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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for the promotion council to make rehabilitation community 

development plan with rural villages to continue community development is investigated in Ota-district, which is affected by chuetu 

earthquake. Initially, Ota-district made the acting contents of the plan based on the village's request, which is considered resident 

life and problems in village. Next, Ota-district made the vision of plan based on the acting contents. This plan procedure has been 

effective to compliment the village community facilities and running on village event, in addition to setting the village's community 

to continue to manage community facilities and event. As a result, this way has helped good management of village event using the 

facilities and interchanging among residents. Also, the use of acting contents by request of the promotion council and village's 

community, while respecting both, has been effective in that the promotion council assists the village event after the rehabilitation 

community development plan is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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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개발정책에서 패러

다임의 변화가 있었고,2) 이것이 반영된 농촌개발사업(=

개발사업)에서도 추진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 변화에 대

한 핵심 내용은 ‘농촌지역 특성을 활용한 개발’(=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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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①), ‘주민 참여 중시 및 주민 중심의 상향식 개발’(=

추진방향②), ‘시설개발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소프트사업

(주민역량강화, 지역혁신체계구축 등)의 도입’(=추진방향

③)을 포함하고 있다(김두환, 2013). 주민 참여 및 주도(=

추진방향①), 추진체계 구축(=추진방향③)의 관점에서 농

촌개발사업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지역(=마을, 여러 마

을로 형성된 권역, 면, 군, 시 등의 단위)가꾸기를 스스

로 추진해 나가는 ‘활동의 지속과 이것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이 시도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민 참여 및 지



김두환

농촌계획, 제19권 제3호, 2013년90

역 주도를 통한 농촌 지역 가꾸기가 시행되었다3). 한편, 

일본은 1970년대부터 주민 참여의 지역 가꾸기가 시행

되어왔고4)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지역 가꾸기의 초기 

단계 혹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5).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은 농

촌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가꾸기를 시작하는 기

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6). 실제로 마을단

위의 다양한 농촌개발사업과 권역단위사업을 통하여 많

은 지역이 지역 가꾸기를 추진했다7). 하지만 농촌개발사

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지역 가꾸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은 실정이고 실태 파악도 

부족한 실정이다8).

한국에서는 마을, 면, 군, 복수의 마을로 형성된 권역 

즉 개발 단위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다9).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후에는 지역을 개발하는 단위의 

측면(=생활환경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위한 권역론

적인 발상)보다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

협력하여 지역을 가꾸어나가는 측면(=통합적 농어촌 개

발의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10).

여러 주체가 연계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필자는 농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축인 추진주체(추진위원회, 개인 

리더, NPO(김두환, 2012) 등)가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

체와 연계하여 계속해서 활동을 추진해나가는 것에 주목

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는 형

태 중에서 특히 마을과 마을이 연계해 나가는 것에 대해

서는 한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현재, 권역단위사업

으로 통합)을 주목해왔다(김두환, 2013). 농촌마을종합개

발 사업을 완료하여 약 3년이 지난 2004년, 2005년 시행 

권역을 대상으로 참고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 후

에도 계속하여 지역 가꾸기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金斗煥·山崎寿一, 2012), 유효한 

연구 대상 지역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 그리하여 지역 

가꾸기에 대한 경험이 한국보다 빠른 일본으로 눈을 돌

려 추진주체와 마을 연계를 통한 지역 가꾸기의 사례를 

찾고자 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 가꾸기를 시행해왔고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

다. 현재 일본의 지역 활성화에 관한 정부 부처는 ‘도시 

재생 본부’, ‘구조 개혁 특별 구역 추진 본부’, ‘지역 재

생 본부’,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 ‘종합 특별 구역 추

진 본부’가 있다.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향한 전략을 일

원화하여 입안하고 추진하는 체제를 만들어 유기적, 통

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위의 다섯 부처가 연계한 

‘지역 활성화 통합 회의’와 ‘지역 활성화 통합 사무국’이 

2007년에 설치되었다. 

종합 특별 구역 추진 본부는 지역의 포괄적, 전략적 

개발에 대응한 종합적 정책(규제 및 제도의 특례, 재정 

금융 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특구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종합 특구는 ‘국제전략 통합 특구’, ‘지역 활

성화 통합 특구’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 대상 지역이 

속하는 니가타 현, 나가오카 시는 2004년 10월에 발생한 

니가타 츄에츠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지

진 후 부흥 기금으로 설립된 ‘산 생활 재생 기구’가 ‘지

진 후 지속적 창조적 지역 가꾸기’를 지원해왔다. 이러

한 성과가 평가되어서 2012년 2월에 ‘지속 가능한 중산

간 지역을 지향하는 자립적 지역 커뮤니티 창조 특구’로 

지정되었다(Figure 3).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오오타 지

구는 이 특구에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나가오카 시의 중산간 지역은 지속가능한 중

산간 지역에 관한 연구 대상지역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

이다. 지역 커뮤니티 창조 특구 해당 지역 중 오오타 지

구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

오타 지구는 지진 후 피해 지역 복구와 부흥을 위해 마

련된 ‘부흥 기금’의 여러 사업 중, ‘지역 부흥 디자인 책

정사업11)’을 활용하여 ‘오오타 지구 부흥·활성 협의회(=

이하, 부흥·활성 협의회)’를 설립하여, 부흥·활성 협의회

와 오오타 지구를 구성하는 세 마을의 자치회와 협력하

여 지진 후의 지역 가꾸기(=이하, 부흥·지역 가꾸기)를 

시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여기서 오오타 지구는「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을 

만드는 데 3년(2009년 4월∼2012년 3월)이나 걸렸고, 그 

후 일 년 동안(2012년 3월∼2013년 3월)에 계획 내용(=

활동)을 시행한12) 후에도 각 마을이 계속해서 마을 가꾸

기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오오타 

지구는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

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을 규명하는 것으로 추진 주

체와 마을 자치회가 협력해서 지역 가꾸기를 해가는 방

법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로 오오타 지구를 연구 대상 지역

으로 선정하여 첫째, 지진 전 오오타 지구의 지역 가꾸

기 실태를 파악한 후, 지진 후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을 위하여 부흥·활성 협의회와 각 마을 자치회가 어

떻게 연계하였는지 즉,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자치회

와의 연계를 통한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 방법을 

밝히고자 했다(=연구 과제①). 둘째,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 내용(=활동)의 실천·실태를 파악한 후, 계속해서 지

역 가꾸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즉, 부흥·지역 가

꾸기 계획 실천 후의 지속적인 지역 가꾸기 실태를 밝히

고자 했다(=연구 과제②). 마지막으로 연구 과제①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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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구 목적 및 시점

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①(=부흥·지역 가꾸기 계

획안 책정을 위한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자치회의 연

계 방법)이 어떠한 측면에서 연구 결과②(=가꾸기 계획 

실천 후의 지속적인 지역 가꾸기)에 효과가 있었는지(=

영향)를 밝히고자 했다(=연구 과제③).

2. 연구방법

연구 과제①과 연구 과제②를 밝히고자 2013년 6월

(예비 조사:1주일)과 7월(본 조사:2주일)에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

예비조사에서 오오타 지구의 부흥·지역 가꾸기 과정을 

시계열로 파악 가능한 자료를 4개 발견했다. 첫 번째 자

료는 「창조적 부흥을 위한 오오타 지구 주민의 사업 

계획-2009∼2012년-(오오타 지구, 2009)」, 두 번째 자료

는「오오타 지구 부흥·지역 가꾸기 기본 구상(오오타 지

구 부흥·활성 협의회, 2011)」, 세 번째 자료는 「2010년

도 오오타 지구 부흥 디자인 책정사업 보고서(오오타 지

구 부흥·활성화 협의회, 2011)」, 네 번째 자료는 「오오

타 지구 부흥 다자인 책정 계획서 및 부흥 디자인 책정 

보고서(오오타 지구 부흥·활성화 협의회, 2012)」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을 

위한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자치회 사이의 연계 방법

(=연구 과제①)을 밝히고자 계획안 책정 과정에서 어떠

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하여 계획안 책정을 완료했는지에 대하여 심층 면접 조

사를 시행했다. 또한,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 실천 후의 

지속적인 지역 가꾸기 실태(=연구 과제②)를 밝히고자 

심층 면접 조사와 마을 활동 참여·관찰을 통하여 조사를 

시행했다.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는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흥·활성 협의

