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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9기 향부숙 1차 해외교육
(일본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 문화창생도시 현장사례보고)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설위주의 정책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재원의 한
계라는 압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
❍ 도시 중심부의 침체에 직면한 우리의 도시들은 이제 지역의
교육산업과 문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희망을 연출해야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새로운 창조의 기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
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2009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의 공예분야에 등록된 가나자와시(

金澤市)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시는 도시계획과 문화정책 그리고 산업정
책을 통합하여 문화의 공간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는 아시아
권의 대표적 문화도시임
❍ 특히 가나자와의 독자적인 조례 및 시민예술촌 등 독창적인
문화정책은 행정관계자는 물론 연구자들로부터도 많은 주목
을 받고 있어 그 사례를 현장시찰하고 그 느낀 점을 보고하
려고 함

Ⅱ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기간 및 방문국
가. 교육기간 : 2016. 9. 4.(일) ~ 9. 7.(수), 3박 4일
나. 방문국 : 일본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 일원
다. 방문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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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예술촌 및 장인대학교
- 가나자와 유와쿠 창작의 숲 및 일본 전통정원 겐록쿠엔
및 가나자와성

- 가나자와 학생의 도시 시민교육관
- 21세기미술관, 자원봉사대학
-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 설명을 받기 위한 일본 후쿠리쿠대
학 미쿠니교수 면담

2. 출 장 자 : 41명
가. 도 보건환경연구원 1명 : 수질연구과장 현근탁
나. 전국지자체 소속 및 향부숙 직원 : 40명

3. 주요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9. 4.(일) 이동(08:00~09:45) 인천 → 이시가와현 고마츠공항
오후(13:00~15:00) 일본 전통정원 겐록쿠엔 및 가나자와성
시찰
오후(15:00~17:00)
9. 4.(일)

- 나가초 지구 자전거 전용도록 정책 시가지 정비사례 및
경관 조성사업 시찰(도보)
- 가나자와 자전거 주행지도대, 전통건축물 및 골목경관지
구 시찰
(일본 후쿠리쿠대학 미쿠니 교수 동행 설명)
오전(9:00~11:50) 시민예술촌 및 장인대학교 설명회 시찰

9. 5.(월)
오후(13:30~16:30) 가나자와 유와쿠 창작의 숲 설명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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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 요 일 정
문화체험
오전(08:00~09:00) 윤봉길 의사 순국비 위령
오전(09:00~11:45) 가나나와 학생의 도시 시민교류관 설명
회 및 견학(주민참여에 의한 마을 만들기 및 학생에

9. 6.(화)

의한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하여)
오후(13:00~14:45)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설명회(예술창
조재단의 조직과 사업, 21세기 미술관의 설립과 시민
참여, 미술관경영에 대하여)
오후(15:30~17:30) 가나자와 자원봉사대학 설명회 및 견학

9. 7.(수)

오전(08:50~10:00) 고마츠공항으로 이동
오후(12:00~18:00) 고마츠공항→인천공항→제주공항

4. 주요활동
가. 일본 가나자와시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일본 후쿠리쿠대학 미쿠니
교수 동행)
- 시가지 정비사례 및 경관조성사업 시찰
- 자전거 주행지도대, 전통건축물 및 골목경관지구 시찰
나. 시민예술촌 및 장인대학교(전통문화육성) 설명회 및 시찰
다. 가나자와 유와쿠 창작의 숲 설명회 및 문화체험
라. 가나자와 학생의 도시 시민교류관 설명회 및 견학
마.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및 예술창조재단 조직과 사업설명회
- 미술관 설립과 시민참여, 미술관 경영
바. 가나자와 자원봉사대학 설명회 및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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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시찰지의 테마별 문화창생도시 개요

1) 가나자와시(金沢市)의 개요
가나자와시는 면적 467.77km, 인구
약 46 만 명으로 교토와 나란히 일본
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도시이다. 또한
이시가와현청 (石川 県庁) 소재지이자,
호쿠리쿠(北陸) 지역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적 도시로 자리매김 해
왔다. 가나자와는 전국시대(1493~1590)
부터 마에다가문(前田家)의 통치하에
서 학술문화와 예술, 전통 공예에 힘
을 쏟아 왔다.
에도시대(1603~1868)부터

