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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현(朴承賢)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DK에서의 고독과 죽음, 그리고 

존엄: ‘도쿄 기타구 기리가오카 공영단지’의 고령화와 재건축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2016)라는 

논문으로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

구원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사회변화 속에서의 가족과 주거, 노년과 죽음, 그리고 신자유주

의 사회의 복지와 공공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박승현

2015년 ‘신서대상 1위’로 선정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왼쪽)의 표지와

아베 내각의 ‘마을·사람·일 창생본부사무국’ 현판식(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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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가려져 최근에 와서야 사회문제로 부각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구감소라는 낯선 인구현상은 이미 사회 전반에, 

또한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된 일본

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
1의 보고서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

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成長を続ける21世紀のために: ストップ少子化 ·

地方元気戦略)
2은 통칭 「마스다 보고서」(増田リポート, 이하 마스다 보고서로 약칭함)

라고 불리며 일본사회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스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인구유출이 지속된다면 2040년까지 인구

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896개 지역을 열거하는 ‘마스다 리스트’(増田リス

ト)를 발표하고, 출생률이 낮은 도쿄로 집중되는 극점사회는 블랙홀처럼 인

구를 빨아들일 것이라는 과감한 도식을 제시한다.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 

즉 ‘지방소멸’이 지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 전체의 인구 

급감을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이 내용은 2014년 6월, 7월에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되고, 2014년 8월에는 『지방소멸: 도쿄 일극중심이 초래하는 인구급감』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3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2015년 

신서대상(新書大賞)
4을 수상할 만큼 일본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1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 Japan Policy Council)는 일본생산성본부가 2011년 5월에 발족한 민간회

의체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동북지방의 창생을, 일본창생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발족했

다. 마스다 히로야는 총무대신을 거쳐 2011년부터 일본창성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2    http://www.policycouncil.jp/pdf/prop03/prop03.pdf(검색일: 2016. 12. 12).
3    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公新書, 2014.
4    중앙공론신사(中央公論新社)가 주최하는 신서대상(新書大賞)은 1년간 간행된 모든 신서 중에서 서점 

직원과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기자들의 투표로 그해 ‘최고의 한 권’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

이다. 『지방소멸』은 2015년에 제8회 신서대상으로 선정되었다(https://www.chuko.co.jp/special/
shinsho_award, 검색일: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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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2014년 9월 3일에는 저출산 문제를 돌

파하기 위한 ‘지방창생’(地方創生)을 모토로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했고, 

‘2060년에 1억 인구’라는 목표하의 일련의 정책은 ‘로컬 아베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로컬 아베노믹스’는 첫해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2015년 

일본의 출생률은 1.45로 상승했고, 또한 출생자 수도 6년 만에 증가했다. 한

편, 같은 해 한국의 상황을 보면, 출생률은 1.24에 머물러 세계 최저 수준이

며, 그런 가운데 2016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대한민국 출산지

도’의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분포지도가 거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5 

20~39세의 여성인구의 추이를 통해 소멸가능 지역 리스트를 작성한 마스

다 보고서와 이를 둘러싼 일본의 인구 논의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그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의 『지방소멸』에 대한 분석과 비판

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일본 연구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전 시기로부터의 일본 정부의 인구인식

과 그 정책의 변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지방

소멸’과 ‘지방창생’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적 국민총동원’이라는 마스다 보고서에 대한 비판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중앙에 의해 ‘선택받고’, ‘동원되고’, ‘버려진’ 전후(戰後)의 후쿠시마를 돌아

보며, ‘재후’(災後)의 일본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일본 정부의 인구 인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5    행장자치부 저출산고령화대책지원단은 전국 243개 광역 · 기초 지자체의 출산 통계와 출산지원을 파

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출산지도(http://birth.korea.go.kr)를 2016년 12월 29일 개설했다. 그러나 지자

체별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 수’ 분포지도는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가’라는 거센 논란을 일으켰

고, ‘홈페이지 수정 보완을 위한 공지’와 함께 출산지도 서비스는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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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다 보고서의 ‘지방소멸’과 아베 내각의 ‘지방창생’

이른바 ‘1억 총 중류사회’6 일본에서 ‘격차’가 사회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다. 격차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된 당시, 격차는 고령자의 연

금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른 경제적 격차, 즉 인구의 고령화에 따르는 현상으

로 설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일본사회 ‘활력’의 상징이던 젊

은이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젊은이들 스스로 ‘젊은이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다. 후루이치 노리토시(古市憲寿)는 ‘행복’을 지탱해주는 생활기반

이 서서히 썩어들기 시작한 ‘뒤틀린’ 사회구조 속에서 젊은이들 스스로 ‘행

복하다’라고 여기는 ‘기묘한’ 안정감을 분석하며, 이러한 행복감은 ‘오늘보

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과연 엄습하는 불안 속에

서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를 되묻는다.7 일할 수 없는 청년의 문제를 다룬 

『무업사회』(無業社会)에서는 ‘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평범한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 ‘소속 없는 사람’이 대거 등장한 사회현실이 보고된다.8

이러한 가운데 노년층의 자가소유비율은 다른 세대를 압도하며, 이에 

더해 사회보장비용의 상당비율이 노년복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 등은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NHK 스페셜은 홀로 사는 고령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 

6    1958년부터 내각부의 ‘국민생활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계층귀속의식을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상, 중상, 중중, 중하, 하’의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중’에 해당하는 중상, 중중, 중하를 선택하는 이

들의 계층의식을 ‘중류의식’이라 한다면, 그 비율이 1958년의 72.4%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1964년
에는 87%, 1970년에는 89.5%, 1973년에는 90.2%에 달한다. 이로부터 ‘1억 총 중류론’이 대두된다(박

승현, 「주거복지의 후퇴와 거주의 빈곤: 전후 일본에서 ‘공공주택에 산다는 것’의 의미변화」, 『한국문

화인류학』 49(2), 2006, 55쪽). 

