(三方)지구로 구분 

하며， 삼포지구는 다시 上方. 下方 및 古見方 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에서도 지역적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듯이， 삼포지구 

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나제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농 · 어촌적인 성격 

이 강하다. 고미나토 마을은 고미호(古見方)지구에 속하는 8개의 취 

락 중 하나로서. 나제시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나제시의 중심 

시가지와는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은 최근에 고미나토까지 이어지는 국도변의 아사도(朝戶) 터널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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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 덕택이라 할 수 있다 1) 

고미호 지구내의 취락별 인구수와 세대수의 변화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8개의 마을 중에서도 고미나토 

〈표 1) 고미호(古見方) 지구내의 마을별 세대수 및 인구수의 변화 

1985년 1990년 1995년 

마 을 명 서l 인구(명) 세 인구(명) 세대 」 인구(명) 
대 대 

'"‘r 남자여자 계 수 j남자 j여자1 계 수 j 남자 여자 계 

사키바라(ñ倚原) 65 88! 79 167 59. 70 7+. 14+ 60 i 72 84 156 

나제가치 63 71 95 87 150 59 51 66丁고f 
(名懶勝)

마에가치(前勝 27 32 49j 8l} 27 31 41 72 28 31 44 75 

니시나카가치 79! 84 삐 씨 79 75 157 232 68 H 130 204 

(西f뿌勝) I : 

니시타(西田) I 73 97 1131 210 70 83 94 I 177 64 61! 86 147 

이츠브가치 31 37 37 74 31 40 36 ! 76 31 33 37 70 

(伊i좋部勝) 

아사도(朝戶) 62 69 72 141 48 55 63 118 46 50 58 108 

고미나토(小漢 248 331 383 714 241 266 334 600 234 264 327 591 

합계 1648 809 956 1765 619 683 886 1,569[ 햇변F 832 11 ,468 
‘-------- 」←←←←←

자료. 塵兒島縣名懶市， 1999, r統計書 h.광’J (平없 10年版))

주: 국세조사(國勢調훌) 결과로서 기준시점은 10월 l 일 현재임. 

1) 가고시마현(麗兒島縣) 오시마 지청(大島支廳) 토지개량과에 의하면， 아사도 

(朝戶) 터널은 1993년도에 개통(1986년 착공)되었으며， 개통되기 전 시내 중 

심부까지는편도로 l시간이상이 소요됨으로써， 고미나토마을주민들의 생활 

에도 지장이 많았다고 한다. 아사도 터널은 국도 58호선 상에 위치하는 것으 

로서， 총 연장 길이 1.725m , 넓이 6m로 아마미오시마 내에서는 두 번째로 긴 

터널이다(麗兒島縣土木部 大島支廳土木課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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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1995년 현재 234세대의 59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점하 

며. 고미호지구의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고미나토 

마을의 인구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 

근의 감소추세를 전제로 미래의 인구를 예측해 보면， 앞으로 10년 후 

인 2010년 시점에서는 5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鄭光中 · 大城 筆 1999: 1-4), 특히 1980년대 이후 청 · 장년층들이 

도외로 직장을 찾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고(神삼格司 1998: 106). 

그와 동시에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있어서， 결 

과적으로 마을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 인구수나 연령 구성적 측면에서 

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미나토(小漢)는 마을명 그 자체에서도 포구를 배경으로 성립된 

마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의 동남쪽으로 넓은 태평양이 

전개되어 활발한 어업활동이 기대되나， 오랜 세월에 걸쳐 남획한 결 

과， 연근해에는 어종 고갈이 심해져 결국 최근에는 어업에 의존하는 

전업 어가가 불과 2-3호에 지나지 않을 정도이다2) 

고미나토 마을의 주요 산업은 주목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만 하더라도 특화된 

작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몇 종류의 야채류(오이. 가지， 피망 등)와 

함께 고구마 및 토란이 재배될 정도이다. 이것도 그나마 노년층의 소 

일거리나 혹은 자가소비를 전제로， 극히 협소한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3) ). 그리고 마을의 남서쪽 방향으로는 비교적 

넓은 논이 조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황폐화되어 경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그림 4)) . 이점은 조사시점에서 볼 때 고미나 

토의 전업농가가 260여 세대 중 8-10호(주로 화훼 및 과수(감률류) 

2) 다바타 가나메(田뼈 要， 남. 42세)씨와 다바타 마루나오(田뼈 九治， 남. 73 

세)씨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어업을 전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가구수는 고미나토 마을 전체의 1/3이 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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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1999년 8월) 

〔사진 설명 : 마을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밭에서 고구마와 토란을 재배 

하는 모습이다. 작물 당 재배면적도 작지만. 밭 한 필의 연적도 30a 

미만의 것 들이 대부분이다.) 