문화도시

를 표방하였고, 이러 한 역사와 전통
덕분에 도자기(九谷 焼), 염색(加賀友
禅), 칠기(金沢漆器), 금박(金沢箔) 등 전통적 공예산업은 물론 직물, 간
장, 술 등의 재래산업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특히 금박이 유명한데,
일본 전국의 98%, 은박은 일본 전국의 100% 를 제조하고 있다. 한편
교토와 마찬 가지로 자연 재해는 물론 전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일
본 3대 정원 중 하나로 지정 되어 있는 겐로쿠원(兼六園) 등 역사 적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
는 도시다. 가나자와시의
인구는 1970년 36만 명이
었으나, 2010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46만 명
에 이르고 있다. 가나자
와의 대표 축제로써는 백
만석 축제(매년 6월)가 있
으며, 2009년 유네스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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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창조도시로 인정받았다.
가나자와의 지역활성화는 야마데
타모츠(山出保) 시장의 강력한 리더
십 하에서 이루어 졌는데, 1990년
첫 당선된 이후 2010년 11월까지 5선
에 이르며 가나자와의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야마데 시장은 학
술예술도시를 대대적으로

표방하였

고, 「가나자와시 걸을 수 있는 지
역 활성화 추진에 관한 조례」(2003
년) 등으로 일본 내에서 많은 주목
을 받았다. 또한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체계도 개편을 단행
하여 2006년에 역사 유산보존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도시정책국 하
의 부과(部課)는 모두 시청사 3층에
위치하도록 하여 담당자들끼리 긴밀
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8일 치루어
진 가나자와 시장 선거에서, 48세의
야마노 유키요시(山野之義) 시의회
의원이 당선하여 가나자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
해서는 2002년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공무원 파견 등 많은 교
류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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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나자와시의 지역활성화 추진의 특징
(1) 독특한 조례의 제정
가나자와는 지역활성화를 조례와 연동시켜 추진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조례의 독특함은 물론이고 그 숫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일본에서는 전통도시를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1966년에 고도
보존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가나자와는 일본의 수도 였던 역사가 없
었다는 이유로 법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독자적인 행보를 해 왔다. 이
러한 독자적 행보의 일환으로 1967년에「가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존조
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25개에 이르는 지역활성화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가나자와시 마을풍경보존 조
례」(1994년),「가나자와시 사면녹지보존 조례」(1997년),「가나자와시
시민 참여에 의한 마찌즈쿠리 추진에 관한 조례)」(2000년),「중심부 정
주촉진 조례」(2001년), 「가나자와시 걸을 수 있는 지역활성화 추진에
관한 조례」(2003년) 등 그 내용도 다채롭다.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
는 데에는 정책형성능력과 시민 및 의회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으므
로, 행정능력을 시험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나
자와의 조례는 연구자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문화를 활용한 도시경영 : 창조도시 가나자와
가나자와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가나자와의 문화정책은 가나자와에 부족한 문화를 새롭게 보완하려는
역발상에 의해 가나자와의 다양한 문화가 탄생되고 있다. 예컨대 1985
년부터 현재까지고 이어지고 있는「푸드피아 가나자와」를 들어보자.
푸드피아 가나자와는 매년 1월과 2월에 가나자와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로 요리를 하는 이벤트로서 가나자와의 유명한 음식점과 레스토랑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벤트의 표면적 목적은 가나자와의
요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지만, 실제의 목적은 좀처럼 사람들이 가나자
와를 찾아오지 않는 한겨울이라는 비수기에 가나자와를 방문하는 사람
의 수를 늘리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역발상은 1988년 설립된「앙상블 가나자와」에도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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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나자와는 예로부터 샤미센(三味線), 거문고(琴), 장구 (鼓) 등에
의한 전통음악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클래식 음악이 없다는 점에 착안
하여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009년 유네스코로부터 창조도시로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4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창설된 창조도시 네트워크 프로
젝트는, 영화, 디자인, 문화, 공예, 음식 등 7가지의 분야에서 세계에서
특색 있는 도시를 인정하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세계에서 34개의
도시가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디자인 부분에서 고베시와 나
고야시가, 공예부분에서는 가나자와시가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0년에 공예부분에서 이천이, 디자인 부문에서 서울이, 2012년에 음
식부분에서 전주가 인정을 받았다.
(3) 구도심의 재생
가나자와는 일찍부터 구
도심 재생에 힘을 쏟아
왔는데, 2006년까지

