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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o中擺) 이라부초(伊良웹쨌J)의 
관광지 조성과 지역변화의 가능성** 

정광중* 

1. 머리말 

이라부초(伊良部때)는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열도(宮古列島)에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2000년도 일본 문부성의 과학연구 보조금 지급에 따라 「환동 중국해 

에 있어서 두 지역의 주변문화에 관한 연구 오키나와와 제주도 J (과제번호: 

10044011 , 연구대표자. 律波高志， 류큐대 법문학부 교수)의 일환으로 행해친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측 「지역개발」분야 담당자인 류큐 

대학의 오시로 하지메 (大城 筆) 교수의 도웅을 많이 받았다. 아울러 . 본 연구의 

개요는 비교문화연구소 창설 10주년 및 제 II회 학술심포지엄 (2000년 11월 n 
장소· 한국민속촌)에서 발표하였으며， 발표당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한건 

수 박사(비교문화연구소 상근연구원)와 오시로 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한 

건수 박사는 관광객(입도자)의 관광목적과 성격을 더욱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오시로 교수는 관광지의 조성을 주도하는5 행정측의 개발계 

획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점과 개발비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예견하 

여 제시해야만 한다고 지적 해 주었다- 두 연구자가 지적한 과제는 원고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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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도서지역으로， 이라부지마(伊良部島， 면적 : 29.1km2
’ 
이하 이 

라부 섬)와 시모지지마(下地島， 면적 : 9.5km2
’ 
이하 시모지 섭)라는 

두개의 섬이 하나의 행정단위를 이루고 었다. 미야코열도는 이들 두 

개의 도서 외에도 주섬(중심 도서)인 미야코지마(宮古島， 면적 : 

158.9km2
’ 
이하 미야코 섬)를 비롯하여 이케마지마(池間島， 면적. 

2.8km2
’ 
이하 이케마 섬 ) . 오가미지마(大神島， 면적: 0.3km2). 쿠리 

마지마(來間島， 면적 : 2.8km2
’ 
이하 쿠리마 섬 ) . 타라마지마(多良間 

島， 면적: 19 .7km2). 민나지마(水納島， 면적: 2.2km2)를 포함하며， 

오키 나와 본토로부터 남서 방향으로 약 300km정도 떨어져 위 치 하고 

있다(때觸縣宮古支廳 2000: 1-2). 

이상에서 열거한 미야코열도나 그 아래쪽에 위치한 야에야마열도 

(八重山列島)는 국내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일본내의 도서지역 

이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과거 제주도 주민들이 중앙과의 조공이나 

교역 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했던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사 

실은 비록 의도적으로 시도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과거에는 제주주민 

들의 표류로 인해 주변부의 여러 도서지역 사이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사회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1C의 시작과 더불어 도래한 정보화 사회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존재를 알리고， 

동시에 다른 지역의 콘재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할 때， 보 

편적으로 정보화의 흐렐에 뒤늦게 편승하는 도서지역은 한층 더 자신 

들의 존재와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지만， 이에 

따른 필요성을 서로 인정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단계적인 활동이 이루 

어진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도 았다. 

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연구자의 능력부족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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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도서지역(제주도 오키나와)간 

의 네트워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일본내 도 

서지역의 특성과 현실태의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도서 

지역의 경제활동 중 관광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도서 관광지의 성격과 

특성， 최근의 관광객의 입도 상황을 바탕으로 관광지화를 모색하는 도 

서지역의 실태와 발전 가능성， 그에 따른 지역변화를 집중 분석한다. 

연구대상지역인 이라부초에서는 최근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체 

적인 계획하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울러 섬 주민들 

의 보다 냐은 보건복지와 경제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인근 미야코 섬 

과 가교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여러 기초자료들은 오키나와현 미야코지청(때觸 

縣宮古支廳) , 이라부초 이:쿠바(伊良部때投場: 읍사무소에 해당) , 미 

야코 박물관(宮古博物館) , 사라하마 중학교(住良핏中學校) 등의 방 

문을 통해 압수하였으며， 논의의 핵섬과 연관되는 구체적인 자료들은 

이라부초 야쿠바 직원들(沒員)과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 

집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도서지역인 제주도가 외국의 주변 도서지역을 심 

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되기를 필자는 기대하 

고있다. 

2. 이라부초의 지역적 성격 

이라부 섭과 시모지 섬으로 구성된 이라부초는 북위 24044'동경 

125008' 지점에 위치하며， 미야코 섬과는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 

어져 있다. 이라부 섬과 시모지 섬 사이에는 너비 약 4O ~100m의 수 

로(水路)가 형성되어 있으며， 두 섬 사이의 왕래는 6개 지점에 만들 

어진 다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伊良部메 1999: VI). 이러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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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은 마치 제주도의 동북쪽에 위치하는 우도(牛島)와 같이， ‘섬 

속의 섬’ 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그림 1)). 

미어.il엄도 

. : I 싸미야코지마 흩 어예아마얻도‘ : l ‘'~ 

• 강 11 • ‘ 

나811 훌 

-오키나와지마 

훌I 

OZ=늑필，11m 

• 시 ·쏘 ·흔 아크바 
l시청‘ 률 • 윈사무쇼) 

_._시 ·훌 .~ ~져섭 

~‘m 

미야쿄지며 

• 

〈그림 1) 연구지역 : 오키나와현 미야코군 이라부초(패짧縣宮古鄭伊良部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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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부초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이라부 섬은 동남쪽에 위치한 마 

키야마(뾰山， 해발고도 88.8m)를 정점으로 하여 북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며， 시모지 섬은 전체적으로 해발 10m 정 

도의 평탄한 지역올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생활공간의 확보라는 측면 

에서는 극히 일부의 구롱성 지형을 제외하면， 두 섬 전체가 저평(低 

平)한 지역에 취락과 농경지가 분포하여 비교적 양호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섬에는 단 한 개의 하천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도서지역에서 제기되는 식수나 농업용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F 불편과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 두 섬은 

약 150만년 전에 형성 · 융기된 산호초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기반암 

은 주변 도서지역에서도 혼히 볼 수 있는 류큐석회암(聯짧아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척으로는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하여 아열대 

기후률 나타내며 , 연평균 기온은 23.1 0 , 연평균 강수량은 2,OOOmm 

전후를보인다. 