〈그림 3) 고미나토 마읍 주변에서의 농작물 재배 모습 

재배 농가) 수준에 머무른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경은 많은 청 · 장년층들로 하여금 시내 중심 

부에서 회사원이나 공무원 둥과 같은 직업을 갖게 하거나 혹은 토 

목 · 건축업 계통의 업종에 종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 ).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고미나토 마을은 주위의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지닌 마을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마을 

에 전해져 오는 시마다테이시 (島建石) 3)나 후자토(大里)"-1)와 관련되 

는 전설과 기록들은 그 만큼 설촌 역사가 깊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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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미나토 마율 중심의 소프트 볼팀 ‘고미나토 화이터즈(小홉 Fighters) ’ 

의 구성원과 속성 (1999년 8월 현재) 

씨 명 연령 출신지 
현거주지 직업(장) 근무처 기 타 

(약칭) (세) (마을) 

l. TB 42 고미나토 고미나토 농업 고미나토 감독 

2 AZ 32 
가고시마시 

(麗兒島市)
고미나토 경찰관 고미나토 

3. UT 45 고미나토 고미나토 닐 I1r「/‘- 나제시가지 

4 OS 33 나제시가지 나제시가지 간호사 니시나카가치 

(西{뿌騎) 

5 OY 36 고미나토 고미나토 신문기자 나제시가지 

6.0R 34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건셀업 나제시가지 

7. KB 35 고미나토 고미나토 토목업 나제시가지 

8 OA 35 고미나토 고미나토 약사 나제시가지 

9 OH 48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운전사 나제시가지 

10 SY I 46 고미나토 고미나토 전기상점 나제시가지 

11. CD 45 이와테현 고미나토 건설업 나제시가지 

(岩手縣)

12. 1N 44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방송기사 나제시가지 

13.TO 39 고미나토 고미나토 정비사 나제시가지 

14. NT 27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가스회사 나제시가지 

15 NB 45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전기기사 나제시가지 

16 HK 40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운수업 나제시가지 

17 HT 23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세무사무소 나제시가지 

18. YN 42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신문사 나제시가지 

19. YD 36 고미나토 나제시가지 건셜업 나제시가지 

zι YK. 30 고미나토 고미나토 태배회사 나제시가지 

21 YZ 33 가고시마시 나제시가지 정찰 나채시가지 

22. TS 36 우첸손(宇檢村) 고미나토 우체국 고미나토 

자료: 1999년 8월 현지 청취조사 

주: 씨명 아래에 하선을 그은 사랍의 경우는 다른 스포츠 동우회인 야구팀 ’구 

지라마츠(願松)' 의 맹버로도 활동중인 사랍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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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購 重俊 1993: 9; 高橋-郞 1994: 292-295) , 더욱이 최근 고 

미나토 마을내의 후와가네쿠(外金久) 5)에서 발견된 유적 (패총)은 6-

7세기까지 더욱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高첼 修 1999: 1-2). 

고미나토 마을은 크게 훗파레(古隔)와 후우가네쿠(大金久)이라는 

두 지구로 나눌 수 있다(曉 重俊 1993: 9). 훗파레 지구는 남동~북 

서 방향으로 펼쳐지는 동 마을을 거의 중앙부에서 2분했을 때 남동 

방향으로 위치하는 마을을 일컬으며， 후우가네쿠 지구는 북서 방향의 

마을을 가리킨다. 마을의 성립과 확산파정은 훗파레 지구에서 후우가 

네쿠 지구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高橋一郞 1994: 281-284). 

3.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자원의 실태 

여기서는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지 

역 활성화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역자원들은 어떤 것들 

이 있으며， 그것들의 성격이나 존재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한다. 

3) 오랜 옛날 ‘이이마란코라’ 라는 왕자와 왕녀(오빠와 누이)가 두 개의 돌을 가 

지고 무에야마(前山: 고미나토 마올의 남쪽에 위치한 산)까지 올라갔는데. 

그 돌 위에서 발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마올(섬)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전설상 

의 두 거석을 말한다(牌 重俊 1993: 10). 

4) 현재의 고미나토 마을을 형성하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지점올 말하며. 

처음에는 사랍들이 이곳에 집을 지어 거주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마을 

중심부로터 동남쪽으로 약 5빠n 지점에 위치한다(關 重俊 1993: 9). 

5) 고미나토 마을을 60개의 고아자(小字)로 구분했을 때 한 구역을 가리킨다. 

6) 고미나토(小漢) 마을 자체는 행정상 나제시 (名演市) 오아자(大字) 고미나토 

가 되며， 하부 행정지구는 60개의 고아자(小字)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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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1999년 8월) 

〔사진 설명 : 1970-1980년에 걸쳐 전지(田地)를 답지(짧地)로 개량하였으나， 거 

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한 모습이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토지 개량에 따른 토질악화와 배수문제 퉁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림 4> 우치타부쿠로 지구의 황폐한 농경지(논) 모습 

본 연구에서의 지역자원이란 「지역의 자연 그 자체나 경관， 부산물 

을 포함한 농림수산업의 생산물 과거로부터 전승되온 전통적인 기술 

이나 상권(商權) 및 행사， 또는 역사적인 유적과 문화유산 둥 일정지 

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J (全國農業會:議所 1991: 2)의 의미로 사용하였 

다. 아울러， 이 정의를 토대로 고미나토의 지역자원을 크게 자연자원 

과 인문자원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 

루는 고미나토의 지역자원은 앞으로의 지역 활성화와 깊게 연관시킬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중접적으로 다루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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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고미나토에 분포하는 주요 지역자원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 고미나토 마을이 지니는 가장 큰 자연자원으로서는 아 