회 대표와 당시의 각 마을 대표이다. 각 대표를 대상으

로 실시한 면접조사 내용을 횡단적으로 검토하여 면접조

사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 착안점

츄에츠 대지진(2004년 발생), 노토반도 지진(2007년 발

생), 동일본 대지진(2011년 발생)은 과소화 농촌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지진 후 부흥·지역 가꾸기에 관한 연

구 중 부흥·지역 가꾸기를 시행한 후에도 지역의 여러 

주체가 연계하여 계속해서 지역 가꾸기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미츠하시(三橋)는 나가오카시 오구니 마치(小国町)를 

사례로 지진 전에서부터 시행해온 지역 가꾸기 활동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부흥·지역 가꾸기(三橋, 2005)와 행

정기관과 마을의 협동을 통한 부흥·지역 가꾸기의 방법

(三橋, 2007), 타구치(田口, 2011)와 아베(阿部, 2011)는 

부흥·지역 가꾸기에서 인적 지원의 관점에서 중산간 지

역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부흥 지원인의 역할, 이나가키

(稲垣)와 카미무라(上村)는 주민 주체의 지속가능한 사

회의 방법 구축을 위한 지원 방법(稲垣와上村, 2011), 키

무라 등(木村, 2011)은 새로운 외부 사람(간호 학생)과 

마을과의 관계, 야마자키 등(山崎등 2011)은 부흥·공영 

주택 입주자와 마을과의 관계를 통한 부흥·공영 주택 고

령자의 지속적인 생활환경 구축, 히로타(広田, 20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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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성 : 필자

Figure 2  니가타 현의 시·정·촌과 나가오카 시.
출처: 나가오카 시 지형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Figure 3  나가오카 시의 지형과 오오타 지구의 위치.

동일본 대지진 후 주택 재건과 토지이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를 단위로 한 주민참가, 경관계획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키무라(上村, 2011), 나카가와와 야마자키(中川와

山崎, 2010), 이나가키는(稲垣, 2011)는 지진 후 마을 주

민, 특히 고령자가 계속해서 거주해 나가는 거주 지속, 

이시즈카와 사와다는(石塚와澤田, 2011) 는 지진 후의 고

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활

성화 관점보다는 마을에 생활하는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람을 느끼며 지속해서 생활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연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선행 연구가 있지만, 부

흥·지역 가꾸기에서 특히 추진주체와 마을자치회 사이의 

연계에 주목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II. 오오타 지구의 개요

니가타 현은 일본 열도의 서쪽 바다에 접하고 있다. 

니가타 현의 서부는 평야 지대이고, 동부와 남부는 산간 

지역이다. 니가타 현은 남쪽에서부터 죠에츠(上越) 지역, 

츄에츠(中越) 지역, 카에츠(下越) 지역으로 구분된다

(Figure 2). 죠에츠 지역의 중심도시는 죠에츠 시(上越下

市), 츄에츠 지역의 중심도시는 나가오카 시(長岡市), 카

에츠 지역의 중심도시는 니가타 시(新潟市)이다. 니가타 

시는 니가타 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나가오카 시는 

니가타 시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오오타 지구는 나가오카 시 동부에 위치하며 표고 

500m의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지역에 있다(Figure 3). 오

오타 지구는 니고리사와 마을, 요모기히라 마을, 타케노

코치 마을로 구성된다. 각 마을이 오오타 강을 따라 형

성되어 있다. 오오타 지구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지

역이어서 니가타 현에 의하여 ‘토사재해경계구역’, ‘눈사

태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오오타 지구는 2004년 9

월에 발생한 츄에츠 대지진으로 주택 붕괴와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오오타 지구는 나가오카 시에서 약 15km 거리에 있

다. 나가오카 시의 도심에서 오오타 지구까지는 차로 약 

25분이 걸리며 도심과는 비교적 가깝다. 고속도로 IC까

지 15분 정도 걸리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하지

만 겨울이 되면 엄청난 눈으로 인하여 나가오카 시로 출

근, 통학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오오타 지구는 나가오

카 시에서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오오타 지구에서 나가오카 시로 많이 이동하였다. 그 결

과 오오타 지구의 인구와 가구 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2013년 7월 현재, 오오타 지구의 인구는 233명, 가구 

수는 117호이다. 고령자율은 54.5%(126명)이다. 독거노인

이 20명,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28호 36명,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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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부
회

활동
개최 
월

2012년도 시행 내용
참가자
수

활동사진
사진 출처: 오오타 지구 커뮤니티 추진협의회

지
역 
부
회

버스 견학 여행 6 앵두 따기 체험 및 온천 여행 28

사진1 커뮤니티 센터 
축제

사진2 건강 요리 교실

건강 강좌 6 당뇨병 예방 22

교통 안전 교실 7 십자로 회와 동시 개최 45

민요 참가 8 나가오카 시 축제 전야제 민요 참가 28

커뮤니티 센터 축제 10 쌀 주먹밥, 국 만들기, 1일 장터 등 300

건강 요리 교실 10 야채를 사용한 균형 잡힌 식단 22

볼링 대회 2 운동 부족, 스트레스 해소 36

복
지 
부
회

식사 서비스 2 식사 및 점심 택배 월2회 개최 411

사진3 지구 차실 공간
(니고리사와)

사진4 남성 요리 교실

꽃 구경 식사회 5 사루쿠라 산의 너도 밤나무 숲 37
지구 경로회 9 장수 기원, 학교 아동 참가 교류 56
간병 및 예방 강좌 10  - -
짚풀 끈 만들기 12 전통 전승 12
차실 공간 1-3 각 마을 별 3회 62
남성 요리 교실 2 프랑스 요리 등 21
지역 네트워크 연중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 -
자원봉사 뱅크 연중 고령자의 안부 확인 등 -

교
육
부
회

꽃 심기 운동 기간 5 니고리사와 길 주변 꽃 심기 33

사진5 추석 무용
(요모기히라)

사진6 가을 자연 산책

칠월칠석 축제 7 그림 엽서 만들기 등 30
추석 무용 8 니고리사와, 요모기히라, 타케노코치 350
가을 자연 산책 10 카네쿠라 산 산책, 콩 굽기 등 41
부자 요리 교실 11 부모 자식이 즐기며 요리 만들기 41
크리스마스 축제 12 레크레이션 및 케이크 만들기 24
사이노 카미(賽の神주1))
행사

1 전통행사 계승 180

지구 전승 2 눈 축제(눈 집 만들기, 전통 썰매 등) 28
출처 : 오오타 지구 커뮤니티 추진 위원회, 2013. 표 작성: 필자
주1)사이노 카미(賽の神)라는 전통행사는 설날에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문에 걸어두었던 전통 장식품을 모아서 그해 
겨울에 마을에서 모아서 태우며 마을 주민의 무병장수를 기리는 전통행사이다.

Table 1 2012년도 오오타 지구 커뮤니티 추진협의회의 활동 내용

이 불편하여 외출이 힘든 고령자가 31명(약 23%),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자가 15명(약 11%)이다. 오오타 지구에 

어린이는 초등학생이 1명, 취학 전 아동이 2명밖에 없다. 

(오오타커뮤니티센터, 2013)

오오타 지구의 마을에 대한 과소화 현황은 오오타 지

구의 마을 특성과 발전 과제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II. 지진 전 오오타 지구의 지역 가꾸기 

활동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1956~1981년에 걸친 행정 

구역의 통합(=쇼와합병(昭和合併))으로 행정구역(=市·町·

村)의 수가 9,868에서 3,472로 감소했다. 또한, 1996~2006

년에 걸친 행정 구역의 통합(=헤이세이 합병(平成合併))

으로 행정구역의 수가 3,234에서 1,821로 감소했다. 현재

의 오오타 지구는 1970년대 쇼와 합병으로 니고리사와 

마을, 요모기히라 마을, 타케노코치 마을을 묶어서 오오

타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 자치회가 연합한 

‘오오타 지구 마을 연합회(=이하, 마을 연합회)’가 만들

어졌다. 마을 연합회는 오오타 지구를 단위로 하는 행정 

말단 조직이다. 

오오타 지구에는 ‘오오타 지구 커뮤니티 센터(=이하, 

커뮤니티 센터)’가 니고리사와 마을과 요모리히라 마을

의 경계에 있다(Figure 4-⑧). 커뮤니티 센터 옆에는 ‘오

오타 초·중학교’ 가 있다(Figure 4-⑦). 커뮤니티 센터에

는 ‘오오타 커뮤니티 추진협의회(=이하, 커뮤니티 추진협

의회)’가 있다. 커뮤니티 추진협의회에는 ‘지역 부회’, 

‘복지 부회’, ‘교육 부회’ 라는 전문 부회가 있다. 

