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5. ~11. 18.
일 본 (오 카 야 마 , 고 베 , 구 라 시 키 )

2017년

해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공주시의원 배 찬 식

목

차

Ⅰ. 연수 개요 ························································· 1
1. 연수 개요 / 2

Ⅱ. 연수․탐방 내용 ···················································4
1. 연수도시 현황 / 5
2. 탐 방 내 용 / 12

Ⅲ. 연수 후기 ·························································19
1. 연수후기 / 20

Ⅰ. 연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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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 개요

▸연수 목적

외국의 역사․문화․관광 시설 등 비교 시찰을 통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주시 관광 발전을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함
박 4일)

▸연수 기간

: 2017. 11. 15. ~ 11. 18.(3

▸연수 국가

:

일본(오카야마, 고베, 구라시키)

▸연 수 자

:

산업건설 위원장 배찬식

▸연수 일정

일
일정
정

지
지 역
역

공

교
교통
통편
편

시
시 간
간

세
세

부
부

일
일

정
정

주
04:00 ▶공주 출발
개인차량 06:00 ▶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출국 수속

인

천
8:30

제1일

오카야

(11/15)

마

▶인천 국제공항 출발

10:00 ▶오카야마 도착

수
12:00 ▶ [ 오카야마 고라쿠엔, 현립 박물관 ]
- 친환경생태관광도시 관람
19:00 ▶ 석식 후 호텔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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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정
정

지
지 역
역

교
교통
통편
편

시
시 간
간

고베

전용차량 10:00

세
세

부
부

일
일

정
정

▶호텔 조식 후
▶[고베 지진 기념공원 메모리얼 파크]
제2일

11:00
- 고베 지진 기념관 방문

(11/16)
목
19:00
▶석식 후 호텔 투숙

구라시
제3일

전용차량 09:00 ▶호텔 조식 후
키

(11/17)

10:00 ▶쇼토쿠 태자 사천왕사, 히메지 성, 구라시키 미관지구

금

20:00 ▶호텔 투숙

제4일
07:00 ▶호텔 조식 후
(11.18)

귀국

전용차량
12:00 ▶인천공항 도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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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수 탐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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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도시 현황
1. 일반 현황

o

원어명

:

o

위

치

:

o

경위도

:

o

면적(

o

행정구분

o

주

o

인구(명)

㎢

)

도

岡山県 おかやまけん 강산현
일본 혼슈 本州 서부
동경
° ′ ″ 북위 ° ′ ″
(

)

[

133 56

]

2

,

34 39

: 7113.24

: 15

:

시

10

정 2촌

오카야마시[

岡山市

: 1,925,218(2014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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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청소재지는 오카야마이다. 예로부터 세토나이카이 항로와 육로 교
통이 도쿄[東京]와 규슈[九州]를 잇는 중요한 위치을 차지하여 문화
산업이 일찍 발달하였다. 북쪽 경계에 주코쿠[中國]산지가 가로놓이고,
그 남쪽에 쓰야마[津山]·가쓰야마[勝山]·니미[新見] 등의 분지가 배열되
어 있다. 중부에는 해발고도 400∼600 m의 기비고원[吉備高原]이 펼
쳐지고, 남부 중앙에는 다카하시강[高梁川]·아사히카와강[旭川]·요시이
강[吉井川]의 충적작용과 16세기 이래의 간척(干拓)에 의해 형성된 오
카야마 평야가 있다.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며, 고지마 반도[小島半島]
가 돌출하여 고지마만(灣)을 안고 있고, 해상에는 작은 섬들이 많다.

◇ 기 후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난소우한 세토나이카이 연안의 기후특색을 보
이고, 특히 남서부는 일본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어(1,000mm 미만) 한
발의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 북부의 산악지역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인다.

◇ 농업
농업은 일찍부터 동력 경운기 등에 의한 기계화가 진척되었으며, 농
산물은 남부의 간척지를 중심으로 한 쌀·골풀, 오카야마 평야 북부의
쌀·포도·복숭아, 기비고원의 잎담배 등 다양하다. 또 감·배·제충국(除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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菊) 등 특산물도 있다. 산간부에서는 육우·젖소의 사육이 성하다. 수산
업은 어로가 쇠퇴한 반면, 진주조개·굴·꼬막·김 등의 천해양식업이 활
발하다. 지하자원으로는 일본 제1의 황화(黃化)철광인 야나하라철광
[柵原鐵鑛] 외에 기비고원 북부의 석회석, 미쓰이시[三石]의 납석, 닌
교고개[人形峠]의 우라늄광 등이 있다.