마미오시마의 동쪽 해안에 위치해 었다는 항구의 입지적 특성과 더불 

어 깨끗한 바다와 모래사장， 주위의 삼립이 잘 보존된 산악 둥 천혜 

의 자연경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쪽 해안의 항구적 성격이란 점 

에서는 겨울철 북풍을 피하기 위해 고미나토 항구를 이용하려는 선박 

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한다. 그래서， 고미나토 항구는 1974년 이후부 

터 지금까지 (25년간) 단계별로 확장 ·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塵 

兒島縣大島支廳 土地改良課 1999). 그 결과， 고미나토 마을 자체에서 

보면 항구의 규모가 걸맞지 않올 정도로 큰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시사했듯이， 고미나토 항구의 확장 · 정비 

사업은 단순하게 고미나토 마을에만 국한시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나제시나 혹은 아마미오시마라는 섬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사업은 아마미군도 진흥개발 특 

별조치법(훌美大島 振興開發 特別惜置法， 보통 현지에서는 .아마신 

포(활振法)’ 라 약칭한다. )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 온 것이다 

(吉田慶喜 1995: 11-20).7) 

현지에서는 고미나토 해안을 비롯한 주변부의 바다가 오염되지 않 

고 깨끗한 이유가 바로 주변부의 산지가 여러 수종으로 풍부하게 뒤 

덮여 있으며， 동시에 개발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 

적한다. 결과적으로， 고미나토 마을 주변에는 풍부한 산림자원과 더 

불어 산호가 자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바다， 또한 주변부의 다른 

마을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넓은 백사장 둥이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7) 아마미군도 진흥개발 특별조치법(港美大島 振興開發 特別惜置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마미군도가 일시적으로 미군정 하에 놓였다가 1953년 12월에 

정식으로 일본으로 복귀되면서. 지역진흥과 개발을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 법 

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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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나 체험형 관광 · 학습코스를 기획 . 

설정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미나토 마을에 존재하는 인문자원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광대 

한 농경지라 할 수 있다. 농경지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주로 

북서쪽(후와타부쿠로(7 η 꺼 7'? P) 지구)과 남서쪽(우치타부쿠로 

('7千짓 γ? P) 지구)에 전개되고 있는데， 북서쪽의 농경지는 최근 

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원예농업(화훼류)이 정착되는 동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남서쪽의 농경지는 대대적인 논농사를 목적 

으로 1982-1983년에 걸쳐 밭에서 논으로 전환하였으나， 거의 활용하 

지 않는 상태에서 황혜화가 진전되고 있다((그림 4)) .8) 

2000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토지이용을 전제로 재차 전지화(田地化)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9) 앞으로 이 농경지가 효율적으로 활 

용된다면 고미나토의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미나토 마을의 정우도 일본 국내의 다른 농 · 산 · 어촌과 마 

찬가지로 각종 단체들을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마을내의 여러 가 

지 행사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9년 8월 현재， 고미나토 마을에 

8) 현재 논농사를 짓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시청)과 고미나토 주민들 

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막대한 경비를 들여 논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미나토 주민들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 

삼아 농사짓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 반대로 주민들은 논으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산지의 흙올 대량으로 유입하였기 때문에. 자갈함량이 많아져서 

제대로 농사를 지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 오시마 지청의 시모마츠 쇼이치(下松正- 토지개량과 근무)씨에 의하면. 1 

차 답지화(짧地化) 작업은 가고시마현 ‘團體營小規模排水對策特別事業. 이란 

명목하에 6.5ha의 면적을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와 배수공사가 행해졌으나， 

마을주민들로부터는 작업종료 후 배수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접수 

되었다고 한다-



196 정광중 

는 〈그림 6)과 같이 4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 단체는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데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4개의 단체 중에서 어린 

이회(초등학교 l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됨)를 제외한 3개 

의 단체가 지역 어른블의 단체이며， 이들 단체는 마을주민 모두를 구 

성원으로 하는 쪼나이카이(메內會)의 하부조직이라고도 볼 수 었다. 

이들 4개의 단체는 1년 동안에 행해지는 마을의 주요 행사에는 중 

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각 단체별 혹은 구성원들간의 역할과 임무 

도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內 홈(초나이카이) 

[284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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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小漢메內會 1998 ， r第8며名演市生灌學習振興大會(古見方地區大會: 第2

分科會) 資料J}

〈그림 6) 고미나토 마을의 여러 단체와 구성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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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어린이회의 구성원들도 고미나토 마을의 3대 행사라 할 수 

있는 고미나토 미나토마츠리(小漢港察t): 배젓기 경주대회. 5월) . 경 

로회(敬老會 10월) 및 카노에사루(tJ 、ηk혼 O. 11월) 10) 행사시에는 

나름대로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분 

위기가조성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마을내의 조직과는 별도로， 같은 마을 출신의 청 · 장 

년층을 중심으로 결성된 스포츠 동우회 1 1)가 있다. 즉， 야구팀인 .구 

지라마츠(願松)’ 와 소프트 볼팀인 ‘고미나토 화이터즈(小漢 

Fighters) ’ 인데. 1999년 8월 현재 야구팀에는 12명， 소프트 볼팀에는 

22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활약하고 있다(<표 2) ). 이들 스포츠 동우회 

는 기본적으로 마을내의 주요행사에 단체로 참여한다거나 뒤에서 도 

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하자면， 마을내에 거주하는 몇 사람 

만이 행사에 참가하는 형태로서(예를 들면.<표 2)에서 TB씨 AZ씨， 

UT씨 .KB씨 TS씨 등)， 회원 전체가 행사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형 

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 활성화를 전제로 회원간 

의 의견수렴과 대책마련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 

재력은 아주 높다고 지적할 수 있다. 

