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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일본사회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극복하고, 아울러 동경
권에의 인구집중을 분산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정책
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에 대
한 일본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지방창생법의 주요내용을 소
개한다. 또한 지방창생법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토개조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식자들의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한다.
일본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한 한국사회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사회현
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앞으로 한
국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지방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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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법제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창생, 창생법, 인구감소, 노령화, 국토개조, 일본국토개조

Ⅰ. 처음에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종국적으로 국가의 경쟁
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된 것은 아주 오래된 과거는 아니다. 특히 지난 참여정
부를 표방하였던 노무현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심지어
수도를 옮기고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신행정
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이 되었지만, 이후 2005년 ‘신행정수도 후
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행복도시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도시건설의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고 중앙정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2007년 ‘공공기
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
시법’)이 제정되어 많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
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출산의 감소로 인하여 급격하게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더불어 노인의 인구는 증가함으로써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경쟁력이 저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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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국가의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결국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시행하여 자녀의 출산 및 양
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같이 우리 사회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와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는 일본 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적으로 어떠한
근본적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을까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인구문제를 대도시, 특히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이동, 특히 동경으
로의 집중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원인은 아울러서 지방의
쇠퇴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구문제는 국토개혁과 분리될
수 없는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장래 국토자원
의 이용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여
보고자 한다.
마침 최근에 일본 정부는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집중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
法, 약칭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법률은 인구문제
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사회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하여 위한 단초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지방
창생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본 후, 아울러서 법제의 주요내용 및 지방
창생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창생정책의 일환
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토개혁의 내용과 이에 대한 식자들의 평가를 정리
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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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사회의 현황
현재 일본은 지역재생 또는 지방창생이 커다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 및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말미암
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정부는 지방창생이라고 하는
아베노믹스를 제창하고 있다. 일본이 지방창생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
한 것은 2014년이며, 특히 동년 5월 8일 일본생산성본부의 ‘일본창성회
의1)⋅인구감소문제 검토 분과회’의 좌장이 기자회견을 발표한 것이 커
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20세부터 39세까지의 젊은 여성이 50% 이상 감소하는 시정촌은 896개
로 전체의 49.8%가 된다는 것이며,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더라고 미래엔
곧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2) 이러한 발표는 일본 전국을
강타하고 아베정부의 개혁노선을 자극하였다.3)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
본사회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1. 인구의 감소
일본 총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일본총인구
는 1억2,806만명이었으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출
생률을 평균 1.35로 추산하는 경우 30년 이후인 2040년에는 1억728만명,