커뮤니티 추진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2명, 간사 5명, 

회계·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전문 부회는 각각 부장, 부 

부장을 포함하여 약 6명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 추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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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출처: 구글 어스, 사진 출처: 현지조사에서 필자 촬영, 그림 작성: 필자
①~⑤니고리사와의 신사, ⑥지진 후 재건한 니고리사와의 집회소, ⑦오오타 초중학교, ⑧오오타 커뮤니티 센터, ⑨⑩요모기히라의 신사, 

⑪요모기히라 온천 숙박시설의 모습, ⑫요모기히라의 석불, ⑬지진 후 재건한 타케노코치의 죽산관, ⑭지진 후 재건한 타케노코치
의 와지 공방, ⑮지진 후 재건한 타케노코치의 신사와 집회소, ⑯지진 후 운영하고 있는 타케노코치의 공동농원, ⑰지진 후 시행
하고 있는 타케노코치 폭포 축제의 모습

Figure 4  오오타 지구의 마을과 공간 구성 및 지진 후 마을 생활환경 시설의 복구 실태.

의회의 사무국은 커뮤니티 센터이고, 커뮤니티 센터는 

센터장, 각 전문 부회의 담당 간사3명으로 구성된다. 

각 전문 부회의 활동 내용을 보면, 지역 부회는 커뮤

니티 센터 축제, 건강 요리 서비스 등, 복지 부회는 식사 

서비스, 지구 경로회 등, 교육 부회는 꽃 심기 운동, 추

석 무용, 가을 자연 산책 등의 활동을 시행해 왔다(Table 

1). 

이처럼 지진 전 오오타 지구는 커뮤니티 추진협의회

와 커뮤니티 센터가 연계하여 지역 가꾸기 활동을 시행

해 왔다.

IV. 마을별 과소화 실태, 지진 피해 복구 

현황과 마을 발전 과제 

과소화 고령화 지역에 발생한 지진은 피해 지역의 과

소화 고령화를 더욱 가속하므로 지진 후 마을별 과소화 

실태와 피해 복구 현황을 같이 고려하여 마을 발전 방향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니고리사와 마을의 과소화 실태와 지진 피해 복구 현황 

니고리사와에는 큰 인구 감소가 3번 있었다. 1980년에 

토사 붕괴로 약 20가구가 다른 마을로 집단으로 이전했

다. 2003년에 마을을 통과하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려

고 약 10가구가 토지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

다. 지진 전 2004년 니고리사와의 가구 수는 75호였다. 

지진 후 약 40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28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니고리사와 마을 자치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니고리사와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로 마을행사, 마을환경 보전, 생활환경 유지(특히,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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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에 관한 활동을 마을 주민의 힘만으로 시행하

기 힘든 실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고령자가 안심하고, 계

속해서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니고리사와에는 신사가 다섯 곳이 있고(=Figure 4-①~

⑤), 마을 주민들과 마을 출신자의 기부금과 신사 운영

을 위한 자산으로 지진 피해를 당한 부분을 수리했다. 

니고리사와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마을 집회소가 소실

되었다. 부흥 기금의 사업으로 집회소(2층 건물=Figure 

4-⑥)를 재건했다. 집회소는 지진, 산사태, 홍수 등 재해 

시에 임시 피난 장소로 사용하고자 고령자가 장기간 거

주할 수 있도록 일본 전통 형식의 방(=타타미 방), 주방, 

욕실,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욕실을 설치한 

또 다른 이유는 마을 출신자가 마을에 귀성했을 때 집회

소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다. 

2. 요모기히라 마을의 과소화 실태와 지진 피해 복구 현황 

요모기히라의 지진 전 가구 수는 135호이었지만, 지진 

후 현재 81가구로 감소했다. 요모기히라도 니고리사와처

럼 인구감소와 고령자문제가 심각하다. 요모기히라는 요

모기히라 온천(=Figure 4-⑪)과 이곳을 운영하는 온천 여

관 세 곳으로 구성된 ‘요모기히라 관광협회’가 있다. 요

모기히라 온천에는 오오타 지구의 주민 약20명을 포함하

여 약 2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요모기히라의 활성화를 위

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요모기히라 마을 자치회 회장

의 말에 따르면 요모기히라 관광협회와 마을이 연계하여 

요모기히라와 오오타 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한다.

요모기히라는 니고리사와에 비하여 생활환경 시설의 

피해는 적었다. 산속에 있는 석불들이 넘어진 피해가 복

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3. 타케노코치 마을의 과소화 실태와 지진 피해 복구 현황 

1960년대 타케노코치의 가구 수는 약 50호이었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04년에는 가구 수가 1호로 감

소했다. 지진 후에는 10호가 다른 마을로 이전하여 현재 

1가구만이 거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타케노코치는 정

주 마을의 역할은 다했다. 지진 후 마을 자치회를 해산

했고 대신하여 타케노코치 출신자가 ‘마호로 모임13)’이

라는 타케노코치를 대표하는 임의 단체를 조직했다. 마

호로 모임이 주축이 되어서 마을 출신자와 같이 지진 후 

마을 복구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주민 개인에 의한 복구도 있었다. 타케노코치에

서 지진 전에 살던 주민 중에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고 작품을 공

모전에도 출품하고 있다. 개인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진 후 타케노코치에 죽산관(竹山

館=Figure 4-⑬)이라는 전시장을 만들었다. 또한, 지진 전

에 타케노코치에는 마을 출신자가 타케노코치에서 일본 

전통 종이(=와지(和紙))를 만드는 와지 공방을 운영했다. 

지진 후 와지 공방을 재건했다(=Figure 4-⑭).

타케노코치에는 신사가 하나 있었지만 지진으로 무너

졌다. 해산하기 전 마을 자치회와 마을 출신자의 기부금

과 부흥 기금의 사업을 활용하여 신사를 재건했다. 신사

만 재건 한 것이 아니라 집회소(2층)를 겸한 신사 관리

소(1층)도 신사 옆에 새로 만들었다(=Figure 4-⑮). 뒤에

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집회소를 겸한 신사관리소를 

새로 만든 이유는 이곳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마을 

출신자들이 지진 후에도 교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마호로 모임은 2013년 3월에 ‘타케노코치 동우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마을 행사와 지진 후 새로운 활동

(=공동 농원 관리·운영(=Figure 4-⑯), 메밀 축제, 폭포  

축제(=Figure 4-⑰) 등)을 시행하며 출신자 사이의 교류

를 지속해 오고 있다. 타케노코치 동우회 대표의 말에 

따르면 타케노코치 출신자가 계속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가능한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오오타 지구는 과소화와 고령화라는 문제를 

공통 과제로 가지고 있지만, 마을별 과제는 제각기 다르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V. 지진 후 오오타 지구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 과정

1. 2009년-오오타 지구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의 시작

과 추진 체제 구축

2009년 4월에 츄에츠 대지진 이후 창조적인 부흥을 

위하여 오오타 지구 주민이 시행하는 ‘지역 커뮤니티 재

생’, ‘지속 가능한 지역 가꾸기’등에 관한 활동을 행정

(나가오카 시), (사)산의 생활 재생 기구, 마을 자치회,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오오타 지구 부흥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조직(안)(=가칭: 지역부흥 지원센터 오오타 지구 서치라

이트)’이 구성되었다. 2009년 12월에 커뮤니티센터에서 

회의를 열어서 「창조적 부흥을 위한 오오타 지구 주민

의 사업계획(안)2009∼2012년(=이하, 부흥 플랜)」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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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구분
번호

활동 내용 활동의 구체적 내용

안심·안전 활
력 있는 생활 

가꾸기

(1)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고령자, 신체장
애자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활동 

―고령자, 신체장애자의 방문을 통한 삶의 보람을 느끼는 활동

(2)
○오오타 지구 안의 위험 장소에 대비
한 안전 확보 활동

―간판 설치 등 안전 대책

(3) ○동계 제설 체제 준비를 위한 활동 ―눈 체험 이벤트 개최, 제설 자원봉사 조직 등

(4) ○방제에 관한 활동
―평일 젊은이 들이 집에 없을 때를 대비한 고령자 방제 피난 
체제 정비

(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 ―오오타 커뮤니티센터, 마을자치회 활동 충실 등