1995년도에 고미나토 마을에 입지하게 된 아마미 간호복지전문학 

교(日章學園， 港美看護福社專門學校， 이하 전문학교라 약술한다. ) 12) 

10) 매년 음력 9월 9일 이후의 康申(카노에사루) 日에 그 해에 신축한 집이나 새 

로 이사온 집(혹은 새로 부임해 온 사랍)을 돌며 축하해 주는 행사이다. 어른 

과 어린이가 같이 북을 치며 마올 내를 돌아다니는데. 축하 받은 집(사랍)에 

서는 펙이나 돈을 건네준다. 

11) 아마미오시마에서는 야구와 소프트 볼 경기 대회를 매년 봄. 여름 및 가올 

시즌으로 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시합일정이나 결과 둥은 지역신 

문에 게재할 정도로 팀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12) 아마미오시마 내에서도 고둥학교 이후에 진학할 수 있는 전문학교로는 유일 

한 것으로서 , 고미나토 마을올 비롯한 주변부에서도 반응이 좋은 편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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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미호 지구의 다른 마을들과 비교하면， 앞으로 지역발전을 이룩 

하는데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고미나토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학교 자체가 하나의 지역자원 개념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학교 학생들은 1995년 이후 

부터 줄곧 고미나토 마을의 주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서 마을과의 유대관계는 좋게 나타난다 1시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고미나토 마을에는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3 

대 행사를 비롯하여 많은 연중행사가 있다 중요한 것들을 월별로 정 

리하면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행사(마라톤 대회， 스모 

대회， 배젓기(나제시 주최와 고미나토 주최의 2개 대회) 경주 대회) , 

환경정화운동(청소 및 미화작업) , 진자마츠리(神社察 1) ) , 규본(舊 

正) 맞기(舊益迎;(_)， H) 하마오레(/、?才 ν) 15) 및 생애학습 진홍대회 

욱이 나제시(名懶市)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1999년도 

모집학과와 인원수를 보면， 간호학과(3년 과정) 501청， 개호(회복) 복지학파 

(3년 과정)4{)명， 약초학과(2년 과정) 20명， 조리사양성학과(1년 과정)4{)명 

이다-

13) 아마미간호복지전문학교(활美看護福社專門學校) 교무부장 곤도 가즈히코 

(近藏￥n彦， 남)씨에 의하면(1999년 8월 18일)， 학생들 대부분이 아마미오시 

마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고미나토 마을사람들에게도 매우 협조적이라고 

한다. 

14) 아마미오시마에서는 거의 모든 마올에서 오본(t;益， 양력드로 7월 15일)을 

음력으로 지내며. 이것을 현지에서는 규본(舊益)이라 한다. 당연히 규본을 

맞는 시기는 매년 차이가 있으나， 대략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행해진다. 

1999년도의 경우는 양력으로 8월 25일에 행해졌다. 

15) 하마오레 행사는 원래 벼농사 관련 행사중의 하나로서， 하루 날을 정하여(최 

근에는 음력 5월 5일에 행하고 있음) 마을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도시락과 

술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담소하는 행사이다. 하마오레를 일본어로 표기하 

면， ‘ÌÄ降(1' 가 되며， 그 의미는 .모래사장으로 내려 감’ 이란 뜻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나토 마츠리(배젓기 경주 대회) 날에 맞추어서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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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미나토 마을의 주요 연중행사 

월별 행 사 명 1 비 고 
4 I CD 마을 총회 @ 벚꽃나무 주변 제초작업 및 비료 주기 @ ! 

! 시민 청소일 미화작업 l 
@미나토 마츠리(港했 1) ) 준비(항구 대청소)@고미나토 하마오레 행사에 

미나토 마츠리 @ 하마오레(，、-<* ν)@ 바다거북 산란 j 대해서는 주 15) 

보호활동 @ 시 민 청소일 미화작업 j 를 참조할 것 

6 : CD 어린이회 및 어린이 육성회 합동 모임 @ 바다거북 산 

j 란 보호활동@시민 청소일 미화작업 

-•• 4••--

_ ! CD 후루사토(고향) 미화활동 @ 바다거북 방류 보호활동 

@í바다의 날」견학 체험학습 

@ 어린이회 캠프 @ 아마미 마츠리 배젓기 경주(나제시) 

8 !@ 어린이회 구기대회 @ 아마미 마츠리 고마나토 향우회 j 

j 하치가츠 오도리 (8月뼈 1)) 
9 ICD 규본(離) 맞기/묘지 대청소 @ 시민 청소일 미화작업 

@ 고미나토 소학교 운동회 참가 @ 십오야 핫줄매고 돌기 

1O!@ 고미호(古見方) 지구 친목 운동회 @ 경로회/스모 대회 

@시민 청소일 미화작업 

바다거북의 산란， 

방류보호 활동도 

아동과 어른들이 

같이한다. 

ICD 카노에사루(tJ ‘ηi혼7.:>)@ 시민체육대회(나제시)@， 카노에사루 행사 

11 I 이츠크시마 진자(嚴島神社) 마츠리(음력 9월 9일)@ 시민 J 는 주 10)을 참 

1 청소일 미화작업 j 고할 것. 