7    후루이치 노리토시, 이언숙 옮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민음사, 2014. 
8    구도 게이 · 니시다 료스케, 곽유나 · 오오쿠사 미노루 옮김, 『무업사회』, 펜타그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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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운데 연수입이 생활보호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그 절반에 이르

고, 그 가운에 생활보호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은 70만 명이라는 통계와 함

께, 무엇이 평범한 도시 노인들을 파산으로 내모는가를 취재한다. 그 생생

한 기록은 ‘장수라는 악몽’이라는 부제를 달고 『노후파산』(老後破産)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다.9 은퇴하고 연금에 의지하는 생활을 하다가, 예금을 조

금씩 헐어서 쓴 끝에 최종적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노후파산’은 이후 신문

과 잡지의 특집기사들로 이어진다. 『현대사상』(現代思想) 2016년 2월호는 ‘노

후붕괴’(老後崩壊)를 특집으로 하여, 하류노인, 노인간 격차, 고독사, 연금문

제 등을 다루었다.10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2014년 

9월 3일, 도쿄 일극중심을 시정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아, 일본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으로서의 ‘지방창생’(地方創生)을 모토로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2015년부터의 5개

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마을 · 사람 · 일 창생본부’(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本

部)가 설치된다.11 ‘마을 · 사람 · 일 창생본부’는 2060년에 ‘1억 인구’를 확보

한다는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 고용과 인구유입,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을 꾀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

을 목표로 내세운다. 이 일련의 과정은 ‘로컬 아베노믹스’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어서 2015년 10월 아베 정부는 ‘1억 총 활약’(一億総活躍)이란 슬로건

을 내건다. ‘1억 총 활약’ 특명 장관을 임명하고, ‘강한 경제’, ‘육아 지원’, 

9    NHKスペシャル取材班, 『老後破産: 長寿という悪夢』, 新潮社, 2015.
10    現代思想, 「特集=老後崩壊: 下流老人 ·老老格差 ·孤独死…」 2月号, 2016.
11  http://www.kantei.go.jp/jp/singi/sousei/info/pdf/20141227siryou1.pdf(검색일: 2016. 12. 26). 
      http://www.kantei.go.jp/jp/headline/chihou_sousei/(검색일: 2016. 12. 26). 내각관방 마을 · 사람 · 일 

창생본부(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本部)와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이 

지방창생 추진의 양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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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세 개의 화살’(新 ·三本の矢)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

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 6월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1억 총 활약 플랜’은 

성장과 분배, 안정된 고용을 기반으로 희망출생률 1.8을 달성하고, 전후 최

대의 명목 GDP 600조 엔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10년 앞을 내다보는 로드

맵을 만들어가자는 목표를 제시한다.12

희망출생률을 1.8명으로 설정하고,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일본창성회의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언한 당면목

표이기도 하다. 『지방소멸』의 책 커버에는 ‘지방창생을 위한 필독서’라는 

홍보문구가 적혀 있기도 한데, ‘지방소멸’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위기감이 

‘지방창생’으로 이어짐으로써 인구문제를 둘러싼 목표와 실천 방향이 구체

화되었다. 

아베 정부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2060년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2030~2040년에는 ‘인구유지를 위한 출생률’이라고 일컬

어지는 2.07까지 출생률이 회복되어야 한다.13 마스다는 일본에서 출생률

이 가장 높은 오키나와의 경우 2013년에 1.94였고, OECD 가맹국의 약 절

반은 출생률이 1.8을 넘는다는 점을 통해, 1.8은 실현 불가능한 수치가 아

니며, 1.8이 성공할 경우, 2.1까지 목표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

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부터 일본의 여성인구의 수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고, 그 

중 출생률이 높은 연령층 여성의 비율 역시 2004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특수출생률은 2005년의 1.26쇼크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된 가운데서도 출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14  

12    http://www.kantei.go.jp/jp/headline/ichiokusoukatsuyaku/(검색일: 2016. 11. 19).
13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kakutei15/index.html(검색일: 2016. 12. 25). 
14    http://www.garbagenews.net/archives/2013423.html(검색일: 2016. 12. 26). 합계특수출생률은 ‘한 

명의 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 출산하는 자녀의 평균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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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1년 이후 합계특수출생률(명)의 추이(위)와 2001년 이후 신생아 출생 수(만 명)의 추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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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1억 총 활약’은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인구감소의 경향 

속에서 어떻게 ‘강한 일본’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인구의 급감’은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방

창생’은 그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3. 마스다 보고서: 도쿄 일극집중이 초래하는 인구의 블랙홀 

 

마스다 보고서는 2008년을 정점으로 일본은 인구감소로 돌아서 2010년에 

1억 2,806만 명이던 인구가 2050년 9,708만 명, 2010년 4,959만 명으로, 앞

으로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현재의 약 40%, 메이지시대 수준으로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는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를 제시하

면서, 대도시의 사람들은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으로 인구감소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미 전국 794개의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고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인구감소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강조했다.15

특히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일본 인구감소의 특수성으

로 지목하면서,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지방의 인구재생산력의 유

출을 의미하는 동시에, 도시로 유입된 젊은이들의 저출산으로 이어짐을 지

적한다. 2012년 일본 전체의 출생률은 1.41인데, 도쿄의 출생률은 1.09로,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꼴찌다. 한편, 도쿄의 ‘개호대기노인’이 현재 4만 3천 

15    마스다 보고서에서 인구감소는 3단계 과정으로 설명된다. 2040년까지는 ‘노년인구 증가+생산 연소

인구감소’의 제1단계, 2040년부터 2060년까지의 ‘노년인구 유지 및 미비한 감소’의 2단계, 2060년 

이후의 ‘노년인구감소+생산 연소인구감소’의 제3단계가 그것이다. 2010년 이후 2090년까지 14세 

이하의 인구나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며,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2040년까지

는 증가하며, 그 후 보합상태다가, 2060년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총인구는 2040년까

지는 어느 정도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한다. 인구감소 양상의 지역차를 고려한다면, 

현재 대도시 등의 중핵도시는 ‘제1단계’지만, 지방의 많은 지역은 이미 2단계나 3단계의 인구감소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많은 지역에서 이미 ‘현재’의 문제다(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1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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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고령자 대책에 따른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어, 극점사회의 연장선에는 출생률이 가장 낮은 

도쿄로 인구가 빨려들어감에 따른 ‘인구의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우려된다

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 전체의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서는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이 마스다 보고서의 주장이다. 게다가 인구정책이 5년 늦으면 전국

적으로 300만 명의 인구가 더 줄어든다는 급박함 속에서 ‘지방을 소멸의 위

기에서 구해야만’ 일본의 인구 급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스다 보고서는 도쿄와 지방의 인구이동, 인구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

다. 『지방소멸』은 896곳에 이르는 소멸가능 도시, 도쿄로 집중되는 인구 집

중이 야기하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는 한편, 도쿄 일극집중을 어떻

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싣고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방위 · 반전선’ 

