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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나고시 야부지구의 지역개발의 
실태와전망1 ) 

- 토지정비과정과 농업경영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

정광중* 

l.서론 

1 )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야부(應觸縣 名護市 屋

‘ 제주교육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1 ) 본 연구는 일본 문부성(文部省) 과학연구 보조금에 의한 「환동 중국해에 있 

어서 두 지역의 주변문 화에 관한 연구-오키나와와 제주도 J(과제번호 

100얘011 ， 연구 대표자 : 律波高志， 류큐(流球)대 학 법문학부 인간과학과 

교수)의 일환으로 행혜진 것이다. 원래의 연구방향은 두 도서지역 간에 학 

제간 공동 연구에 있었는떼， 펼자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시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지역 연구에 대한 인류학적인 사고와 접근방법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공동 연구자들의 덕택이다. 특히 본 논문을 끝 

까지 정독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 

들께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지적한 내용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필자의 무능함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여러 인류학 연구자들께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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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지구2)를 사례로 하여， 주로 토지정비과정에 따른 농가의 토지이 

용과 농업경영의 변화를 근간으로 소지역 단위에서의 지역개발의 정 

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조사시점에서의 주민의식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의 방향성을 진단해 보는데 있다. 

어느 일정지역을 토대로， 개발에 대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토지이용의 변화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 

으로 주목되어 왔다(Champion 1974: 86-90: Chisholm 1962: 124-

153) , 그러한 배경은 일정지역의 개발이 각종 외부적 요얀 혹은 내부 

적 요인에 의해 진전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어진 지역에 대 

한 토지이용적 측면에서는 개발 이전과 이후의 시점에서 질적 · 양적 

인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야부지구의 농가방문을 시작으로 연구대상 지역 

농촌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방법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필자의 만족감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고 싶다， 

2) 현지에서는 ‘야부지구(屋部地區)’ 라고 할 경우 대개 과거 야부손(屋部村)에 

속해 있던 7개의 행정지구를 모두 가리키며， ‘야부구(屋部區)’ 라고 할 때는 

구 야부촌의 중심지였던 야부 취락. 즉 네 개의 주요 취락인 오시마(大島) . 

구고(久護). 가네쿠(尊久) , 하마(핏)만올 가리킨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 

(區)’ 의 의미는 한국의 특별시나 광역시를 재차 구분하는 하위 행정단위와는 

그 의미나 공간적인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역 

을 구분하는 지리적인 의미로서 야부지구 라 통일하여 사용하되， 가리키는 

공간적인 범위는 전술한 네 개의 취락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야 

부(屋部)를 정확한 행정구역으로 나타낼 때는 나고시(名護市) 字屋部(아자 

야부)라고 한다. 그리고 ’아자(字)’ 밑에는 더 작은 단위인 ‘고아자(小字)' 

가 존재하는데， 아자 야부에는 21개의 고아자 (小字)가 있다(나고시사편찬실 

1986: 45-48), 이렇게 볼 때아자(字)’ 는 시구역이지만， 주로 농촌적 성격 

이 탁월한 지역에 사용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규모적으로 볼 때는 대략 ‘아 

자’는 몇 개의 취락을 합한 범위가 되고， ‘고아자’는 하나의 취락만을 가리 

키는범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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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개발의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크게 두 지구로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활용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중앙정부 오키나와현 및 나고시의 정책 

적인 차원에서의 지역개발계획파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고 시청 

(名護 市f앓껴) , 나고시 교육위원회， 오키나와현 북부합동청사， 양바 

르(山原) 농협 나고지부 동으로부터 청취조사와 함께 관련자료를 입 

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은 농가의 농업경영실태와 토지이용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요소에 대한 과거와 현재상황을 면밀 

히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지에서 입수한 신구(新舊)의 지형도 

(l : 25 ,000) , 주돼지도(1 : 3 ,000) , 도시계획도(1 : 5 ,000 / 1 : 

10 ,000) 둥의 지도류와 농업취락 카드(農林水塵省 발행)를 긴요하게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연구지역의 개관 

야부지구는 나고시의 서부에 위치하며， 나고시의 중심부에서 야부 

지구의 중심취락인 오시마(大島)까지는 직선으로 대략 3krn 정도 떨 

어져 었다. 야부지구는 구 야부손(屋部村)의 중심지로서 크게 오시 

마， 구고(久護) , 가네쿠(尊久) , 하마(洪)의 4개 취락으로 구성되며 

( (그림 1) 참조) , 공민관， 우체국. 초동학교， 시청지부， 마을의 주요 

참배소 동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기관과 시셜들은 주로 오시마 

취락에 위치한다. 이상 4개의 주요 취락 중에서는 오시마와 구고가 

빠른 시기에 형성된 취락이며， 가네쿠와 하마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 

기에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에 사족(士 

族) 3)들의 이주와 더불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다(나고시사편찬위원 

3) 주로 류큐왕국 시대(훌훌時代)부터 존재하던 지배충을 의미하며， ‘평민‘ 에 

대웅되는 개념이다. 나고시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1903년 야부지구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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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지역(나고시 야부지구) 

회 1988) . 나아가 4개의 취락은 11개의 반(班)~)으로 구분되는데， 이 

는 야부지구의 각종행사나 모임을 가질 때 기초단위의 역할을 한다. 

(그림 1)에서 확인되듯이 , 야부지구 주변은 동으로는 동야부천(東 

屋部川) , 서로는 서야부천(西屋部川)이 산지로부터 발원하여 나고만 

(名護灣)으로 유입된다. 두 하천은 야부지구 주민들의 생활무대를 형 

성하는데 중요한 자연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두 하천을 배경 

으로 하여， 해발 5아n 이하의 저지(低地)와 곡지(삼地)에는 취락과 

농경지가 분포하고， 그 이상의 지역은 구릉지와 산지로서 주로 삼립 

이 우거져 있다. 

족의 호수가 54호， 평민의 호수가 271호였으며 전체 325호 중 사족의 호수 

는 16.6%를 차지 한다고 전하고 있다. 