12 
@ 나제시생애학습대회(고미호 지구대회)@ 청소년의 숲 [ 

청소 (아동) / 진자 주변 청소(어른) / 마올내 연말 대청소 

@ 신춘 마을내 일주 마라톤 대회(어린이회)@ 나제시 성 

인 축하 역전 마라톤 대회 @ 시민 청소일 미화작업 

2 @ 야간 걷기(어련이회)@ 시민 청소일 미화작업 

@ 마을 총회(1년간의 반성회· 어린이회 / 쪼나이카이)@ 

시민 청소일 미화작업 

자료- 小漢때內會 1998 ， í第8며名懶市生I뚫學習振興大會(古見方地區大會: 第2分科

會， 第4分科會)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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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행사가 다양한 편이며， 참가대상과 인원에서도 비교적 넓게 포용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 활성화 

를 추진하는 데에는 이들 연중행사가 큰 디덤돌이 되기 때문에 귀중 

한 요소로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고미나토 마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은 전문학교 근처 

에서 발견된 후와가네쿠 유적을 비롯한 마을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유적지들이다. 후와가네쿠 유적은 주로 야코 조개(夜光貝)의 

무덤으로서， 특히 조개 수저의 제작터와 주거지가 발견됨으로써， 아 

마미군도 내에서도 6~7세기경에 조개 수저의 제작기술을 가진 집단 

이 거주하고 있었음이 판명되고 있다. 이외에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지야시키(按司屋敵: 과거 왕족인 오빠와 누이가 살았다 

고 전해지는 저택)를 비롯하여 가미미치(神道: 신이 지나 다니는 

길) , 후우미치(과거로부터 주요 행사를 치르는 마을내 큰 길: 현재는 

가고시마현 縣道) , 마아('"7 7: 신을 모신 곳(쩔所)으로， 예로부터 마 

을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광장) , 모야(판--\'， 3개소: 마을의 선주 

민으로 보여지는 옛 무덤) 대장간 터 (2개소) 및 수세용 자연석(手洗 

L 、石: 과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손을 씻었다고 하며， 자연석 위에 물 

이 고여 있음) 둥 역사적인 장소와 대상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유적 

지들도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 활성화를 전개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자원이라 평가할 수 있다. 

4.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지금까지 지역활성화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학문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갈래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 

념은 「일정 지역 내에서 각종 사업(이벤트 포함)을 일으키거나 혹은 

지역자원(인적자원， 농 · 수 · 축 임산자원， 인문 · 자연자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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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부(富)가 축적되는 일련의 과 

정」이라 할 수 있다(허재완 1990; 홍기용 1991; 平松守彦 1982 ; 給木

俊朴 1988; 全國農業會議所 1991). 본 연구에서도 지역활성화의 개념 

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 

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지역자원과 환경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들 지역자원과 환경에 대한 활용 가 

능성을 전제로 삼고， 앞으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한다. 

첫째로， 자연환경의 유리성은 고미나토 마을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은 새롭게 평가함과 동시에 빼어난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역연 

출의 적극적인 자료(김문환 1998: 228)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고미나토 마올은 높고 푸른 산과 맑은 바다를 배경으로 입지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삼림파괴나 환경오염이 행해지지 않은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사실을 언제나 자랑삼아 화두로 꺼낼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사고와 태도를 전제로 하여 청정 

지역으로서의 고미나토를 단계적으로 도내외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던 자연환경 

을 마을주민들의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지역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 앞서 고미나토를 둘러 

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경관은 마을의 이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리메 

이킹 (rem따며19)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셈이다. 

마을의 홍보활동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노력과 경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고에서 지적하는 홍보활 

동이란 거대한 계획을 기초로 또한 막대한 경비의 지출을 전제로 하 

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예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바탕으로 하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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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활동이라면， 먼저 인근 지역내의 각급 학교단위를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질 좋은 종이에 컬러 사진을 삽입하여 팝플렛을 제작해도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우선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고 

미나토를 알리는 문구와 일러스트를 넣은 한 장이 종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의 제작이 

나 혹은 나제시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마을의 정보를 알려는 

방법도가능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미나토 마을에는 후와가네쿠 유적과 

더불어 아지야시키(按司屋敎) , 가미미치(神道) , 마아("<'7) ， 모야 

(판--\"')， 이츠크시마 진자(嚴島神社) , 구지라마츠， 대장간 터 등 역 

사적인 유적지와 대상들이 많이 존재한다. 여기에다 깨끗한 바다와 

백사장이 한데 어우러진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 · 중 

등부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로 주목받 

을 수 있다. 여름철에 백사장을 이용하여 캠핑과 수영을 즐기는 동시 

에， 마을내의 유적지를 답사할 수 었다는 점은 고미나토 마을이 지니 

는 큰 매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는 가능하면， 여러 단체들 중에서도 방문해 온 관광객이나 

학생들과 같이 참여하며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 육성회가 

중심이 되고， 청 · 장년충 스포츠 동우회(특히， 회원 중 고미나토 마 

을에 거주하는 회원을 중심으로)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육성회와 청 · 장년층 스 

포츠동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방문시기나 요일에 맞추어 항시적이 

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전담반을 조직해야 할 필요성 

도 나온다. 마을 유적지의 답사시에는 각 장소나 대상별로 간단한 설 

명을 토대로 안내하거나 혹은 캠핑 장소로의 안내 퉁 가능한 일들에 

대해 작은 정성과 도웅을 줄 수 있다면， 지역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어떻든， 고미나토 마을 주위의 녹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산들， 산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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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청량한 바다， 그리고 바다거북들의 산란장소로 이용하는 넓 

은 백사장 등은 「고미나토의 얼굴」로 부각시키는데 손색없는 자원 

이다. 