(防衛 ·反転線)으로서의 지방도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젊은이들을 다시 불

러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지방중핵 도시를 축으로 새로운 국토구조를 구축

하는 것이다.16 

한편,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출산 적령기의 여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고 있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인구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20~39세의 

여성인구’에 인구 문제의 열쇠가 있음을 강조한다. 소멸가능 지역을 의미하

는 ‘마스다 리스트’는 20~39세 여성의 인구동향을 토대로 한 것이기도 하

다. 이 연령의 여성의 수가 감소하는 한 인구의 ‘재생산력’의 저하, 총인구 

수의 감소는 막을 수 없기에, 출산가능연령 여성의 인구 추이를 해당 지역

의 ‘소멸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은 것이다. 이로써 마스다 보고

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20~39세’의 여성 인구감소율이 50%를 넘

16    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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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96개 자치단체를 ‘소멸가능성 도시’로, 이 중에서 2040년에 인구가 1만 

명 미만으로 추계되는 523개 자치단체를 ‘소멸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분류

한다. 이로써 인구감소의 문제는 ‘어떻게 젊은이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결혼

과 출산을 성사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희망출생률은 어디까지나 정책의 평가지표로 삼으며, 이를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마스다는 현 시점에서의 ‘희망출

생률’을 1.8로 상정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10년 출산동향기본조사 결과 

부부의 ‘이상적인 자녀 수’로 평균 2.42명, ‘예상하는 자녀 수’ 2.07명, 독신

여성의 결혼 희망률 89.4%, 그리고 이들이 ‘결혼했을 때 희망하는 자녀 수’

로 2.12명이었음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밝힌다. 결혼하고 싶고 아이

를 낳고 싶어도, 이를 위한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 출산에 걸림돌이 된

다는 것에 집중하여,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국가정

책, 즉 고용안정, 복지지원, 출산지원, 육아지원을 통해 ‘국민의 희망’이 이

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17

한편, 인구감소의 대책, 인구 집중과 감소를 야기하는 사회이동의 문제

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다시금 부각된다. 마스다 보고서는 경제성장기

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한 것이 도시가 지방의 젊은이들을 ‘끌어당긴 

것’이라면, 지금의 도시집중은 지방의 고용기반이 무너져 젊은이들을 ‘밀어

낸 것’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200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세계화로 인해 지방의 대규모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되고, 기계화로 인해 취

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정부의 공공사업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서비스

업이 설 자리도 없어져 고용 측면에서 도쿄와 지방의 격차가 커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18 이 때문에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 나타

17    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69~71쪽.

18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전후 일본에서는 세 차례 지방권에서 대도시권으로의 대량 인구이동이 있었다

고 분석한다. 1기는 경제력의 지역 간 격차가 최고조에 달했던 1960~1970년대 전반까지의 고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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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인구가 소멸하고, 도쿄권만이 살아남는 ‘극점사회’는 과연 유지 

가능할 것인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성장 엔진이 가능할 것인

가. 이를 위해 인구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한 국민들

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이 마스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마스다는 인구

의 도쿄 집중은 지진 등의 재해에도 취약하다고 덧붙임으로써 그 긴장감을 

더한다. 마스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을 댐 기능을 해줄 

‘방어 · 반전선’으로서 지방중핵도시를 육성하고, 중노년층의 지방 이주를 

포함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최적의 인구배치’가 되어야 할 것

을 강조한다. 

일본사회에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인구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다양한 

연구 분야를 통해 오랫동안 축적되어왔다. 그렇다면 마스다 보고서가 새삼

스럽게 인구문제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

과 지방, 그리고 인구 논의의 흐름 속에서 『지방소멸』에 제기된 비판을 검

토함으로써 마스다 보고서가 불러일으킨 논쟁의 초점을 뚜렷이 하고, 이것

이 현재 일본사회에서 가지는 함의를 짚어보겠다.  

장기로, 지방의 젊은이들이 3대 도시의 중화학공업 노동자로 취업하기 위한 이동이었다. 1970년대에

는 경제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하면서, 공장들은 지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하고, 경제력의 

지방 격차도 축소된다. 그 결과, 대도시권에서 U턴(고향으로 돌아가는), 혹은 J턴(지방중핵도시로의 

이동)이 일어나는 등 인구이동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인구이동 제2기는 1980~1993년의 버블경제기

를 포함한 시기다. 도쿄권이 서비스업, 금융업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지방의 중화학공업은 엔고로 

인해 곤경을 겪는다. 결과적으로 경제력의 지역격차가 커지고, 인구의 도시유입도 늘어난다. 제3기
는 2000년 이후로 제조업의 타격, 공공사업의 감소,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의 경제와 고용 상황이 악

화된 것이 인구이동의 원인이다(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17~24쪽). 



169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4. 중앙과 지방, 그리고 인구

1) 인구 논의 속에서의 ‘지방’

일본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령자 복지비용으로 앓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

지만, 인구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왔다. 전후 노

년인구는 1950년부터 10년마다 30% 이상씩 증가했고, 1970년 당시 노인인

구비율은 8.88%로 이미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일본사회의 고령

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저서는 1974년 요시다 스미오(吉田寿三郎)의 『20

년 후의 장수지옥』이다.19 이 책의 커버에는 현재 일본에서는 장년 일곱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1세기가 되면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는 ‘예언’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즈음부터 고령화 문제, 고령화와 복지, 가

족, 연금,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연구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19

당시 ‘일본노년학회’의 이사를 역임했던 요시다 스미오는 1981년에 『고

령화사회』를 출판하는데, 이 책은 후생성 고위관료에게서 “요시다 씨, 출생

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받고 순간 대답이 궁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즈음 인구문제심의회가 발족되어 출생률 저하의 원

인을 조사해 후생성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쓰고 있다. 고령화가 당장 일본사

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독한 ‘노인지옥’을 맛보는 것은 ‘지금의 젊은이들’

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덧붙이기도 한다.20 통계적으로 보아도 1970년대에

는 출생률이 2.1대를 유지하다가, 1974년에 인구치환 수준21인 2.08을 기록

한 이후 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굳어졌을 뿐 아니라, 출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85년에 30%를 넘은 후 줄곧 상승

한다. 요시다 스미오의 저서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 

19    吉田寿三郎, 『日本老残: 20年後の長命地獄』, 小学館, 1974.
20    吉田寿三郎, 『高齢化社会』, 講談社, 1981.
21    인구유지를 위한 합계특수출생률은 2.07~2.08로, 이를 ‘인구치환 수준’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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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지 않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인구감소의 전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네코 이사무(金子勇)는 이미 1906년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가 “소규모라도 각 지방의 원료로 각 지방의 노동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인

구의 도시집중 문제를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지

방의 인구유출은 산업화 이전부터 진행된 문제임을 전제로 삼기도 한다.22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이 지방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하기 시작한 것은 보다 최근이며 1990년대에 오노 아키라(大野晃)의 ‘한계집

락’(限界集落) 논의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다. 