이라부초는 크게 8개의 마을1) 즉 이라부 섬 동쪽에 위치하는 마에 

자토조에(前里‘펌) , 이케마조에(池間流)와 남서~북서쪽에 걸쳐 위치 

하는 이 라부(伊良部) , 나카치 (뼈地) 구니 나카(國뼈) , 냐가하마(長 

洪) , 사와다(住和田) , 그리고 시모지 섬의 사시바노 사토(-tt- ν서 IJ) 

里 )2)로 구성된다3) 이들 마을중 마에자토조에와 이케마조에 마을은 

1 ) 보통 통계적으로는 ‘사시바노 사토 를 제외하고 과거에 형성된 7개의 마을로 

만 구분하여 다루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사시바노 사토는 구니나카(國frp ) 

마을에 포함시킨다‘ 

2) 사시바노 사토(-tt- ν서 0) 볕)란 ‘사시바(매(鷹)과에 속하는 철새)의 고향 이 

라는 의미로， 사시바는 매년 10월 10-20일경을 전후하여 이라부쪼를 비롯한 

주변 도서지역에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철새는 국가지정 천연기 

념물인 동시에 이라부초의 쪼조(메鳥)로 지정 · 보호되고 있다. 

3) 마에자토조에와 이케마조에의 두 마을 합해 보통 ‘기타구(北區)’ 라 하고， 나 

머지 5개의 마을을 합해 ‘미나미구(南區)’ 라 한다(伊良部田J 1999: 3)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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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에서 1위 (1998년 12월 현재 2 ， 573명)와 2위(동， 1 ， 506명)를 차 

지할 정도로 큰 마을이며((그림 2)) , 마을 경계선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인접해 었다. 그리고 시모지 섬에는 과거에 이라부초 출 

신 주민들이 거주하며 놓업과 어업에 종사해 왔으나， 1979년에 일본 

최초의 ‘파일렷 비행 훈련장’ (下地島空港이라고도 함， 이하， 시모지 

공항)이 건설된 이후 부터는 공항 관계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 

다(伊良部메 1999: 3). 이들의 거주지구를 흔히 ‘사시바노 사토( -tj- '/ 

(촬영 : 2000년 7월) 

〔사진 셜명. 이라부항에 위치한 이라부지구는 과거 가츠오의 원양어업에 종사하 

는 어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콘크리트식 주택들은 

당시의 수입으로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J 

〈그림 2>이라부지구 (마에자토조에 및 이케마조에 마을)의 주택가 모습 

고 일상생활에서는 전자의 두 마을을 합해 사라하마(住良洪)라고도 부르는 

데， 이것은 두 마을을 배후에 두고 사라하마 어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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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里)’ 로 부르며 1998년 12월 현재 64세대에 84병 (남: 70명 , 여 : 

1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伊良部메 1999: 5) , 

이라부초에서 최초의 마을형성은 약 13~14C경 마키야마 부근에 

형성된 고대 주거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에 이라 

부 남쪽의 모토지마(元島)로 주거지가 이동되었다가， 지금의 이라부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고， 

재차 북서쪽 방향으로 확산되었다({伊함良部머메T 199맺9: 3) , 그러나 마에자 

토조에와 이케마조에 마을은 1720년경 북동쪽에 위치하는 이케마 섬 

으로부터 일부 주민들(14가구)이 강제로 이주된 후에 형성 · 발전되 

었기 때문에 이라부， 나카치， 구니나카， 나가야마 및 사와다 마을과 

는 형성시기와 성격을 달리한다. 

이라부초의 세대수와 인구수를 보면 〈표 1)과 같이 1998년 현재 

〈표 1> 이라부초의 연도별 세대수 및 인구수의 변화 

인구수(명 , %) 세대당 
연도(년) 세대수 -••• •• •••• 

남자 여자 합계 가족수(명) 
‘•- -_ .... _-…-------•• 

1980 2,135 4,803149.5) 4,880(50.5) 9,682 (100.0) 4.5 

1985 2,385 4,673(50.7) 4,541(49.3) 9,2 14(100,0) 3.9 

1990 2,436 4,138(50 ,3) 4,094(49.7) 8,232 (100 ,0) 3.4 

1991 2,426 4,005(50.2) 3,972(49.8) 7,977 (100.0) 3.3 

1992 2,425 3,918(50.0) 3,920(50.0) 7,838 (100 ,0) 3.2 

1993 2,441 3,905(50.2) 3,879(49.8) 7,784 (1 00.0) 3.2 

1994 2,508 3, 909( 49 ,8) 3,942 (50.2) 7,851 (1 00.0) 3.1 

1995 2 ,497 3,832(50. 1) 3,818(49.9) 7,650 (1 00.0) 3.1 

1996 2 ,513 3,775(50.0) 3,770(50.0) 7 , 545 (1 00.0) 3.0 

1997 2,502 3,690(50. 1) 3,681(49.9) 7,371 (1 00.0) 2.9 

1998 2,515 3,684(50 ,3) 3,645(49.7) 7,329000.0) 2 9 

(자료: 伊良部메， 1999 , W統~t害J(平成10年版))

(주 각 연도 12월 현재 주민대장 등록 인구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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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15세대의 7 ，329명으로 구성된다. 전체인구 중에서 남녀의 수는 남 

자가 3 ，684명 (50 .3%) , 여자가 3 ，645명 (49.7%)이며， 세대당 가족수 

는 평균 2.9명이다. 이러한 이라부초의 인구수는 미야코열도의 1시 

(市) 3초(때) 2손(村)중에서 보면， 히라라시(平良市， 1995년 33 ,095 

명)와 구스쿠베쪼(城 메， 1995년 7 ， 864명)에 이어 세 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섬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과소화 문제는 더욱 큰 지역문제로 부각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라부초 내의 도로를 보면， 현도(縣道) 204호가 이라부초의 관문 

인 사라하마 항구(住良j兵懶港)에서 사와다， 구니나카 및 이라부 마을 

을 걸쳐 남쪽의 나가야마항(長山港)까지 이어지며 , 주요 지방도(90 

호)가 사라하마 항구에서 이라부 섬의 중앙부를 양분하면서 구니나카 

마을을 지나 시모지 공항까지 이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도로에는 일 

반 지방도가 다시 연결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섬을 일주할 수 있는 조 

건을 갖추고 있다. 중심 도서인 미야코 섬과는 히라라항(平良港)과 

사라하마항(住良핏港) 혹은 히라라항과 나가야마항(長山港) 사이에 

1일 평균 26~27펀 장도로 고속정과 훼리카 연결되고 있다 이들 고 

속정과 훼리는 아침 7시경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 운항되고 있는데， 

소요시간은 고속정이 약 15분， 훼리가 약 30분 정도이다. 따라서 , 현 

시점에서 볼 때 도로나 선편의 조건은 낙도지역이라는 이미지와는 달 

리 관광객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라부초의 산업은 농업， 어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농업에서는 사탕수수， 소채류， 고구마 재배가 돋보이며 어업에 

서는 연안어업(가다랭이， 참치)과 양식업(모즈크(판치;7 ) : 식용 해 

초류)이 활발하다. 특히， 어업부문에서는 한 때 일본 남양어업의 선 

두주자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남태평양의 파라오와 솔로몬제도 등 

으로 가다랭 이 ( 方 '/ ::t )와 참치 잡이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4) 

4) 이라부초에서도 남양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사라하마(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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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국， 한국， 대만， 캐나다 등 남 

양어업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이라부초의 남양어업은 쇠 

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伊良部剛投場 1990: 11-13). 