1) 일본창성회의는 일본생산성본부가 2011.5.에 발족한 민간의 회의체이다.
<http://www.policycouncil.jp/>
2) 발표문은 일본창성회의⋅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위원회 제언-‘스톱저출산⋅지방원기
전략’ 기자회견, 일본창성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아베총리는 6.14. 지방창생본부의 설치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지시하였다. 이윤석, “최근 일본행정의 이슈-아베정부의 지방창생전략-”,
한국행정학회 소식지 148권, 한국행정학회, 201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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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에는 8,674만명, 2090년에는 5,727만명으로 감소하며, 2010년부터
100년 이후가 되는 2110년에는 4,286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
다. 참고로 2014년도 일본출산율은 1.42로 9년만에 감소하였고, 출생수
도 약 100만명으로 과거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4)
한편 전체인구를 14세 이하의 연소인구, 15세에서 64세 이하까지를
생산연령인구, 65세 이상을 노년인구로 분류한 경우, 연소인구와 생산연
령인구의 감소는 일관되게 계속되지만, 노년인구는 2040년까지는 증가
하고 2040년부터 2060년부터는 낮은 감소율로 감소하며 2060년 이후에
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인구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즉 ① 1단계 :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시기,
② 고령인구가 유지 또는 미세한 감소의 시기, ③ 3단계 : 고령인구조차
감소하는 시기이다. 현재 일본은 1단계에 있으나 언젠가는 2단계를 거쳐
서 3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출생수와 사망수
의 차이로 인한 자연증감과 전입과 전출의 차이로 인한 사회증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정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자연감소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감소로 인한 것인가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2.1 인구이동의 동향
일본의 이동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한 내용을 크게
3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의 인구이동은 1960년부터 1973년 오일
4)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15(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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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가 발생한 시기까지 이다. 이 시기는 최고 65.1만명이 지방에서 3대
대도시권으로 전입하였다. 즉 동경권(東京都, 埼玉県, 千葉県, 神奈川県)
으로 37.7만명, 칸사이(関西)권(大阪府, 京都府, 兵庫県, 奈良県)으로 21
만명, 나고야(名古屋)권(愛知県, 岐阜県, 三重県)으로 6.3만명이 전입하
였다. 제1기의 인구이동의 특징은 지방에서 3대도시권으로의 이동이라
고 할 수 있다. 제2기의 인구이동은 1980년부터 1990년 버블경제의 붕괴
이전이며, 제3기 인구이동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인구이동은 주로 동경권으로 집중되어 있다.
2.2 동경권으로의 인구집중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동경권으로의 전입수는 약 11만명으로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경으로 극단적인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경권으로의 인구유입에는 특징이 있다. 인구유입의 과반수는
15세에서 19세 및 20세에서 24세의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동경권으로의 전입인구는 총 10만 9천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5
세에서 19세의 인구가 2만 7천명이었으며, 20세에서 24세의 인구가 5만
7천명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대학진학과 대학졸업 이후의 취업과 관련이
있다. 결국 동경권에 대학과 대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경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우선
동경에서는 생활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의 통근시간(편도)이 런던은 약 43분, 뉴욕 약 40분, 파리
약 38분인 것에 비하여 일본의 수도권은 68.7분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통근은 그 자체만으로 피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보육원으로의 등하원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매우 복잡
한 생활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높은 주택가격도 문제이다. 2013년도
동경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뉴욕은 59.5, 서울은 58.3,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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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0.1 정도이다. 도심부의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주택은 도심
에서 떨어진 교외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연계되어 있다. 나아가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형의
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집중은 보육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단면으
로 보여주는 것이 보육원의 대기아동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
년 4월 1일 후생노동성의 ‘보육원관련상황정리’에 따르면 동경도의 대
기아동수는 8,672명, 사이따마(埼玉)현은 905명, 찌바(千葉)현은 1,251명,
가나가와(神奈川)현은 1,079명이다. 전국 2만1,371명 중에서 56%가 동경
권을 차지하고 있다.

3.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
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인은 미혼율의 증가와 자녀수의 감소에 있다.
1970년대 이후 미혼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만혼 또는 비혼이 상당
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34세까지의 미혼율을 살펴보면
1960년에는 남성이 9.9, 여성이 9.4로 10% 이하였으나, 1975년에는 남성
이 14.3%로 상승하고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0년에는 44.5%로 남성
의 거의 반수가 미혼상태로 있다. 여성의 경우 1970년대 80년대는 미혼
율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전후를 계기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2.5%가 미혼이다. 특히 2010년 25세부터 29세 사이의 미혼
율을 보면 남성이 66.9%, 여성이 57.8%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결혼한 부부이라고 하더라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
하는데, 2000년대 초에는 평균자녀수가 2.2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2.09
명, 2010년에는 1.96명으로 2명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경에서의
출생율 저하는 일본인구감소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도심부의 출생율은 낮은 편이지만 동경도의 출산율은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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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2013년 전국 평균은 1.43명이었으나 동경은 1.13명이고 가나가와
현은 1.31명이다.
아울러 동경권의 고령화도 일본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특히 동경
의 근교에 있는 도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늘어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젊은 연령층이 동경권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 고용 및 지역경제의 현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혼 내지는 비혼 현상 및 저출산의 배경에는
특히 젊은 청년의 취업과 여성노동 등에 문제가 있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율은 계속하여 상승하여 2013년에는 36.7%에 달하였으며, 완전실
업률은 모든 연령에서는 4.0%인 것에 비하여 15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6.9%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2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의 급여를 비교하여 보면, 남
성의 경우 정규직의 평균급여는 521만 엔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226만
엔, 여성의 경우는 정규직이 350만 엔, 비정규직인 144만 엔으로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급여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비정규직의
증가와 저소득층의 증가는 남성들의 결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여성취업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첫째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출산 전후의 취업상황을 보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출산 이전에 취업을 한 여성 가운데 38%는 육아휴직을 이용하
여 계속 취업을 하였으나, 출산을 계기로 62%는 퇴직을 하였다. 출산
이후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은 사회 환경으로 보아 매우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판명된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는 1인당 임금, 취업자 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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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고용과 소득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대도시에 비하
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아울러 노동인구의
부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부분의 미혼자가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
며, 또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경거주자의 40%가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5)

