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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불완전한 지방분권 개혁， 미진한 구조개혁의 상황 하에서 일본은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통하여 지방분권 개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경제의 활생화라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

은 시기상조이다.

집행평 7KOuφut Ev외뼈.tion)의 관점에서 연방개념군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 일

국가 다제도를 실험하고 있다는 긍정적 명가가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역의 자치경영능력을 보여주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역이 지역의 창의적

노력에 의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조개혁특구체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소기의 목

적올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과제도 상존하고 있다. 일국가 다제도의 운영

에 대한 비판올 이론적， 실중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추진주체의 정

책적 • 실천적 의지도 변함없이 강력해야 할 것이다.

I주제어 : 지방분권， 경제특구， 구조개혁， 특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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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entral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of Japan

Soon-Eun Kim

Under the circumstance of imperfect decentralization reform and undesirable structural

reform in Japan,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was introduced in order to make up for

imperfect decentralization reform, eventually, and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t this point, it is premature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is favorably associated with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From a perspective of output evaluation,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can be

assessed as good means and ways by which varieties of national institutions may be put

into action even under the unitary state. In addition,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is

evaluated as a way by which local governments can show their governing capacity to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have utilized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as a

way to revitalize their economy.

Nonetheless, there remain a few tasks which should be coped with for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to perform purposes provided by the law related to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First of all,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obstacles which have been

supposed to criticize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ought to be met. In addition,

unchangeable policy will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Key words decentralization, economic special zon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i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