1995년 시점에서 산업별 종사자수의 비율로 보면 1차 산업이 

41.3%. 2차 산업이 20.0% , 3차 산업이 38 ，6%로 최근까지도 1차 산 

업의 종사자가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의 기 

본자산이라 할 수 있는 농경지와 어선소유 실태는 상당히 영세한 것 

으로나타난다 5) 

3. 이라부초 관광자원의 특성과 관광객의 입도 실태 

1 ) 관광자원의 특성 

이라부초의 관광자원의 특성과 관광객의 입도 실태를 검토하는 것 

은 앞으로 이라부초의 지역발전을 위한 배경이나 현시점에서 관광지 

화를 꾀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먼저 관광자원의 특성과 활왕도 측띤에서 관광객의 

입도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표 2)는 이라부초의 관광자원의 종류와 수를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 표와 같이， 이라부초의 관광자원은 크게 자연자원과 인문 

자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연자원에는 @ 지형자원，@ 동 · 식물 자 

자토조에 및 이케마조에 마을출신) 지구에 거주하는 어부들이였다 

5) 농경지의 소유실태를 보면 1995년 현재 총농가수 1.1 49호 중 30a 미만 농가 

가 641호로 56% , 30~50a 미만 농가가 126호로 11%를 차지한다. 따라서 

50a 미만 농가수는 전체의 67% (1 995년 농업센서스)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된다. 그리고 어선보유 설태에서는 1997년 현재 총어가수 146호 중 3톤 미만 

의 어선소유 어가가 111호로 전체의 76%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伊良部 

메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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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광자원의 

종류 성격 

@지형 

자원 

자} 

〈표 2> 이라부초의 관광자원의 성격 

사 례 부대시설 

@산호초(시모지 섬 서쪽)@白鳥~倚 @해식 I@: 전망대 

애(이라부 섬 동북쪽)@츠나미이시(律波 1@0: 안내판 

石 연안부 대형 바위군)0야마토브이시 1@ (5) φ· 안내 

(대형 거석 )CD시모지 섬 거석 @도오리이 | 판， 주 차장 등 

케(通 n 池)(5)침수 돌리네군(오고， 이키， I φ. 전망대， 화 
파사마이키 등)CD마키야마(뻗山， 전망대) I 장 실， 샤워실 

j φ해수욕장 및 사빈(漢口 φ따 住良田η파) 

연 j@ 동 식 @ 사시바(메鳥)@오오차가니(바다 게의 1@@0CD 안내 
물 자원 일종)@마키야마 식물군락 @구니나카우 ) 판 

자 1 타카(國{며細鳳)의 식물군락 @구로하마우 

원| 
타키(黑j兵細鳳)의 식물군락 Cf)사와다우타 

키 (김‘和田佛微)의 식물군락 @시모지성 서 

안 암초식물 @뱃코 잠자리 CD맹글로브림 

@기타 j ~협 I간(이라부 섬과 시모지 섬 사이) 

자원 @수보(이라부 섬과 시모지 섬 사이) 

@역사 @구니나카우타키 (國懶)@구로하마우 j @@@ @ @ @ 
(B) I 

문화 l 타키(黑f兵細微)@사와다우타키(住和田細 CD: 안내판 

인 j 자원 l 짧)@오하루즈우타키 (大主神社)0마키 야 

1 마 동굴무덤 (洞六1m거석묘(^-+j-e:'~-v 

문 켜) 쟁사바우츠가(-+j-서 r'J'-; 方 • 과거식수용 

자 
용천수)(5)아라츠가(7 당?力 : 과거 식수 

용 용-천수1CD다키후츠가(갯수 7 ';1方· 과 

원 j 거 식수용 용천수) φ나가키(懶형， 고기잡 

이용 돌담)@도검(刀劍) 및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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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관광자원의 

사 례 부대시설 
종류 성격 

@전통행 @해신제(/、- ~ -) @야크즈츠(~-t-? 

사관련 7: ';1) (C)다츠마스(것 ';1"7-.) @풍년제(豊 1 

자원 年察)@사니츠(-ij-二 ';1) CD이라부쪼 주띤 j 

마츠리(뻐民훌0 1)) 

@생활· @수퍼 잠보 낚시대회 @마린페스타 인 이 

산업 관 라부(이 1과부쪼 바다축제)@가다랭이 낚시 

(B) t 
련자원 @파야오 (/~-t:;t) 어로법 체험 @나가키 전 

인 1 
, 통어 로 체험 CD사라하마 항구 @가츠오부 

J 시(가다랭이로 만든 조미료) 제조장 @지방 

1ErI 
술(地酒) 양조장 CD흑설탕 제조 체험 G)시 

j 모지 섬 파일릿 비행 훈련장 

@지방술: 아와모리(泡盛· 豊見親， 후:tu’ 

원 품·토 L , 宮(/)華， 豊年 등)@가츠오부시 @가다 

| 산품자 랭이 조럼 (판매용)@)가다랭이 식초 절염 

원 (11‘。￡‘南蠻演vt)

@기타 자 @이도 진흥종합센터 @빼 해양센터 | @@: 안내판 

원 @특산품 판매 센터 @헤이셰이 삼립 공원 (지도) 

(平成η森公園)@사바오키 공원 (-ij-서빼公 

園)
‘·‘-------‘ 

(자료. 伊良部메， 1996, p, 9S .. 伊良部메， 1999 , p, 33" 日本離島t ν 것 -, 1998 , 

pp. 1088-1091 등) 

원，@ 기타 자왼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인문자원은 @ 역사 · 문 

화자원，@ 전통행사 관련 자원，@ 생활 · 산업관련자원，@ 특산 

품 · 토산품 자원，@ 기타 자원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200 정광중 

중에서는 각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산호초， 사 

빈(沙演) , 도오리이케(通꺼也) 등으로 대표되는 지형자원((그림 3) 

및 〈그림 4))과 사시바(메鳥로 지정된 새)나 우타키 (細藏)의 식물군 

락 등으로 대표되는 풍 · 식물 자원， 그리고 곳곳에 산재하는 우타키 

군과 동굴무덤 및 과거의 생활용수인 용천수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 · 

문화자원， 수퍼 잠보 낚시대회 및 파야오 어로법 체험 등으로 대표되 

는 생활 · 산업 관련 자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이처럼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른 구성실태에서 보변， 이라부초가 상당히 많은 