Ⅲ. 일본 지방창생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 지방창생법의 제정경위
1.1 지역재생법과 지방창생법
일본인구의 감소, 동경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 고용형태와 지역경
제의 침체 등의 사회문제는 결국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관련성과
연계성이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은 이미 2005년 ‘지역재생법’을 제정⋅시
행하여 지역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재생제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고용기회의 창출, 그 외에 지역의 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책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지역재생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급부상하였던 사회적 관심사항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논의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흐름에서 탄생하였고 이후에

5) <www.jmdc.jp/common/kaihou/H27.1_NO.90/tokusyuu.pdf>, 溝口洋, “まち⋅ひと⋅し
ごと創生法について”, 2010년 미혼자 가운데 남성은 86.3%가, 여성은 89.4%가 결혼을
할 생각으로 있으며, 2010년 희망자녀수는 2010년 2.42명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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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정치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다. 결과로 보면 일시적인 사회적 붐에
지나지 않았다.6)
이후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지방창생을 주창하였고 결
국 2014년 11월 21일 중의원해산을 표명한 날인 11월 19일에 ‘지방창생
법’과 ‘지역재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가결되었다. 개정된 지역
재생법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역재생기본방침은 지방창생법 이하
지방창생법의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종합전략,
국토형성계획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토형성계획, 그 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흥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규정
하여 지방창생법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놓았다. 이하 지방창생법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지방창생법의 제정과 시행
지방창생법안은 2014년 9월 29일 각의결정 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의원에서 취지설명과 질의가 있은 다음에 지방창생에 관한 특별위원
회에 맡겨졌다. 이후 토구시마(徳島)현에서 지방공청회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11월 5일에 동위원회에서 채결되었다. 이 때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였지만7) 부결되고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동 법안은 참의원에서 취지설명과 질의가 있은 다음에 지방창생
에 관한 특별위원회8)에 맡겨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17일에 군마(群馬)
6) 小田切德美, “農山村における地方創生の課題”, 環境と公害 第45券 第2号, 2015, 44頁.
7) 야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
하고, 이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의 발본적인
개혁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한편으로는 도주제(道州制)의 도입추진과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토대로 정책통합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내어놓으면서 창생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무산되었다. 長谷川智, “地方創生の推進”, 時の法
令 1978号, 2015, 7頁.
8) 중의원과 참의원의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에 관하여는 其田茂樹, “地方創生は政策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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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서 지방공청회가 있은 후에 11월 19일에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다만 위원회의 가결이 있은 날 공교롭게 아베수상은 11월 21일에 중의원
을 해산하다고 발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19일 전날인 18일에 참의원특
별위원회에서 여야당 합의하에 법률안은 심의한다고 약속하였으나 해
산소식을 들은 야당 측은 19일의 심의에 난색을 표하고 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강행하였다.9) 11월 21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입법화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지방창생법은 2014년 11월 28일
법률 제136호로 공포되었다.
지방창생법의 시행은 제1장 총칙과 부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고 하는 제2장부터 제4장은 창생
법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2014년 정령 제381호)에 따라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2. 지방창생법의 주요 내용
지방창생법은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7조), 제2장 지역, 사람, 일자
리 창생종합전략(제8조), 제3장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종합전략 및 시정촌(市町村)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종합전략(제9
조⋅제10조), 제4장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본부(제11조 내지 제20조),
부칙이다.
2.1 목적 (제1장)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률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的か”, 自治総硏 439号 2015年 5月号, 54-56頁.
9) 其田茂樹, 前揭書, 4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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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에 적확하게 대응하여, 인구감소를 멈추게 하고, 동경권으로의 과도
한 인구집중을 시정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살기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장래에 활력에 있는 일본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갖고, 윤택하고 풍부한 생활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개성 풍부하고 다양한
인재확보 및 매력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취업의 기회창출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략---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몇 가지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첫째 ‘동경권’ 이란
어느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일본에서 ‘동경권’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1988년
법률 제83호),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109호), 수도직
하지진대책특별조치법(2013년 법률 제88호), 오오사카(大阪)만임해지
역개발정비법(1993년 법률 제110호)이 있지만 각 법률에서의 정의를 달
리하고 있다. 참고로 오오사카(大阪)만임해지역개발정비법에서는 ‘동경
권’에 대해 특별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도 하다. 지방창생법은 기본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개별의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
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실익
이 없을 듯하다. 따라서 구체적 정의는 창생법에 따라 구체적인 개별의
작용법 및 제도가 만들어질 때 결정하면 된다고 본다.
한편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まち、ひと、しごと創生)이라고 하여
일본의 히라가나를 사용한 법률의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히라가나
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게 위함이
라는 것과 더불어 한자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10) 즉 지역(まち)이라고 할 때는 행정
10) 溝口洋,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について”,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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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단위나 혹은 지리적인 영역만을 상기하게 되고, 사람(ひと)이라
고 할 때는 단순하게 생물적 의미나 법률행위의 주체로서의 사람에 한정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일자리(しごと)라고 할 때는 무슨 일이든 좋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2 기본이념
제2조는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一호는 개성이 풍부하고
매력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국민이 윤택하고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환경을 정비할 것이다. 제二호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서비스와 관련하
여서, 수요와 공급을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이해과 협력을 얻어 현재
또는 미래에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제三호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결혼⋅출
산 및 육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환경을 정비할
것이다. 제四호는 일과 생활이 조화가 되도록 환경을 정비할 것이다.
제五호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업촉진과 사업을 활성화하여 매력이 있
는 취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 이하 생략 --제一호는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각 지역들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자는 것이다. 동경인구의 감소, 동경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이주 등을 고