두 번째로， 광대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고시마현과 나제시에 의한 

향후의 토지정리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고미나토 

를 알릴 수 있는 농산물을 집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시점에서는 청 · 장년충 농가수가 상당히 적어 까다롭 

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여름작물과 겨울작물의 농산물을 1~2가지 

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 

론， 어떤 농작물이 고미나토 마을에 적합한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바 

탕으로 전업농가와 제 1종 겸업농가를 중섬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걸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 

해서는 전업농가와 제 l종 겸업농가가 중심이 되어 자가소유 토지 이 

외에도 무상임대나 일정기간 동안의 교환 등을 통한 농경지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규모를 고려한 생산활동이 

되도록 마을주민들의 협력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경지의 적극적인 이용이란 측면에서는 마을내 전문학교와의 상 

담을 통해서 약초나 관련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도 있 

다 16) 본 전문학교에는 2년 과정이 약초학과와 l년 과정의 조리사양 

성학과가 개셜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실험실습을 행하는 데에는 여 

러 종류의 약초나 농작물(소채류， 과채류 등)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 

들을 고미나토 마을 주민들의 손에 의해 생산된다면， 양자의 사회적 

관계가 한충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정적인 지역 농산물의 생산을 

16) 전문학교 측파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약초학과에서 사용하는 약초의 일부 

는 교내부지에서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종류와 충분한 실험실습을 위한 양적 확보 

가필요하다는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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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데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재배의 형식으로 생산하는 것도 한가 

지 방법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면 고미나토 마을을 「약초재배의 본고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생산된 

각종 약초를 전문학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아마미오시마 외부로도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세 번째로， 고미나토 마을의 여러 단체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는 동시에， 남녀노소 및 신구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하는 중요한 결속 기구이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는 일련의 마을행사는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데 필요한 

.구슬’ 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히 3대 행사를 중심으 

로 아동층은 물론 청 -장년층 및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행사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다카야마(高山好和) 

구장(區長)은 지적한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마을의 주요행사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 

민들의 결속력 강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고미나토 마을의 경우는 세이냉차이(좁年會) 17)나 코조차 

이(向上會)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쪼나이카이(메內會)에 흡 

수 ·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을행사나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미나토에 위치 

하는 지역자원의 성격과 관련지을 때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환 

17) 도시오카 미노루(俊間 實， 남 37세)씨에 따르면， 청년회는 1985년 전후까지 

는 결성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업)관계로 대도시로 떠 

나는 바람에 자연 해체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연령에 관계없이 쪼나이카이 

(메內會)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청 장년층에 속하는 사람은 대략 40여 

명이나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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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면， 지역자원의 활용을 토대로 한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 활성화 

에는 청 · 장년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마을내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신구 세대 사이에서의 의견 수렴과 조율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마을내의 각종 행사나 사업들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담 

당하는 단체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더욱이 위에서 제안한 사업과 행 

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담할 수 있는 단체나 

부서가 더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문학교에서 필요한 실 

험용 약초나 조리 실습용 농작물 계약재배가 성립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전담반(부서)이 조직되고 임원진도 구성되어야 할 것 

이다. 결국， 이 경우에 이미 조직된 기존 단체중의 하나가 전담하여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고 

미나토 마을의 지역 활성화 과정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업과 

행사가 연속성을 띠게 될 때，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전담반의 조직도 펼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만 한다. 

네 번째로， 전문학교에 대한 활용적 측면은 거론할 여지도 없이 인 

재육성과 함께 대학생들의 젊은 혈기를 차용하는 일이다. 마을주민들 

과의 인터뷰에서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지만. 전문학교가 입지 

해 옴으로 인해서 고미나토 마을은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활기를 띠 

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현재， 전문학교의 학생수는 

260여 명인데. 이들 중 약 85%가 아마미오시마 출신이다. 그렇기 때 

문에 고미나토 마을주민들과도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배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학교 학생들의 동태를 학교측과 마을 주민들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는 고미나토 마을과 주민들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 

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례를 보면， 매년 고미나토 소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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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회나 5월의 주요행사인 배젓기 경주대회(미나토 마츠리)에는 자 

발적으로 전문학교 학생팀을 결성 · 출전하고 있으며， 또한 경로회 날 

에는 노인들을 학교로 초빙하여 축하행사와 함께 목욕이나 마사지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미나토의 스포츠 동우회(주 

로， 소프트볼 팀인 고미나토 화이터즈)와의 연습시합을 자청해 올 정 

도로 마을내 청년층과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미나 

토의 여러 사업과 행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전문학교 학생들의 협 

력이 필수적이며， 더욱이 고미나토에 거주하는 청 장년층이 모자라 

는 현실에서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고미나토의 유적지나 대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고미나 

토를 찾는 관광객과 야외 체험학습을 위해 찾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관광 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체험형 학습관광 루트를 선정하고， 마을내의 유적지 분 