3차

에 걸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
에는 상업, 업무, 정주기
능을 중심부에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구도
심 활성화 정책 중에 눈에 띄는 사업은 가나자와 플랫버스(金沢ふら
っとバス)다. 플랫버스는 1999년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커뮤니티 버스
로서, 시민이 편안히 쇼핑이나 산보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고령자
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단차가 낮은「플랫」을 설치한 것에 유래하고
있다. 이 버스는 시버스가 왕래하지 못하는 골목길을 루트화하여 100
엔이라는 싼 요금으로 운행을 하며,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고령자 복지
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플랫 버스는 2008년 11월 신설된
루트를 포함하여 총 4개의 루트 중 3개 노선이 재래시장의 아케이드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는 시속 5㎞라는 저속운행을 한다. 따라

- 8 -

서 시민들이 편안히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 대호평을 얻고 있다.

3) 시찰대상 개요
(1) 가나자와성
에도시대 도요토미 히데
요시의 우두머리 가신 마
에다 도이시에[前田利家] 이
후로 14대 285년에 걸쳐
가가번을

지배한

마에다

가문의 대저택이다. 1583
년 건축된 이래 여러 차례
의 화재로 재건축을 반복
했다. 1881년 마지막 화재
로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1788년 건축한 이시카와문[石川門]만
이 무사히 남았고, 현재의 건물은 후에 재건축했다. 이시카와문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겐로쿠엔[兼六園] 공원의 입구 중
하나다.
교토성의 모습과 흡사한 가나자와성은 흰빛이 감도는 기와를 얹고
회반죽에 기와를 붙인 무늬벽을 세웠으며 외침에 대비해 성 외벽에 총
안을 설치하고 성 주변으로 인공연못 해자를 구축했다. 특히 지붕의
기와는 방화용뿐만 아니라 유사시 총알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와에
납을 섞었다고 한다. 높이 17.34m, 3층 규모의 히시 야구라 망루와 고
지켄 나가야 창고, 하시즈메 몬 쓰즈키 야구라 망루는 1809년 건축되
었던 건물의 원형을 2001년 복원한 것이다. 가나자와성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위치하며, 성 앞에 위치한 일본 3대 명원 중 하나인 겐
로쿠엔과 함께 현재는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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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겐로쿠엔 정원
일본의 3대 정원중의 하나로, 넓이는 약 99,174m²이다. 다이묘[大名]
정원으로, 일본 3대 정원에는 그 밖에도 오카야마[岡山]의 고라쿠엔[後樂
園], 미토[水戶]의 가이라쿠엔[偕樂園]이 포함된다. 1676년 5대 영주 마에
다 쓰나노리[前田綱紀]가 렌치정[蓮池亭]을 지어 그 정원을 렌지테이[蓮
池庭]라고 불렀던 것이 시
초이다. 원래는 개인 정원
이었으나 1874년 5월 7일
일반에 공개되었다. 1876
년에는

겐로쿠엔관광안내

조합이

조직되어

으로

관광에

적극적

이용된다.

1985년 국가 명승지로 지
정되었다.