동산의 매력
을 느끼는 
경관 가꾸기

(6) ○식물 군생지 보전·활용 활동 ―너도 밤나무 군, 큰잎 제비꽃 등의 군생지 보전활동

(7) ○논밭의 보전·활용 활동 ―경작 포기지의 황폐화 방지, 경관 보전 활동

(8) ○녹음과 꽃이 가득한 고향 가꾸기 ―도로와 빈 집터 주변에 꽃을 심는 활동

(9) ○아름다운 길 보전 활동 ―도로 청소 및 관련 이벤트 등

(10) ○아름다운 오오타 강 보전 활동 ―오오타 강 청소 및 관련 이벤트 등

(11) ○용천수 이용에 관한 활동 ―지진으로 인해 수맥이 바뀐 용천수 정비 및 관리 지도 작성

(12) ○반딧불이 고향 가꾸기 활동 ―반딧불이가 사는 오오타 강 정비 등

정이 넘치는 
교류 가꾸기

(13) ○전통행사 계승 활동 ―賽の神, 추석 무용, 백팔등(百八灯), 수확제 등

(14) ○마을 역사 조사 보전·활용 활동 ―비석, 석불 등과 관련한 이야기 보전 등

(15)
○민예, 전통 무용·노래 등 전통예능 전
승

―계승자의 육성 등

(16) ○전승자 육성에 관한 활동 ―오오타 지구의 역사에 정통한 주민의 활용 등

(17) ○전통 행사 활용 주민 교류 촉진 ―오오타 지구 전통 행사를 통한 주민 교류 등

(18) ○자연을 이용한 주민 교류 촉진 ―산채, 버섯, 전통 쌀 건조, 산책로를 이용한 교류 촉진 활동

(19) ○지역 역사를 이용한 교류 촉진 ―유적 산책 맵 작성 및 코스 정비 

(20) ○관광과 연계한 교류 촉진 ―온천시설 연계 활동, 외부 사람을 대접하는 지역가꾸기 활동

(21) ○휴경지를 활용한 교류 촉진 ―밭을 이용한 야채 재배 체험 교실 등

(22) ○눈을 이용한 교류 촉진 ―눈 축제 개최 등

(23) ○오오타 초중학교와 연계한 교류 촉진 ―학교 행사와 연계한 활동 등

(24) ○인터넷을 활용한 교류 촉진 ―블로그 작성 운용, 메일 매거진 발행 등

(25) ○오오타 팬 네트워크 만들기 활동
―오오타 지구 출신자 등에게 지역 활동 정보 제공, 자원봉사 
등록제의 정비

특산물을 
활용한 
활성화

(26)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생산 촉진 ―논밭 오너 제도

(27) ○농산물, 산채 등의 판로 확대 ―직판장 설치, 직판 그룹 형성, 생산 가공 정비 체제 등

(28) ○농업을 통한 교류 활동 ―지역 밖 주민과 연계한 협동 농작업의 사업화 등

(29) ○음식을 통한 교류 활동 ―향토 요리를 이용한 이벤트, 요리교실, 레시피 개발 등

지진체험과 
창조적 부흥
에 관한 활동

(30)
○‘츄에츠 대지진 오오타 아카이브’ 정
비 활동

―위령 공원 정비, 재해 기록 등의 부흥 기록 정비·전시 등

(31) ○‘오오타 활력’ 발신 활동 ―부흥 기록 정비, 지역과 주민활동 소개, 이벤트 정보 발신

그 외

(32)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각 마을자치회에서 부흥기금의 ‘지역 부흥 지원 사업(=지역부흥 디자인 책정 
사업, 지역 부흥 디자인 선도사업 지원)등에 관한 활동

(33)
○오오타 지구 주민이 조직하는 ‘부흥 활동 단체’는 각 마을자치회의 활동을 보완, 지구 활동을 기획 운
영, 코디네이터 등 중심적 역할을 함

(34)
○오오타 지구 주민이 조직하는 ‘부흥 활동 단체’는 게이트 기능을 하는 창구로 지역 외 주민, 관계 기
관, 단체등과 네트워크 구축, 협동 추진에 관한 활동을 시행 함

출처 :오오타 지구 마을 자치회, 2009. 표 작성: 필자

Table 2 창조적 부흥을 위한 오오타 기구 주민의 사업계획(2009년∼2012년)

들었다. 오오타 지구 서치라이트는 오오타 주민이 작성

한 부흥 플랜을 토대로 지구 주민이 시행하는 활동이 효

과적으로 실천되도록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여 

‘지역재생’, ‘지속 가능한 지역 가꾸기’를 실현하고자 했

다.

부흥 플랜은 (1)안심·안전한 활력 있는 생활 가꾸기, 

(2)동산의 매력을 실현하는 자연경관 가꾸기, (3)역사와 

문화가 있는 고향 가꾸기, (4)정이 넘치는 교류 만들기, 

(5)특산물을 활용한 활성화, (6)지진 체험과 창조적 부흥

에 관한 활동을 홍보하는 활동, (7)그 외, 부흥 기금의 

‘지역 부흥 지원 사업(지역 부흥 디자인 책정, 지역부흥 

디자인 책정 선도 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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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사업 명
구분
번호

활동 내용
주관

(사업반)
재원 기간

정이 
생기는 
교류를 
위한 
대책

활동 거점 시설 
정비 사업

(1) ―교류를 위한 빈집 활용 1 이후검토 장기

(2) ―농산물 재배 가공 확충 1 이후검토 -
(3) ―직판 등의 판매 체제 마련 1 자체재원예정 -
(4) ―공동 농원을 위한 다목적 홀 정비 4 선도사업 단기

(5) ―농수로 환경 정비 4 이후검토 -
교류 기획 시행 

사업
(6) ―지역 장인을 활용한 체험 교실 시행 1 자체재원예정 장기

(7) ―옥외 스테이지를 활용한 연주회 등의 시행 2 이후검토 -
교류를 위한 

체제 정비 사업
(8) ―지구 서포트 체제 마련 1 선도사업 중기

(9) ―지구 커뮤니티센터 이용 체제 및 규칙 마련 3 선도사업 단기

지구 정보 발신 
사업

(10) ―지구 정보를 발신하는 체제 마련 1 선도사업예정 중기

(11) ―공동 농원 이용에 관한 판플렛 작성 4 선도사업 중기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을위한  
대책

자연 환경 보전 
사업

(12)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활동 3 선도사업 단기

(13) ―산불 방지, 산채 남획 방지 활동 3 선도사업 단기

(14) ―도로, 하천 미화 활동 1 선도사업 장기

휴식 공간 정비 
사업

(15) ―꽃 심기 운동 추진 1 선도사업 중기

(16) ―휴게 공원 마련 2 선도사업 중기

반딧불이 고향 
가꾸기 사업

(17) ―반딧불이 증가 등 자연 환경 보전 활동 2 선도사업 중기

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 사업

(18)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체제 마련 2 선도사업 중기

안심  
생활환경

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재해 대책 사업

(19) ―지구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연락망 정비 3 자체재원예정 중기

(20) ―재해시의 피난 체제 마련 3 자체재원예정 중기

(21) ―피난 매뉴얼의 재검토 1 이후검토 중기

상부 상조 사업

(22) ―지구 주민의 교류 장소 마련 1 선도사업 중기

(23) ―고령자 및 독거 노인 방문 및 상담체제 마련 1 선도사업예정 중기

(24) ―민가 제설 작업을 상호 부조하는 시스템 마련 1 선도사업예정 중기

(25) ―신부전 환자 등의 통원 운송 체제 마련 이후검토 이후검토 -
복지 시설 사업 (26) ―빈 집을 활용한 일상 복지 서비스 마련 이후검토 이후검토 -

오오타
지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전통 문화 계승 
사업

(27) ―지구의 전통 예능을 계승하는 인재 육성 2 선도사업예정 중기

(28) ―지구의 전통 행사를 충실히 하는 활동 3 선도사업 단기

석불 정비 사업 (29) ―지구의 석불을 보전 관리하는 활동 2 선도사업예정 단기

집 이름
간판 작성 사업

(30) ―집의 이름(=속칭)을 이용한 빈집 간판 만들기 사업 1 선도사업예정 -

지구 활성화 
심볼 사업

(31) ―오오타 지구 안내 간판 정비 1 선도사업 중기

(32) ―부흥·활성화 협의회 슬로건 작성 활용 1 선도사업 중기

(33)
―오오타 지구의 그림엽서를 작성하여 지역 출신자에
게 보내는 활동

1 선도사업
자체재원으로
지속예정

중기

(34)
―오오타 지구의 달력을 작성하여 지역 출신자에게 
보내는 활동

1 중기

출처: 오오타 지구 부홍·활성 협의회,2012.  표 작성: 필자
계획 내용 추진 주체 1반은 부흥·활성 협의회, 2반은 요모기히라 마을 자치회, 3반은 니고리사와 마을 자치회, 3반은 타케노코치
를 대표하는 마호로 모임이다.

