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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일본의 중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아
베신조(安倍晋三) 정권 아래 관료체계에는 18명
의 장관이 임명되어 있다. 정부 부처는 14개로 구
성되어 있고 14명의 장관은 자신이 소관한 부처
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4명의 장관은 담당 부처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흥미 있
는 점은 이들 4명은 정부 부처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 최근 일본 정부에 있어서 해결해야만 할 매
우 중요한 과제를 ‘특별 임무’로 담당하는 ‘특명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점이다. 

네 가지 특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재생(Regional Revitalization) 문제, 둘째, 과
소화〮남녀평등사회〮규제개혁(Measures for 
Declining birthrate, gender-equal society 
and regulatory reform) 문제, 셋째, 경제재
생〮사회보장 및 세금제도의 종합 개혁〮TTP협
상(Economic Revitalization, Integrated 

reform of the social security and tax, TPP 
negotiation)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는 오키나와 문제〮식품안정성〮IT정책〮우주
정책〮일본문화의 국제 진흥 전략(Okinawa is-
sues, Food safety, IT policy, Space policy, 
Cool Japan Strategy)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재
생 임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실
제로 지역재생 임무를 담당하는 특임장관이 누
구인지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지역재
생 담당 특임장관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씨로 
그는 일본에서 미래 총리 후보로 기대를 받고 있
는 매우 영향력이 큰 정치가이다. 이처럼 거물이 
맡고 있는 임무라는 점을 보아도 지역재생 문제
는 일본 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점을 추측
할 수 있다. 

  지방도시에서 주택정원의 
활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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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과소화, 고령화와 
    지역재생 과제

이러한 정책방향의 배경은 최근 일본의 인구변
화 추이에 주목하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계
속적으로 증가하던 일본의 인구는 현재 출생률 저
하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을 정
점으로 하여 총 인구수는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1
억 2천만명의 인구는 2060년이 되면 8천만명대
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
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
다. 같은 자료에서 2060년 일본인 인구의 39.9%
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명실상부한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되리라 예측한다. 일본에서는 65-69
세 고령자가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인구 
수가 많은 연령대이며, 이들은 이미 경제활동 계

층이 아닌 연금 수혜자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소화와 고령화 문제는 이미 일본 내 
많은 지역에서 공지(空地)와 공가(空家)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나 마을 자체 
존속에도 문제가 된다. 일본에서는 인구감소로 
마을의 존속이 위협받는 마을을 한계취락(限界集
落)이라고 하며, 한계취락의 관리는 일본의 지역 
재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한계취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
법으로, 조경분야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 주택정
원을 활용한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법이
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생활 환경 속
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공가나 공
지 등으로 위축된 지역에 활기를 되찾게 하고 지
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림 1> 일본에 있는 정원(庭)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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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서 
   주택정원의 가능성

그림 1과 같이 일본에 있는 정원(庭)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교토나 나라
와 같은 곳에서 보는 전통정원은 흔히 일본정원(
庭園)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공공적이고 규
모가 큰 정원이다. 이에 반해서 작은 규모에 사적
인 개인 정원(前栽, 庭)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정원은 지금도 개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
며 전통적 양식에서 근대적 양식까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정원을 잘 활용하
면 과소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자원
이 될 수 있다. 

정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법의 가능성을 보
고자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兵庫県明石市)의 농
촌마을을 대상지로 현황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
지는 그림 2와 같으며, 과거부터 존재하던 구가도
(街道)에 접한 농촌마을로 거리는 약 6km에 해당
한다. 대상지는 현재 총 가옥 수가 333건으로, 이 
중 38%는 전통적 목조양식의 건물이며, 24%는 
전통양식의 작은 주택정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소규모에 소박한 주택정원
을 센자이(前栽) 정원이라고 한다. 센자이 정원은 
그림 3과 같이 주로 농가에서 행랑채와 본채 사이
의 마당에 조성된 주택정원으로 일본의 상가(商
家) 가옥에서는 볼 수 없는 농가만의 특징 있는 정
원이다. 각 집의 센자이 정원은 주택의 담 너머 가
로에서도 보이며 그림 4와 같이 전체로서 전통적
이면서도 운치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여기
에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석, 혹은 신사와 사
찰이 어우러져 매력 있고 개성 있는 마을 경관을 
만든다. 이러한 마을경관을 자원화하고 지역주민
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를 연결
한다면 관광객에게 흥미를 주는 자원이 될 수 있
다. 이는 특정 마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 아
니고,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을 경관이다. 