한계집락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집락생활자의 과반수를 넘고, 독거노

인 세대가 증가하여, 사회적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촌락

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한계를 넘으면, 집락의 소멸에 이른다

는 것이다. 한계집락은 고령화된 대규모 단지와 같은 ‘도시형 한계집락’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 오노 아키라는 2008년에 『한계집락과 지

역재생』23을 출간하고, 일본열도의 7,878개의 집락(국토교통성 조사) 가운데, 

2,643개의 촌락이 소멸 위기에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국토정책의 시급한 과

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농촌정책 연구자인 오다기리 도쿠미(小田切 徳美)는 2009년 『농산촌

재생』(農山村再生)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계집락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면서 집락의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고령화율만으로 안이하고 피상적으

로 촌락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뒤이어 2012년 야마시타 

유스케(山下祐介)는 한계집락의 소멸위기에 대한 떠들썩한 보도에도 불구하

22    金子勇, 『地方創生と消滅」の社会学: 日本のコミュニティのゆくえ』, ミネルヴァ書房, 2016, 42쪽; 柳田国
男, 「時代と農政」, 『柳田国男全集 29』, 筑摩書房, 1906＝1991, 7~227쪽．

23    大野晃, 『限界集落と地域再生』, 静岡新聞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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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로 소멸한 마을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24 이에 덧붙여, 한계집락

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있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는, 자기예언적 성취의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1960년대의 ‘도시화와 커뮤니티’, 1970년대의 ‘일본열도개조론’, 이에 

이은 ‘디스커버리 재팬’, 1980년대의 ‘마을만들기’와 ‘일촌일품운동’까지, 일

본사회의 ‘지방’은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되고 재정립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미래

상이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고령화의 경향이 선명해지고 지방의 인구증가

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199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도 ‘지역활성

화’, ‘지속가능성’, ‘공생사회’를 모토로 ‘풍요로운 지방만들기, ‘21세기의 지

방도시 구상’, ‘지역재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었다. 또한 도쿄 일극중심

에서 탈피하여 지방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자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다.25 

한편,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대규모의 방사능 오염 이후 재해 복구와 

지역재생은 일본사회가 봉착한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 이주와 가설주택의 

고독사 문제 등 후쿠시마 재해 복구의 과정에 대해 ‘부흥재해’26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마스다 보고서 이후에는 ‘지자체 붕괴’, ‘지역재

생의 실패학’27과 같이 이전보다 과격하고 비관적인 제목의 저서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다면, 마스다 보고서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관심

에 비해 그 내용이 새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논의들

에서 지방살리기의 문제가 지방에 국한되고, 중앙은 흔들림 없이 빛나는 존

24    山下祐介, 『限界集落の真実: 過疎の村は消えるか?』, 筑摩書房, 2012.
25    山崎充, 『「豊かな地方づくり」を目指して』, 中公新書, 1991; 酒田哲, 『地方都市 · 21世紀への構想』, 日本放

送出版協会, 1991. 本間義人, 『地域再生の条件』, 岩波書店, 2007.
26    塩崎賢明, 『復興「災害」: 阪神 ·淡路大震災と東日本大震災』, 岩波書店, 2014.
27    田村秀, 『自治体崩壊』, イースト ·プレス, 2014; 飯田泰之, 『地域再生の失敗学』, 光文社,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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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재해의 위험마저 동반한 ‘중앙’이다. 또한 한계집락의 논의가 해당 지역

이 안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방소멸의 핵심은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인구이동이 일본 전역의 인구 급감을 초래한다는 문

제의식이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은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공생을 

꾀해야 할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설정 속에서 지방의 중핵도시들은 

‘최후까지 버티면서’ 인구를 잡아둘 수 있는 방어선으로서의 임무를 맡게 

되고,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도쿄라는 인구의 블랙홀로 빨려들어 일본사회

는 파국을 맞이하리라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2) 『지방소멸』에 대한 비판

한계집락의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던 연구자들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에도 즉각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먼저 야마시타 유스케(山下祐介)는 

『지방소멸』이 불러일으킨 파문에 강한 의구심을 느껴 급히 쓰기 시작했다

고 하면서 2014년 12월 『지방소멸의 덫』(地方消滅の罠)을 출간한다.28

그는 2014년 5월 일본창성회의의 소멸가능성 도시 리스트는 ‘이대로 두

면 소멸하게 되니, 어서 이를 막자’라는 취지였으나, 이것이 ‘896자치체의 

소멸 우려’(마이니치신문 2014년 5월 9일)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퍼지고, 이에 

더해, 2014년 7월호 특집으로 마스다 보고서를 게재한 『중앙공론』이 ‘모든 

마을을 구할 수는 없다’(すべての町は救えない)라는 타이틀로 주요 정치인과 

연구자들의 대담을 실음으로써, 지방소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야마시타는 마스다 보고서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 혹은 정부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인구 댐’과 같은 

표현이 이와 같은 ‘오보’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댐은 분단을 상징할 

28    山下祐介, 『地方消滅の罠: 「増田レポート」と人口減少社会の正体』, 筑摩書房,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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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본래 상류가 아니라 하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지방이 상류이

고, 수도권이 하류가 되는 구도 속에서 ‘댐’은 매우 주의해야 할 단어라는 

것이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자’와 ‘선택 받아야 하는 자’, ‘선택 받는 자’와 

‘선택 받지 못하는 자’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방을 내려다보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말 지방소멸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를 물으며, 군사적 뉘앙스로 위기감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이미지가 

범람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수출, 관광을 포함한 외화취득 능력’을 갖춘 장소에 집중투자하여 

인구감소와 국력 저하를 막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지상주의, 국가지상

주의적 국민총동원’이라고 비판한다.29 그는 일본사회가 메이지유신과 같

은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메이지기부터 쇼와 초기까지의 

지나친 국가통합이 야기한 비극을 상기시키면서, 마스다 보고서가 야기하

는 불안이야말로 마을을 소멸시키고 그 소멸이 사회해체로 이어지게 할 것

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같은 시기에 오다기리 도쿠미는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農山

村は消滅しない)를 출간한다.30 오다기리는 지방의 마을들이 마스다 보고서의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면서, 마스다 보고서의 부작용으로 ‘농촌을 때리는 논

리’, ‘지방을 포기하는 논리’가 조성되었음을 비판한다. 또한 ‘지방 소멸’이

라는 도발적인 표현이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급진적인 개혁

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정리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을 비판한다. 또한 고령자들이 어느 정도는 

일상적인 농업이나 지역활동을 해갈 수 있고, 그 후속세대들이 명절에 농촌

을 찾거나, 가까이 사는 자녀들이 드나들면서 주말농장에 같이 참여하는 등 

29    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49~51쪽; 山下祐介, 『地方消滅の罠』, 11, 116, 145쪽. 지방중핵도시 육성을 

위한 논리로 제시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야마시타의 비판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다.