4) 취락별로 반(班) 편성을 보면， 구고 1-3반， 오시마 4-6반. 하마 7-8반， 가 

네쿠 9-11반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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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지구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는 국도인 449호션이 오시마 취락을 

양분하면서 동서로 이어지고， 현도(縣道)인 117호선이 오시마와 가네 

쿠 취락의 중간지점에서 서야부천을 따라 산지 방향인 나끼진손(今歸 

仁村)까지 이어진다. 

야부지구의 인구는 1998년 7월 현재 1 ，415명 (남 : 728명/ 여 : 687 

명)으로， 1980년 이후부터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1>) . 

농가수를 보면， 1995년 현재 총 73호로 이 중 전업농가가 24호， 제 1종 

겸업농가가 13호. 제2종 겸업농가가 36호로 나타난다. 농업인구가 매 

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청 · 장년층의 탈농현상은 

〈표 1> 야부지구의 연도벌 인구 및 세대수의 변화 

연도별 인구수(명) 세대수 

(년) 남 자 여 자 합 계 

1984 669 609 1278 354 

1985 691 616 1307 370 

1986 700 629 1329 374 

1987 695 646 1341 382 

1988 705 644 1349 379 

1989 704 650 1 354 382 

1잊xl 702 638 1340 382 

1991 716 658 1374 389 

1992 720 673 1393 예O 

1993 720 686 l 때6 407 

1994 718 686 1 째4 417 

1995 690 647 1337 401 

1996 698 665 1 363 419 

1997 702 674 1376 432 

1998 728 687 1415 447 

(자료 . 나고시 교육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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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부지구의 농업생산 활동에서도 질적 변화의 도래를 예상하 

게 한다. 

〈표 1)의 인구변동과정을 볼 때， 야부지구는 일본의 다른 지방도시 

나 또는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하에서 주로 대두되는 과소문제 

는 존재하져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의 점증적인 증가현상은 나 

고시의 외곽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결국 

야부지구의 장점은 도시적 · 농촌적(전원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은 물론 전원생활을 향 

유할 수 있는 요소가 동시 에 갖추어 진 지 역 특성 (regional 

charaαens디cs)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야부지구의 농업환경과 지역적 특성 

야부지구의 농업환경은 우선 지형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경지의 전체적인 분포상태와 위치적 조건에서 보면， 북쪽의 구릉 

지(표陸地)와 산지사면(山地힘面)에 면하여 극히 일부의 경지가 산 

재하는 반면， 대부분의 경지는 남쪽 저지대인 취락 주변부에 조성되 

어 었다. 결국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당연히 전체적인 토지이용 

의 형태는 북쪽의 고지대가 산림지로 남쪽의 저지대가 경작지로 고 

정화되었다. 

한편， 농업활동에 중요한 수자원의 활용적 조건에서는 동야부천과 

서야부천이 야부지구를 감싸듯이 양방향의 산지에서 나고만으로 유 

입되는 관계로， 계곡이나 사면 하의 경지조성 지점에서는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평상시에는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 수자 

원의 적극적인 활용마저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하천의 

지질적 특성과 관련된 주변지형은 동야부천 유역이 사력 실트충(silt 

layer)으로 구릉지를 이루고， 서야부천 유역이 천매암 · 점토암 · 류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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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ffJ求)석회암 둥으로 구릉지와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名護市 1977 : 

13-14) . 따라서 두 하천에서 나타나는 토사(w-土)의 유출이나 침식 

정도의 빈번함을 감안하여， 주변 농경지에의 부분적 활용은 여러 각 

도에서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야부지구의 토양은 나고시 전역에서 나타나는 석회암 부식 토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강 하구부근에서 약간의 충적토가 분포할 뿐이다 

(나고시 1995: 8-9). 전체적으로 토양의 비옥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없지만， 아열대 해양성기후(연평균 기온， 2 1. 5 0C)의 영향 하에서 

동 · 하기의 기온차가 적기 때문에， 감자류， 화훼류 및 열대성 과수재 

배에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명가되고 있다(名護市 1995: 19).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소채류(류큐오이 : 보통 ‘니가우리’ 라고 

함. 그 외 오이， 호박 둥) , 강낭콩(현지에서는 ‘영겐마메’ 라 함) , 파 

인애플， 화목(花木， 주로 정원수로 이용) . 화훼류를 들 수 있는데， 이 

들 중 사탕수수， 강낭콩 및 오이류가 특히 많이 생산된다. 청취조사 

에 의하면. 최근 2~3년 사이에는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생산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노지(露地) 및 비닐 하우스에서의 오이류， 강낭콩， 

화훼류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볼 때， 야부지구의 

생산농가에서는 그 간의 주요 상품작물이었던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의 생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오키나와현 외로 출하되는 

소채류와 화훼류의 생산면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 

한 배경은 앞으로 야부지구의 토지이용 형태가 농가의 작물선택에 따 

라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올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야부지구의 토지정비과정과 변천 

1 ) 주요 토지정비사업과 효과 

여기서는 최근까지 야부지구 내에서 행해진 주요 개발사업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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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과 그 배경의 이해를 위해 토지정비과정과 그 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야부지구는 토지이용 형태의 특성 

상 취락주변 지구의 전작지대와 구릉지 및 산지부의 전작지대로 대별 

할 수 있다. 두 지구를 통틀어 토지정비사업이나 그와 관련된 주요 

개발사업을 시대순으로 열거하고 효과적 측면을 검토하기로 한다. 

@ 야부지구 토지정리(地홈u替)사업: 1899 (明治 32) 년 5월 

~ 1903 (明治 36)년 10월. 

@ 야부 · 우무사(宇훌住) . 미야자토(宮里) 3지구 경지정리사업 : 

1916(大正 5)년 7월 ~ 1917 (大iE 6)년 2월. 

@ 동야부천 수문건셜， 농도 및 경지관개사업 : 1937 (昭和 12)년 8 

월~ 1938(昭和 13)년 4 월. 