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관광자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 

라부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며， 홉인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조사시점에서는 각 관광지별(혹은 관광 대상별) 관광객 

(촬영 : 2000년 7월) 

〔사진 설명 : 도구치노 하바 해수욕장은 모래 입자가 아주 가늘다는 점과 바다 속 

의 산호초와 바로 연결되는 점이 큰 특정이다.l 

〈그림 3)도구치노 하마(漫 口 O)JË) 해수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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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2000년 7월 ) 

〔사진 설명: 도오리 이케는 석회암 지형에서 나타나는 침식 돌리네 (doline) 이지 

만， 해안가에 위치하는 관계로 밑바닥으로부터 해수가 침투한 것이 

다 이라부초의 대표적인 지형 관광자원이다.1 

〈그림 4> 도오리 이케(通”池) 

수나 관광수입에 대한 통계를 입수할 수 없어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라부초의 지리적 조건이나 접근도적 측면에서의 교통비(여행비) 

또는 관광시설의 구비조건에서 가정하면， 그 역할은 상당히 낮게 평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이점은 미야코열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즉， 미야코열도 자체가 주말 이용 

형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키나와현 전체의 관광객 중 미야코열도로 

6) 필자는 이라부지마에 체재하는 기간 중(7월 5일 ~7월 15일)에 여러 번에 걸 

쳐 관광객의 입도실태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7월의 관광시 

즌인데도 눈에 띨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틀어오는 상황은 목격할 수 없었 

다. 특히， 여름철 이라부초의 명불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도구치노 하마) 

에서조차도 관광객의 모습;은 매우 한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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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관광객수의 비윷운 극히 낮아 겨우 7%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패編縣宮古島支廳 2아)(): 95). 그러므로 이라부초로 들어오 

는 관광객 수는 한충 더 쩔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지적할 수 있 

다. 결국， 이러한 배경은 판광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거리적인 제 

약과 함께 과다한 여행비의 산청에서 오는 부담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부초에 아무리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매력올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숙박시설이나 그 외 

관광지의 주변 부대시설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도 관광객이 

월둥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코 보장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표 3)에서는 이라부초에 분포하는 주요 관광지가 어느 정도 홍보 

되고 있는지， 또한 관광객들이 이라부초의 관광지률 어느 정도 수준 

에서 이해하고 방문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때觸縣宮古島支廳 

2000: 45 --46). <표 2)에 제시된 이라부초의 여러 관광자원 중에서도 

주로 홍보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약 23개소로서， 실질적으로 이라부 

초의 관광자원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한정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이라부초를 방문 

하는 관광객들은 많은 관광자원들 중에서도 불과 20여 개의 관광지에 

대한 한정된 정보만을 입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라부초 내에서의 

관광활동의 폭을 좁게 하고， 더욱이 체재형 관광보다는 경유형 관광 

을 선호케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자원의 활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표 3)의 관광자원을 〈표 2)에 

분류한 관광자원의 종류와 성격을 기초로 분류해 보면. (A)굉 7개， 

(A)-@ 2개 . (B)굉 째 . (B)--@ 3개 . (B)-@ 4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라부초의 관광자원은 주로 자연자원 중 지형자원， 인문자원 

중 역사 · 문화자원 그래고 기타 자원의 일부， 즉 자연을 활용한 공원 

들이 주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행과 (B)핑 성격의 관광자 

원들이 전혀 홍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이라부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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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관광자원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측면과 더 

불어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관광자원이란 인식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배경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행은 주변의 산호초와 

더불어 이라부초의 가장 매력적인 관광자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과 관련하여， 관광용 책자에는 여름철에 많이 활용되 

는 이라부초 근해의 다이빙 포인트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도 

관광자원의 활용과 홍보활동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伊良部메 1999: 4ì).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들 관광자원들의 기 

능적 가치와 활용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의 경우는 일본열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관광시즌이 따로 

없는 아주 특별한 관광자원적 성격을 띠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라부 

초의 전통행사나 마츠리(察~ )는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거나 또는 어디에서든 만끽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관계로， 관광용 책자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사려된다. 동시에 이것은 관광객이 많이 입도하는 시기에 

개최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도 깊게 연관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이라부초의 주요 전통행사 및 마츠리의 개최시기를 검토해 보면， 사 

니츠(-tt-二'/ )가 음력 3월 (3 일) . 다츠마스(갯 '/<'7.)와 하리(/、 

~ -. 음력 5월 4일)가 음력 5월에， 야크즈츠(~-t?-치'/ )가 음력 

8~9월(갑오일) . 풍년제(豊年察)가 음력 9월에 각각 행해진다 따라 

서 뒤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관광객이 비교적 많이 업도하는 시기인 

ì~8월에는 단 한 개또 개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광자원적 기능 

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행사나 마츠려가 단순히 마을주민들의 잔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관광화나 활성화를 전제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기로 개최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관 

광객이 많은 시기를 적절히 이용하여 전통행사나 마츠리를 개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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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새롭게 개벌해 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편. 23개의 관광지들은 9개의 관광용 책자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 

으로 평가를 행하고 있는데， 이들 관광용 책자들은 ‘A(宮古島-것 * 
ν 力 1 r---)’ 를 제외하면 도시내의 일반 서점이라면 언제든지 구입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오리이케(총 38점)이며， 뒤를 이어 해수욕장인 

도구치노하마(獲口 η펀， 총 32점)와 사와다노하마(住和田 1])洪， 총 28 

점) . 마키야마 전망대(故山展望臺) 등이 총 20점을 초과하고 있어 비 

교적 지명도가 높은 동시에 이라부초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시라도리사키(白鳥u倚)나 시모지 공항 및 

사바우츠가( -tj-，，{때井戶) . 사바오키공원 (-tj- "q며公園)은 총점에서는 

다소 낮지만， 여러 관광용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들 

의 여행 계획에 따라서는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정보만큼은 제공되 

고있다고볼수있다. 

