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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우수 사례
※ 자료출처 :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 일본의 (재)지역활성화센터가 발간한(2021. 5.)‘지역활성화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지자체
시책에 참고하고자 함.

(주제) 고향 이벤트 대상(大賞)
 재팬 버드(새) 페스티벌 2019

대상 (내각총리 대신상)
치바현(千葉県) 아비코시(我孫子市)

치바현 북서부에 있는 아비코시. 그 남쪽에 접하는 데가누마(手賀沼)는
도심에 가장 가까운 천연호수이며 시민의 휴식처이다. 녹색과 물이
만들어 내는 이 지역에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이
되면 많은 철새가 도래하기 때문에 버드 워처(Bird Watcher)로 북적
인다.

또한, 시내에는 일본 국내 유일의 조류 전문‘새 박물관’과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이 총재를 맡아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야마시나 조류 연구소’라는 기관도 소재하고 있다.
‘재팬 버드 페스티벌(JBF)’은 산관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로서
2001년에 시작됐다.

지금은 11월 첫째 토요일·일요일에 개최되어

이틀 동안 총 약 4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류 축제가
되었다.
축제 당일은 들새 단체의 활동보고 부스 외에도, 들새 관찰·촬영에
빠뜨릴 수 없는 광학 기기의 최신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새를
모델로 한 상품의 판매 등 매력적인 전시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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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물론 홋카이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등 국내 먼 곳에서도 출전에
참여한다.
2015년부터는 해외단체도 참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대만, 몽골,
필리핀, 과테말라, 미얀마, 태국, 코스타리카의 야생조류 단체가 참여해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야생조류와 그 나라의 풍토와 문화에 대해 교류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또한, 2010년에 시작된‘전일본 새 포토 콘테스트’에서는 전국 각지
에서 1,000점의 매력있는 새 사진이 들어왔고, 그 중 그랑프리에 대해
서는 문부과학대신상과 환경대신상이 수여된다.
이 외에 버드 워칭이나 버드 페인팅, 스탬프 랠리, 새 모양 연날리기
등 참여형 부스도 있으며 특설 무대로는 라이브와 토크, 가위바위보
대회, 퀴즈 대회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 주최자 메시지
재팬버드페스티벌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겸
(공익재단) 야마시나조류연구소 소장
오쿠노 타쿠지 씨

JBF에는 들새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의 부스, 들새 관찰에 필수인
광학 기기 전시, 새 관련 물품의 부스 등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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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의 강연, 전국에서 모인 들새 사진 경연대회 등 새를 좋

아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가득한 축제
입니다.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치바현 아비코시
130,458명

주최단체

재팬버드페스티벌 실행위원회

개최횟수

19회

개 최 일

2019년 11월 2일(토), 3일(일)

개최장소
관 객 수

데가누마 친수 광장, 아비코시 평생학습센터,
새박물관, 야마시나조류연구소 등
약 4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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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고시엔

최우수상 (총무대신 표창)
아오모 리 현(青森県) 히로사키시(弘前市)

‘전국 고등학교 패션 디자인 선수권 대회(패션 고시엔)’는 21세기
패션계를 담당하는 인재의 발굴과 청소년의 꿈 창조를 목적으로 개최
하고 있는, 고교생에 의한, 고교생을 위한 패션 경연대회다. 패션과
디자인을 전공하는 고교생에 그치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와 농업고,
종합고, 특별 지원 학교의 학생까지 폭넓은 층이 참가하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3명 이내를 1조로 팀을 편성해 디자
인화를 응모.

매년 5월 하순에 실시하는 1차 심사(디자인화 서류

전형)를 통해 최종 심사에 진출할 작품(35점 이내)을 결정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은 8월에 개최되는 최종 심사까지 디자인화를
바탕으로 한 의상을 제작한다.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에서 개최되는
최종 심사회 당일에는 팀원 중 1명이 모델이 되어 제작한 의상을 착용
하고, 공개 패션쇼 형식의 심사로 각 상을 결정한다.
우승팀에게는 부상으로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 연수여행 기회를
주고, 준우승과 3위 팀은 도쿄에서 개최되는‘패션위크 도쿄’에 초대
하여 고교생 때부터 세계 패션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19회 대회 우승팀, 준우승과 3위 팀의 연수여행 등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영향으로 연기되고 있다.
패션 고시엔 2019(제19회 대회)에는 27개 도도부현에서 33개교 34팀이
참가했다. 디자인화의 총 응모는 2,771건에 달하고 최종 심사에 올라간
작품 수는 34개 작품이었다.
대회 참가자 중에는 현재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나 대회
참가를 계기로 패션계 학교에 진학한 사람도 있어 청소년 인재육성과
꿈을 실현하는데 일조하는 대회로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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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메시지
패션 고시엔 실행위원회 사무국
요시자와 카나에 씨