@ 오키나와 현영 (縣營) 신파(新波) 댐 건설사업 : 1979(昭和 54)년 

~ 1985 (昭和 60)년 

@ 나가시지(長節山原) 영농지 개발사업: 1979(昭和 54) 년~ 

1982(昭和 57)년. 

@ 국도 449호선 신설 및 확장사업 : 1982 (昭和 57)년 ~1998년 8월 

현재 사업진행중 

첫 번째의 토지정리사업은 토지소유의 개혁을 목적으로 법률 제 59 

호의 오키나와현 토지정리 사업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오키 

나와의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었다. 그 당시 나고마기리(名護 

間切) 5)에 속해 있던 야부지구 내에서도 이 사업법에 의해 토지정리 

5) 오키나와현의 지방행정제도로서. 1897(明治 30)년부터 1908(明治 41)년까지 

사용되었다. 현재의 시쪼손(市메村) 구획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高良 1993 

14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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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착수됨으로써 토지측량과 토지 소유권 및 토지가격이 같은 해 

4월에 사정 (흉定)되었고， 1903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사업종료와 함 

께 개인별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결정되었다. 그 결과， 지조제(地租 

制)에 의거하여 토지세를 납입하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屋部字 

誌編幕委員會 1986(3): 3-4). 따라서， 야부지구의 여러 농가에서도 

현물이 아닌 금전으로 세금을 납입하는 큰 부담은 뒤따랐지만， 농업 

경영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소유경지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려 

는 의욕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두 번째의 3지구에 걸쳐 행해진 경지정리사업은 나고손(名護村) 시 

대(1908년 4월 -1924년 1월)에 시행된 것으로， 야부지구를 비롯한 근 

처의 우무사， 미야자토 지구까지 망라하여 행해진 것이다. 당시 이들 

지구에서는 수도작(水積作)과 사탕수수 재배를 기간산업으로 하고 

있었으나，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당료(橋料) 가격이 폭둥함에 따 

라 사탕수수의 재배면적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야부천 하구로부터 조수(漸水) 침입에 따른 피해가 커서 2모작(수도 

+ 사탕수수) 경영에도 많은 불편함이 따르고 있었다. 본 사업은 바 
로 이처럼 경지의 효용성을 한충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4개의 수문건 

설을 기본 축으로 하여， 3지구 60정보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경지정리를 진행한 것이다. 이 때 수문건젤에 따른 비용은 약 250엔 

이었고， 60정보의 경지 중 야부지구에 포함되는 것은 30정보( ‘고아 

자’ 인 志、味屋原 지구에 해당) 내외였다(屋部字誌編幕委員會 

1986(9): 2). 

세 번째의 동야부천 수문건설 사업은 야부지구와 우무사 지구를 가 

로질러 흐르는 동야부천 하구에 수문을 건셜함으로써， 야부-우무사 

부근 경지에 조수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관개시셜을 정비함으로써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구에 수문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농로와 관개시설이 정벼되었고， 그 

로 인해 야부지구 내의 시미야바루(志味屋原) 및 우무사 지구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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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宇住) , 히이(比井) , 나자키토(名座喜場) , 우무사바루(宇옮住原) 

가 논농사 지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사용된 경비의 내역 

을 보면， 수문건설에 따른 공사비가 12 ， 700엔， 시로가네(白銀) 댐(우 

무사바루 지구) 건셜과 관개 시셜비 둥으로 160 ，000엔이 지출되었는 

데， 이들 중 각각 8할과 6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가 부답한 것이 

었다(屋部字誌編養委員會 1986 (10): 3). 

지금까지 서술한 (ù-@번 주요 토지정비 관련사업이 제2차 세계대 

전 전에 실행해진 것이라면，@-@번에 제시한 댐 건설， 경지개발， 

국도신설 및 확장사업은 1970년대 말부터 행해진 것이며， 이 중에서 

도 특히 국도신설 및 확장사업은 1998년 8월 현재까지도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어떻든， 이들 세 가지 개발사업 

의 주체는 오키나와현과 정부였지만， 야부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큰것이라할수있다. 

먼저， 세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표 

를 보면， 신파댐 건설과 나가시지 6)의 경지개발은 수익면적과 호수에 

서 보면， 거의 통일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언 

하자면， 신파댐은 우무사 지구에 위치해 있지만 수익혜택을 입은 것 

은 주로 야부지구 중에서도 나가시지 지구였다. 이 지구의 주요 재배 

작물은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1970년대 이전부터 호황기를 누렸던 사 

탕수수나 1980년대에 들어와 상품작물로 각광받는 소채류가 해당되 

지만. 실제 상황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사탕수수를 포함한 파 

인애플과 화목 · 화훼류(비닐 하우스)재배가 주로 나타난다. 토지이 

용의 효용도 측면에서는 휴경지나 공한지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행해지고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뒤따른다. 

6) 야부지구를 21개의 고아자(小字)로 구획한 지구중의 하나로， 취락지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lkm(직선 거리) 떨어진 곳이다( (그림 1),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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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가시지 지구는 기존 경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전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구릉지를 개간함으로써 약 15ha에 이르는 새로 

운 경지를 확보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아울러， 이들 경지에 관 

개수를 보급하기 위한 시셜로서 댐이 건설되었다는 점도 해당농가가 

장기적인 상품작물의 생산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행해진 것이며 비교적 경지개발면 

적이 협소할 지 모르나， 최근 야부지구를 중심으로 행해진 사업으로 

는 가장 큐모가 큰 것이다. 이 점은 총 개발 사업비가 52억엔을 초과 

하고 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며， 따라서 여러 농가들에게 새로운 

영농의식을 불어넣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온 것만큼은 사실로서 인정 

할수있다. 