려한 내용이다. 지방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동
경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의 본사들의 상황을 해결하고, 지방대학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제二호의 경우에도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서비스’라는 개념은 행정서비스와 더불어 민간사업자들이 제공
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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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三호는 지역과 일자리를 동시에 언급한 내용이다. 임신기간부터
육아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젊은
세대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도 있어야 한다.
제四호도 일자리와 지역을 언급한 내용이다. 정규직 취업 및 근로조
건 등에 대한 노동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五호는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에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
이 만들어야 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서비스산업, 농림수산업,
관광산업 등을 창출해야 한다.
2.3 사업자⋅국민⋅국가의 역할
제5조 내지 제7조는 사업자⋅국민⋅국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창생정책에 협
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6조 국민은 창생정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창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4 창생종합전략 (제2장, 제3장)
제8조는 창생종합전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창생종합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창생목표
(제一호), 창생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제二호), 창생정책을 실현하기 위
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필요사항(제三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3
항에 따르면 창생본부는 창생종합전략안을 작성할 때 인구의 현재상황
과 미래예측을 고려하여 창생종합전략의 실시상황에 관한 객관적 지표
를 설정하고,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 따르면 내각총리대신은 창생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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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창생종합전략안을 각의결정 하도록 요구할 것,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의한 각의결정이 있을 때에 내각총리대신은 창생종합전략을
공표할 것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창생종합전략은 창생본부가 작성하
여 각의결정에 의해 집행된다고 하는 내용의 제3항과 제4항이 중심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제9조는 도도부현이 국가의 창생종합전략을 감안하여 도도부현의 창
생종합전략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제10조는 시정촌
이 국가의 창생종합전략과 도도부현의 창생종합전략을 감안하여 시정
촌의 창생종합전략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생전략이 정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취
지라고 볼 수 있다.
2.5 창생본부(제4장)
제11조부터 본문의 마지막 조문인 제20조까지는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본부에 관한 규정이다. 창생본부는 내각에 두도록 하고 있다(제11
조). 창생본부는 창생종합전략안의 작성과 실시추진에 관한 사무, 창생
종합전략의 실시상황에 대한 종합검증을 하는 사무, 그 외에 창생시책에
관한 중요한 기획⋅입안⋅종합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제12조).
창생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부원으로 구성된다(제13조). 창생본부장
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제14조). 창생부본부장은 국무대신으로 한다
(제15조). 창생부원은 본부장과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대신으로 한
다(제16조). 창생본부는 소장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지방공공단체⋅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
법인의 장(長)및 특수법인의 대표자에게 자료제출, 의견표명, 설명 등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창생본부에 관한 사무는 내각관
방이 처리하고, 명령을 받아서 내각관방부장관보가 관장하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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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생본부에 관한 사항은 내각법에서 말하는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
으로 한다(제19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창생본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제20조).
창생본부의 조직과 관장사무에 대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창생전
략은 중앙정부 내에서 종적인 업무가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가 일체가
되어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창생본부에 관한 사무’와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창생본
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양자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지방창생법 제정의 의미
3.1 인구감소에 대한 국민의 공감
인구감소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는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 모두가 인구현황에 대한 적절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깊은 천착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 지방창생법은 제1조에서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처하여,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인구감소가 국가의 긴급과제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
3.2 정부조직의 정비
인구감소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지방창생법은 내각에 창
생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본부장을 내각총리대신으로 하였다. 인구문
제는 중장기에 걸친 전략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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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일개 정권의 정책방향의 전환으로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구성하여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이해하고 있는 점은 지방창생법의 제정으로 부각된 것을 볼 수 있다.
3.3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조
지방공공단체의 창생전략은 국가의 창생종합전략을 감안하여 수립
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창생에 관한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
등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이 중심이 될 수 있기에 국가와
지방 사이의 일체적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Ⅳ. 지방창생법과 국토의 변화
1. 국토개혁의 기본방향
지방창생정책의 등장과 신속한 인구감소대책은 일본 사회의 각계각
층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창생정책은 인구감소문제로부
터 출발하였지만, 그 정책범위는 산업과 인구의 전국토적인 배치구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국토구조의 개조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자연환경이 풍요로운 지방의 농수산업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문제로도 볼 수도 있다.
2015년 6월 30일에 각의결정이 된 지방창생기본방향 2015에 의하면
국토에 관한 지방창생의 기본방향11)은 새로운 권역조성(圈域づくり)이
11) <https://www.kantei.go.jp/jp/singi/sousei/info/>,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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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역은 ‘광역권역’부터 ‘집락(集落)생활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광역권역은 연대중추도시권이나 정주자립권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광역적인 경제진흥정책을 담당할 관
민연대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중산간(中山間)지역에서는 소규모
의 거점을 형성하여 일상생활권을 일체형으로 구성하는 집락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생활권조성은 인구감소, 경제력
감소 등에 따라 생활서비스 혹은 노인복지가 존속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증요법적 대책이 아니라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병행하
여 전개하면서 자립적인 지역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창생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토개혁
국토에 관한 지방창생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방창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정책으로 4개의 기본목표가 제시되었다. 즉 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으로의 새로운
전입을 확보한다. ③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양육의 희망을 실현한다.
④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어 안정된 생활을 하며 지역과 지역을 연대
한다. 이들 가운데 국토개혁과는 ④의 목표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어
이하에서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본다.12) 다만 이러한 ④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료 및 노인복지를 제공하
기 위한 정비, 동경권의 의료⋅노인복지⋅저출산 문제의 대응은 생략하
기로 한다.