패션 고시엔은 의상 디자인 제작과 최종 심사 당일의 모델까지 고교
생이 맡는, 고교생에 의한 고교생을 위한 패션 경연대회입니다.
고교생만의 열정과 신선한 감성이 마음껏 발휘되는 무대를 꼭 봐주
세요.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168,702명

주최단체

패션 고시엔 실행위원회

개최횟수

19회

개 최 일

2019년 8월 25일(일)

개최장소

히로사키 시민회관

관 객 수

9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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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00세 야구 대회

우수상
아키타현(秋田県) 다이센시(大仙市)

아키타현 다이센시는 2005년 3월, 1시(市) 6정(町) 1촌(村)의 합병으로
발족해 일본 최고봉이라 불리는 전국 불꽃놀이 경기 대회‘오마가리
불꽃놀이’와 국가지정 중요무형 민속문화재 ‘가리와노 큰 줄다리
기’를 비롯한 행사, 국가지정 명승‘구 이케다씨 정원’과 국가지정
사적‘홋타노사쿠 유적’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다.
다이센시의 카미오카 지역(구 카미오카초)은 아키타현의 소년 야구
발상지로 알려져 시내 전역에 나이를 불문하고 야구가 성행한다.
‘전국 500세 야구 대회’는 1979년에 8개 팀 130명이 이 곳에 모여
제1회 대회를 개최했다.
출전 선수 9명의 합계 나이가 항상 500세 이상으로 한 번 물러났던
선수라도 같은 타순이면 재등장할 수 있는 등 독자의 방식으로 이루
어져 실적이 없는 중고령자라도 무리 없이 적정한 포지션으로 플레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6년 제38회 대회에서는 전국으로부터
184개 팀 4,700명이 참가해 역사와 권위있는 맘모스 대회로 성장하고
있다.
제1회 대회는 2017년‘야구에 불타는 아버지들의 고시엔’의 구호
아래, 전국 전개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019년에 개최한 제3회 대회
에서는 현 외 출전팀도 증가해 북쪽은 홋카이도, 남쪽은 미야자키현의
팀이 참가하여 열전을 펼쳤다.
첫날에 탈락해 버려도 다음날은 이 도시의 500세 팀과 교류전을 실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다. 자체 규칙을 숙지한 500세 팀과의
경기를 통해 전략을 배우거나 전력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대회를 준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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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기간 중의 환대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현 외 참가 팀에는 500세
야구를 잘 아는 시 직원 1명을 팀 서포터로 배치하여 시합 중의 규칙
해설은 물론 시내 음식점이나 기념품 가게 정보제공 등 다양한 면에서
팀을 지원하고 있다.

❍ 다음 개최일정
- 개 최 일 : 2021년 7월 17일(토) ~ 19일(월) 예정
- 개최장소 : 다이센시 종합공원야구장(오마가리 구장) 외 5개 구장
- 문 의 처
·단 체 명 : 500세·550세 야구대회 실행위원회
·주

소 : 〒014-8601 秋田県大仙市大曲上栄町2-16

·전화번호 : 0187-63-1111
·URL

: https://www.city.daisen.lg.jp/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주최단체

아키타현 다이센시
80,459명
다이센시·아키타 사키가케 신보
(500세·550세 야구대회 실행위원회)

개최횟수

3회

개 최 일

2019년 7월 13일(토)~15일(월)

개최장소

다이센시 종합공원야구장(오마가리 구장) 외 5개 회장

관 객 수

약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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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이 고개 폐지노선 워크

우수상
군마 현(群馬県) 안나카시(安中市)

일반사단법인 안나카시 관광기구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실시한‘지역
관광을 생각하는 워크숍’중 나온 아이디어가 형태가 된 기획이‘폐지
노선 워크’이다. 국가 중요문화재인 우스이 제3교량(통칭 안경다리)와
구 마루야마 변전소, 구 구마노타이라 변전소 등의‘구 우스이 고개
철도 유산군’의 지명도가 높아져, ‘우스이 고개에 다시한번 스포트
라이트를 비추고 싶다’,‘“철도로 번창했던 마을”이라는 슬픈 기억을
차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지역의 생각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폐지노선 워크는 20년 이상, 전에 폐선이 된 신에쓰 본선의 요코카와
~ 카루이자와 구간을 특별 개방하고,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관광
콘텐츠이다.