◇ 공 업
공업은 구라시키시[倉敷市] 임해지구의 석유·석유화학·철강·자동차 및
다마노시[玉野市]의 조선 공업 등이 중요하고, 구라시키·이바라[井原]
에서는 중소기업에 의한 직조업이 활발하다. 또 내륙부의 오카야마시
(市)·소자시[總社市]에서는 금속·기계공업, 쓰야마시[津山市]에서는 전자
기기공업이 이루어진다. 전통공업으로는 다다미겉돗자리·꽃돗자리·비
젠도자기[備前燒] 등이 있다. 다마노시(市)의 우노항[宇野港]과 시코쿠
[四國]의 다카마쓰항[高松港] 사이에 철도교통을 연결하는 연락선이
취항하고 있다.

◇ 역사
본래 아이누족(族)이 살고 있던 미개지로 에조치[蝦夷地]라고 불렀으
며,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영토와 가장 가까운 지시마[千島]열도 가운데 남쪽의 구나시리[國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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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로프[擇促]·시코탄[色丹]·하보마이[齒舞] 제도는 홋카이도 도청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로 귀속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탄광과 광산개발을 위해 수십만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을 강제징용하였다. 현재 제1차 산업과 경공업 중심의 제2차
산업이 주산업이다.

◇ 문화관광
세토나이카이 국립공원에 속하는 와시우산[鷲羽山], 유노고[湯鄕]·오
쿠쓰[奧津]·유바라[湯原] 등의 온천, 일본 3명원(三名園)의 하나로 꼽히
는 오카야마시(市)의 고라쿠엔[後樂園]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세토
나이카이 중부지역 항구도시 구라시키의 우시마[牛窓]도에는 에도[江
戶]시대 조선통신사를 환영하던 전통행사를 매년 4월 4째 일요일에
거행하고, 인근 가이유[海遊]문화회관에는 통신사들이 전한 문화의 흔
적들이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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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도시 현황

◇ 오카야마 시
오카야마시는 일본 오카야마 현 남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오카야마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2009년에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고 오카야마 현 남부 해안의 교
통의 요지로서 이 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공업으로는 식
료품·기계·섬유·고무 등이 있고, 고난 공업 지역과 구메 공업 단지 등
이 정비되어 있다. 고라쿠엔·오카야마 성 등의 명승지와 이케다 동물
원·오카야마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그 밖에 역사적인 사찰·성지가 많
다.

◇ 고베 시
일본에서 6번째로 큰 도시로 효고 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 도시로 인구는 약 150만 명이다. 도시는 긴키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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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게이한신 도시권의 일부이다.
오사카 시 중심부에서도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성 도
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으며 1956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령지정
도시로 지정되었다. 1938년에는 수해, 1945년에는 미군에 의한 공습,
그리고 1995년 1월 17일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괴멸적인 피해
를 입었으나 그 때마다 훌륭하게 복구되었다.
항만 도시로서의 역사를 상징하는 구두나 양과자의 제조가 활발한
반면에 일본의 전통 산업인 일본주(청주, 정종) 제조도 활발하다. 구두
제조업은 한국계 주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

◇ 구라시키 시
일본 오카야마 현 남부에 있는 시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는 약 47만
명으로 오카야마 시 다음으로 오카야마 현에서 두 번째로 크다.

구라시키 강 기슭의 시라카베의 거리가 "미관 지구"로서 유명한 관
광지이고 제조품 출하액은 약 4조엔에 달해 오사카 시에 이은 서일본
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이다. 또 1967년의 3시 합병에 의해 발족했으며
행정과 관광의 구라시키(倉敷), 콤비나트(combinat)를 가지는 미즈시
마(水島), 학생복·청바지의 메카 고지마(児島), 무역항과 신칸센 역이
있는 다마시마(玉島)의 지리나 역사가 다른 다양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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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요 시가지는 이 네 개의 주요 지역으로 분산하며 각자 구 규모는
구라시키가 20만명 미만, 미즈시마·다마시마·고지마는 대체로 10만 명
미만이다. 그 때문에 행정 인구는 47만 명의 중핵시이지만 항만·공업·
관광의 기능을 제외하면 동쪽으로 인접하는 오카야마 시의 위성 도시
적 성격을 가진다. 도시 형태의 유사한 예로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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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내용
1. 오카야마 고라쿠엔, 현립 미술관 (자연친화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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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야마 고라쿠엔은 1687년, 다이묘(영주) 에카다 쓰나마사는 그의
가신 쓰다 나가타다에게 오카야마 고라쿠엔의 착공을 명하였습니
다. 고라쿠엔은 1700년 완성되어, 여러 다이묘들에 의한 약간의 변
화가 있긴 했으나, 에도 시대의 원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고
라쿠엔은 다양한 에도 시대 그림과 이케다 가문의 기록 및 문서가
남아 있어, 역사적인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지방에 있는 정원으로
서는 매우 드문 다이묘 정원이다. 고라쿠엔은 1884년 오카야마 현
에 소유권이 양도되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고라쿠엔 정원은
1934년의 수해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화에 휩쓸려 심각
한 피해를 입었으나, 에도 시대의 옛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복구 작
업이 실시되어 왔다. 1952년 고라쿠엔 정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특별 명승으로 지정되어 후세에 길이 전할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유
지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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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무인 주차 시설