센자이 정원의 자원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중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고현 아
카시시를 직접 견학하게 하고 그들이 느끼는 역사<그림 2> 조사 대상지인 효고현 아카시시 교외 농촌

<그림 3> 센자이 정원의 공간구조와 경관 <그림 4> 센자이 정원이 보이는 가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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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원적 가치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조사를 실
시하였다. 대상지인 아카시시의 농촌마을은 특별
히 유명한 마을은 아니지만 전통주택정원인 센자
이 정원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참가자는 총 
36명(남 13명, 여 23명)이며, 이들에게 마을을 안
내하며 센자이 정원과 마을경관에 대한 참가자들
의 태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표 1은 참가자의 
국적, 나이, 성별 등의 속성을 정리한 내용이다. 
참가자는 재단법인 효고현 국제교류협회를 통하
여 메일로 공개 모집하였고, 참가자들은 센자이 
정원에 직접 들어가 보고 소유주와 이야기를 나
누는 등의 기회가 주어졌다. 

모니터링 조사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
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재방문의사 및 주
변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다. 
모니터링 투어 중 인상 깊었던 요소에 대해서는 
마을경관, 역사문화적 유적, 골목길 등과 함께 전
통정원이 선택되었고, 각 요소에 대한 개별 평가
에서는 센자이 정원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
리고 참가자들은 센자이 정원을 통해서 일본 문
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희망하
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센자이 정원
에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지역주민
의 생활과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접
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의식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사실이며, 아카시시
의 농촌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 온 

개인정원인 센자이 정원은 일본의 생활문화에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있어서 역
사경관을 테마로 한 관광(Historical landscape 
tourism) 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토나 나라와 같이 오래된 고도(古都, old city)
가 아니어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던 계획도로
인 구 가도(街道) 주변에는 에도시대(1603-1867)
에 조성된 마을이 지금도 남아 있다. 특히 일본
의 농가는 도시지역의 전통 상가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 넓고 대부분 마당에 센자이 정원을 가지
고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본의 지역문
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가까이서 지역 주민과 
대화하며 생활문화를 느끼게 하는 매우 훌륭한 
장소이다.

4. 오픈가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법

지금까지 일본 농가에 남아있는 센자이 정원
을 역사문화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야기 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현대적 
정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적 용하는 사례
를 설명하겠다. 여기서는 이미 일본에서 크게 확
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오픈가든 행사를 소개하며, 
오픈가든 행사를 통해서 정원을 관광에 활용할 경
우 지역 경제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정량적인 조
사를 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Date Nationality(and NUmber) of Paticipants M F Total 20's 30's 40's

2009.12.5.(Sat) China(3), Taiwan(4), Brazil(1) 2 6 8 8 　 　

2010.1.30.(Sat) Korea(2), Taiwan(2), Estonia(1) 2 3 5 4 1 　

2010.3.20.(Sat) China(2), Korea(4),Taiwan(1) 3 4 7 7 　 　

2010.5.15.(Sat) China(2), Korea(2), Spain(2), Barbados(1), 3 4 7 5 2 　

2011.3.5.(Sat) China(2), Kyrgyz(2), Peru(2), India(2), German(1) 3 6 9 3 3 3

　 　 13 23 36 27 6 3

<표 1> 조사 참가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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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가든이란 정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호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정원을 
일시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활동을 말한
다. 오픈가든의 기원은 1927년 영국의 ‘The Na-
tional Gardens Scheme Charitable Trust’에
서 시작되었고, 일본의 오픈가든 활동은 영국의 
오픈가든 활동을 참고로 하여, 1995년부터 2000
년에 걸쳐 활동이 넓게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효
고현의 경우 현재 20여곳의 단체에서 오픈가든 행
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히 정원에 대
한 지식 교류뿐 아니라, 도시관광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픈가든
을 실시하는 단체들은 그림 6과 같이 지역의 정원
을 소개하는 안내책자인 ‘Garden Book’을 출판
하거나, 안내지도인 ‘Open Garden Map’을 제작
하며, 행사장을 순환하는 버스 투어를 기획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및 관련 학술행사, 워크숍 등 다
양한 활동으로 확대되어 실천하고 있다. 

오픈가든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
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효고현의 몇 도
시를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산
업연관분석법(Inter-industry analysis)을 활용
하여, 오픈가든 주최자가 행사를 준비하며 소비
한 전체 비용과 오픈가든 행사의 방문객이 행사장
에서 소비한 여행경비, 식사, 기념품 등의 전체 소
비액을 합산하여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생산유
발비용(Induced Production)을 제공하였는가를 
계산하였다. 효고현 오픈가든 활동 지역 중, 산다
시(三田市, Sanda City) 오픈가든과 다카라즈카
시(宝塚市, Takarazuk City) 오픈가든을 조사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산다시의 경우는 2006년 5월 31일
부터 6월3일까지 4일간 오픈가든 행사를 하였고, 
결과로 90개 주택의 정원이 참가하고 약 3,000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다. 산다시에서 오픈가든 
주최자가 유발한 생산유발비용은 17,821,000엔
이며, 방문객의 활동으로 발생한 생산유발비용은 
7,270,000엔으로, 둘을 합산하면 2천5백만엔, 한
화로 환산하면 2억 5천만원 생산유발비용을 제
공하였다.       