30    小田切徳美, 『農山村は消滅しない』, 岩波新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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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을 주시

하면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한편 가네코 이사무(金子勇)는31 2016년 『‘지방창생과 소멸’의 사회학』

(「地方創生と消滅」の社会学)에서 마스다 보고서를 둘러싼 실천과 논쟁들을 지

역사회학, 커뮤니티 이론의 연구사 속에서 파악한다. 그는 마스다 보고서의 

총합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럼에도 마스다 보고서가 지역인

구의 자연증감과 사회증감을 좌우하는 가족관계, 사람들의 행동양식, 지역

성에 대한 고려 없이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이라는 단일변수에 의존

하여 소멸하는 자치체를 열거한 추론방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마스다 보고서가 ‘사회 전체’에 대한 논의임에 비해, 야마시타나 

오다기리의 비판은 지방촌락의 개별적인 사례들에 한정되는 한계를 지님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집락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일본 전체로

는 ‘저출산 고령화’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 성공사례를 나열하는 연구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도시권의 조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의 고령화로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마

을만들기 사업이나 농촌이주를 위한 지원의 자금은 누가 조달할 것인가를 

물으며 낙관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5. 일본 정부의 인구인식과 인구관리 역사

마스다 보고서의 모든 분석과 대책은 인구 유지를 분석, 강대한 일본을 유

지하기 위한 대책이며, 인구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성장엔진으

31    金子勇, 『「地方創生と消滅」の社会学: 日本のコミュニティのゆくえ』, ミネルヴァ書房,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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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구문제는 국력과 노골적으로 병치되고 있다. 이는 전시기에 이어지

는 전후 일본 정부의 일관된 관심이기도 하다. 국가가 나서서 결혼을 장려

하고, 다자녀 가구를 표창하는 등 전시 국가총동원체제하에서의 ‘낳자, 키

우자’(産めよ殖やせよ) 정책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동원된 국가

주의의 전형이다. 1938년 1월에 국민의 질과 양을 통제하고 운용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서 후생성이 설치되고, 이듬해 그 부속기관으로서 인구동원정

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인구문제연구소가 설치되는데, 이는 마스다 보

고서의 인구동향분석의 기초가 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현재 국립 사회보

장 · 인구문제연구소의 전신이기도 하다.32 

결혼율과 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패전 후다. 1945년 

일본의 인구는 약 7,100만 명이었으나, 패전 이후 약 700만 명이 귀국하고, 

1947년부터 1950년에 걸친 베이비붐 시기의 출생아 수 806만 명이 더해져, 

일본의 인구는 1950년까지 단기간에 1,000만 명 이상 급증한다. 연합군 최

고사령부 GHQ는 팽창주의의 가능성을 염두해 일본의 인구증가에 대해 강

한 위기감을 표시했다.32요시다 스미오는 GHQ가 입만 열면 인구문제를 얘

기했기 때문에, 일본인이 인구증가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표현하기도 한

다.33 식량문제나 주택문제 등 폭발적인 인구증가 문제에 직면하지만, 정부

는 산아제한정책에 소극적이었다. 1945년 패전 직후, 당시의 국무대신은 

“한 번 출생률이 감소하면 어떤 민족이라도 인구증가의 경향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등, 정부 내에는 GHQ의 인구 억제 권고

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34 

한편 패전 후 출생률 저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국민의 질적 저하를 막

는 것’을 목적으로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이었다. 1948년에 성립한 제

32    荻野美穂, 『「家族計画」への道: 近代日本の生植をめぐる政治」』, 岩波書店, 2008, 113쪽.

33    吉田寿三郎, 『高齢化社会』, 35쪽.

34    田間泰子, 『「近代家族」とボディ ·ポリティクス』, 世界思想社, 2006, 23,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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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차 우생보호법은 “모체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고,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아 문화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태어난 아기

가 필연적으로 불행한 환경에 놓여, 열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 

중절을 허용하는 등 ‘불량의 질’의 범위를 유전적 문제로부터 환경이나 사

회의 문제까지로 확대시켰다. 여기에는 가난하지만 우수한 가정은 보호해

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했다. 우생보호법의 제정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49년 당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중절’이 허용되어 사실상 ‘중절자유화’가 초래된다. 1947년 당시의 출생률

이 일본 역사상 가장 높았던 4.54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

쳤을 것이다. 

우생보호법은 애초에 인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결과적

으로 출생률은 단기적으로 급속히 저하된다. 특히 중절수술은 우생보호법

의 실시와 함께 1950년대 이후 급증하여, 1953년에는 그 접수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고, 실제로는 그 두 배의 중절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우생보호법은 전시 중의 다산정책과 대비되어, 인구억제를 위해 중

절을 자유화한 법률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35

한편 1950년대 중반에는 ‘국민의 양과 질은 국익’이라는 견지에서 바람

직한 방향으로 인구를 유도한다는 발상하에 ‘근대적 · 도덕적 · 합리적 · 계획

적인 가정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생활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이상적인 가족상이 제시된 이 시기를 오기노 미호(荻

野美穂)는 샐러리맨 남편과 전업주부, 두 자녀의 ‘근대가족’이 대중적으로 늘

어난 ‘가족계획의 시대’라고 설명한다. 각 가정에서 자녀 수를 본격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다.36

35    松原洋子, 『優生学と人間社会:生命科学の世紀はどこへ向かうのか』, 講談社, 2000, 175~176, 187쪽.