(3) 시민예술촌
1996년에 문을 연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金沢市民芸術村)은 가나자와
에는 연극과 재즈, 록 등 현대문화가 부족 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
다. 가나자와시는 1993년에 방적공장의 이전 부지 약 9.7㏊를 취득하여
이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
었다. 그러나 야마데 시
장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다 이 쇼 ( 大 正 ) 시 대
(1912~1926)에서

쇼와(昭

和)시대(1926~1989)

초기

에 세워진 7동의 빨간 벽
돌 창고 총4,322㎡를 재
활용 하는 계획으로 바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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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 도시는 발전이 없다는 시장의 신념에
기초하여, 1994년에 전문가, 예술가 대표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
치하고, 이 창고를 연극, 음악, 미술 등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거
점시설로 재생시킨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현재 시민예술촌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시설의 보수 점검일이 있으
나, 점검 작업은 오후 6시까지로 그 이후는 개방을 하고 있어 사실상
365일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시민은 일반적인 문화예술활동에는
6시간에 1000엔, 음악 스튜디오의 경우는 2시간에 300엔이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1996년 개촌한 이후로 그 이용자 수는 200
만 명에 달하고 있다.

(4) 장인대학교
일본의 장인정신은 매우
유명하다. 대를 이어 가업
을 잇는 그들의 정신은 고
귀하다. 그러나 이들도 이
제

전통을

이어가는데에

노력을 해야만 하는 현실
이다. 가나자와 장인대학
교는

고도의

장인기술을

계승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나자와시와 9개
의 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1996년에 설립한 장인대학교는 사라져가는
전통기술, 석공, 기와, 미장, 조경, 대공, 다다미, 창호, 판금, 표구 등을
연수시킨다. 정원은 45명인데 3년간 배우고 학비는 무료이다.

(5) 유와쿠 창작의 숲
유와쿠 창작의 숲은 말 그대로 창작이 일어나는 숲이다. 1300년 전에
개발된 유와쿠 온천지구가 있어 1970년대까지 휴양지로서 활성화 되었
으나 쇠퇴 후 2003년 현재의 예술창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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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 시장의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한다’라는

신념하에

7개의

오래된

이축하여

공방으

가옥을

로 사용하고 있다. 공방에
는 염색, 스크린, 판화, 직
물 등의 체험관광객이 다
수이며

어린이들을

장기체험

위한

프로그램을

통

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6)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근대와 현대를 테마로 하여, 가나자와의 새
로운 공예작품을 전시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에 개관하였다. 이름이 근
대나 현대가 아니라 21세기인 것은 예술에 관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였
다. 개관 2년 만에 입관자
수가 274만 명에 달하는
등,

서민파

미술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
편 21세기 미술관은 시청
바로 옆 구도심에 설립하
였는데,

구도심

연계되도록

하여

상점가와
미술의

감상이라는 목적 외에 도심부에 장시간 체재하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
가 되고 있다. 현재 21세기 미술관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가장 큰 장
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7) 전통시장 : 오미쪼(近江町) 시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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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쪼 시장은 가나자
와시의 중심부에 위치하
며, 280년이라는 긴 역사
를 통하여 시민에게 가나
자와의 부엌으로써 존재
해 왔다. 주로 생선식료
품과 생활잡화를 다루는
소매점이 입거하고 있으
나, 2007년부터 행해지고
있는 시가지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업의 일
환으로 2009년에 지상5층 지하 2층의 오미쪼 시장관이 오픈하였고, 청
과점 및 생선점 등 73개 점포가 입점하고 있다. 일본서는 재래시장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시장형태의 시장건물을 건축하는 예가
많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가나자와와 아오모리가 손꼽히고 있다.