2) 전통문화의 보전과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잠재적 가능성 

일정지역의 개발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개발만이 중요 

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평소 지니는 의식과 태도에 기 

초를 둔 의사결정과 행위도 내발적 개발요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주어진 환경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Lewis 1979 

: 154~ 158 ; 石原 潤 · 洪삼正A. 山田正浩 1986 : 176-183). 이러 

한 관점에서， 야부지구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통하여. 앞으로 

야부지구의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하겠다. 바로 이 

점은 본고의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앞에서， 야부지구는 나고시라는 시구역의 외곽에 위치한다는 지리 

적 이점에서 도시적 - 농촌적 (전원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공간이라 

는 점올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는， 우선 이 점을 상기해 둘 필요성이 

었다. 야부지구가 행정구역상 시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에 의하여， 여러 단계의 개발이 

행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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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70년대 이후 야부지구 내의 주요 경지개발 · 국도신설 관련사업의 개요 

예정공기 
수익효과 

총사업비 

지구명 및 사업내용 (년) 수익면적 수익호수 (천엔) 관련작물 

(ha) (호) 

신파(新波): 댐 건셜 1979-1985 18.6 16 137 .417 사탕수수 

나가시지 (長節山原) : 1979-1982 146 16 382 ωo 소채류· 

파인애플 

경지조성 

나고시， 미야자토一아 
도로규격 :4종 l급， 연장 : 5,3 50m. 

와구간: 국도건설 1982-
설계속도 : 6Okm/h. 차선수 :4차선 

(名護市， 宮里 安和

區間)

(자료: 나고시농림수산파 내부자료. 1996/ 오키나와현 토목건축부. 1998) 

부지구도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 및 공원확보， 인근 지역과의 교통시 

스템의 연계 혹은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간 재배치 둥 도시적 토지이용 

의 수요에 따라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특히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사실은 

뒤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야부지구가 파거로부터 전통적인 생활문화 

가 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야부지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그 

러므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발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적 · 전 

원적 생활공간에서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삶의 질 

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야부지구의 전통적 생활문화의 요소는 풍년 오도리(호오넨 오도 

리: 8월 오도리(뼈~). 9월 9-12일) 와 아사기 히노 오간(;;b융풍

火%細願. 2월 5일)’ , ’파타카무기 오간(F.:'갖方 A￥細願. 3월 20 

일)’ . ‘나무기 오간(十-ι￥細願，+월 17일)’ , ‘테라 부려메(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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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지조사) 

(그림 2) 나가시지 (長陽山原) 지구의 토지이용(1998년 8월) 

j- , 10월 16일)’ , '10개소 오간(十iJ所 뼈願， 11월 14일)’ 둥으로 

대표되는 마올선과 사찰에 대한 일련의 순례행사가 주를 이룬다(屋部 

公民館 1988: 2). 이블은 연중행사로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풍년제인 ‘풍년 오도리’ 에는 남녀노소 

혹은 신분과 직장을 막론하고 모두가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행사기간이 준비과정과 종료 후의 평가회를 포함하면 1개월이나 소요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야부지구에서 

는 가장 대표적인 전통행사라 할 수 있다. 각종행사를 치르는 데는 

청년회. 향상회(向上會) 7) ’ 노인회， 부인회，P.TA 등 여러 성격을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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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이 나름대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야부지구는 그야말로 과거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사회적 · 문화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리적 · 행정적 특 

성이 반영된 시지역의 공간임올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인 발전 

을 이루어야 하는지가 새로운 이슈로 동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개발 가능 

성에 대한 관심은 야부지구의 주민들로부터 조사한 결과를 통해 예측 

해 볼수있다. 

〈표 3)은 야부지구에 있어서 거주지로서의 조건과 전통행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거주환경의 측면( (1) 번 항 

목)에서는 야부지구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도시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전원적인 생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더욱이， 최 

근에는 일단 야부지구로 U턴하는 사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제시한 거주인구의 점증적인 증가와도 관련되며， 바로 이 점 

은 야부지구가 과소화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조건으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부지구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마을 전통행사와 관련해서 

는 반드시 거주환경의 이점과 연관된 긍정적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 

니다. (2) 번의 셜문항목은 주로 청년회 회원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 

다는 점에서 세대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다시 말해， 마을의 전 

통행사를 주도적으로 이팔어 가는 젊은 세대의 경우는 전통행사의 횟 

수나 진행방법 둥에 있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7) 향상회는 청년충과 노년충 사이의 장년충 집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 대개 

남성들이 결혼하는 시점에서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독신 때의 청년회로부터 

이동하는 형태로 가입하게 되며， 향상회를 거쳐 65세에 이르면 다시 노인회 

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연령만으로 가입 여부나 이동을 결정하지 

는않는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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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야부지구의 거주판경 및 각종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E「l 의견 

(1) a) 인심이 좋고. 조용해서 살기에는 좋다. 

거주 b)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좋다， 

환경에 c) 마을을 떠났다가도. 다시 들어와 사는 사람도 더러는 있다 

대하여 d) 청년 남성들의 결혼에도 별문제가 없다. 

(2) 

마을의 

전통행 

행사에 

대하여 

e) 과소화 문제는 죠혀 없다. 

a) 1년올 통툴어 행사가 너무 많아 귀찮다. 

b) 마올 어른들이나 구장 둥에게 문제점올 건의해도 잘 받아들 여 

지지 않는다. 

c) 마을 행사시에 참가인원을 늘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이다 

d) 외부로부터 이사를 오더라도 마을의 전통 행사시에는 같이 참 

여하도록권장한다. 

I e) 일단 고향을 떠났던 사랍이라도 에이사(工 1 1f-)에는 참가하 

는경우가많다. 

n 여성 청년회원이 다소 모자란다. 
g) 오도리(臨1) )를 통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결속이 잘 된 

다. 

h) 마을 행사시의 문제점을 건의해도 수정되지 않아. 일부의 남 성 

청년은 참가를 기피하는 사랍도 있다 

(자료: 1998년 8월， 야부지구 주민들로부터의 청취조사) 

이와 같은 젊은 세대의 부정적 시각의 표출은 청년충과 장 · 노년충 

사이에서의 마을 현안 문제에 대한 갈동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의 측면에서는 주목해야만 할 대목이다. 