－ローカル⋅アベノミクスの実現に向けて－, 2015, 6頁.
12) 前揭書, 33頁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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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조성⋅지역연대
지역조성⋅지역연대를 위한 정책으로 도시의 컴팩트화, 교통네트워
크형성, 중심시가지등의 활성화 및 연대중추도시권 또는 정주(定住)자
립권의 형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등에 따른 도시경제분석을 토대로 각 정책을 서로 연대하거나 일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계, 시민단체, 금융기관 등의 금융주체와 지역의 시민 및
행정주체가 합의와 협력을 통해 각 사업자의 성장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또한 서비스산업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연대중
추도시권의 추진은 행정서비스, 생활기반뿐만 아니라 경제⋅고용과 도
시구조의 측면도 고려하여 연대를 구축한다. 정주자립권은 인구의 증대
기능을 할 수 있는 검증을 실시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연대
를 구축한다. 셋째, 도시의 콤팩트화와 주변지역등과의 교통네트워크형
성을 통한 지역연대의 추진이다. 일정지역의 주민과 기업을 집적시켜서
밀도 있는 경제를 실현시킴으로써 지역재정이 향상되는 도시의 컴팩트
화가 필요하며, 공공교통망의 재구축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재편, 국공유
재산의 적절한 이용, 의료⋅복지 및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등을 연계한
다. 넷째, 인구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공간을 형성
한다. 지역의 생산성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지역주민들이 애착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사람들이 모여서 활기가 넘치도록 지역을 조성한다. 다섯째, 지역
의 빈집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지역사정에 맞게 빈집을 새로운
주거용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제거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2015년 5월 26일 시행된 ‘빈집 등 대책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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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른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은 지방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빈집 등’13)을 활용하여 공공복지와 지역진흥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입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은 ‘빈집
등’에 대한 시책을 위해 기본지침을 정하고,14) 시정촌은 대책계획을 수
립한다.15)