헬멧과 헤드라이트를 착용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폐선

흔적이나 철도 설비, 국립공원 내의 대자연을 무대로 나아가면‘여기서
밖에 할 수 없는 모험’을 할 수 있다.
폐선 후 활용되지 않았던 해당 폐선로를 안나카시의 관광 지역 만들
기를 담당하는 안나카시 관광기구가 착지형 관광 콘텐츠로 정비했다.
가족 단위부터 철도 팬이나 제대로 걷고 싶은 분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코스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지노선 워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대처로, 철도 왕래 시 마음속 깊이 있는 풍경을
되찾는 활동이나 잡목의 벌채 등과 같은 환경 정비, 당시 사용되었던
신호기 등 철도 설비의 부활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살아
있는 폐지노선’으로 참가자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요코카와 거리에 기적(汽笛) 소리는 그치지 않는다’를 구호로, 폐지
노선을 걷는 이벤트의 기획과 영상 제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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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개최일정
- 개 최 일 : 정기개최이므로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개최장소 : 신에쓰 본선 요코카와~카루이자와 구간 폐지노선 길
- 문의처
·단 체 명 : (일반사단법인) 안나카시 관광기구
·주

소 : 〒379-0222 群馬県安中市松井田町横川441-6

·전화번호 : 027-329-6203
·URL

: https://haisen-walk.com/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군마현 안나카시
56,706명

주최단체

(일반사단법인) 안나카시 관광기구

개최횟수

81회

개 최 일

SL 군마 요코카와 운행일에 맞춰 개최하는 것 이외,
월 3회 정도 개최 (신록·단풍 시즌에는 개최 증가)

개최장소

신에쓰 본선 요코카와-카루이자와 구간 폐지노선 길

관 객 수

1회 50명 정도 / 누계 1,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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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카와 목공 축제

우수상
후쿠오카현(福岡県) 오오카와시(大川市)
전국 유수의 가구 생산지인 후쿠오카현 오오카와시는 지쿠고 강 하류에
위치하고, 약 480년 전 상류의 목재가 뗏목으로 운반되어 목공의 시조
에노키즈 구메노스케가 배목수의 기술을 살려 이음맞춤(가구)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가구 생산의 기원이다.
‘오오카와 목공 축제’는 1949년 에노키즈 구메노스케의 400년기를
기념해 열린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제70회를 맞이한 오오카와시
최대의 이벤트다. 이 기간에는 가구 메이커 약 200사의 전시 판매를
비롯해 전국 창호 전시회 수상 작품이나 오오카와 가구 장인의 기술과
센스가 담긴‘네코 가구(고양이용 가구)’ 등을 전시하고, ‘오오카와
장인 메이드’의 높은 기술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부모-자녀 목공교실, 초등학생 목공 공작전, 고교생작품전 등도 실시
하여 전통 계승과 차세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전통 공예품도 많이 남아있어 그중에서도 오오카와 오동나무
옷장, 오오카와 조각, 오오카와 문살, 카케가와(掛川)는 후쿠오카현 특산
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오카와 문살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컵 받침 제작 체험과 문살 라켓을 사용한 나무 탁구도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오카와가 자랑하는 작곡가 코가 마사오 선생이 작곡하여
시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목공 합창‘오오카와 요카타이’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추는 춤과 의자 제작 등의 목공 체험, 통나무 뽑기 게임
등의 이벤트, 포장마차 벼룩시장, 무대 이벤트, 퍼레이드 등 방문객이
보고, 먹고, 체험하며 목공 축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전개
하고 있다.
축제 전날에는 원련사(願蓮寺)에서 오오카와 목공의 시조, 중흥시킨
조상, 현대가구 선조의 보은 공양과 1800여 년 전에 창건된 풍랑궁(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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浪宮) 본전에서 인테리어 산업의 진흥발전과 축제의 성회를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진다.
목공 축제에는 오오카와시 내외로부터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으며,
재방문도 많아 2019년은 방문객이 과거 최대인 20만 명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전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미래로 이어지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 다음 개최일정
- 개최일 : 2021. 10. 9(토) ~ 10.(일) 예정
※ 본래 3일간 개최이나‘스포츠의 날’이 7월인 2021년은 이틀간