36    荻野美穂, 『「家族計画」への道』,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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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60년대의 누적결혼율은37 남자가 97%, 여자가 98%을 넘을 정

도로 모두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드는 시기였다. 우에노 지즈코는 이를 

오늘날의 비혼의 증가와 대비시키며 ‘전원결혼시대’라고 이름붙이기도 한

다.38 이와 같은 ‘전원결혼’은 국가정책들의 가족주의와도 긴밀하다. 예를 

들어, 전후의 주거정책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에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

는 목적으로 했고, 가족을 만들지 못한 이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다.39 그

러나 가족의 변화는 실로 급속하여, 일본은 2010년 기준으로 생애미혼율40

이 남자 20.1%, 여자 10.6%를 넘는 비혼자 대국이다. 이에 지은숙은 저출산

과 고령화의 결과 형성된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을 전제로 해서 설계된 사회보장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이로써 만혼 · 비혼화는 가족변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41

마스다 보고서가 가임기 여성의 인구추이에서 인구문제의 열쇠를 찾고, 

결혼을 늘리기 위해 고용문제를 검토하며, 출산장려를 위해 여성일자리와 

복지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쟁시기에서 이어지는 전후의 인구관리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다. 『지방소멸』의 대담편에 실린 일본 종합연구소 주

석 연구원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의 발언 중, 자신은 강연 중에 종종 “태평

양전쟁 종전의 8월 15일, 자카르타, 홍콩, 싱가포르는 누구의 점령하에 있었

는가?”라는 질문을 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답은 모두 일본이라고 상기

시킨다. 그는 본토 결전을 외치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여 

패전의 비극을 불렀으며,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42 

37    40세까지 한 번이라도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38    上野千鶴子, 『家族を容れるハコ家族を超えるハコ』, 平凡社, 2002, 38쪽.

39    平山洋介, 『住宅政策のどこが問題か: 「持家社会」の次を展望する』, 光文社, 2009, 54쪽.

40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한 기록이 없는 사람의 비율. 

41    지은숙, 「부모를 돌보는 비혼 남성의 남성성: 일본의 젠더 질서와 가족 돌봄의 역학」, 권숙인 · 김효

진 · 지은숙 엮음, 『젠더와 일본사회』, 한울아카데미, 2016, 193~194쪽. 

42    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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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모타니 고스케의 발언 등은 마스다 보고서가 인구문제를 두고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전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야마시타 유스케는 인구감소를 둘러싼 심리전, 정보전이 마치 태평양전

쟁과 닮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가 ‘이전의 전

쟁’ 때와 닮아간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우려한다. 다케다 하루히토

(武田晴人)는 ‘1억 총 활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 

전시기의 ‘낳자, 키우자’ 정책이 전쟁 병사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1

억 총 활약’ 사회의 출산장려는 세계경제에서 싸울 기업전사를 낳으라는 것

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개인의 자율적 영역에 개입하려는 시대착

오적 사고라고 비판한다.43

6. ‘재후’에 성찰하는 ‘중앙’과 ‘지방’

야마시타 유스케는 마스다 보고서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어차피 없어질 

지역이니, 도시를 위해, 국가경제를 위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

해 희생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분위기로 몰아 ‘지방을 버리고’, ‘농가를 버리

고’, ‘약자를 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마스다 보고서와 이

후의 정책들이 자아내는 전쟁 분위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배제’

를 정당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 인구문제에 대

한 전시기로부터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지방인식과 인구인식의 역사적 맥

락 속에서 마스다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실마리이기도 하

다.44 ‘경제성장’, ‘선택과 집중’의 이면에 있는 ‘배제의 논리’는 동일본대지

43    다케다 하루히토, 배석만 옮김, 「성장신화로부터의 탈출: 제로성장기 일본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일본비평』 15호, 2016, 24~25쪽.

44    山下祐介, 『地方消滅の罠』, 123~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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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후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된 후쿠시마의 모습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

러난다.

다큐멘터리 <쓰나미 후에 오는 것>45에서는 여전히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쿄의 모습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후쿠시마현 후바타군 나미에마을

(双葉郡浪江町)의 모습에서 ‘중앙’에 대한 ‘지방’의 소외감이 극명하게 드러난

다. 감독인 미야케 교코(三宅響子)의 고모는 나미에에서 예식장과 식당을 겸

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나 원전폭발 이후 마을은 출입 허가를 받아야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고모는 피난 이후에도 ‘우리 도쿄전력’이라고 부르

며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고향 나미에의 폐허

가 된 집을 돌아보고 온 고모는 “우리는 버려졌다”고 얘기한다. 

고모부:   일본은 지금 어려운 갈림길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전반대

라고 하면 안 되지. 당신은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잖아. 세계가 

머리를 맞대야지.

고모:   겪어보지 않으면 이 괴로움을 모르지요. 도쿄 사람들은 유감이라고 안

타깝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쓰잖아. 우

리야 20년이면 죽는다지만, 아이들은 어쩌나요. 오늘이 1주기니까 다

들 떠들썩하지만, 장담하건대 이삼 년 지나면 아무도 나미에를 기억

하지 못할 걸. 그때도 여전히 여기 처박혀 있을 우리는 어떡하냐구.

고모부:   우리는 참고 견뎌낼 거야.

고모:   참고 견딘다구요? 우리가 버려졌다는 걸 모르겠어요? 피난 온 우리를 

국민 취급하지 않는다구요.

고모부:   (말 없이 물을 마신다)

45    Kyoko Miyake, <Surviving the Tsunami: My Atomic Aunt>, 52minut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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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나미에 마을은 원전을 유치하지 못했다. 대신 이웃마을에 원전이 세워

지고, 스포츠센터가 세워지고, ‘늙은 촌부가 루이비똥 지갑을 들고 장을 보

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시샘에 차서 바라보며 부러워했다. 원전이 있는 동

네와 없는 동네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나미에 마을도 원전 유치를 추진

하는 중에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다. 

나카무라 마유(中村真夕)의 다큐멘터리는 후쿠시마의 버려진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후타바군 도미오카마치(双葉郡富岡町)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

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마쓰무라 나오토(松村直登) 씨의 일상을 그린다.46 나

오토는 식구 수대로 차를 굴리는 등 원전 유치로 갑작스러운 부를 경험한 

도미오카 마을을 두고 “원전에 영혼을 팔았던 것”이라고 얘기한다. 다큐멘

터리는 도미오카 마을의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혼자 벚꽃 구경을 하는 나

오토 씨의 모습으로 마친다. “이렇게 벚꽃이 가득 피었는데 여기 아무도 없

는 것이 섬뜩하지 않는가”라고, “여기는 어차피 노인만 남아 사라질 곳이었

을까”라고 그는 혼자 묻는다.