• 일본 거리에서 본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평소에는 하단 왼쪽
사진처럼 철판이 누워있지만 주차 차량이 있을 때는 하단 오른쪽
사진처럼 세워져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가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공공시설 공용주차창이나 사설 주차장에 도입
된다면 운영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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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리켄 파크, 고베 항 지진 기념 메모리얼 파크

고베 항 대지진은 1995년 1월 7일 간사이 지방 효고현 남부의 고베
시를 비로사여 니시노미야시, 야시야시, 다라즈카시 등 한신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지진이다. 원인은 효고현 아시야시 부근에서 아와
지섬까지 약 50km에 걸쳐있는 얇은 활성 단층인 야지마 단층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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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 대학교 산업 과학 연구소는 이
지진이 남북으로 초당 최고 89.3cm, 동서로 74.4cm 상하로 39.6cm의
진동폭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규모 7.2로 일본의 지진 관측 사상
최대의 파괴력을 지닌 지진이었다. 한신 아화지 대지진으로 인한 피
해는 고베 시 반경 100km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오사카와
교토까지 확대되었다. 고베시의 피해가 가장 커서 흔히 고베 대지진
이라고 부른다.
피해 상황은 사망자 630명, 부상자만 6,804명 이재민은 약 20만 명
에 이르고 물적 피해규모는 14조 100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로써 조선 철강 산업의 중심지인 고베 시의 수많은 건물과
공장 시설 및 고속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사회기간 시설이 파괴되어
이 지역의 산업활동을 마비시켰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많은 고통
을 주었다. 메모리얼 파크는 일본 효고현 고베 시 주오구에 있는 공
원이다. 고베 대지진을 기억하고자 조성되었다. 당시 지진으로 파손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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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쇼토쿠 태자의 사천왕사, 히메지성

쇼토쿠 태자는 일본에 불교를 중흥 시킨 인물로 6세기 후반에 용명
천황 아들로 태어났다. 고구려 승려 혜자와 백제 승려 혜총으로부터
불교를 배웠으며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법륭사를 지었다.

5. 히메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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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지 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400년 전의 모습
을 담고 있는 성이다. 17세기 초 일본 성곽 건축을 대표한다. 고도의
방어 체계와 정교한 보호 장치를 갖춘 83개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매력을 조화시킨 목조 건축물의 걸작이다.
회벽칠 된 백색 토벽으로 통일되어 있는 우아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
며, 건물과 여러 겹의 지붕사이의 섬세한 관계가 돋보인다.
히메지 성 내부는 신발을 벗고 관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회용 봉
투를 나누어 주고 신발을 담도록 한다.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일회용
봉투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구에서 일회용 봉투를 걷어
재사용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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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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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후기
이번 해외 연수(오카야마, 고베, 구라시키)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과
배운 점들은
1. 소도시의 자연친화적·생태학적 관광에 대해
2. 우리가 지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
3.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가
첫째, 소도시의 자연친화적·생태학적 관광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
는데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정원을 등 관관광객
들이 소도시에서 원하는 수요를 제공 되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고라쿠엔은 국가의 특별 명승지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곳이며
일본의 3대 정원이라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 경관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정원 내 건물들도 보수 중이었으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
되어 있었다.
둘째, 우리가 지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년 경북 경주 지진을 이후로, 포항 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듯하다. 지진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만큼 아는 정보
가 적은 편이다. 앞으로 더 발생할 지도 모르는 지진을 피할 방법은
없다. 지진을 대비하는 것만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며, 건물 설계
시 내진 설계 강화와 전 국민이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단위의 매뉴얼이나 지질조사 등 계획 하에 대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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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항상 고민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된 백제역사 유적 지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8년 올
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될 만큼 볼 것이 많은 곳이며 많은 관광객 유
입을 위해 더 노력해야할 것이다.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인 관광객들
이 많고 볼 것만큼이나 먹거리도 중요해진 여행 트렌드에 맞춰 인터
넷과 SNS를 활용한 홍보나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행객들
의 수요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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