Table 3 오오타 지구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 내용(=활동)

고 있다. 이 부흥 플랜은 각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

여 마을 자치회가 제안한 내용이고 Table 2에서 알 수가 

있듯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활동들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추진 방법 구축까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오타 지구는 많은 내용 중에서 우선적인 내

용을 정하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흥 기금 사업 중 

‘부흥 디자인 책정사업(=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작성

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여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을 구체적으로 책정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2009년 8월에 

부흥 디자인 책정사업으로 계획안 책정을 주도적으로 추

진하는 조직으로, 각 마을 대표로 구성된 ‘오오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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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활성 협의회’를 설립했다(Figure 5). 부흥·활성 협의

회는 마을 자치회, 마을 연합회, 커뮤니티센터, 요모기히

라 관광협회, 부흥 지원인, 컨설팅 회사(이하, ‘컨설턴

트’)와 연계·협력하여 계획안을 책정한다.  

출처: 오오타 지구 부흥·활성 협의회, 2012.

Figure 5  부흥·지역 가꾸기 추진 체제.

2. 2010년-오오타 지구 부흥·지역 가꾸기 기본 구상 

및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자치회가 마을의 문제점, 마

을의 장점을 검토했고, 그 내용을 컨설턴트와 검토했다. 

그 결과를 컨설턴트가 2010년 6월 기본 계획안(=「오오

타 지구 부흥·지역 가꾸기 기본 구상」)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이 기본 계획안은 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

분이 있어서 채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각 마을의 문제

점을 검토하고 마을 자치회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

흥 플랜’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한 구체

적 내용(=활동)이 계획안에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부흥·지역 가꾸기의 뱡향성(=비전, 이념)등은 들어 있

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실천한 것인지(=실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그러므로 이 계획안이 주

민 생활의 어떤 곳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즉, 

겉보기에 좋은 말로 이상적으로 활동 목표를 정하는 것

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활동을 정해나

가는 것이 부족했다(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 당시

의 니고리사와 마을 자치회 회장의 말 인용). 면접 조사

에 의하면 컨설턴트는 자기들만의 계획안 책정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자치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을 반영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 그리하여 주민 생활과 

마을의 문제가 반영된 계획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3. 2010년-시범 활동 2개 시행

2010년 6월에 만들어진 계획안은 채용되지 않은 채, 

우선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주민들이 ‘연계에 의한 

지역 가꾸기’의 의의를 체험하는 계기로 시범 활동을 2

개 시행했다. 하나는 ‘사루쿠라 산 건강 워킹(=건강 워

킹)’(2010년 10월 시행)이고, 다른 하나는 ‘오오타 지구 

예술제’(2010년 11월 시행)이다. 

사루쿠라 산 건강 워킹은 커뮤니티센터에서 사루쿠라 

산에 있는 너도밤나무 군생 숲까지 걷는 행사였다. 하지

만 태풍의 영향으로 코스를 변경하여 커뮤니티센터에서 

타케노코치까지 걷는 코스로 변경했다. 주민 106명이 참

가했다. 오오타 예술제는 타케노코치에 있는 죽산관과 

와지 공방을 활동 장소로 활용하여 오오타 초·중학교와 

협력하여 그림, 서도, 공예품 등을 5일 동안 전시하고 관

련 행사(=작품 발표회, 작품 평가회 등)를 열었다. 오오

타 지구 주민, 출신자, 학부형 등 총 320명이 참여했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오오타 예술제에 참가한 초·중학교

의 학생과 보호자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다. 그러나 건강 

워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주민 평가도 있었다. 건강 워

킹을 시행한 결과 ‘달성감보다 피로감이 컸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시

행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주민 의견이 나왔다. 또한, ‘오

오타 지구는 고령자가 주민의 50%를 차지하는데 고령자

가 참가하기에는 힘든 활동이다.’, ‘고령자가 직접 참가 

할 수 없을지라도 활동 후 모여서 고령자도 참가 가능한 

활동 즉 고령자와 접점을 가지는 구체적 활동의 개발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추진주체인 부흥·활성 협

의회에서 ‘활동을 계획할 당시 과연 이 활동이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라는 활동 목적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범활동을 시행하여「2010년도 활동 보고

서」가 작성되었지만, 부흥·지역 계획안은 아직 책정되

지 않았다.

4. 2011년-컨설턴트 변경과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의 본격적 시작

2011년에 컨설턴트를 변경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안 작성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는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가?’라는 불안한 마음

도 있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동기 의식이 반드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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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 월 내용 

2011년 초  컨설턴트 변경

① 2011.04
 마을 자치회가 마을 주민과 협의한 후 다
시 한 번 부흥 플랜의 내용을 부흥·활성 협
의회에 제안

② 2011.05  이념 검토 회의

③ 2011.06  오오타 지구 현황 파악 검토 회의 

④ 2011.07  안심·안전한 생활에 관한 검토 회의

⑤ 2011.08  구체적 활동 책정 및 실천 검토 회의

⑥
2011.09
2011.10

 사업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검토하여 
활동실천 우선순위를 검토, 구체적 실천 방
법, 체제를 검토 

⑦ 2011.11
 사업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사업 효과)에 
대한 검토 회의

⑧
2011.12
2012.01

 시행 체제와 시행 일정에 대한 검토 회의 

⑨ 2012.02
 마을별 활동 시행을 위한 준비와 금년도 
부흥·활성 협의회 활동 방향성에 관한 검토 
회의 

출처: 오오타 지구 부홍·활성 협의회,2012.  표 작성: 필자

Table 4 컨설턴트 변경 후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 과정

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계획안을 책정했다(Table 4). 

①2011년 4월, 마을 자치회가 마을 주민과 협의한 후 

다시 한 번 부흥 플랜의 내용을 부흥·활성 협의회에 제

안했다. 

②2011년 5월, 부흥 플랜 내용을 바탕으로 오오타 지

구를 어떻게 유지할까, 어떤 지역으로 가꾸어 갈 것인가 

등에 관한 ‘이념 검토 회의’를 열었다.

③2011년 6월, ‘오오타 지구 현황 파악 검토 회의’가 

열렸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대학교 학생과 부흥·활성 협

의회 구성원과 주민 약 30명이 참여하여 ‘생활’, ‘자연환

경·경관’,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3그룹으로 나누어 오오

타 지구를 걸으면서 오오타 지구의 현황을 파악했다. 참

여 주민과 학생들은 주민들에게 말을 걸어 마을과 오오

타 지구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 오오타 지구의 좋은 점

을 재발견했다. 이 활동은 주민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접

점이 있는 활동이었고, 부흥·활성 지역 가꾸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④2011년 7월, ‘안심·안전한 생활에 관한 검토 회의’가 

열렸다. 오오타 지구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점, 안심·안

전하게 생활하기에 좋은 점, 생활하기 어려운 점에 관하

여 의견을 교환했다. 

⑤2011년 8월, ①∼④의 과정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선도사업의 재원(=1천만 엔)을 활용하여 시행할 구체적 

활동내용을 정하여,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활동 책정 및 실천 검토 회의’가 열렸다.

우선, 마을 자치회에서 제시한 활동과 협의회가 제시

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마을에서 제시한 활

동은 과소화로 인한 마을 발전 과제와 주민 생활환경 구

축에 관한 내용이고, 협의회에서 제시한 활동은 오오타 

지구를 단위로 오오타 지구 출신자와 교류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오오타 지구를 단위로 하는 활동 재원으로 30%, 나머

지 70%를 마을 자치회에서 제시한 활동에 사용하기로 

정했다. 지진 후 오오타 지구에 대한 마을별 가구 비율

을 보면 니고리사와가 25%, 요모기히라가 73%, 타케노

코치가 1%를 차지한다. 마을 규모로 나누어 먹기 식으

로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 재원 70%는 

마을별 활동을 고려하여 니고리사와 30%, 요모기히라 

50%, 타케노코치가 20%로 배분되었다. 