가이누마 히로시(開沼博)
47는 후쿠시마의 원전유치 과정을 통해 오늘날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자동적이며 자발적인 복종’이라 할 만한 현상의 역사

적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시샘에 차서 바라보았다”고 하는 나미에의 고모

나 “원전에 영혼을 팔았다”라는 나오토 씨의 발언처럼, 원자력의 존재를 거

절하기는커녕 중독된 것처럼 이를 받아들이는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

다. 가이누마는 지방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의 역사적 형성 과정의 기

원을 전시동원체제에서 찾는다. 

전시동원체제하에서 전력이나 식량의 공급처, 군인과 노동력 공급처로

서 마을이 동원되고, 마을 말단까지 침투한 전시기의 사상적 통제하에서 마

46    中村真夕(감독, 촬영, 편집), <ナオトひとりっきり Alone in Fukushima>, 98m, 2014.
47    가이누마 히로시,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생각하는 전후 일본」, 『역사비평』 97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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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중앙을 지원하는 후방으로 위치지어진다. 한편, 전후의 혼란과 부흥 

속에서 급격히 늘어난 전력이나 농산물의 공급지가 되면서, 또한 마을사람

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중앙의 통제가 아니라 

마을의 이해를 집약해서 중앙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이해관계가 성립하기 

시작한다. 또한 고도경제성장기에 전국총합개발계획(全国総合開発計画)이 추

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부의 분배’가 제도화되고 중앙에 대

한 지방의 로비는 지방의 성장을 좌우하게 된다. 가이누마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발적 복종이 탄생했다고 분석한다. 

한편, 가이누마는 이러한 통치 메커니즘의 고도화는 경제성장에 필연적

으로 수반하는 지배의 구도라고 강조한다. 낙후된 후쿠시마가 중앙에서 찾

아오는 정체불명의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전근대의 잔재’를 떨쳐버리려

는 욕망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간 결과가 이들 원자력 마을을 자승자박의 상

태에 빠뜨린 동시에, 이러한 환상 속에서 전후의 ‘성장’이 달성된 것이다.  

나오토 씨는 무의미한 제염작업을 시도하는 정부를 비웃으며, 방사능 

피폭으로 온몸에 흰 점이 생긴 도미오카 마을의 소를 도쿄에 싣고 온다. 경

찰은 소가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다. 경찰은 “소를 길거리에 내려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라고 외친다.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된 

후쿠시마와 오염된 소가 발을 딛지 못하도록 지켜지고 있는 도쿄의 도심이 

대조적으로 비추어진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된 토미

오카 마을에는 중앙에 의해 ‘선택받고’, ‘동원되고’, ‘버려지는’ 지방의 역사

가 새겨져 있다. 후쿠시마의 파국은 마스다 보고서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

가 안고 있는 ‘배제’의 문제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됨을 경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도쿄전력 및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는 경제발전 우선주의, 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 등 전후 일본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있

다. 그렇기에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역사적 전환기로 삼아 ‘전후’(戰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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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에서 ‘재후’(災後)체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사회에서 제기되고 있

다.48 그러나 다케다 하루히토의 논의와 같이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선

진적인’ 것인데, 그에 대한 대처는 낡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전후 경제성장

의 신화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49

마스다 보고서는 2013년 3월에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

한 각 시정촌의 인구추계를 기초로 극점사회의 지방소멸의 문제를 경고했

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현 내의 시정촌별 ‘인구 동

향과 향후 추이를 내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

소는 이 지역에 대한 인구추계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스다 보고

서에도 후쿠시마의 자치체에 대한 추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구

소멸 가능 지역의 리스트에도 후쿠시마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방’과 ‘인

구’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촉발시킨 마스다 보고서를 발표한 일본창성회의

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동북지방의 창생을 일본창생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5월에 발족한 단체다. 그렇기

에 마스다 보고서에서 후쿠시마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이에 이어지는 ‘1억 총 활력’을 위한 일련의 정

책은 젊은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지방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

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더없이 중요하며 시의적절한 정책

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 정책들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향하고 있기에, 생활안정을 기반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인구확보와 인구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48    이영진, 「파국과 분노: 3.11 이후 일본사회의 탈원전 집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7(1), 
2014, 50쪽.

49    다케다 하루히토, 여인만 옮김, 『탈성장신화: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일본 경제의 장래』, 2016,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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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쟁’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긴장감이 엄습한다. 이 긴장감이 과

연 마스다 보고서가 표방하는 ‘지방의 자립,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

능한 사회’에 어울리는 것인가. 마스다 보고서와 이후의 일련의 인구정책들

은 ‘전후’(戰後)에 대한 성찰을 결여하고, ‘재후’(災後)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

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날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306   일본비평 16호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희경

권숙인,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김희경, 「핀핀코로리의 비밀: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에서의 생명정치와 노년의 자기윤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김희경, 「노년의 장소와 장소상실: 일본 농산촌 지역에서의 Aging in Place 실천과 장소감각의 경합」,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22, 서울대학교, 2016.

르페브르, 앙리,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정헌목, 『마르크 오제, 비장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조아라, 「일본 지방도시의 문화전략과 ‘지역다움’의 논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5), 2008.  

조아라, 「일본의 시정촌 통합과 행정구역 재편의 공간정치」, 『대한지리학회』 45(1), 2010.

水野肇 ·青山英康, 『PPKのすすめ』, 紀伊国屋書店, 1998.

新田充, 「唱歌「信濃の国」における郷土の創出と変容」, 『信濃』 54, 2002. 

渡辺裕, 「県歌《信濃の国》にみる「中央」と「地方」」, 『Αστειον』 71, 2009. 

若月純一, 『村で病気とたたかう』, 岩波新書, 2002.

Low, Setha M., “The Anthropology of Cities: Imagining and Theorizing the Cit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96.

Low, Setha M.,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University of  Texas, 2003.

편재(遍在)하는 도쿄 혹은 비(非)도쿄: ‘지방’을 상상하는 어떤 방법 | 심정명

阿部真大, 『地方にこもる若者たち: 都会と田舎の間に出現した新しい社会』, 朝日新聞出版, 2013.

江弘毅, 『街場の大阪論』, バジリコ, 2009.

酒井隆史, 『通天閣: 新日本資本主義発達史』, 青土社, 2011 .