〈표 3)에서 사용한 관광용 책자 중에서도 A는 미야코 관광협회(宮 

古觀光協會(珠))의 협력 하에 무료로 배포되는 45페이지 정도의 소형 

책자이다 7) 따라서 8개띄 미야코열도 만을 대상으로 여랴 관광지의 

소개와 기타 관광활동에 연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관광용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라부초의 여러 관 

광지 중에서는 오직 5개소만이 지도상의 위치와 해설 및 사진을 이용 

하여 상세히 소개되고 있으며， 다른 관광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무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의 관광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외로 

7) 이 관광용 책자(팝프렛)에는 지도， 껄명 및 사진 둥을 토대로 교통， 숙박， 쇼 

핑， 먹거리， 레저， 마린 스포츠， 낚시， 야간업소(술집) 동을 테마별로 소개하 

고 있다 그리고 미야코 섬에 도착하면， 공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가장 쉽 

게 입수할 수 있는 책자이며， 동시에 판매용 책자를 제외하면 미야코 섬과 

그 주변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상세히 알 수 있는 책자이 

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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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행된 관광용 책자를 심충적으로 검토한 후 

다양한 형태로 홍보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홍보매체나 경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관광객의 입도실태 

이라부초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실태에 대해서는 극히 한정적인 자 

료밖에 존재하지 않아， 정확하게 관광객의 속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하기에는 곤란하다. 앞서 확인했듯이， 관광객들이 곧바로 이라부초로 

입도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미야코열도의 전체적인 관광 

동향의 흐름에 편승되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4)에서 보면， 1998년도 미야코열도 전체의 관광객 수는 약 29 

만 2 ， 231명이며， 관광으로 소비하는 1인당 소비액은 64 ， 800엔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관광객 수는 1989년도 관광객수인 14만 2 ，750명에 비 

하면 14만 9 ， 481명이 증가한 것이지만 1인당 관광소비액(1990년 

74 ， 212엔)은 9 ， 412엔이 감소한 수치이다 8) 이처럼， 미야코열도의 전 

체 관광객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 힘 입어 , 이 라부초를 방문하는 

관광객수도 아주 낮은 수치 이기는 하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라부초 전체로 볼 때는 아직도 관광객의 업도 실태가 저 

조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1988년 이후부터 1995년까지는 거의 

만 명을 밑도는 수준에서 관광객이 입도했으며 , 1996년에 이르러 겨 

우 만 명을 념고 있다는 사실은 이라부초가 처해 있는 지리적 조건과 

관광자원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라부초를 방문하늪 관광객들은 〈그림 5)와 같이 특히 7~8월의 

8) 1인당 관광 소비액의 경우는 1989년도 통계자료가 결여된 상태이다. 그리고， 1 

인당 관광소비액은 1991년에 70 ， 000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각각 61 ， 573엔 

으로 나타나고 있어 , 1998년부터는 다소나마 증가하는 상황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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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야코열도 전체와 이라부초 관광객수의 연도벌 번화9) 

미야코열도 이라부쪼 관광객수 및 비율 
연도(년) 

전체 관광객수(명) 관광객수(명) 비율(%) 

1988 ? 5.1 56 ? 

1989 142 750 4.892 3.4 

1990 157 749 4.225 2 7 

1991 158 794 5068 3.2 

1992 182 280 5.130 2 8 

1993 204 688 7.443 3 6 

1994 211 여O 8.645 4.1 

1995 212403 9 510 45 

1996 237 258 10.641 45 

1997 252 147 40.172 15 9 

1998 292 231 ? ? 

(자료 . 때觸縣宮古支廳， 2000/伊良部때， 1999) 

여름철을 이용한 관광활동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단기척으로는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들 

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정비와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점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여름철에 집중적인 활용이 기대되 

는 다이빙 포인트나 만입부(入江: 이리에) , 수로(산호초 포함) 등의 

관광자원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다. 

현재 이라부초가 기대콸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가교건설이나 시모지 

9) 1997년의 관광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 이 통계수치는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수치에 대 

한 의문점올 이라부쪼의 행정 담당자에게 인터뷰했으나， 납득할 만한 확실한 

답변은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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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伊良部메， 1999 ~平成 10年版 統計書~ ) 

〈그림 5) 이라부초의 월별 관광객수 

섬 관광사업 계획 둥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기존의 관광자원의 특 

성을 고려하여 관광루트의 코스화나 혹은 이라부초 내에서의 체재형 

관광을 유도해 낸다면， 관광객들의 입도 실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 

가할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 

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4. 새로운 관광지의 조성과 전망 

최근 이라부초에서는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시 

모지 섬에 새로운 관광지의 조성이라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 20여 년 전부터 이라부초 주민들의 염원사업으로 추진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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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라부 섬-미야코 섬 사이의 가교(대교) 10) 건설도 최근에 이르러 

거의 기본구도가 잡히고 착공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두 도서지 

역간의 가교건설은 이라부초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광형태를 유도 

해 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모지 섭 

을 배경으로 한 관광사업파 이라부 섬-미야코 섬 사이의 가교건설 

사업은 이라부초의 지역활생화 문제를 새로운 판점에서 평가할 수 있 

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배경으로 그것 

들의 성격과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이라부초 

의 지역활성화와 관련되는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 시모지 섬 관광지의 조성 실태와 그 성격 

이라부초가 발행한 「시모지지마(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진보상 

황(下地島土地利用計劃1])進步狀況)J(2000) 에 따르면， 시모지 섬은 

1979년 7월 파일렷 비행훈련장(시모지 섬 공항) 11)으로 개항한 이후 

10) 가교의 정식명칭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라부초나 지역신문 등에서 이 

라부가교(伊良部架橋)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교의 착공 시기가 완전히 결정되면 정식 명칭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주변부의 중심 섬인 미야코섭과북서쪽의 이케마섬 사 

이에 건설된 가교의 명칭판 ‘이케마대교(池間大橋)’ 이며， 미야코 섬과 남서쪽 

의 쿠리마 섬 사이에 건설띈 가교의 명칭은 ‘쿠리마대교(來問大橋)’ 이다 

11) 현재 시모지 공항을 운영따는 회사의 정식명칭은 시모지지마공항시설주식회 

사Cf地島空港施設:f*式會社)이다 시모지 공항은 최초 오키나와현에서 운영 

하는 비공공용 시셜로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함께 

항공회사들이 외국 비행장을 이용한 비행훈련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1979년 3월에 공공용 비행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제 3종 공항’ 으로 인가 · 건설되기에 이르랬다. 따라서 현재 시모지 공항시설 

의 설치 관리자는 오키나와현이며， 항공시젤 관리회사는 민간항공기 회사들 

이 출자 · 설립한 후， 오키나와현으로부터 공항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관 

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下地島空港施設洙式會社 1989: 19-23)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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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여 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공항시설 용지 외에 남아도는 주변부 

의 광대한 토지 (잔찌 (殘地)라 함) 12)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라부초의 지역진홍을 위해서는 잉여분의 토지를 효과적 

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伊良部메 2000: 2). 

이러한 배경에 앞서， 오키나와현 정부는 1986년에 「시모지지마 토 

지이용에 관한 지침(下地島土地利用κ關-f Q指針)J을 책정하였고， 

이라부초도 현의 방침을 받아들여 1988년에 「시모지지마 토지이용계 

획 (下地島土地利用計劃)J을 수립하였다. 그 후， 오키나와현과 이라부 

초 사이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재차 조정됨으로써. 1989년에는 「시모 

지지마 토지이용 기본계획(下地島土地利用基本計劃)J 이 완전히 결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한 시모지 섬 잔치 활용계획을 보면， 

〈표 5)와 같이 여섯 가지의 관광객 유치 관련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 

고 있다. 여기서는 아직 기본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리조트 관광 

호텔 건설 사업을 제외한 다섯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개요와 성 

격， 진행상황을 정리하기로 한다. 