야부지구의 정우도 일본 국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 

대의 역할은 중심적이고 절대적이다. 야부지구의 청년층은 앞에서 제 

시한 마을의 전통행사 외에도 나고시 혹은 야부지구가 주최하는 정기 

적인 체육대회(南體育 陸上大會， 名護市區 對抗 훌훌傳大會， 區民 運動



298 정광중 

會)는 물론， 동지구내에서의 공동작업(연 2회로， 주로 청소) 등을 주 

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청년충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의 

식과 사고(思考)는 앞으로 야부지구의 개발과 발전에 직 · 간접적으 

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만 한다. 

가령， 가까운 장래에 야부지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면， 청년충들은 과거의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틀 

로 재구성하고， 야부마을 자체는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우선시하는 생 

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야부지 

구는 지금까지 전통이 반영된 도시적-전원적 생활공간이라는 틀은 

쉽게 깨질 수도 있다. 아울러， 그로 인해 청년충과 장 · 노년충 사이 

에서의 의견대립은 물론 세대간 또는 여러 단체조직들 사이에서의 고 

민과 갈동은 더욱 혼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농업경영의 질적 변화와 전망 

1) 토지이용의 변화와 전망 

야부지구의 농업경영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동지구 내 

의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립 3)은 

1957년과 1989년 시점의 개략적인 토지이용을 비교하기 위해， 두 시 

점을 기준으로 지형도(1 : 25 ,000) 상에 동일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지도를 비교하면， 야부지구의 토지이용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1957년 시점에서는 야부지구의 대부분의 경지가 논(水田， ‘μ 표 

시)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1989년 시점에서는 밭( ‘V’ 표시)으로 이용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이것은 많은 경지가 1960년대 이전의 

자급용 쌀생산으로부터 밭농사에 의한 상품작물의 생산용도로 전환 

되었음을 의미한다. 야부아자지편찬위원회(屋部字誌編幕委員會)에 

따르면， 1960년경 야부지구 내의 도와야(授波屋)에 ‘평화의 탑’ 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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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 무렵부터 주위의 많은 논들이 사탕수수 밭 

으로 전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屋部字誌編養委員會 1987: 4).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1957년 지형도 상에 나타나는 논들이 당초 

부터 전부 쌀생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 

만 8) 동 · 서야부천 주변의 많은 논들이 사탕수수의 가격상승을 배경 

으로 밭으로 전환되었음은 명백하다. 1998년 8월의 현지조사 시에는 

쌀생산을 하는 농가가 겨우 1호(재배면적 lha)로 한정되고 있었는데， 

이 농가도 불과 2-3년 전에 밭에서 재차 논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토지이용의 일대 변화는 결국 정부에 의한 사탕수수 보호정책이 저 

변에 깔려 있다. 즉 당류(橋類)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외국 

산 당류 유업에 따른 국내산 당류가격의 저하를 억제함으로써， 안정 

적으로 사탕수수의 생산환경올 유지하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9) 

야부지구의 사탕수수 재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는 없으나， 청취조사에 의존하는 한 오키나와현의 다른 지역에 비교 

하면 다소 때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대다수의 농가가 참가하 

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파악된다. 사탕수수의 도업에 따 

른 야부지구의 토지이용 변화는 향후 사탕수수의 가격형성과 정부정 

책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8년 8월 현재， 야부지구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실태는 크게 두 

지구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우선 오시마， 

구고， 가네쿠 및 하마취락올 중심으로 하는 택지주변지구에서는 주로 

8) 멸元民(67셰. 전 야부區長)와 大城~(53세. 전 야부구 구장)에 의하면， 논에 

서도 벼를 수확하고 나서 바로 사탕수수를 재배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1957 

년도 지도상에셔 ‘논’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가 벼농사에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9) 오키나와현과 주변 도서지역의 사탕수수의 생산， 경영형태， 당업 실태 둥에 

대해서는 平間(1977: 1978: 1980) , 江波戶(1968) ， 山川(1970) 및 永田(1988)

둥의 논고가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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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상품작물로 주목받는 소채류와 화목 · 화훼류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들 상품작물의 재배는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돼지와 택지 사이의 좁은 경지면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야부지구에서 생산되는 소채류나 화목 · 화훼류 

의 생산규모는 아주 작은 편이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집단생산체제를 통한 특정산지로서의 성장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채류의 경우는 대부분 노년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 · 장년 

층으로는 거의 확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충의 고령 

화 문제는 수 년 내에 택지주변 지구에서의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변화는 (그림 4)에서 일부나마 

확인할수있다. 

(그림 4)에서는 최근 주택과 그 외의 건물들에 대한 신축， 혹은 

증 · 개축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10) 야부지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젊 

은 층들이 가계를 이을 목적이나 또는 자신들의 근무처와 관련하여 

고향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의 

신축이나 증 · 개축 사례가 많이 나타나며 , 특히 신축 사례는 비교적 

경지가 많이 분포하는 북쪽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취락지구를 벗어난 구릉 · 산지지구에서는 비교적 넓은 경지가 전 

개되는데. 사탕수수나 파인애플 생산을 위한 토지이용이 두드러진다. 

이 지구의 경지는 택지주변지구와는 달리. pH 3-4도의 중성을 띠고 

있어서 파인애플 생산에 적당하다 1 1) 결과적으로， 나가시지 지구를 

필두로 하는 구릉 · 산지주변지구는 경지의 규모와 더불어 작물생산 

에 적합한 토질 판계 둥으로 토지이용의 단순화가 추구되는 특성을 

10) 주태과 그 외의 건물에 대한 변화실태는 1990년도 및 1997년도 주택지도를 

비교하여 표시하였으며. 1998년도의 실태는 야부구 구장올 비롯한 3인의 청 

취조사에 의존하였다 본 지도에는 대략 10 년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I l) 야부지구 주민들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서. 동지구 내의 구체적인 pH도 분류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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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탕수수 닫전소셰류 

〔감기타용도억 망 m매공 환 지 

E괴기타 건훌 흩켠하 훤 

턴젠벼님확우스 
E쿄기혼의 주빽 
認오혜사짱 

(자료: 1!)4;애년 1997년 주택지도 및 현지 실태조사) 

認화예-정원수 

E켈주핵융뀔육$f펴) 
E런주확장 

(그림 4) 야부지구 중심부의 토지이용과 변화(1990년 1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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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다. 본 지구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탕수수나 파인애플 둥 

특정 상품작물의 생산에만 전용(專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된다. 