- 개최장소 : 오오카와 산업회관·오오카와 중앙공원 외
- 문 의 처
·단 체 명 : 오오카와 목공 축제 실행위원회 사무국
·전화번호 : 0944-85-5582
·MAIL

: okwinterior@city.okawa.lg.jp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후쿠오카현 오오카와시
33,376명

주최단체

오오카와 목공 축제 실행위원회

개최횟수

70회

개 최 일

매년 10월의‘스포츠의 날’을 최종일로 하는 3일간

개최장소

오오카와 산업회관·오오카와 중앙공원 외

관 객 수

약 20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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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역(無人驛) 예술제

고향반짝상
시즈오카현(静岡県) 시마 다시(島田市)
본 프로젝트는‘무인’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아트를 수단으로 한
지역 재생의 대응사례이다. 아티스트가 지역 자원과 사람들의 매력,
때로는 지역 과제를 표면화해 무인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에 숨 쉬는
‘기억’,‘풍경’,‘일상생활’을 발굴해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류와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인역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방치된 것 같은 장소에 아트를 수단으로
초점을 맞춘 역발상으로, 숨 쉬는 경치와 사람들의 생활을 재발견한다.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작업하면서 새로운 연결을 낳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이 양성된다. 마을 및 제작 과정에서 고령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해 삶의 보람 만들기에도 일조한다.
방문객은 작품을 통해 지역을 재발견한다. 지역 전체로는 사람·물건·
일의 발굴과 재편집, 발신을 통한 교류인구 확대와 지금까지 관광 자원
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장소가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해 2020년 3월에 3번째의 개최를 맞이했다.‘무인
역이 열리면 지역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오오이가와 철도의 무인역
6개 역과 세 곳 마을의 주변이 무대가 되었다.
프로젝트는‘파내다’.‘나타내다’,‘함께 연다’의 세 단계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파내다’에서는, 마을의 문화와 생활, 경치를 아티
스트가 체재하면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나타내다’는 아티
스트가 작품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방법이다. 제작에는 마을 주민을
비롯해 현 내외 자원봉사자 등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함께 연다’
로는 3월에‘무인역 예술제’를 진행한다. 방문객에 대한 작품 표현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과 지역이 새로운 매력으로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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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술관이 없는 시마다시와 가와네혼초에는 이러한 대응이 문화
예술의 아웃리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술제를 중심으로
주민의 관계가 공고해지는 마을의 증가도 눈에 띈다.

❍ 다음 개최일정
- 개 최 일 : 2022. 3월 개최 예정
- 개최장소 : 오오이가와 철도 무인역과 그 마을
- 문 의 처
·단 체 명 : NPO법인 크로스미디어 시마다
·주

소 : 〒427-0029 静岡県島田市日之出町2-3

·전화번호 : 0547-35-0018
· URL

: http://unmanned.jp/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가와네혼초
98,282명 (시마다시)

주최단체

NPO법인 크로스미디어 시마다

개최횟수

3회

개 최 일

2020년 3월 6일(금)~3월 22일(일)

개최장소

오오이가와 철도 무인역과 그 마을

관 객 수

약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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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을 전체와 Wedding
□

고향반짝상
야마 구치현(山口県) 히카리 시(光市)