@ 오키나와 커뮤니 티 아일 랜드 사업 (5中觸 그 : 그 - 二7171 당 ν F 

事業)

오키나와 커뮤니티 아일랜드 사업은 체재형 관광을 위해 약 4.8ha 

의 면적에 민박과 캠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그림 6)) . 이 사업에 

는 2인용 숙소 3동. 5인용 숙소 3동， 야생조류 관찰시설， 야외취사시 

현재 시모지 공항에서는 여객기나 화물기의 이착륙은 이루어지지 않고， 파일 

렷들의 숭진(기장， 부조종사， 항공기관사로의 숭격)과 항공기의 기종 변경 

둥에 관련된 이착륙 훈련(대형 항공기 포함) 및 급유 업무를 주로 행하고 있 

다. 그러나 과거 1980-1994년까지는 현내(縣內) 국제공항인 나하(名觀) 꽁 

항 사이에서 l일 1회 숭객과 화물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2) 이라부초에서는 현재 공항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를 ‘용지(用地)’ 라 하고， 이 

에 대웅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잔치(殘地， 남아 있는 땅의 의미)’ 라 

는용어로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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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모지 섬 공항 잔치(殘地) 개발에 따른 관광사업의 진행상황 

부
 ι 

구
 

2000년도 1월 현재 부문별 
1999 1999 - ~ _. . - - 2001 2002 2003 

진행 상황 2000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공사 공사 환경 년도 완성 완성 완성 
기본기본 기본 실시 완성 

착수 완공 영향 예정 예정 예정 
구상계획 셜계 셜계 

명가 

CD 오키나와 컴뮤 

니티 아일랜드 10000000 。

@퍼블릭 골프장 

@도시 · 농촌교 

류시셜 

@항공대학유치 

@유리공예 센터 

@리조트호텔 

(자료. 伊良部메， 2000) 

。 o 0 0 0 。

。。

。

。

。

。。。

。

설， 캠프장 및 부속시설(화장실， 샤워실， 벤치 등) 등을 짓고 연간 

11 ， 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객들에 

게는 야자나무 등 열대식물이나 야생조류의 관찰을 통해 남국적인 분 

위기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수로나 만입부에서의 보트놀이， 수영， 

다이벙 등 레포츠 활동을 통해 생태관광이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주변에 설치되는 퍼블릭 골프장과도 연결하여 스포츠 커 

뮤니티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고용효과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수는 약 13~ 15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伊良部 

메 2000: 1). 본 사업은 이미 착수되어 60% 이상 진척된 상황이며，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 퍼블릭 골프장 사업( ，응 7' ~ ';1 ?그‘!t.- 7 場 事業)

퍼 블릭 골프장 건설 사업 은 27.6ha의 면적 에 9흘 규모의 골프장과 



212 정광중 

(촬영 : 2000년 7월 ) 

〔사진 설명 · 오키나와 커뮤니티 아일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박 시설과 주변 캠프장 부지이다 현지조사 당시， 민박시설은 거 

의 완성단계에 있었다.1 

〈그림 6) 체재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캠프장 조성 진행 모습 

주차장， 관리동(클럽하우스)을 건셜하고， 앞서 서술한 민박 · 캠프장 

과 연계시킴으로써 골프를 비롯한 수영， 다이빙 퉁 각종 스포츠를 즐 

기는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연간 10 ， 000~ 15 ， 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 15 ~ 20명 정도의 젊 

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물론， 골프장 

시셜은 지역주민들(메民)에게도 염가로 개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伊良部때 2000: 2). 현재， 이 사업은 

오키나와 커뮤니티 아일랜드 사업과 함께 가장 빠르게 진척되어 2001 

년 이후부터는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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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 농촌 교류시설 정비사업 (都市農村交流施設整備事業)

이 사업은 8.5ha의 면적에 통합(도시 농촌)교류 터미널(숙박， 연 

수， 특산품 판매시설) , 만남의 광장， 주차장 등을 건설하고 기존의 관 

광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더불어 농 · 수산물 수확의 체험을 유도 

하려는 차원에서 계획되었다. 연간 이용객 수는 10 ，000-15 ， 000명 정 

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13 - 38명 정도의 고용효과도 내다보고 있다 

(伊良部메 2000: 3). 현재， 기본구상과 설계가 종료된 상태로서 2001 

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항공대학 유치 사업 ( 日本빼空大學햄致事業) 

항공대학 유치사업은 시모지 섬 공항 건설당시 정부차원에서 약속 

한 사안 중의 하나로， 2001-2003년 기간 중에 건립완성을 목표로 현 

재 다각도로 환경을 조성하며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표 5)에서 확 

인되듯이， 기본구상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 

다. 이라부초가 구상하고 있는 항공대학의 규모 및 성격은 공설민영 

형태의 4년제 대학으로 항공공항과(항공정보공학 코스 및 항공관광 

코스)를 설치하고 학년 당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여기 

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70000m2이며 소요경비는 약 130억 엔으로 

산정하고 있는데(伊良部메 2000: 4) , 현시점에서 보면 건설경비의 확 

보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리공예센터 건설사업(力 당久I藝키:ν 갖-建設事業) 

이 건설사업은 전술한 민박 · 캠프촌과 퍼블릭 골프장을 비롯하여 

사와다노 하마(해수욕장) , 수로 둥과 링크시킴으로써， 특히 여성 관 

광객들의 관광효과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다. 아직 구체적 

인 진전상황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행정 담당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유리공예 사업에는 미야코 섬에서 소 

비되고 있는 미야코 자기(宮古燒)의 폐유리를 원료로 확보하고， 인적 

자원은 이라부초에 거주하는 유리공예 관련 장인 (UIA)을 활용한다 

는 계획이다(伊良部메 2000: 5). 본 사업이 실현되면， 관광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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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리공예 체험과 함께 유리공예품을 토산품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이라부가교(伊良部架橋) 건설사업의 배경과 실태 

이라부가교 건셜 문제에 대한 최초의 발단은 1979년 10월 당시 이라 

부 촌장(伊良部村長)이 오키나와 개발청장관(때編開發廳長官)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제기되었다(伊良部메 1999: 1-6). 그 후 지금까 