포도와 설명서 (안내 팝프렛 정도의 수준)의 제작， 간단한 표지판(위 

치를 알리는 입석이나 입간판)을 세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 

습관광 루트는 〈그림 5)에 제시된 것처럼， 아마미 박물관(나제시 교 

육위원회)에서 1: 5,000 지형도를 토대로 편집한 분포도가 유효하리 

라고 생각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순회방향과 도보거리를 감안하여 

2~3개의 루트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안내 팝프렛에 유적지의 견학순서와 

방법， 유적지와 유적지 사이의 이동거리 및 시간， 유적지별 간단한 

내용 소개나 관련되는 전설 둥을 기록하는 배려이다. 보통. 유명 관 

광지에서의 안내 팝프렛은 혼해 빠진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을지 모 

르나， 농어촌 지역의 차원에서는 마을의 중요한 전략이 담긴 정보지 

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교적 역사가 깊고 지역자원이 풍 

부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마을단위의 안내 팝프렛을 제작하는 일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을의 유적지나 관광(학습) 대상을 분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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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관광지나 명소는 아닐지라도 현재 시 

점에서 고미나토를 대변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백사장(캠핑 

장소나 야유회 장소로서) , 백사장내 바다거북의 산란 장소， 구 삼포 

촌립 제2 중학교(1948년 4월~ 1962년 12월) 부지(名懶市立大川小中 

學校 1985: 2-3) , 고미나토 소학교 18) 다카쿠라(高藏) ,19) 아마미 고 

미나토 우체국 20) 명주 직조21)의 집 등 一 도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적 

18) 고미나토 소학교는 나제시의 많은 소학교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 1872년(明治 5)에 설립되어 1999년 현재 개교 127년을 맞이하 

였으며(名뼈市小漢小學校 1999) , 고미나토 마을을 이해하는 데는 고미나토 

우체국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19) 과거에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쥐나 기타 동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 

면에서 대략 1,8m 정도로 높게 하고 4군데에 기둥으로 떠받힌 형태의 건물이 

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미나토 마올에도 단지 2개가 

남아 있을정도이다-

20) 오시마 고미나토 우체국의 역사는 1876년(明治 9년 )11월 고미(古見) 우편취 

급소가 개설되면서 시작된다(降 重俊 1993: 1이 -102) , 고미나토 소학교와 마 

찬가지로 12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고미나토 마을에 전 

통을 자랑하는 소학교와 우체국이 위치한다는 사실은 과거로부터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고미호지구에서는중심적인 마을이었음을시사하는 것이다. 

21) 아마미오시마에서는 1700년대부터 수공직조에 의한 명주상품을 생산하게 되 

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메이지~타이쇼(大iE) 시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아 

마미오시마의 기반산업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중요한 경제활동 부문을 이루 

게 되었다(塵兒島縣大島細技術指導t ν 것 1998: 5-6) , 현재에도 일본 국내 

에서는 .오시마 츠무기(大島細)’ 라는 상품명으로 통용될 정도로 유명하며， 

일본 여성들의 전통의상인 기모노(홉物)는 바로 직조된 명주 옷감을 이용해 

서 만든 대표적인 것이다. 최근에는 기계직조에 의한 제품 수입과 수공에 따 

른 높은 가격 퉁으로 판로가 불안하고 수입이 안정치 못하여， 많은 농가에서 

는 직조 자체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고미나토 마을에서는 1912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명주를 직조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년 8월 조사 시점에서는 구 

장(區長)인 다카야마 요시카즈(高山好和， 남. 57세)써 댁을 포함하여 5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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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적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거창한 대 

형 철제 압간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이용한 소형으로서 유 

적지 부근까지 들어섰을 때 눈에 떨 정도의 크기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지역 활성화의 걸림돌 

지금까지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자원의 실 

태를 검토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현지조사 시에 청취한 내용과 연구자가 

직접 현지에서 느꼈던 점 등을 추가하여， 고미나토 마을의 지역 활성 

화를 전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 해 

결 가능성에 대한 제언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청 · 장년층의 마을 이탈에 따른 활력 

소의 결여 현상이다. 즉， 많은 청 · 장년충 남성들이 고향 마을인 고 

미나토를 떠나 시내 중심가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안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척막감을 느낄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이점은 마을내의 노년충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는 현실과도 관련되어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성격의 문제이 

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청년충 남성들이 결혼과 함께 그 마 

을을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고미나토 

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배경에 대한 청취조사의 결과는 결혼 후에 시내 중심가에 살고 싶어 

하는 여성(부인)들의 발언권에 압도되어 주거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것이었다. 