(8) 윤봉길의사 순국비
윤봉길은 1918년 덕산보
통학교(德山普通學校)에
입학했으나
3·1운동이

다음

해에

일어나자

이

에 자극받아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배격하면서

학교

를 자퇴하였다.
이어 최병대(崔秉大) 문
하에서 동생 성의(聖儀)와
한학을 공부했으며, 1921년 성주록(成周錄)의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사서삼경 등 중국 고전을 익혔다. 1926년 서숙생활을 마치고 농민계
몽·농촌부흥운동·독서회운동 등으로 농촌 부흥에 전력하였다.
다음 해 이를 더욱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독본(農民讀
本)』을 저술하고, 야학회를 조직해 향리의 불우한 청소년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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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부흥원(復興院)을 설립해 농촌부흥운동을 본격화했으며, 그 해
1월 초부터 1년간 기사일기(己巳日記)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해 2월 18일 부흥원에서 학예회를 열어 촌극 「토끼와 여우」를
공연해 성황리에 마치게 되자 일제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 농민들을 규합해 자활적 농촌진흥을 위해 월진
회(月進會)를 조직, 회장에 추대되었다. 또, 수암체육회(修巖體育會)를
설치, 운영하면서 건실한 신체 바탕으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
다.
1930년 “장부(丈夫)가 집을 나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신
념이 가득찬 편지를 남긴채 3월 6일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도중
에 선천(宣川)에서 미행하던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45일간 옥고를 치렀
다. 그 뒤 만주로 탈출, 그 곳에서 김태식(金泰植)·한일진(韓一眞) 등
의 동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그 해 12월에 단신으로 다롄(大連)을 거쳐 중국 칭다오(靑島)로 건너
가 1931년 여름까지 현지를 살펴보면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모색하였
다. 이곳에서 세탁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을 고향에 송금하기
도 하였다. 1931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활동무대를
옮겨야 보다 큰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상해로 갔다.
상해 프랑스조계 샤비루화합방(霞
飛路和合坊) 동포석로(東蒲石路) 19
호 안공근(安恭根)의 집 3층에 숙소
를 정하였다. 우선 생계를 위해 동
포 실업가 박진(朴震)이 경영하는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면서 상해영
어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해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였다. 그 해 겨울에 임시정부
의 김구(金九)를 찾아가 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칠 각오임을 호소하였다.
1932년 한인애국단의 이봉창(李奉
昌)이 1월 8일 동경에서 일본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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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살하려다가 실패하자 상해 일대는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 더욱이 일
제는 1월 28일 고의로 죽인 일본승려사건을 계기로 상해사변을 도발하
였다. 이때 일본은 시라카와(白川義則)대장을 사령관으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윤봉길은 이 해 봄 야채상으로 가장해서 일본군의 정보를 탐지하였
다.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입단해 김구의 주관 하에 이동녕(李東寧)·
이시영(李始榮)·조소앙(趙素昻) 등의 협의와 동의 아래 4월 29일 이른
바 천장절(天長節) 겸 전승축하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식장에 참석해 왕웅(王雄, 본명은 金弘一)이 만들어 폭발시험까지 했
던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이때 상해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상해의 일
본거류민단장 가와바다(河端貞次) 등은 즉사하고, 제3함대사령관 노무
라(野村吉三郎)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 중장, 주중공사 시게
미쓰(重光葵) 등이 중상을 입었다.
거사 직후 현장에서 잡혀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해 11월 18일 일본으로 호송되어 20일 오사카(大阪)위수형무소에 수감,
가나자와(金澤)에서 12월 19일 총살형으로 순국하였다. 이에 가나자와
에는 윤봉길의 순국비가 건립되어 보존되고 있다.
(9) 가나자와 자원봉사대학
가나자와 자원봉사대학은 일본에서도 독보적인 곳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1994년부터 20년동안 운영해 가고 있
다. 가나자와 시장의 강한 의지로 만들어진 곳이다. 지금도 시의 전면
적인 지원으로 현재까지 3,3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1년
과정(6월 입학 ~ 2월 졸업) 전체 24~25번의 수업을 받는다. 관광자원봉
사(마이도회)로 유명해 지기도 하였다. 문화시설 안내(학예사 지원), 국
제교류 등 8개 분야에 걸쳐 운영을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8코스로 나
뉘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야간을 포함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관광코스가 가장 인기가 많아 추첨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는 수준이다.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어가 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청각장애자가 오기도 하는데 똑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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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같은 장애자가 그 장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가나자와 자원봉사센터
이시카와현 내에는 20개의 자원봉사 센터가 있다. 현과 시 수준에 있
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센
터에 대한 소개, 상담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 대상 복지관련 자원봉사가 대부분
이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012년 기준 21,000명이다. 개
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3107명이며, 그룹은 307그룹이고 17991명이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등록자를 직접 자원봉사자를 현장으로 안내하는
센터가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의 정보를 제공
하여 자원봉사자가 선택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보를 발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1년에 6회 1
만 8천부를 제작하여, 각 자치회에 전달한다.
인재양성연수(자원봉사전문강좌 운영)를 직접 운영하며, 수화, 시각장
애교육, 고령복지에 대한 교육 등.. 2012년에는 총 11회 걸쳐 총 183명
이 교육받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원봉사설명회를
강좌형식으로 열기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자들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한다. 또한, 초, 중학교 중 향후 3년간 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겠다고 한 학교 중 센터와 복지협력교를 지정하여 자원봉사에 필요한
비용을 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강좌를 열
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4개 학교).
(11) 시민참여와 학생의 마을
2010년에 가나자와 학생마을 추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학생과 마
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책자도 만들고, 상점가
부흥을 위하여 학생들이 상점가를 조사하고, 축제도 개최한다. 조례의
정의는 학생과 시민과의 상업교류 및 학생과 마을과의 관계를 깊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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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력있는 마을을 창출해 내자 라는 것이다. 이념으로는 첫째, 학생
이 만들어 가는 사회적 기운 양성, 둘째, 학생의 자주적 활동을 촉진시
키자, 셋째, 학생과 대학이 있는 지역, 시가 상호 이해와 연계를 해가
자 라는 것이다.
조례를 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가나자와학생의마을추진회의(자
치회, 부인회, 공민관조직, 지역단체, 고등교육기관, 사업체, 학생회 등
으로 구성), 학생의마을지역추진단체(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과 대
학의 학생이 서로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등을 위한 교류사업 및 이벤트
를 지원해주는 단체), 가나자와마을만들기학생회의(가나자와의 각 대학
들의 학생들에게 응모를 하게 하여 학생회의에 참여를 하게 하고, 학
생들이 중심이 되어 가나자와의 문제점이나 과제점을 학생들이 토론하
고 활성화 방안 등의 안을 내게 하고, 시민과 의견을 교류함)이 활동을
한다.