니고리사와의 활동 내용은 ‘고령자·거동불편자 대책’, 

‘재해발생 시 피난 대응’, ‘환경 보존’, ‘마을 전통 행사 

활성화’ 이다. 요모기히라의 활동 내용은 ‘예능·역사문화

를 활용한 전통’, ‘요모기히라 온천 방문객 및 관광객과

의 접점 만들기’, ‘농작물의 부가가치 등 직판장 시설을 

활용한 농업 활성화’, ‘주민 삶의 보람 만들기’이다. 타케

노코치의 활동내용은 ‘타케노코치 안내판’, ‘추석 전통 

무용’, ‘산의 휴게소(역)’, ‘저수조 및 간이수도 만들기’, 

‘공동 농원에 사용하는 농기구 등을 저장하는 창고 만들

기’였다. 이처럼 구체적 활동이 책정되어서 협의회 구성

원 등 참여자들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활동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

⑥2011년 9∼10월, 위의 활동 내용을 시행할 사업 기

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검토하여 활동실천 우선순위를 

검토했고, 구체적 실천 방법, 체제를 검토했다(Table 3). 

활동 실천 체제를 4개 반으로 나누었다. 제1반은 오오타 

지구 전체의 활동을 담당하며 실천 주체는 부흥·활성 협

의회이다. 제2반은 요모기히라 마을에서 시행하는 활동

을 담당하며 실천 주체는 요모기히라 마을 자치회이다. 

제3반은 니고리사와 마을에서 시행하는 활동을 담당하며 

실천 주체는 니고리사와 마을 자치회이다. 제4반은 타케

노코치 마을에서 시행하는 활동을 담당하며 실천 주체는 

타케노코치를 대표하는 단체(=마호로 모임)이다.

⑦2011년 11월, ‘사업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사업 효

과)에 대한 검토 회의’를 열었다.

⑧2011년 12월∼2012년 1월, ‘시행 체제와 시행 일정

에 대한 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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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과 일정이 결정되어 실천성이 높아졌고, 책정된 

계획 내용은 우리(주민)를 위한 것이라는 의식이 높아졌

다. 2012년 1월에 다시 한 번 시행 체제와 시행 일정에 

관한 검토 회의가 열렸다. 구체적으로, 예전부터 해온 마

을 전통행사와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으로 시행하는 활

동을 모아서 사업 실천 일정표를 작성했다.

⑨2012년 2월에는 마을별 활동 시행을 위한 준비와 

금년도 부흥·활성 협의회 활동 방향성에 관한 검토 회의

가 열렸다.

이렇게 하여 계획안(오오타 지구 부흥·활성 협의회, 

2012)이 책정되었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

년간에 걸쳐 계획안의 내용이 실천되었다.

VI. 계획 내용의 실천과 지속적인 마을 

가꾸기 실태

1. 니고리사와 마을의 경우(Figure 6)

니고리사와에서는 지진 후 새로 건설한 마을 집회소

에 주차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회소 주차장을 정비했

다. 지진 후 집회소에서 거주하면서 임시 피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비했지만, 생활에 필요한 비품은 부흥 기

금으로 마련할 수가 없어서 거주에 필요한 침구류는 부

흥·활성 계획으로 마련했다(Figure 6-사진1). 또한, 지진 

후 주민과 마을 출신자들의 기부금으로 신사를 고쳤다. 

신사에서 추석 무용을 할 때 사용하거나 신사의 축제 때 

사용하는 도구(=등불 등)의 정비는 미흡해서 부흥·활성 

계획으로 관련 도구를 정비하고 마련했다. 니고리사와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환경 보전활동의 시

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부흥·활성 계획으로 쓰레기 

방치 방지, 산불 예방 간판을 만들어 마을 입구와 산으

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설치했다(Figure 6-사진2).

니고리사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므로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등 실현 불가능한 목표

를 담은 마을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 니고리사와에는 부흥 지원인과 지역의 대학생이 주

민의 밭을 빌려서 취미로 경작하고 있다. 집회소 앞의 

주차 공간에서 이들 젊은이와 마을 주민이 참가하여 바

비큐 파티를 열어 교류했다(Figure 6-사진3). 니고리사와

는 큰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주민 교류를 위한 

작은 모임이 부흥·활성 지역 가꾸기 계획으로 정비된 집

회소 앞의 마당(=주차장)에서 열렸고 결과적으로 계획의 

계획으로 시행된 
시설 및 활동

지속적
활용·운영 실태

①집회소 침구 마련(사진1)

→

○마을 주민 귀성 시 숙박 
가능(사용 건수: 1 건)
○오오타 지구 차실 (니고리
사와) 활동 장소로 사용

②집회소 주차장 정비 →○바베큐 파티 장소로 활용
하여 대학생들과 교류(사진3)③산불주의, 쓰레기 투기 방

지 간판 설치(사진2)

④신사 축제 사용도구 구입 →○추석 무용에서 사용

사진 출처: 현지조사에서 필자 촬영,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6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으로 시행된 

시설·활동과 지속적 활용 실태-니고리사와의 경우.

계획으로 시행된 
시설 및 활동

지속적
활용·운영 실태

①산에 있던 석불을 한곳에 
모아서 정비(사진1)

→

○요모기히라 마을 자치회에
서 관리

②휴게공원(초등학교 터) 및 
반딧불이 비오톱 조성(사진
2)

→

○요모기히라 마을 자치회와 
요모기히라 관광협회가 연계
하여 나무, 꽃 식재, 비오톱 
꾸미기 추진 중

사진 출처: 현지조사에서 필자 촬영,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7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으로 시행된 

시설·활동과 지속적 활용 실태-요모기히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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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시행된 
시설 및 활동

지속적
활용·운영 실태

①공동 농원의 도구 보관 
창고 조성(사진1)

→

○토요일 일요일 일일 장터
로 활용 추진 중(사진2)

②활동 홍보 판플렛 작성으
로 마을 출신자들과 커뮤니
티유지 활동

→
○활동 판플렛 작성 홍보 활
동 지속

사진 출처: 현지조사에서 필자 촬영,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8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으로 시행된 

시설·활동과 지속적 활용 실태-타케노코치의 경우.

계획으로 시행된 
시설 및 활동

지속적
활용·운영 실태

①오오타 지구 안내판 설치
(사진1)  출처: 현지조사에서 
필자 촬영

→

○부흥·활성 협의회와 오오
타 지구에서 관리

②오오타 지구 엽서, 달력을 
출신자에게 보내어 관계 유
지 노력 (사진2-엽서그림, 니
고리사와의 옛 모습)

→

○오오타 지구 출신자의 반
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 고려 
중

②도로 하천 등의 미화 작
업-길 청소 시행(2011년 9월)

→

○부흥·활성 협의회 유지
○2013년도에도 부흥·활성 
협의회 멤버가 길 청소 시행
○요모기히라 눈 축제 지원
사진3-요모기히라 눈 축제 
모습(출처: 커뮤니티 추진 위
원회)

사진 출처: 현지조사에서 필자 촬영, 그림 작성 : 필자
Figure 9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으로 시행된 
시설·활동과 지속적 활용 실태-오오타 지구.

(부흥·활성 협의회)

내용은 주민 교류를 위한 장소로 유용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다.

2. 요모기히라 마을의 경우(Figure 7)

  요모기히라는 계획으로 지진 후 산에 넘어진 체 방치

되어 있던 마을의 석불들을 한곳으로 모아 정비했다

(Figure 7-사진1). 요모기히라에는 (구)초등학교의 빈터가 

마을의 중심부에 있다. 이곳을 주민이 교류하는 휴게·공

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 공사를 시행했다(Figure 7-사진

2). 오오타 지구에는 산속에 반딧불이가 사는 곳이 있고 

그곳은 차로 이동해야 하는 곳이다. 요모기히라 온천에 

방문한 관광객은 반딧불이를 보러 그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관광객이 가까운 마을 안에서 반딧불이를 

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요모기히라 관광협회가 

요모기히라 마을 자치회에 요청해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비오톱 만들기를 계획 내용으로 책정했다. 이처럼 

계획 내용은 지진 후 마을 복구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

고 요모기히라 마을의 발전 과제가 반영되었다.

현재 휴게·공원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비오톱을 

만드는 것을 요모기히라 주민과 요모기히라 관광협회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

3. 타케노코치 마을의 경우(Figure 8)

타케노코치에는 마을 복구 후 타케노코치 동우회의 

활동 중 공동농원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창고를 세웠다(Figure 8-사진1). 또한, 

타케노코치에서 시행하는 마을 행사와 축제 활동을 소개

하는 홍보물을 작성해서 지역 출신자와 지역의 여러 단

체에 보내서 타케노코치 출시자와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자 했다. 이와 같은 계획 내용은 마을 복구 후 마을 활

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과 마을의 발전 과제가 반영되

었다.