2.2 소규모 거점지역의 형성 (집락생활권의 유지)
소규모 거점지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이나 시설배치 등과
관련된 시책뿐만 아니라, 집락생활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이 창출되는 사업을 미래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첫째, 집락생활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집락생활권 단위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형성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미래의 비젼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디자인을 직접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을 조성하
기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디자인을 토대로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생활서비스 및 지역경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기능형태의 지역운영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소규
모 거점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를 유지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고, 주변 집락생활권과의 교통
13) ‘빈집 등’이라고 함은 건축물 또는 이에 부속하는 공작물로서 거주 또는 기타의 목적으
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물건과 이에 따른 부지를 말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공공
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을 제외한다. 한편 ‘특정 빈집 등’이라는 개념도
도입하였는데, 그 대로 방치되면 붕괴 등 안정에 위험한 상태 혹은 위생상으로 유해할
상태, 또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매우 해치고 있는 상태, 또한 주변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에 빈집 등을 의미한다. 빈집 등
대책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4) 같은 법률 제5조.
15) 같은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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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물류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재생법을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의 일자리와 수입이 확보되어야 한
다. 소규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지역에 맞는
자립형 사업을 늘려서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인재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산간지역16)은
다면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서 자립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방창생을 위한 국토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지방창생을 위한 법률제정과 정책추진은 이
례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아베정부의 저출산⋅노령화 정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논의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 부분 정치적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정연하
다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지방창생의 법제와 정책에 대한 논의의 추이
를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우선 논의되는
몇 가지 견해들을 정리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논의의 전개를 심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16) ‘중산간지역’의 개념은 원래 1999년에 제정된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도입하고 있다. 즉 ‘중산간지역 등’이란 ‘산간지 또는 그 주변지역, 기타
지세의 지리적 조건이 열악하고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지방창생본부에서 사용하는 중산간지역 등의 개념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61

162

일감 부동산법학 제 12 호

3.1 국토개혁의 배경과 원인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그런데 정치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과거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1941년 1월 22일 ‘인구정책확립요강’을 각의결정 한 바가 있다. 요강의
핵심은 1960년대 총인구를 1억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인구정책의 배경에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인구
정책은 2번째에 해당하며, 우연의 일치로 보아야 하는지 기이하게도
지방창생정책의 인구목표는 1억 명이다. 아베정권은 지방창생정책과
더불어서 ‘안전보장법’의 성립을 강행하였다. 인구증가는 지배자의 입
장에서 보면 자칫 숫자의 증가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인구정책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격권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
한다.17)
또한 1956년부터 1970대의 걸쳐서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 3대 대도
시권으로의 전입인구수의 누계가 820만에 달하였고, 1980년대 이후의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경기순환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역대정부
는 대기업의 성장전략을 우선하여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역 간의
격차가 증대되었으며 지방이 공동화되고 젊은층이 감소된 것이다. 즉
인구문제는 지방을 무시한 채 대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이 이루어 낸 결과
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이 쇠퇴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창생의
문제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인구감소는 지방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저하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
17)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존중을 무시한 채, 국민을 인간의 수로 보아 어디에든 살게
하고 증식시킨다고 하는 발상에 의한 지방창생의 인구감소대책은 안전보장법과 중복
된다는 것이다. 保母武彦, “｢地方創生｣は国土⋅環境をどこへ導くか”, 環境と公害 第
45券 第2号, 2015, 3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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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는 출생도도 높고 성장률도 증가하고
있다.18) 오히려 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이 대도시권의 여러 지방도시를
재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즉 일본의 도시들은 동경
이외에 모든 대도시들이 쇠퇴 일로를 걷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창생전략
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위한 것으로 보지 말고, 동경
집중에서 벗어나 전 일본국토를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다행히도 일본에
는 지방마다 독자의 경제⋅문화권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19)
3.2 인구이동과 국토개혁
지방창생의 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전입을 위해
광역 블록단위의 ‘지방중핵도시’20)에 자금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
여 소멸하여 가는 거점지역을 만들어 젊은 연령층의 전출을 막는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지방중핵도시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방
중추도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총무성이 제시하고 있는 지
방중추도시권은 대략 ‘지방권의 지정(指定)시, 중핵시, 특례시, 인구 20
만 이상의 도시’로 보고, 이러한 도시는 대략 60개 정도가 해당한다고
한다.21)
결국 지방창생은 연대중추도시권 또는 정주자립권을 만들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의 흐름은 연대중추도시권이 아니
라, 중산간지방으로 향하는 ‘전원회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젊은이
18) 오키나와는 출산율이 1.9이며, 성장률도 10년 연속 플러스라고 한다. 高田昇, “大都市
圈における地方創生”, 環境と公害 第45券 第2号, 2015, 60頁.
19) 高田昇, 前揭書, 56쪽.
20) ‘지방중핵도시’는 2014.5. 일본생산성본부의 일본창성회의 발표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2015.6.의 각의결정된 ‘지역⋅사람⋅일자리 창생기본방침 2015’에서 주창하는 ‘연대
중추도시권’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21) 保母武彦, 前揭書 39-40頁.