지 약 20여 년간에 걸쳐， 이라부초 지역주민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의 

견수렴과 함께 현정부 및 중앙정부에의 끊임없는 요청에 힘입어， 현 

재 가교 건설을 위한 착공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신문인 오키나와타임스(때編짓 -( Á :A)지에 의하면， 이 

라부가교는 건설경비가 약 400~500억엔 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 

서， 가교건설이 실현되면 미야코열도 안에서는 쿠리마대교(쿠리마 

섬 미야코 섬)와 이케마대교(이케마 섬-미야코 섬)에 이어 3번째 

의 대형 가교로 등장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 ) 아울러， 앞으로 

가교건설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미야코 섬의 히라라 

시와 이라부초 사이의 최단거리(약 4.1km)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연 

결할 경우는 오키나와현 내에서는 최장의 가교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단순한 논리일 수도 있으나， 이점은 이라부초나 미야코 

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사안이다. 왜냐하 

면， 이라부가교 자체까 지니는 관광요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라부가교 건설을 향한 제반 움직임 속에서 가장 문제시되 

13) 오키나와현의 일간신문인 오키나와 타임스(때編것 -(.b. ;z..)지 2000년 7월 

14(금)일자에는 제 1면에 ‘이라부가교 실현으로 라는 머릿기사를 다루고 있 

다. 이 내용속에는 오키나와현이 2001년에 가교건설을 위한 ‘예비설계 조사 

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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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중의 하나는 건설 지점을 둘러싼 논의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이 

라부초 야쿠바 자료에 의하면， 두 섬에서 각각 3개의 루트를 놓고 찬 

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건설시점에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4) 이 논의에서의 주된 논점은 건설경비와 거 

리의 극복문제， 해저의 지형 · 지질 조건(수심， 암반， 조류의 영향 

등) . 해양생태계 문제(산호초， 해조류의 파괴) . 계절풍(태풍， 강풍) 

의 영향， 가교와 두 섬의 도로교통 연계문제， 해안리조트(해빈， 다이 

빙 포인트)와의 연계문제 등이다. 조사시점에서는 3개의 루트 중 전 

술한 조건들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1개 지점으로 거의 

좁혀진 상황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거리적으로 가깝고 

비교적 수심이 낮아 건섣경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15) 그 

러나 앞으로도 해중(海中) 도로로 연결할 것인가， 해상가교로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의 방법을 절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건설공 

법， 가교의 형태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건설지점 확정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 

이 남아 있다. 즉， 이미 가교조사검토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 

정에서 제기되었듯이， 가교건설에 따른 어장(특히 모즈크 양식장) 파 

괴와 건설후의 어업권 재확보 문제， 연결지점 부근의 문화재 파괴문 

제， 어민과 정기연락선 (2개 사업체) 보상문제 등이 수면위로 부상되 

고 있으며 16) ’ 동시에 해결을 위한 타결책도 여러 각도로 제시되고 있 

다. 무엇보다도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라부 섬 주민들 모두가 약 

20여 년간에 걸쳐 현과 중앙정부를 설득해 왔다는 점과 자신들의 의 

사수렴을 모두 마치고 실질적인 건설과정에 대한 안(案)을 구체화시 

14) 이라부쪼 야쿠바({뚱場) 기획실 내부보관 자료 (1)(자료 작성일’ 2000년 3월). 

15) 이라부쪼 야쿠바(投場) 기획실 나카마 아키노리(때間明典)씨와 동 야쿠바 

사라하마(住良따) 지소장 나카마 요시히코(f~間義彦)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내용이다 

16) 이라부쪼 야쿠바(投場) 기획실 내부보관 자료 @(자료 작성일: 200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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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부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구 

와 면적이 작은 쿠리마 섬(1994년 개통)과 이케마 섭 (1992년 개통)에 

이미 가교건설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갑안할 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전망할 때， 이라부초 

주민들은 하루 빨리 자신들의 염원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만을 

고대하는 현실적 측면이 강한 때라 할 수 있다. 

3) 관광지 조성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시모지 섬에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라부가교의 건설을 실현 

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하려는 사 

실은 이라부초의 입장이라면， 도서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다시 

없는 기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라부초가 지니는 지 

리적인 특수성과 관광자원의 성격을 전제로 생각할 때， 긍정적인 측 

면에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라부초가 관 

광지 조성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이라부초가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작은 이도(離島)지역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관광사업은 비교적 큰 규모라는 성격 

을 띠고 있다. 물론， 여러 사업 중에서 가교건설만큼은 이도 주민들 

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라는 열망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고， 항공대학의 건셜은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두 사 

업을 별도로 취급한다면， 이라부초는 비록 인구나 재정규모가 작은 

도서지역이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관 

광사업의 조성 자체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특성 

을 살려 주변지역의 관광지와 신규 관광지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호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중인 여러 관광사업은 기본적으로 섬 내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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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충의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감소의 예방과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양면적 성격올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 

연 이 두 가지 요소가 완전히 합치되는 선상에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자못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미， 이라부가교 건설을 전제로 한 연구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올 

배경으로 생산성의 향상이나 관광객의 증가 또는 초 · 중학교나 진료 

소 등의 통폐합을 통한 재정적 절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과률 

내놓고 있다(西野廣治 -友寄 孝 1998: 8-10). 이 와 같은 상황이 된다 

면， 이라부초 출신들이 U턴(혹은 I턴)이나 주변 도서지역으로부터의 

유입 동에 힘입어 사회적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교건셜에 따라 인구유출이 심각해진다면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다. 환언하면， 현 

재 이라부초에는 고둥학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는 시점과 관련하 

여， 젊은 충이 취활 수 있는 일자리가 크게 모자란 상황이며， 또한 진 

행중인 관광사업으로는 젊은 충들의 일자리를 크게 해소시킬 수 없다 

는 배경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미 가교가 건설된 인근 이케마 섬에 

서조차도 인구유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7) 이라부 

초의 젊은 층에 대한 지역내의 인구유도 문제만큼은 다른 각도에서도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7) 두 섬 모두 가교건설 직전과 직후에 관련되는 몇 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비 

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입수한 통계자료집(패編縣 

宮古支廳， 2000 , W宮古漸斷)에는 관련연도의 통계가 나타나 있지 않았던 관 

계로， 이라부초 마에자둡조에(前里없) 마을의 자치회장인 요기에이지로(橫 

英二郞， 男 60歲)씨의 증언에 따랐다. 아울러 필자가 입수한 통계자료집에 

서는 1995년 이후부터 두 성의 인구변화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쿠 

리마 섭은 1995년 178명 1997년 184명 , 1999년 175명으로 거의 정체된 것으 

로 나타나며， 이케마 섬의 경우는 1995년 918명， 1997년 893명， 1999년 853 

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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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최근에 이라부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속성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다는 점을 들 수 었다. 다시 말해， 관광객들의 주요 활동， 