타케노코치에는 주말이면 하루 50명 정도가 신사를 

방문하러 온다. 현재 공동농원 도구 보관 창고와 신사관

리 사무소를 활용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채소 등 무엇

이든 판매가 가능한 일일 장터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Figure 8-사진2). 일일 장터는 이제 막 계획한 단계이고 

장터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출신자들에게서 판매할 물건

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

한 판플렛도 연2회 작성해서 홍보 활동를 통하여 출신자

들과 오오타 지구 주민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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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 결과로 필자 작성
Figure 10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자치회의 연계를 통한 계획안 책정 방법이 계획안 실행 후 

활동 지속에 미치는 영향.

4. 오오타 지구의 경우(부흥·활성 협의회)(Figure 9)

오오타 지구 전체 활동으로 오오타 지구 안내판을 설

치했다(Figure 9-사진1). 또한, 오오타 지구의 옛날 생활, 

전통 행사, 자연환경의 모습을 담은 엽서와 달력을 작성

하여 오오타 지구 출신자들에게 보냈다(Figure 9-사진2).

면접조사에 의하면 엽서와 달력은 출신자들에게서 좋

은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출신자들과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오오타지구의 활동과 모습을 담은 홍보물을 출

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오오타 지구와 출신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현재, 계획안의 내용이 실천 완료된 시점에서 아직 부

흥·활성 협의회는 해산하지 않았다. 부흥·활성 협의회는 

멤버들이 참여하여 2013년도에 오오타 지구의 도로의 

청소 작업을 시행했다. 또한, 요모기히라 관광협회와 부

흥 지원인이 추진해온 ‘요모기히라 눈 축제(Figure 9-사

진3)’를 2013년도부터 부흥·활성 협의회와 커뮤니티센터 

각 마을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요모기히라 관광협회, 부흥 지원인, 

커뮤니티 센터장, 마을 자치회 회장, 부흥·활성협의회가 

참여하여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처럼 부흥·활성 협의

회는 해산하지 않고 마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오오타 지구 전체 활동 중 주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커뮤니티 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계속해서 시

행해오고 있다. 

VII.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자치회가 

연계한 계획안 책정 방법

1. 주민을 위한 구체적 활동 내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원인(Figure 10)

1)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을 이해하는 컨설턴트 선택 

과정 미흡

계획안 책정 완료에 3년이란 시간이 걸린 이유는, 구

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구체적 활동 내용을 정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첫 번

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컨설턴트는 자기들만의 

계획안 책정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자치회 의견을 

반영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마

을 자치회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 생활을 위한 계획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오타 지구의 경우 처음에는 행정

(=나가오카 시)주도로 부흥 디자인 책정사업이 진행되었

고11) 나가오카 시에서 소개해준 컨설턴트는 한 곳에 불

과하였다. 지역의 현황과 문화를 이해하는 컨설턴트 선

택 과정에 주민 참여가 미흡했다고 할 수가 있다(=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을 이해하는 컨설컨트 선택 과정 미

흡). 면접조사에 따르면 여러 컨설팅회사로부터 A4 2장 

정도의 간단한 계획안을 받아서, 그것을 마을 자치회와 

행정 기관이 같이 검토하여 컨설턴트를 정하는 프로세스

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

을 이해하는 컨설턴트의 선택 과정이 미흡했던 것이 결

과적으로 구체적 활동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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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가 있다.

2) 계획안 책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민 능력 활용 부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두 

번째 이유는 계획안 책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주민 능력 활용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계획안 책정의 추진 주체인 부흥·활성 협의회는 지진 

피해 복구를 계기로 지금까지 커뮤니티 추진협의회를 중

심으로 오오타 지구 안의 주민 생활을 위한 활동을 해온 

것과는 달리, 오오타 지구 밖의 다양한 주체와 교류를 

통하여 특히 지구 출신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오오타 

지구의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

서 계획 내용을 책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마을 자치회의 

대표인 마을 자치회 회장들은 이러한 방향성보다 현재 

마을에 사는 주민, 특히 고령자들이 안심하며 계속 살 

수 있는, 지금 바로 필요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활동 내

용이 쉽게 책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계획안 책정 시작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컨설턴트를 변경하고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당시 니고리사와 마을 자치회 

회장(현:커뮤니티 센터장)이 제안하여 마을 자치회에서 

제시한 ‘창조적 부흥을 위한 오오타 지구 주민 사업계

획’과 활성회의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펼쳐 놓고, 

부흥·활성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선택하고, 실천 순위를 정하여 계획안을 만

들어 나갔다. 니고리사와 마을 자치회 회장이 계획내용

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농업·농촌 관련 정부 

부처에서 농촌개발 정책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

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 활용이 미흡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구체적 활동 내용 책정이 늦어진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다.

2. 계획안 책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안 책정 방법(Figure 10)

위의 문제를 극복하며 계획안을 책정하기 위하여 오

오타 지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획안을 책정했다

(Figure 10).

오오타 지구는 과소화로 인한 마을 발전 과제를 반영

한 활동을 책정하기 위하여 우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마을 자치회의 제안을 토대로 구체적 활동을 책정했고, 

다음으로 그 내용을 분류하여 계획의 이념을 정리했다

(=‘선 구체적 활동 책정 → 후 계획 이념 설정’ 방법으

로 각 마을의 특징과 주민 생활을 고려한 계획안 만들

기). 이런 방법으로 계획의 구상과 이념보다 주민의 생

활과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책정되었고 주

민에 의하여 실천되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마을 자치회의 제안을 토대로 

계획 내용을 책정 한 다른 이유는, 앞으로 마을 자치회

의 도움 없이 부흥·활성 협의회 구성원(약 20명)의 힘으

로 계속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계속해

서 마을 가꾸기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마을 자치

회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시설의 관리 및 지속적 활동 추진을 위

한 주체의 명확화). 왜냐하면, 마을 자치회의 의견이 반

영되지 않은 상태로 계획안이 책정되고 계획 내용이 시

행되면 마을 자치회가 관리·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약

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획안을 책정할 경우 마을별 요

청 사항은 반영되어 마을별 실천 가능성은 증가하지만, 

마을 연계를 통한 오오타 지구를 단위로 한 지역 가꾸기

의 의의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오타 지구 

전체를 단위로 시행하는 활동도 책정했다(=마을별 활동

내용과 오오타 지구 전체 활동을 구분한 계획안 만들기

기). 오오타 지구 전체로 시행하는 활동은 오오타 지구 

전체의 과제를 고려하여 특히, 오오타 지구와 외부 사람

들과의 교류를 통한 활성화, 즉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활동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안을 책정하여 마을 자

치회의 요청 사항과 협의회의 요청 사항을 상호 존중하

는 계획안이 만들어졌다. 

VIII. 결 론

1.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오오타 지구의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

안 책정을 위한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자치회의 연계

방법이 계획 내용 시행 후 지속적인 지역 가꾸기의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현지 조사·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오오타 지구는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책정을 시작

한 후 ‘지역을 이해하는 컨설턴트 선택 과정 미흡’과 ‘계

획안 책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주민 능

력 활용 부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3년이 지나도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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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안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계획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마을 자치회의 제안을 토대로 먼

저, 구체적 활동을 책정했고, 그 내용을 분류하여 계획의 

이념을 정리했다. 이러한 책정 방법으로 과소화로 인한 

마을별 발전 과제를 반영한 계획안이 작성되었다. 구체

적으로 지진 후 복구한 시설 및 마을의 기존 활동을 추

진하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과, 마을 자치

회를 지속적인 시설 관리·운영 주체로 명확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시설 활용과 

관련 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었고, 이것은 주민 

교류에 연결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마을 자치회의 요청 사항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의 요청 사항도 존중하며 마을별 활동과 오오타 지

구 전체 활동을 구분하여 활동을 책정한 방법은, 계획 내

용 시행 후 협의회가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2. 한국의 지역 가꾸기에 대한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오오타 지구의 부흥·활성 협의회와 마을 자

치회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 가꾸기 계획에 주목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는 한국의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시되었다(박

시현과 박주영(2004), 정환영 등(2008), 조진상(2009)). 선

행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우선 이해하고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후의 지속