163

164

일감 부동산법학 제 12 호

들이 귀농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I턴, U턴22)으로 불리우는 젊은
연령층의 귀농현상은 여러 지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는 시마네(島根)현, 나가노(長野)현, 기후(岐阜)현, 도리시마(鳥島)현,
오까야마(岡山)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20대, 30대의 젊
은이들의 귀농현상은 결국 경제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지방창생정책의 국토개혁에 대한 기본방향은
결국 최근의 젊은이들의 귀농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역행적 발상이라
는 견해이다.
지방창생전략으로서 국토개혁은 연대중추도시권 또는 정주자립권의
형성에 역점사업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형태는 과거 중화학공업육
성시대의 신산업도시건설계획과 같은 ‘거점개발방식’과 유사하다. 즉
지방창생전략은 고도경제성장기와는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의 재
정정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한 기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는 방법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단기간의
고용향상 또는 경제성장에는 도움일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소득격차가
있는 주변지역으로부터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고, 주변 농촌지역에서는
이농현상과 이촌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바람직한
개발방식인가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결국 연대중추도
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권역의 조성은 동경대도시권의 축소판을 전국
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중산간지역 등의 소규모거점지
역의 형성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한다.23)

22) 원래 I턴, U턴이라 함은 직장의 취업 또는 전직 등과 관련한 비즈니스용어이다. 일반적
으로 I턴이란 출신지역이 아니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U턴이라 지방출신의 사람이 도심부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23) 保母武彦, 前揭書, 40-4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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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규모거점지역과 국토개혁
지방창생정책의 ‘집락생활권’의 개념을 명확하지는 않다. 대개 여러
집락(촌)에서는 시장기능과 사회서비스기능을 공유하는 집락(촌)도 있
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락(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락(촌)을 묶어
서 생활서비스기능을 광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략 집락생
활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창생정책은 생활서비스의 공급기능을
집중시켜서 소규모거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고 광역의 복수집락(촌)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거점’이
란 행정기관의 주변지역이나 초중학교의 주변지역으로 상가를 연상하
면 될 것이다.
일본에서 농어촌집락은 전국에서 13만9,176 집락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대략 소규모거점을 3,000내지 5,000으로 보면 평균 소규모거점지
역은 평균28개에 한 개, 또는 46개에 한 개가 된다. 이와 같이 소규모거점
지역으로서 집락생활권은 지역사회의 재생보다도 오히려 사회서비스제
공의 경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선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로
서는 비용부담이 증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산간지역 등24)의 집락생활권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즉 일본의 중산간지역의 집락(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산재하여 있고,
1개의 집락에서의 평균경지면적도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산
간지역의 농지를 집약하여 대규모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3개 내지는
10개의 집락(촌)의 농지를 1인 또는 1개의 사업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산간지역의 농지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25)