2017년도부터 매년 1쌍의 신혼 커플(기본적으로 혼인신고서 제출 후
1년 이내)을 모집해‘마을 전체’가 축하하고 있다.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정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본 시의‘사람의
친절함과 따뜻함’을‘결혼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마을 전체에서
구현하고, 시민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가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
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회였던 2017년도는 히카리시 시청 청사를 활용해 개최하여 120명이
참가했다. 다음 연도 2회째에서는 ‘일본 바닷가 100선’에 선정된
‘무로즈미 해안’을 무대로 개최해 200명이 참가했다.
3년째가 된 이번에는 지역 자원과 교통연결기관, 주택가, 자연환경이
콤팩트하게 정리된‘살기 좋음’을 PR하기 위해, 마을의 관문이 되는
JR 히카리역과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약 2.4km에 걸친 하얀 모래와
소나무가 펼쳐지는‘니지가하마 해안’을 메인 회장으로 했다.
마을의 일상과는 다른 모습과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한층 더 관광
PR로 연결함과 동시에 강한 임팩트로 마을의 지명도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개최에서는 히카리역을 소관하는 JR서일본의 협력을 받아 시내
초등학생 약 1,000명이 행사장에 장식할‘화환’을 만들어 주었다.
이밖에도 당일의 연주와 노래, 축하 행사에는 시내 유치원과 중학교
취주악부, 시민단체 분들이 관여하여 말 그대로‘마을 전체의 축하’가
되었다.
또한, 이벤트의 인지도가 높아진 이번 개최에서는 방송국이 개최 준비
단계부터 밀착 취재를 하고 전국으로 방송하여 마을 지명도 상승에
큰 효과가 있었다.

- 14 -

참가자는 1년째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끈끈
해지고 있다. 행정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이 사업은 히카
리시의 대표적인 시티 프로모션 사업으로 되고 있다.

❍ 다음 개최일정
- 개최일 / 장소 : 미정
- 문 의 처
·단 체 명 :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주

소 : 〒743-8501 山口県光市中央六丁目1番1号

·전화번호 : 0833-72-1409
· URL

: https://www.city.hikari.lg.jp/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50,431명

주최단체

히카리시 오셋카이 프로젝트팀

개최횟수

3회

개 최 일

2019년 10월 20일(일)

개최장소

히카리역, 니지가하마 해안

관 객 수

600명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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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야코노죠 6월 등(燈) 오카게 축제
□

심사위원 특별상
미야자키현(宮崎県) 미야코노죠시(都城市)
미야코노죠시는 미야자키현의 남서부 기리시마능선 기슭에 펼쳐진
미야코노죠 분지 안에 있으며 자연과 풍부한 식자원, 그리고 시마즈
가문의 발상지라고 하는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다.
‘오카게 축제’는 1993년, 희박해지는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기 위해
일본의 전통있는 축제의 구조와 본질을 배우려고 시작되어 축제의
엄격한 질서 속에서 인재양성과 지역의 유대·연대감 양성에 임하고
있다. 또한, 자조·공조의 마을 조성을 추진해 나이와 조건을 초월한
세대가 축제를 통해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덕분에’,‘서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공생 사회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야코노죠 분지에서는 옛 사쓰마 번에서 전해져 내려온 음력 6월에
개최되는 여름 축제를‘6월 등(燈)’이라고 부르며, 오카게 축제도 칸
바시라구(神柱宮)의 6월 등(燈)에 맞춰 개최된다. 매년 7월 8, 9일의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해마다 참가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시(市) 내외로부터 1,5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축제 행사 일정은 5월에 시작된다. 시작 의식인‘반전 맞춤(伴纏合
せ)1)’부터 축제 전날의‘대(大)등롱 수레 설치’까지 약 2개월 사이에
8번에 달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축제의 준비와 연습의 공정을
의식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에서도 서로 도우며 생활해 가는 것의 중요
성을 엄격한 질서 속에서 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와 자부심을
양성하고 향토애를 기른다.
7월 8일의‘전야제’에서는 중심 시가지의 번화가에서 불을 밝힌 수십
개의 대(大)등롱 수레가 당겨지는‘헌등제’가 있고, 다음날인 9일이
1) 축제 시작 두 달 전, 그 해 선정된 축제 실행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역할 분담 및 타스키(옷
소매를 걷어 매는 어깨띠)를 건네받는 의식을 통해 실행위원회를 발족시키는 사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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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축제’이다. 저녁 무렵부터 JR 미야코노죠 역전 광장에서‘출정
식’을 실시한 후, 피리와 북소리를 선두로‘하네토(跳人)’라고 불리는
춤꾼을 늘어놓은 미코시(신을 태우는 가마)가 칸바시라구를 향해 웅장
하게 행진한다.

축제 당일은 3만 5,000명이나 되는 인파로 활기가

넘친다.