2) 농업경영의 변화요인과 문제점 

야부지구에서도 근년 농업경영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악화되고 있 

다. 그 악화요인을 지적하면 @ 농가수의 감소，@ 농업 후계자의 결 

손，@ 경지의 점진적인 감소 및 두 지구의 상품작물의 고정화 등으 

로 집약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요인을 각 농가의 경영적 변 

화요소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표 4)는 1970년대 이후 야부지구의 전 · 겸업별 농가수와 경지규모 

별 농가수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농가수 

는 25년이란 기간 중에 173호에서 73호로 약 58%나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업농가 및 제 1종 겸업농가12)의 수는 

〈표 4} 야부지구의 전업 겸업벌， 규모벌 농가수의 변화(1970-1995년) 

전 · 겸업별 농가수 (호) 규모별 농가수 (호) 

제 l종 제2종 O.3ha 0.3- 0.5- 1.0- 2.0- 3.0ha 
연도 전업 

겸업 겸업 
합계 

미만 0.5ha 1.0ha 2.0ha 3.0ha 이상 
합계 

1970 47 38 88 173 62 0 44 36 18 I 0 160 

1975 31 30 62 123 29 1 21 27 30 117 

1980 22 36 45 103 17 17 36 18 11 i 100 

1985 26 19 51 96 19 16 32 25 0 95 

1990 30 20 32 82 0 15 29 8 2 0 54 

1995 24 13 36 73 0 12 29 6 2 0 49 

(자료 농업취락 카드 1995년) 

(주‘ 규모별 농가수의 합계에는 예외규정의 농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 겸업별 

농가수의 합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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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에서 37호로 5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2종 겸 

업농가13)의 수는 연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는 탈농현상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년 단위로 

본 변화에서는 1970~ 1975년 기간이 29%로 가장 감소율이 높게 나타 

난다 14)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탈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농가수입의 감소와 불안전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실례는 사탕수수와 파인애플의 생산농가를 통해 확 

인해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야부지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사탕수수 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단 

일경영의 농가들이 비교적 많았다. 그런데 저렴한 외국산 당류가 수 

입됨에 따라， 사탕수수의 톤당 가격은 해가 바뀌는 데에도 거의 상숭 

세를 타지 못하고 수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이 연속이 

었다. 그런 가운데 물가상숭에 따른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숭하였 

고， 결과적으로 농가수입은 현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표 5)에 

서 사탕수수의 톤당 가격을 확인해 보면， 1975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80년 이후부터 최근 15 ~ 16년 동안은 큰 변화없이 

20 ， OOO~ 21 ， 000엔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은 파인애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국내는 물론 오키나 

와현 내에도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아열대성 과일들이 대량으 

로 수입 · 유통되면서 판매가격은 해마다 떨어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12) 제 l종 겸업농가란 농업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겸업농가를 말한다(째趣 

縣， 1996: 8). 

13) 제2종 겸업농가란 농업소득을 부수입웬으로 하는 겸업농가를 말한다(때績 

縣， 1996: 8) 

14) 각 기간별 감소율을 보면， 1970-1975년간 29% , 1975 -1980년간 16%. 

1980-1985년간 7%. 1985-1990년간 15%. 1990-1995년간 11%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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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벌 사탕수수의 가격 변화 

연도 사탕수수 단가(엔/t) 연도 사탕수수 단가(엔/t) 

1974-1975 15000 1986-1987 21.470 

1975 -1976 16 100 1987-1988 20960 

1976-1977 17.100 1988-1989 20540 

1977-1978 18 .370 1989-1990 20540 

1978-1979 18.730 1990-1991 20540 

1979-1980 19 .350 1991-1992 20540 

1980-1981 20.820 1992 -1993 20540 

1081-1982 21.410 1993 -1994 20540 

1982 -1983 21.450 1994-1995 20 155 

1983-1984 21.470 1995 -1996 20965 

1984-1985 21.470 1996-1997 20101 

1985-1986 21.470 1997 -1998 ? 

(자료: 오키나와현 농림수산부. 1998년) 

특히， 파인애플 생산농가의 경우는 1990년 4월부터 실행된 수입자유 

화 조치와 더불어 더욱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었다(때觀뼈農林水塵部 

1996: 20). 

그렇다면， 실제로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생산에 의존하던 농가가 시 

기별로 어느 정도로 감소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입수 

된 통계에 의존하여 농산물 판매금액 부문별 l위의 농가수의 변화를 

보기로 한다(農業聚落카드 1995). 1970년에 농산물 판매금액 부문별 

I위를 차지했던 농가는 사탕수수에서 79호， 파인애플에서 32호로 전 

체 173호 중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15) 그러나 1985년 시점에서 같 

15) 이외에 비교척 많은 농가가 판매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부문은 .양돈업. 