24) ‘중산간지역 등’이라 함은 평야의 외연부로부터 산간지역까지의 ‘중산간지역’과 ‘이도
(離島)’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25) 保母武彦, 前揭書, 4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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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토와 관련된 지방창생정책은 새로운 권역조성이 중심이다.
즉 연대중추도시권의 조성과 중산간지역 등의 소규모거점에 대한 기능
집약이다. 이러한 국토개혁은 권역의 선별에 따라 지역이 도태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이 대규모로 낭비되고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26)
한편 1960년부터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 이후 농림업이 쇠퇴되고,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집락의 공동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
방창생본부27)가 발표한 것과 같이 곧 바로 농촌과 산촌의 마을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즉 지방창생본부가 집락의 소멸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어넣은 것은 나름대로 평가의 가치가 있어서 지방자
치단체들이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집락의 소멸을 과도하게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집락이라는 것은 매우 강인한 것이어서
자연재해에 의해 급속하게 쇠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의 경과
에 따라 규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농산촌지역의
집락에 대해서는 약화된 기능을 보조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만들
기가 이루어져 하며, 농산촌의 지방창생은 지역현장에서부터 출발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28)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창생전략에서 제시한
국토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과거 일본의 중앙집
권모델은 국가와 산업계가 굳건한 동맹관계를 이루어 국가는 국토자원
의 이용계획의 결정권을 갖고, 이를 통하여 대도시와 대기업이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결실을 지방재정에 대한 분배와 국내
기업에 대한 분업을 통해 지방과 중소기업에 환원을 통해 국민적 사회통
26) 保母武彦, 前揭書, 43頁.
27) 2014년 9월에 창생본부사무국이 발족하였다.
28) 小田切德美, 前揭書, 46頁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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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실현시키려는 국가단위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0년대 즈음
에서 일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도입되면서 지역정책의 새로운
조류로서 클러스트정책 및 구조개혁특구제29)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
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있고, 이 또한 국가주도의 지역 간 경쟁을
유발시킨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지방권,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사회계층에 속하는 집단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사회는 중앙집권시스템을 수정하고 지방분
권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이용계획에 대한 결정
권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30) 현재 지방창생정책은
형식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예산과 세제 등의 행정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듯하지
만, 그러나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선택이 결정적이
며, 이 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유사한 정책이 전개되어 중복투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우려한다.31)

Ⅴ. 맺음말
일본정부는 지방창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의 각계각
29) 구조개혁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의 특별조치를 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이다.
佐無田光, “垂直的國土構造の危機と地方都市の再生”, 環境と公害 第45券 第2号,
2015, 51-52頁.
30) 佐無田光, 前揭書, 52頁 以下.
31) 宮脇淳, “明日の地方創生を考える”, 土地総合硏究, 2015年夏号, 104-10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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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를
미래의 국가존립에 연계하여 위기의식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짧은 기간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산업자본주의를 굳건하게 수립하
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일본은 중앙집권적
인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두고 정치경제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국토이용은 대도시권중심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이
루어졌으나, 한편으로 지방경제는 쇠퇴하고 특히 농촌⋅산촌지역은 더
욱 심각하여 경제주체가 되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급기야는 머지않아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
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집권적 정치경제개발시스템
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게 모델이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의 성장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
된다. 과거 우리의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대표적인 일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회의 현황을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
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우에 따라 양국의 수치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
가 있을 뿐이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상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일치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정책에서의 국토개조의 방향은 우리나라의 국토이용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일본 지방창생법은 일본
의 사회문제인 인구감소, 노령화, 저개발경제, 지방의 쇠퇴 등의 문제들
을 일거에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적인 법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아가 하위의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행정작용법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
나, 지방창생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을 통해서 행정주체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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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창생법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앞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은 많은 관련법제
들을 제정하거나 혹은 개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적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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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islative Study on Japanese Regional
Revitalization Act and Land Reforms
Chae, Woo-Suk*

32)

Japan was established national policies which overcome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and bolster local economy to solve the concentration problems
of people to Tokyo Area since 2014. To that end, national policies are defined
by two bills : the “Long term Vision for Overcoming the Population Decline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in Japan”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y”,
which were approved by the Cabinet in December 2014.
This study helps to look at the situation of Japanese society as a reason
to enact such bills, and introduced the key provisions of the law.
Korean social consciousness into one of the model of growth in Japan
is very similar social phenomena, with Japan. In that sense, the creation of
regions of Japan policy is in very high impact on the future, Korean society
forward, and therefore local creation of Japan to realizeThere is a need for
legislation are interested in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and review.
[Key Words] Regional revitalization, Regional revitalization act, Population
decline, Aging of population, National land reform, A new plan
for redesigning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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