❍ 다음 개최일정
- 개 최 일 : 2021. 7. 8.(목) ~ 9.(금) 예정
- 개최장소 :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내 주회장·칸바시라구 경내
- 문 의 처
·단 체 명 : 오카게 축제진흥회
·주

소 : 〒885-0025 宮崎県都城市前田町1345-19

·전화번호 : 0986-21-4835
· URL

: http://www.okagematsuri.jp/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
163,616명

주최단체

오카게 축제진흥회

개최횟수

29회

개 최 일

매년 7월 8일, 9일

개최장소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내 주회장, 칸바시라구 경내

관 객 수

약 3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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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불의 회랑(回廊)
□

차점
니가타현(新潟県) 조에쓰시(上越市)

‘등불 회랑’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지역민이 협력해 준비부터
운영까지 담당하는 손수 만든 이벤트다. 이벤트의 기획, 준비, 운영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시는 등불 회랑의 전체 조정,
정보 발신,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에 있어‘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랑’,‘소속감’을 키우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스태프 외에 주민들이 직접 집 근처에 눈 등롱과
설벽에 구멍을 파는 등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행사장마다 눈 찻집이라 불리는 쉼터를 설치하고 수타 소바와
놋페이국(향토요리) 등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조에쓰시는 동해 쪽에 있는 지역 특성상 겨울에 많은 강설이 있어
산간부 마을의 적설량은 2~3m 가까이 되는 폭설 지대다. 시 구역의
70%를 차지하는 중산간 지역에서 혹독한 겨울을 즐기려는 지역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생겨난 이 대처는 당시의 야스즈카초(1986년도~)와
오시마무라(1997년도~)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이미지 프로모션 관점
에서 2011년도에 등불 회랑을 실시.

이후 구 히가시쿠비키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겨울의 일대 행사로 따뜻한
등불이 퍼져 왔다.
등불 회랑은 2020년도에 개최 10회를 맞이했다.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즐기면서 이벤트에 종사하고, 자원봉사자와 방문객과의
교류를 소중히 하는 등‘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랑’,‘소속감’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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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에쓰시의 겨울 풍경으로서도 인지도를 얻어 시 내외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고 있다. 또 은세계로
켜지는 촛불의 은은한 불빛이 사진을 비추어 젊은 세대의 방문도 많다.

❍ 다음 개최일정
- 개 최 일 : 2022년 2월 하순
- 개최장소 : 조에쓰시 야스즈카구, 오시마구, 우라가와라구, 마키구,
타카시구, 나다치구
- 문 의 처
·단 체 명 : 조에쓰시 외 6개 단체
·주

소 : 新潟県上越市木田1-1-3

·전화번호 : 025-526-5111
· MAIL

: kanko@city.joetsu.lg.jp

· URL

: https://joetsukankonavi.jp/tomoshibi/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니가타현 조에쓰시
189,282명

주최단체

조에쓰시 외 6개 단체

개최횟수

8회

개 최 일

2019년 2월 23일 (토)

개최장소
관 객 수

조에쓰시 야스즈카구, 오시마구, 우라가와라구,
마키구, 타카시구, 나다치구
28,4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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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가노 디자인 위크
□

~ 젠코지 오모테산도 일루미네이션 ~

차점
나가노현(長野県) 나가노시(長野市)
나가노시(長野市) 젠코지(善光寺)를 중심으로 한 구역을 빛으로 물들
이는 새로운 이벤트‘나가노 디자인 위크, ~젠코지 오모테산도 일루
미네이션~.’ 나가노역에서 젠코지까지 전체 길이 약 1.8km에 걸친
젠코지 오모테산도 가로수를 약 32만구의 빛으로 장식했다.
국보인 젠코지 본당과 중요문화재인 산문(山門)은 톱 디자이너가 빛의
공간 연출을 하고 환상적인 세계로 방문한 관광객을 안내한다. 또한,
시내를 중심으로 한 각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번화함을 만들고
워크숍 개최, 시내 기업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에 힘써 지역주민이 이
행사를 통해 도시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태풍으로 수몰했던 적이 있지만 부활한 부흥 피아노인‘스트
리트 피아노’등 다양한 관련 기획을 시행했고, 9일간의 기간 동안
약 8만 9,000명이 방문했다.
본 이벤트는 급성장하는 인바운드 수요를 흡수해 다양한 교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교류인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2020년 2월에 2회째를 개최했다.
학생과 청년,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해 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키우고 거주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다양한 기획을 통해
2019년 태풍 19호(동일본 태풍)로부터의 부흥을 기원하며 마을에 활기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12월에는 제3회를 개최해 약 11만 8,000명이 방문했다.
지명도도 올라가서 겨울의 나가노시에 없어서는 안 될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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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개최일정
- 개 최 일 : 2021. 12월경 (제4회)
- 개최장소 : 젠코지 및 나가노역~젠코지까지의 오모테산도
- 문 의 처
·단 체 명 : 젠코지 오모테산도 일루미네이션 실행위원회
·주