Ⅲ

시 사 점

❍ 가나자와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은 그야말로 행정 중심
이 아닌 시민참여로 정책을 전환하는 좋은 사례였으며, 초
중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의 전용도로 정책은 현
장 체험 시찰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음. 좁은 도로에서 자
동차와 공존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배려로 학생들이 안
전한 통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자전거 주행 안
전지도를 만들고 실천함으로서 선진문화의 도시로 나가는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었음
❍ 2020 가나자와시의 문화창생 신전략을 보면 기본방침이 문
화예술을 담당하는 인재육성이며, 이를 위해 「지금」을 담
당하는 사람만들기 위한 지원과 「미래」를 담당하는 사람
만들기 위한 지원 그리고 知와 創造 거점의 정비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음. 이러한 모든 준비를 2020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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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대비하고 세계에서 찾는 시로 거듭 나기위해 노력
하고 있었음.
❍ 문화창조의 도시에 맞게 문화예술부분에 공익재단법인 가나
자와예술창조재단을 만들고 지역 내 모든 사업을 직접 시민
들이 참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
고 행정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으로 가나
자와의 미래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 사례였음.
❍ 시민예술촌인 경우도 방적공장의 이전으로 4만 여평을 모
두 철거할 계획을 야마데 시장의 신념으로 7~80년 된 건물
을 모두 재활용하여 창고를 연극, 음악, 미술 등 창작활동
을 하는 사람들의 거점시설로 재탄생한 것은 참으로 훌륭
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었음.
❍ 일본의 3대 정원 중의 하나인 겐록쿠엔은 인공으로 조성된
정원으로서 그 아름다움은 방문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
고, 높은 지대에 위치하면서 물을 정원까지 끌어올린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고급기술은 상당히 뛰어났음.
❍ 시찰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제주가 나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주의 현재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산은 무궁무
진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올레길, 각종 문화축
제들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한 환경보전 등을 볼 때 이
고유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재육성 「사람만들기」에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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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 련 사 진

학생의 도시 시민교류관 및 시민 예술촌 설명회

장인대학교 설명회 및 가나자와시 전통 경관지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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