이 남아 있는 상황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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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활환경의 한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 성격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미나토 출신 남성들의 본가 쪽에서 보면 주택 

의 배치형태나 건축구조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아마미 

오시마의 경우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미나토 마 

을도 거의 대부분은 단층 형식의 목조가옥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 

붕의 재료도 태풍의 피해를 고려해서 함석을 사용한 경우가 주를 이 

룬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면 젊은 층 부부들이 기존 택지를 이용 

하여 증축하거나 신축을 통한 새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아무 

래도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아늑하고 편리한 현대 

생활을 영위하려는 여성들의 시각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다른 지역 

으로 끌어오는 편이 보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미나토 마을의 입장에서는 청 · 장년 

층의 활기찬 활동없이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해도 지 

나침이 없다. 물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타결책으로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 마을내 전문학교 학생들의 협력을 유도해 내는 방법과 시 

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고미나토 출신 중심의 청 · 장년충 집단 

(예를 들면 2개의 스포츠 동우회)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 

법이 었다. 그러나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 

다. 시내 중심가와 고미나토 마을까지는 자동차로 불과 30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력과 도움을 받을 수는 있 

다. 그러나 마을의 각종 행사나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개개인 

의 역할과 임무가 이미 정해진 상황과 관련하여 과연 30분간의 거리 

감을 완벽하게 극복하여， 조화롭고 단합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지 

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항상 마을내에 위치 

하면서 학생들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학교와 교섭하여， 펼요시 

에 학생들의 힘을 차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마을의 주요행사에 대한 내용구성 문제이다.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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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하던 주요행사의 내용을 조금 더 색다르게 각색하고 풍부 

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내용구성이나 계획에 다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한 번 시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마을의 전통행사로서 매년 5월에 행하는 배젓기 경주 대회(미 

나토 마츠리)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는 참 

가팀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한다 22) 그러나 아직도 대회진행 과 

정이나 경기방법， 혹은 상금(상품) 수여 방법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 

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아울러， 주최측인 고미나토 

마을에서는 여태까지 단순히 주기적인 행사의 하나로만 치르려는 소 

극적인 대응은 아니었는지 신중하게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우선， 배젓기 경주대회는 현재와 같이 오후 시간대(최근에는 대략 

13 :00-16:00시 사이에 행해짐)에 한정하지 말고 1일(약 10:00-

17:00시 사이) 소요의 행사로 확대하여 분위기 자체를 변화시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또한 경기방법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남자부와 여자부 외에도 직장별， 마을별， 패자부활전 둥을 도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참가방법과 시상방법(주 23) 참조)을 다양하게 보완 

해 나간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상당한 효 

22) 다가야마(高山好和) 구장에 의하면， 1998년에는 40개 팀， 1999년에는 45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한 팀당 인원수는 8명이다. 그리고 고미나토 마을(마을내 

거주자와 마을출신의 시중심지 거주자 포함)에서 참가하는 팀은 매년 약 

15-20개 팀이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23) 경기방법은 8명이 배를 저어 일정 구간을 돌아오도록 되어 있으며， 1회 4팀씩 

출전하여 토너먼트로 1, 2위가 2회전에 진출하게 된다. 참가비는 없으나， 우 

숭기와 트로피 및 상금이 주어진다 상금은 l둥 3만엔， 2둥 2만엔， 3동 I만엔 

이며， 경비는 모두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시상방법은 남자부 및 여자부 1-3 

위 팀으로 하며， 학생팀(중학생)은 여성부와 같이 경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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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마을주민들의 의식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마 

을주민들은 풍요로운 자연과 더불어 문화와 역사의 향기가 맹도는 자 

신들의 고향에 대해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鄭光中 · 大城 輩 1999: 3). 어떤 의미에서는 마을주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새로운 지역창출올 기대하는 연대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대감이 조성된다면 외부로부터 많은 손님들을 자신들의 마 

을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식도 가지게 될 것이다. 

조사시점에서는 고미나토 마을주민들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변 

모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앞으로 외부로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지게 되면 조용했던 마을의 분위기가 현재와는 사뭇 달라질 수도 있 

다. 더욱이 노년층 인구가 많이 거주한다는 마을의 특성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새로운 고민거리를 떠 안는 격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미리 의견을 교 

환하고 협의함으로써 후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고미나토 마을의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행정측(주로 나제시 

나 가고시마현 오시마 지청)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 

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아 내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에 

행해진 토지정비과정에서는 양자간에 다소의 마찰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주 8) 참조) . 조사시점에서는 해변공원의 정비사업과 

고미나토 항구의 방파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었으며 2000년부터 

는 우치타부쿠로 지구의 답지(짧地)를 다시 전지화할 계획이라는 제 

보를 접하였다. 따라서， 일련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행정 공 

무원과 마을주민 혹은 사업자와 마을주민들이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 

질 수밖에 없으며. 그와 관련하여 시비성 언행도 뒤따를 수 있는 것 

이다. 이점은 고미나토 마을이 실제로 경험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행정측(또는 사업자측)과의 갈등은 어느 지역에서도 일 

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령 마을내에서 행해질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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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나제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든 고미나토 마을이 주관하는 사업이든 

간에)에 대한 발주과정과 기타 사업비의 보조라는 측면에서는 행정측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측에는 일 

련의 공사가 행해지기 이전의 공청회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수렴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특정사업의 

공사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논의하 

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모으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시에도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마을의 

민의(民意)라는 점을 강조하여 마을 대표단(자)을 통해 행정측에 전 

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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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Revitalization ofKomÏnato Vìllage 
in Amami Island,)apan 

Jeong KwangJoong 

This paper suggests how KomÏnato 찌llage in Amami Island, Japan, can 

be revitalized with its resources. A serious problem for community 

revitaliza디on in this village is the lack of active members with recent out

migration of young peopl않. Major community activities such as a boat race 

need to be reorganize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however, is the 

consciousness of 찌llagers. They must have self-pride and self-esteem for 

their traditional culture and abundant nature. They also need to be on 

friendly relation with civil authorities that may provide them with any 

support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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