활동의 대상(연령충， 남녀 비융 동) . 주요 관광지별 시간적 활용(체 

재시간) . 관광객의 욕구(요구사항) 둥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새롭게 

조성되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관광지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의 수준보다도 관광객이 증가한 

다는 사실은 크게 의섭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증가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전제할 때， 관광객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정답을 찾아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라부초에서 발행한 관련 

통계나 기타 책자를 보면， 아직 관광객들의 속성에 대한 파악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라부초의 관광활성 

화를 위해서는 우선 펀시점부터라도 관광객의 제반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관광지와 신규 관광지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 

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관광지 조성에 따른 지역변화의 가능성 

이라부초에는 앞으로 신규 관광지의 조성과 이라부가교의 건설로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이라부 

초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변 

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기로 한다 18) 주민틀의 언터뷰에서는 역시 

가교건셜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생활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8) 인터뷰의 내용은 마에자토조에(前里찮) 마을의 자치회장인 요기에이지로 

(1義英二郞)씨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5명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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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의 변화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의료시설과 문화 

시셜의 이용에 따른 주야간 유동인구의 변화이다. 현재 이라부초에는 

대형병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극장， 청소년 오락실， 쇼핑센터 동 

의 다양한 문화시설이 미비하여 가교건설 이후에는 미야코 섬요로 의 

료 서비스(특히 여성들의 출산， 중병 소지자 및 종합검진 희망자 동) 

나 각종 문화시설에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려는 주민들의 이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활동적 변화를 지적할 수 었 

다. 이라부초에서 도외로 판매되는 대표적인 가다랭이와 참치 등의 

수산물은 현재보다 한충 수송이 빨라지고 판매체제에서도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이라부초 내의 중간상인에게 판매되 

는 형태에서 직접 자동차로 판매처까지 운반 · 판매함으로써 , 높은 수 

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 자 

유판매를 통한 수익성이 어느 시점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판 

매체제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 

겠다 

세 번째로， 이미 관광시설의 입지와 더불어 관광객이 많아질 것은 

예상한 바 있으나， 그에 편승하여 중소규모의 관광관련 소매점이 많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소매점에서의 판매 상품들 중 이라 

부초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은 2종의 아와모리(泡盛: 池酒)와 가다 

랭이， 참치 등의 수산물， 가츠오부시， 가츠오 나마리즈케， 가츠오 츠 

크다니 등 수산물 가공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지적하면， 이라부초의 특산품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므 

로 앞으로 이 라부초의 특산품 개발은 중요한 국면을 띤다고 하겠다. 

네 번째로， 이라부초의 학생(유치원 아동 포함)들과 미야코 섬의 

학생들 간에 활발한 교류와 학습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질 것이다 현재 이라부초에는 유치완 2개소， 소학교(초등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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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중학교 2개교 및 고둥학교 1개교가 있으며， 재학하는 학생 수 

는 초동학교 486명， 중화교 34ú명， 고둥학교가 241명에 이른다 19) 이 

들은 강풍이나 태풍이 불면 정기연락션이 끊기는 바황에， 도외의 현 

장체험 학습이나 각종 경시대회， 수학여행， 학교간 교류 둥올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교건썰은 청소년들의 학습기회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교건껄로 판광객파 기타 방문객들의 증가라는 긍정 

적인 측면도 있지만， 판광객을 겨냥하여 이라부초 출신이 아닌 외부 

인들의 유입도 증가하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이라부초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현상이 잦아질 수도 있으며， 동시에 시간대(특 

히 야간)률 가리지 않고 난입하는 그룹 및 집단(폭주족， 기타 폭력집 

단 동)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이 점은 가교 

건쩔에 앞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일본 내의 이도지역을 사례로， 새로운 관광지 조성에 따 

른 지역변화의 가농성을 전제로 살펴본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라부초는 인구 약 7 ，300여 명의 미야코열도에 속하는 작은 이도 

지역으로서 사탕수수， 가다랭이 및 참치 잡여를 주로 하는 반농반어 

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나마 주요 생산 활동도 최근에는 약세를 

19) 2개 유치원의 총 아동수는 1998년 5월 현재 67명이다. 그리고 소학교와 중학 

교의 학생수는 1998년 5월의 수치이며， 고둥학교의 학생수는 1999년 5월의 

수치이다. 아울러， 이라부초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야코 섬 소재의 중학교(히 

라라시에 6개교가 있마，)와 고퉁학교(히라라시. 5개교)에 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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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로 노년층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젊은 충 집단들이 해마다 감소하여 과소화 현상은 섬각해지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도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라부초의 관광자원은 지형자원과 역사 문화자원 및 생활 산업 

관련 자원의 소유가 높게 나타나지만， 활용도적 측면에서 보면 전술 

한 자원들 속에서도 불과 5~6개(도오리이케， 도구치노하마， 사와다 

노하마， 마키야마 전망대‘ 시라도리사키， 시모지 공항) 정도만이 관 

광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재의 관광자원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홍보활동의 미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이라부초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아주 미 

미한 설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라부초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반 

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관광용 책자나 혹은 미야코 관광협회의 협력 

하에 배포되는 무료 관광용 책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누락된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성되는 선규 관광사업은 오키나와 커뮤니꾀 아일랜드(민 

박， 캠프장 건설) 사업， 골프장(9홀) 건설， 도시 · 농촌 교류시설 정비 

(숙박과 연수를 배경으로 한 교류시설)사업이 주가 되고 있으며， 더 

불어 조만간 착공단계에 있는 이라부가교는 앞으로의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신규 관광지와 가교가 건 

설되면， 이라부초에는 여러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즉， 의료와 문화사설의 이용， 농 · 수산물의 직접 판매， 관광 

관련 소매점의 입지 등 생활 · 경제적 측면이나 학교간 혹은 학생간의 

인적교류， 폭넓은 학습활동의 전개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 

상된다. 

이라부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신규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가교건설사업을 바탕으로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젊은 세대를 지역 내 

에 정착시키려는 계획은 우선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지역내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가교건설에 따라 인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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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 

착문제 만콤은 여러 각도에서 해결방안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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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ic Development in Irabu-cho, Okinawa 

Jeong KwangJoong 

There are lots of touristic resources in Irabu-cho, Okinawa, induding 

landscape, history, culture, and indusσy. Only the several resources such as 

beaches, a pond, an observatory, and Simoji airport, however, play a role of 

the touristic attraction at present. Since advertising and publicity are very 

weak, few tourists visit lrabu-cho, namely, lrabu Islet. If the bridge is 

constructed between Miyako lsland and Irabu lslet, as Irabu people wish for 

it, Irabu-cho will undergo social change in various aspects such as tourism, 

medical services, education, and so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