으로 36호였다. 따라서 세 가지 부문(사탕수수， 파인애플. 양돈)에서 판매금 

액 l위를 차지하는 농가수는 147호나 되어 전체 농가수(173호)의 85%를 차 

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결국 이점은 단일 품목에 의존하는 농가가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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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건의 농가수는 사탕수수에서 54호， 파인애플에서 9호로 감소하 

였으며， 1995년 시점에서는 사탕수수에서 29호， 파인애플에서 2호로 

현격한감소를보였다.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농산물 판매금액 1위 부문을 차 

지하는 농가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점은 농업생 

산 연령층의 고령화에 따라 연금생활에 의존하는 농업인구가 증가한 

탓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각 

종 연금혜택도 탈농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 외에도 세 

대의 변화에 따른 가족수의 감소나 도시화에 따른 젊은 충의 농업기 

피 현상도 탈농을 가속화시킨 부차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경지규모별 농가수의 변화에서도 모든 농가층이 감소를 보이 

는 데， 특히 O.3ha 미만과 0.3 -0.5ha 소유 농가층이 농업경영에서 이 

탈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2ha 이상의 대규모 경지소유 

농가의 경우는 단 2호에 그칠 정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처럼 야부지구는 농가수나 경지규모에서도 특정 상품작물의 도 

입에 따른 산지형성의 효과나 새로운 차원에서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1995년 시점에 

한정시켰을 때 더욱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농업 후계자의 결손문제는 비단 야부지구의 문제만은 아니다. 젊은 

층의 농업 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농업경영의 구조 

적인 변화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 

용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So;a 1980: Bryant & 
]honston 1992) . 이와 같은 차원에서 추정해 볼 때， 야부지구 역시 농 

업 후계자의 결손현상으로 인해 대두되는 지역문제， 즉 전술했던 전 

통문화의 보전과 풍요로운 지역사회의 유지， 혹은 발전적 차원의 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런 배경도 농가수입의 불안전성을 여실 

히 반영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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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야부지 

구의 농업 후계자의 결손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은 〈표 6)의 청년회 

〈표 6) 야부지구의 청년회 회원의 속성 (1998년 8월 현재) 

회원의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근무처 기타 

약칭 (셰) (남/여) (취락명) 

1. A ~ 26 남 오시마 공무원/名護市 청년회장 

2 B " 24 여 하마 교원/ " 

3 C " 25 남 ” 사무원/ " 

4. D " 23 ” ” 토목업/ " 

5 E " 22 ” 오시마 농업/ " 

6 F " 21 ” 구고 토목업/ " 

7 G " 22 ” ” 건설업/ " 

8 H " 23 ” 오시마 토목업/ " 

9. 1 " 26 ” ” 공무원/伊江村 

10. J " 22 ” 하마 토목업/名護市 

11 K " 21 ” 구고 운수업/ " 

12. L " 22 ” ” 정비사/ " 

13. M " 24 ” 오시마 자유기고가/취락내 

14 N " 24 ” ” 공무원/名홉市 

15 0 " 27 여 ” 교 원/ " 

16. P " 22 ” 구고 전기업/ " 

17. Q " 22 ” ” 토목업/ " 

18. R " 23 여 가네쿠 사무원/ " 

19 S " 21 ” ” 학생/東京 

20 T " 25 ” 구고 교 원/ " 

21 U " 27 ” ” 간호부/취락내 

22 Y" 25 남 ” 1 간호부/名護市 
23 W" I 29 여 오시마 공무원/ " 

(자료 1998년 8월 9일. 청년회장으로부터의 청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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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속성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1998년 8월 현재 야부지구의 청년회 회원은 대략 30명 정도이나， 

그 중 최근 지구내의 여러 행사에 꾸준히 참가하는 회원은 23명이 

다 16) 현재 이들의 직업구성올 보면， 대부분은 나고시를 주축으로 인 

근지역 내에서의 공무원 동 안정적 근무직이 주를 이루며， 농업에 종 

사하는 회원은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들 전부가 장 · 노년 

층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직업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농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 보 

인다 

그렇기 때문에， 야부지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업 후계자인 청년층 

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청 · 장 · 노년충 사이에서 최대한의 의견조율을 바탕 

으로 「도시-농촌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이 「도시 농촌형 프로그램」은 잠정적으로 청년층이 현재의 직 

업을 유지하면서도 공 · 휴일에는 거주지 내에서 농업활동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연령충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과 

제는 경지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경지임대 및 활용계획， 영농의 

식에 따른 농업교육， 새로운 상품작물의 도입과 판매망의 구축 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육성농가(농업활동에 참가하는 젊은 

충)를 하나의 해으로， 전산화에 의한 종합정보센터의 운영문제도 신 

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지의 점진적인 감소와 두 지구 상품작물의 고정화 

문제는 앞서 논술한 문제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미 택지주변 

16) 여성 청년회원은 7명이나 주로 풍년제 (8월 오도리) 둥 전통무용 행사에만 참 

석하며， 야부지구 내의 공동작업이나 동지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 둥에는 참 

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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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구롱 · 산지주변지구의 토지이용 변화를 살펴보았듯이， 두 지 

구 중 택지주변지구에서는 단계적인 택지화의 경향으로 경지가 감소 

하고 있으며， 구릉 - 산지주변지구에서는 경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의 1~2종의 농작물에 의존하는 조방적인 경지이용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현단계에서는 택지주변지구에서의 소채류 및 화목 · 

화훼류 생산， 그리고 구롱 · 산지주변지구에서의 사탕수수나 파인애 

플 생산체제가 정착화 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점은 노동력의 분배나 

상품성 가치에 따른 농가수익을 전제로 할 때. 지구별 경지이용의 고 

정화는 현명한 판단으로 보일 수도 었다. 

그러나， <표 7)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적으로 경지면적이 감소 

하는 추세 속에서 소채류나 화목 · 화훼류의 생산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사탕수수의 생산은 해마다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구별 작물선택과 경지이용에 따 

른 농가경영의 비합리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환언하면， 

소채류나 화목 · 화훼류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각 농가는 취락주변 지 

구에서 생산규모의 적정선을 유지하거나 혹은 확대하는 일은 불가능 

〈표 7) 야부지구의 작물생산에 따른 수확면적의 변화(1970-1995년) 

연도 경지 작 물 종 류 별 수 확 면 적 (a) 

면척 벼 저류 사탕 소채류 화빼류 사료용 
(a) 7 /A-/1‘- 화목류 작물 

기타 합계 

1970 14.290 110 0 5970 940 0 0 630 7650 

1975 9.640 0 205 3 691 389 0 67 4355 

1980 9167 0 43 5006 319 59 0 0 5427 

1985 7,503 0 187 4.705 737 155 37 32 5 853 

1990 4827 0 10 2.926 585 173 0 0 3694 

1995 3970 100 16 1 536 681 176 100 0 2609 

(자료: 1995년도 농업취락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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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구 

롱 · 산지주변지구에서의 생산규모의 확대는 토질문제를 비롯한 재배 

과정에서의 노동력 투하 등 생산비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뒤따른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소채류의 생산이 대부분 노년층 

에 의해 전담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지면적의 변화에 따른 작물선택과 

효율적인 경지이용 문제가 특히 고령화된 농가에서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채류의 생산과 노년충 농가의 농업 

수입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주변지구의 경지면적의 감소문 

제는 조만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 지적 할 수 있다. 