소 : 長野市大字鶴賀緑町1613番地

·전화번호 : 026-224-8316
· MAIL

: kokusai@city.nagano.lg.jp

· URL

: https://www.nagano-cvb.or.jp/designweek/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나가노현 나가노시
374,048명

주최단체

젠코지 오모테산도 일루미네이션 실행위원회

개최횟수

2회 (2020년 12월에 제3회를 개최)

개 최 일
개최장소
관 객 수

2020년 2월 22일 (토) ~ 3월 1일(일)
(제3회: 2020년 12월 5일 ~ 13일)
젠코지 및 나가노역~젠코지까지의 오모테산도
(전체 길이 약 1.8km)
89,000명 (제3회: 11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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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7회 미야마 초가지붕 마을 라이트업
□

차점
교토부(京都府) 난탄시(南丹市)
‘미야마 초가지붕 마을(카야부키노 사토) 라이트업’은 교토부의
중앙에 있는 난탄시 미야마 마을에 눈이 쌓이는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실시되는 이벤트다. 초가지붕의 민가 등이 조명을 받아 험난한 자연과
사람들의 삶이 빚어내는 겨울의 고향 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벤트 장소인 미야마초 북쪽 마을‘카야부키노 사토’는 초가지붕의
민가가 늘어서 있어 옛날이야기의 세계 같은 일본의 원풍경이 펼쳐진다.
그 전통적 기법과 역사적 경관이 보존되어 국가의 전통 건축물 보존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마을에는 일본의‘물의 고향 100선’으로 선정된 청류 미야마
강(美山川)이나 서일본 유수의 귀중한 자연이 남아있는 아시우(芦生)
원시림 등 풍요로운 자연이 지금도 남아있어 마을 전역이‘교토 탄바
고원 국가지정공원’으로 되어 있다.
이벤트에는 약 20여 동의 초가지붕 민가의 라이트 업을 비롯해 마을
내에 설치된 총 300개의 꽃등과 LED등, 대나무등, 연등의 불빛이
설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다. 방문객이 눈으로 등롱을 만들 수 있으며
수많은 수제 눈 등롱이 마을 앞에 늘어서 있다.
예년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겨울의 불꽃놀이가 맑은 공기의 밤하늘을
물들이고 마을 내에 있는 치이하치만(知井八幡) 신사 배례전(拜殿)에
서는 일본 무용의 봉납이 이루어진다.
겨울 야외행사를 위해 따뜻한 식사와 음료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포장
마차촌을 설치하고 미야마의 특산품 등을 살 수 있는 선물 가게도 야간
특별영업을 한다.
마치 수묵화 같은 풍경의 겨울 미야마 마을에 꼭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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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개최일정
- 개 최 일 : 예년 1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2월 첫째 토요일 8일간
- 개최장소 : 교토부 난탄시 미야마초 키타 카야부키노사토
- 문 의 처
·단 체 명 : 일반사단법인 난탄시 미야마 관광마을조성협회
·주

소 : 京都府南丹市美山町安掛下23

·전화번호 : 0771-75-1906（수요일 정기휴업)
· MAIL

: miyama@kyoto-miyama.jp

· URL

: http://www.yukitouro.jp/

❍ 개최 데이터
지자체명
지자체인구

교토부 난탄시
31,511명

주최단체

미야마 카야부키노사토 눈 등롱 실행위원회

개최횟수

17회

개 최 일

2021년 1월 30일 ~ 2월 6일
※긴급사태선언에 의해 중지됨

개최장소

교토부 난탄시 미야마초 키타 카야부티노사토

관 객 수

10,000~1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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