  
다카라즈카시의 경우는 산다시 보다 행사기간

을 길게 하여, 2006년 4월 21일부터 6월 2일 까
지 43일간 실시하였고, 결과 90개 주택 정원이 참
여하였으며 약 10,000명이 방문하였다. 이를 통
해서 행사 주최자인 주민과 방문객이 유발한 전
체 생산유발비용은 6천4백만엔으로 한화로 환산
하면 6억원이 넘는 돈의 순환을 지역 경제에 제
공하였다. 

오픈가든이 지역경제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공
공이 주최하는 정원박람회 사업과 단순 비교하면 
그 효과가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점
을 바꾸어서 투자된 공적 자금과 유발된 경제 활
성화 효과의 비율을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그림 5> 오픈가든 행사의 사례

<그림 6> 오픈가든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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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오픈가든 이벤트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
과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오
픈가든의 효과를 공공이 주관한 사업인 미야자키
현의 정원 박람회와 삿포로시의 정원박람회 등과 
비교한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오픈가든이 공공
이 추진하는 정원박람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주최가 된 오픈가든 활동은 지역 경
제 활성화에 큰 잠재력을 가진다. 따라서 오픈가
든을 할 수 있는 역량 혹은 의지가 있는 시민단체
나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은 이를 지원해주
는 것이, 직접 주최가 되어 정원박람회를 시행하
는 것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가시니와 임대정원제도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공지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이
를 지원하는 토지 관리방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
략 및 제도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에 관한 
좋은 사례로 일본 도쿄 주변의 근교도시인 지바현 
가시와시(柏市)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지 활용 사

례를 소개하겠다. 이는 공공이 개인 소유의 토지
를 오픈 스페이스나 정원 혹은 텃밭 등 시민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중개하는 임대정원 사
업으로 ‘가시니와’ 제도라고 한다. 가시니와란 가
시와의 정원(niwa, 庭)을 말하며, ‘가시와’라는 일
본어로 떡갈나무(Kashiwa, 柏)를 말하므로 ‘가시
나와’는 ‘떡갈나무 정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수혜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오픈가든, 시민텃밭, 참여형 오픈
스페이스 등의 녹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림 8은 가시
니와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개념도 있다. 만약 
공공에게 개인정원 혹은 공지를 공개하고자 희망
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가시니와 제도를 통해
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가시와시의 홈페이지에
서는 이런 장소를 목록화하여 ‘공개형 가시니와’
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위치정보와 함께 토지소
유자가 언제, 어떻게 토지를 공개하는지 등의 정
보를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은 그 곳을 방문하여 
쉽게 토지소유자와 교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는 개인의 토지를 공개하여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자 하는 의지가 없지만, 개인 정원이나 공지의 관
리에서 일손 부족 및 비용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
한 토지를 대상으로 ‘가시니와 정보은행’이란 이
름으로 목록화하고 있다. 이 또한 ‘공개형 가시니
와’ 처럼 가시와시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공지를 활용한 활동을 원하는 시민단체
도 활동 계획 및 공지 활용방안에 대한 관리계획
을 작성하여 ‘가시니와 정보은행’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가시와시는 ‘가시니와 정보은행’에 등
재된 토지소유자의 공지(空地) 및 정원에 대한 정
보와 시민단체의 활동계획 정보를 중개하여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가시와시
가 토지소유자에게도 시민단체에게도 공적인 보
증인이 된다는 점이다. 가시니와시 행정은 토지 

<그림 7> 공공사업과 오픈가든의 공적자금 투자 대비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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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시민단체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며, 상
호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
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금을 토지소유자, 혹은 시
민단체에게 지원한다.  가시니와 제도는 현재 공
지가 가지고 있는 시민참여 활동의 장으로서의 가
능성을 촉발시키며 최종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주
민주도의 오픈가든 혹은 공동체 정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6. 나오며

글의 첫 머리에 말하였듯이 일본은 시기에는 차
이가 있지만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인구감소가 현실화 된 일본이 국가적 미션
으로 지역재생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흐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소화, 고령화 문제는 가
까운 미래에 농촌마을, 중소도시 등에서는 공지, 
혹은 방치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토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
다. 개인 소유의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커
뮤니티 활성화 방법은 1차적으로 불량 토지의 관

리 면에서도 효과를 가지지만, 더 나아가 지역 공
동체 재생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주택정원의 역사문화적 관점, 커
뮤니티가 주도하는 주택정원의 활용 관점, 그리
고 마지막으로 정원 및 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이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
였다. 2000년 이후 일본 보다 낮은 심각한 저출생
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본 
글이 소개한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
리는 향후 일본 이상으로 심각하게 과소화, 고령
화 문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도 정원을 활용하
여 토지의 문제, 커뮤니티의 문제, 지역경제의 문
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었으면 하
는 바램이다.

<그림 8> 카시니와 제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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