5. 결론을대신하여 

본 연구는 도시적 · 농촌적 성격이 공존하는 소지역 단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지역개발이란 측면에서 토지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이용 

과 농업경영의 실태변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지금까지 오키 

나와현 나고시 야부지구를 대상으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개발과 관련되어 야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방향성을 시사하 

는 것으로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로， 메이지 시대 말기부터 최근까지 야부지구 내에서 행해진 

주요 토지정비 관련사업은 6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서도 대규모 사업은 1899-1903년간에 걸친 야부지구 토지정리사업 

과 1979-1985년간에 실행된 나가시지 지구 농지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업은 시기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에 

각각 행해졌다는 점에서 대비되며. 오늘날 야부지구 농가의 경지소유 

구조나 동지구내의 경지이용유형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 

다는점에서 주목된다. 

둘째로， 근년 야부지구의 토지이용은 196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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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60년대 이전은 야부지구 대부분의 경지가 주로 쌀생산을 

위한 논이었는데 반해， 그 이후에 사탕수수 생산을 위한 밭으로 대대 

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국내산 사탕수수 보호 

정책이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현시점에서도 매년 일정수준의 톤당 

가격책정을 통해 적정 생산량의 유지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산 

사탕수수의 보호정책은 결과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나가서지(長節山 

原) 지구의 비효율적인 경지이용 체계를 낳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의 사탕수수 보호정책의 변화는 야부지구 전체의 

토지이용 체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야부지구에서는 경지면적의 감소화， 농업인구의 노년화， 

젊은 세대의 탈농화 퉁이 지속된 결과 개별 농가의 농업형태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핵심적 상품작물이었던 사탕수수의 생산은 

크게 줄어들고. 주로 소채류나 화훼 -화목류의 생산에 의존하는 노년 

층 농가들만 남게 되었다. 

셋째로， 야부지구의 농업경영의 변화요인은 농가수의 감소， 농업 

후계자의 결손， 경지의 점진적인 감소 및 지구별 상품작물의 고정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요인의 등장은 야부지구가 시지역이라 

는 지리적 · 제도적(행정적) 측면과 사회활동과 생활기반이라는 사회 

적 · 경제적 측면이 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앞으로 

도 이들 요인은 야부지구의 지역적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 

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세 가지 요인의 계속적 

인 감소는 오늘날까지 야부지구가 지니고 었던 도시적 · 농촌적 성격 

이란 공간적 이점을 더욱 약화시키고， 내 · 외부적 조건의 개입에 의 

해 개발의 논리를 타당화 시킬 수 있는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넷째로， 야부지구의 전통문화에 대한 보전문제와 지역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능성은 앞으로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제로 보았 

을 때， 청년층과 장 · 노년충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식과 사고(思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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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의 전통문 

화에 대한 새로운 명가와 해석과정은 앞으로 야부지구의 변화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시점에서 

의 전통문화에 대한 평가와 해석작업은 청년층 의견만이 수렴된 독단 

적 결정은 아닐지라도， 젊은 층의 사고와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충분 

히 반영된 것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합의가 도출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보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단，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나 해석과정에서는 원형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야부지구와 유 

사한 성격의 여러 지역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동시에， 청 · 장 · 노 

년층 사이의 의견교환과 수렴과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것 

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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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Conditions and Prospect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in Yabu District ofNago City, Okinawa 

-Focused on the process ofland rearrangement and the 

qualitative changes of굶rm management-

Jeong Kwang Joong 

This research inv뼈gates the re뼈t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in Yabu 

Distriα which has the charaαeristics of both countty and 디ty. There똥arch 

examines the changes of land use and agricultural m때agement caused by 

the land rearrangement projects in the small area. The findings are 

summarized like the followings. 

First, the m매or land-rearrangement plan can be di띠ded into 6 projects, 
which have been done in Yabu since the late Meiji era. The two largest

없led projects of them were “나nd Reform" in Yabu from 1899 until1903 

and “Agricultural Land Reclamation" in Nagashiji from 1979 un버 1985. 

The two projects conσibute to the transformations of the ownership and 

the cultivating paπemin Yabu. 

Second, the way to utilize land changed profoundly in the early 1960s. 

Mostp와ts of the cultivated land in Yabu had been a paddy fìeld before the 

early 1960s. Since then, however, the paddy field has changed into a 

sugarcane fìeld. This change has been related to the protection p이icy ofthe 

govemment for domestic sugarcanes. The govemment is now σymg to 

keep the product at a optimum supply by fì피ng a adequate price per ton on 

야le sugarcane product every year. 

Third, the changes of farm management in Yabu have reflected on 버e 

decrease of farm households, the shortage of successors of farm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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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l decrease of cultivated lands, and the fìxation of commercial σops. 

These results can make the coexistence of country and city out of balance, 
and may be the r않sons for developing the faπ파19 area into a city if mixed 

with other intemal and extemal conditions. 

Fourth, with the development it will be difficult to conserve the 

πaditional culture because thinking ways and attitudes are different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디ve changes of the 

original culture will be inevitable. But the traditional culture can be 

conserved for a long time if young people' s life style and their 냐llnking 

paπerns are reflected in the evaluation 뻐d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α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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