적인 지역(권역, 혹은 마을) 가꾸기에 관하여 참고할 만

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완료 후 권역 단위, 마을 단위 

혹은 소득 사업의 법인 단위로 계속해서 지역 가꾸기를 

시행해오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업으로 마련된 시설이 

유지·관리·활용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 가꾸기가 미흡

한 곳도 있다14).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완료 후 시설이 

관리·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 가꾸기를 계속해서 추

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안 책정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권역 단위 사업은 권역 

발전을 위한 전체 비전은 기본 계획에 설정되어 있지만, 

사업 내용은 주로 마을별로 책정하여 마을 단위로 시행

되었다. 권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권역 전체로 시행하는 

구체적 활동 개발은 없거나 부족했다. 표면적으로는 마

을 연계를 통한 권역 단위 사업이었으나, 실제로는 마을 

단위로 시행하는 마을 단위 사업과 차이가 없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업이 완료된 후 권역 주민 혹은 권

역 추진 위원회의 구성원조차 마을별 사업의 발전에 관

여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거나, 권역 추진 위원회가 사업 

완료 후 운영 위원회로 바뀌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오타 지구는 마을 자치회의 

요청 사항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부흥·활성 협의회의 요

청 사항도 존중하며 마을별 활동과 오오타 지구 전체 활

동을 구분하여 활동을 책정하여, 계획 시행 완료 후에는 

부흥·활성 협의회가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권역단위사업에서도 

마을별 사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활동이라도 권역 단위로 

시행하는 활동을 계획안에 책정하여 사업완료 후에도 추

진 협의회가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마을활동을 지

원해 나가는 방법(=마을별 활동을 지속해서 시행 발전하

기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주1) 일본에서는 지진 후 피해를 당한 도로, 주택 등을 다시 재건하
는 것을 ‘복구(復旧)’라 하고, 복구를 넘어서 피해 지역을 발전
시키는 것을 ‘부훙(復興)’이라고 한다. 지진 후 마을 및 지역을 
재건하여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부흥 마치(=마을 혹은 
그 이상의 지역) 즈쿠리(=만들기, 가꾸기)’ 라고 한다. 본 연구
에서 일본의 ‘마치 즈쿠리’를 ‘지역 가꾸기’로 기술한다.

주2)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한국전쟁 후 1950년대에는 식량증산
(농업증산계획), 1960년대에는 토지개량, 지역개발사업이 시행
되었다. 1970년대에는 기초생활황경개선(새마을운동, 마을구조
개선사업), 1980년대에는 종합개발방식의 시도(농어촌지역종합
개발사업), 1990년도에는 소규모개발사업의 실시(정주권개발사
업, 오지개발사업 등), 2000년도 초기에는 마을단위개발사업(녹
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등 시대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농촌
개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한편, 2003년에 시작된 노무현 정부는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이 
지속해서 쇠퇴하여가고 있는 것을 국가의 균형발전에서 중요
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
전특별법’(2004년)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
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삶의질향상법)’(2004년)을 제정하였
다. ‘삶의질향상법’ 이전의 농촌지역개발사업(기존농촌개발사
업)은 생활환경시설개선 등의 물리적 시설개발 중심의 하드웨
어사업이었다. 또한, 행정주도의 하향식사업으로 지역의 특성
을 살린 개발이 미흡하였고 주민참여 또한 미흡하였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를 하였지만, 소득
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미흡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농촌개발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권한, 주민참여, 소프트사업(주민역량강화 등)을 중시
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주3) 2001년부터 도입한 ‘의뜸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 주도 상향식
의 농촌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한
국농촌경제연구원,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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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일본이 근대 도시를 지향한 도시계획의 역사는 124년, 사회 운
동적인 표현으로 시작된 지역가꾸기는 60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지역 가꾸기가 근본적으로 확대된 것은 1980년대에 지구 
계획이 도시계획에 포함되고 나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다음 
해 고베시는 시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구계획에 대응한 지역
가꾸기 시스템으로 연결한 전국 최초의 지역가꾸기 조례가 책
정(1981년)된 것이 계기이다(鈴木등, 2013). 한편, 농촌의 경우 
1970년대부터 주민참가를 통한 지역개발이 시작된다.

주5) 한국의 경우 마을 가꾸기의 대표적 지역은 진안군이다. 진안군
의 마을 가꾸기는 약 10년(2001년～현재)이 지났고, 현재는 마
을 가꾸기 분야의 기반구축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자평하고 있다. 즉, 진안군의 마을 가꾸기 시스템은 1단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011년 이후 2단계에서는 시스
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기반 구축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2011a).

주6) 2002년 이후 9년 동안 약 1,500개가 넘는 농촌관광 마을이 조
성되었다.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은 우리나라 농촌관광 장에
서 중요한 상품, 서비스 공급자 유형 가운데 하나로서 ‘마을’
이 자리매김하도록 그리고 농촌개발 정책사업에 있어 주민 참
여 또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농
촌경제연구원, 2011b).

주7) 2011년 말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마을 사업이 시행되었다(농촌경제연
구원, 2012). 예를 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2005년
부터 2012년 5월 까지 96권역(지구)가 완료되었고 181개 권역
이 주친 중이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시
행하여 2012년 5월까지 177권역이 추진 중이다(농림수산 식품
부 지역개발과, 2012). 

주8)  다양한 농촌 정책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존도가 높아졌고 과
연 이러한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해당 사업들이 지속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초래되고 있
다(농촌경제연구원, 2011b).

주9)  현행 마을단위 사업은 2004년에 기획될 때 당시의 정주권 개
발사업이 소득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업의 대상지가 넓어
서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된다는 비판에 기초하여 시행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2012).

주10) 통합적 농어촌 지역 개발에서는 ‘마을단위 사업에서 마을가꾸
기 네트워크 구축 확산’, ‘농촌형 인큐베이팅을 통한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마을 단위 사업 담당 부서의 협력체계 구축’, 
‘면단위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농촌경제연구원, 2011a). 다양
한 주체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주11) 지역 부흥 디자인 책정 지원 사업(地域復興デザイン策定支援)
의 목적은 츄에츠 지진 피해 지역의 자립적 부흥과 지역 특성
을 살린 부흥 사업 계획의 책정을 위하여 마을 혹은 지역 단
체에 대하여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 만
들기를 지원하고 주민 기업 등 지역 연계를 가속하는 데 있다
(사단법인 니가타 츄에츠 지진 부흥 기금, 2007). 지원 금액의 
상한선은 7백만 엔 이하이다. 
나가오카 시(합병전)는 주변의 시·정·촌인 카와구치 마치, 오구
니 마치, 야마코시 무라에 비하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부
흥 기금의 여러 사업을 활용하여 지진 피해지역을 지원해나가
는 것이 늦었다. 이에 대하여 나가오카 시 주민의 불만도 있었
고 그리하여 주변 시·정·촌보다 뒤늦게 지역 부흥 디자인 책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사업 대상지역으로 나가오카시의 오
오타 지구와 히가시 야마 지구가 나가오카 시에 의하여 선정
되었다. 즉, 오오타 지구의 경우 행정 주도로 부흥 디자인 책
정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역 부흥 디자인 책정 지원 사업은 약 
60지역에서 시행하였고, 합병 후의 나가오카 시는 약 20지역에
서 시행했다. 60지역 중 나가오카 시의 오오타 지구와 히가시 

야마 지구는 마을이 연계한 지구 단위로 시행되었고 다른 곳
은 마을단위로 시행되었다. 지구 단위로 시행된 이유는 다른 
곳보다 뒤늦게 지역 부흥 디자인 책정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
문에 니가타 현에서 지구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12) 지역 부흥 디자인 책정 사업으로 부흥·지역 가꾸기 계획안을 
만들고 계획의 내용은 부흥 기금의 사업 중 ‘선도 사업’의 재
원으로 시행된다. 지원 금액의 상한선은 1천만 엔 이하이다.

주13) ‘마호로 모임’은 타케노코치에서 와지 공방을 운영하던 사람을 
리더로 하여 뜻을 같이하는 타케노 코치 출신자로 구성된 임
의 단체지만 지진 후 복구 과정에서 해산한 타케노코치 자치
회의 역학을 대신하여 마을 복구 관련 사업의 추진 주체로 활
동해왔다.

주14) 2000년대부터 농업으로부터 농촌으로 전환이 정책적으로도 구
체화 되었고 약 10년이 지난 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현실적인 문제로 10년 동안 농촌정책사업으로 뿌려놓은 작
은 시설들이 많다. 하지만 놀고 있는 것이 많고 제대로 활용되
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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