貞包英之, 『地方都市を考える: 「消費社会」の先端から』, 花伝社, 2015.  

砂原庸介, 『大阪ー大都市は国家を越えるか』, 中央公論新社, 2012.

原田曜平, 『ヤンキー経済: 消費の主役 ·新保守層の正体』, 幻冬舎, 2014.

藤吉雅春, 『福井モデル:未来は地方から始まる』, 文藝春秋, 2015.

万城目学, 『プリンセス ·トヨトミ』, 文藝春秋, 2009.

増田寛也,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央公論新社, 2014.

三浦展, 『ファスト風土化する日本: 郊外化とその病理』, 洋泉社, 2004. 

山内マリコ, 『ここは退屈迎えに来て』, 幻冬舎, 2012.

              

리뷰논문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 박승현

노리토시, 후루이치, 이언숙 옮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민음사, 2015.

이영진, 「파국과 분노: 3.11이후 일본 사회의 탈원전 집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47(1), 



307 참고문헌

2014. 

하루히토, 다케다, 배석만 옮김, 「성장신화로부터의 탈출: 제로성장기 일본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15호, 2016. 

히로시, 가이누마,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생각하는 전후 일본」, 『역사비평』 97호, 2011.

大野晃, 『限界集落と地域再生』, 静岡新聞社, 2008. 

荻野美穂, 『「家族計画」への道: 近代日本の生植をめぐる政治」』, 岩波書店, 2008.

小田切徳美, 『農山村は消滅しない』, 岩波新書, 2014.

金子勇, 『地方創生と消滅」の社会学: 日本のコミュニティのゆくえ』, ミネルヴァ書房, 2016.

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央公論, 2014.

松原洋子, 『優生学と人間社会: 生命科学の世紀はどこへむかうのか』, 講談社, 2000.

山下祐介, 『地方消滅の罠: 「増田レポート」と人口減少社会の正体』, 筑摩書房, 2014.

吉田寿三郎, 『高齢化社会』, 講談社, 1981.

Nakamura, Mayu, ナオトひとりっきり(Alone in Fukushima), Omphalos Pictures, Japan, Japanese, 

Color, HDV, 98minutes, 2014.

Miyake, Kyoko, Surviving the Tsunami: My Atomic Aunt, Germany/Japan,English/Japanese, Color, 

DVD, 52minutes, 2013.

              

연구논단

금기에 대한 반기, 전후 오키나와와 천황의 조우: 메도루마 슌의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

을 걸으며」를 중심으로 | 조정민

新川明, 『反国家の兇区』, 現代評論社, 1971.

大江健三郎 ·すばる編集部, 『大江健三郎再発見』, 集英社, 2001.

岡本恵徳, 『現代文学にみる沖縄の自画像』, 高文研, 1996.

鹿野政直, 『沖縄の戦後思想を考える』, 岩波書店, 2011.

進藤榮一, 『分割された領土: もうひとつの戦後史』, 岩波書店, 2002.

鈴木智之, 『眼の奥に突き立てられた言葉の銛: 目取真俊の〈文学〉と沖縄戦の記憶』, 晶文社, 2013.

新城郁夫, 『沖縄文学という企て: 葛藤する言語 ·身体 ·記憶』, インパク出版会, 2003.

知花昌一, 『焼きすてられた日の丸: 基地の島 ·沖縄読谷から』, 社会批評社, 1996.

友田義行, 「目取真俊の不敬表現: 血液を献げることへの抗い」,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4), 2011. 3.

西川長夫, 『日本の戦後小説: 廃墟の光』, 岩波書店, 1988. 

根津朝彦, 『戦後『中央公論』と「風流夢譚」事件: 「論壇」 ·編集者の思想史』, 日本経済評論社, 2013.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影書房, 2003. 

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 | 정진성

강성은, 「<통일교과서>를 목표로 한 조선학교의 조선사교과서개정에 대하여」, 서중석, 『글로벌화와 

인권 · 교과서』, 역사비평사, 2003.



312   일본비평 16호 

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은 바로 도쿄라는 공간이다. 먼저, 야마우

치 마리코의 『여기는 지루해, 데리러 와줘』(ここは退屈迎えにきて)는 전국이 어느 정도 균질적인 

소비 공간이 된 이른바 패스트 풍토 시대의 지방도시를 그린다. 공간적 배경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소설의 지방도시에서 도쿄는 부재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기실 이것은 어디에나 편재하는 도쿄라

는 준거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고유한 지방색이 탈각되고 어디나 비슷비슷해진 지방도시와는 달리 

강한 지역성을 내세우는 소설이 마키메 마나부의 『프린세스 도요토미』(プリンセス·トヨトミ)다. 종

종 도쿄와 대치되는 공간으로 표상되곤 하는 오사카의 생생한 이미지들이 가득한 이 소설은 일본

이라는 국가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고유한 역사와 경계를 갖는 ‘오사카국’을 상상해낸다. 

복수의 중심은 심화되는 일극 집중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설은 오사카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오사카 안에 존재하는 오사카 바깥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만다. 비슷비슷하

게 도쿄화된 지역에서 사실상 이동이라는 제한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바깥을 꿈꾸는가, 도쿄가 아

닌 새로운 중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지방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

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보기 위해서는 장소의 바깥까지 끌어안는 지방 서사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 지방도시, 오사카, 야마우치 마리코, 마키메 마나부 

              

리뷰논문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 박승현

투고일자: 2016. 12. 5 | 심사완료일자: 2016. 12. 15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에서는 2014년 일본창생회의의 마스다 보고서를 토대로 출판된 『지방소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최근 연구동향을 검토했다. 마스다 보고

서는 2040년까지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896지역의 ‘마스다 리스트’를 발표하고, 도쿄로 집중되

는 극점사회는 결국 인구의 블랙홀이 되어 인구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과감한 도식을 제시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지방에서의 인구유출, 즉 ‘지방소멸’이 지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 전체의 인구급감을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는 

곧 ‘로컬 아베노믹스’라고도 불리는 ‘지방창생’ 전략으로 이어져, 성장과 분배, 안정된 고용을 기반

으로 희망출생률 1.8을 달성하고, 2060년에 ‘1억 인구’를 확보한다는 비전이 제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인구인식과 인구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마스다 보고서는 ‘경제지상주

의’, ‘국가지상주의적 국민총동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방도시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은 

‘배제’를 정당화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버려진’ 후쿠시마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 등 

전후 일본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마스다 보고서와 이후의 일련의 

인구정책들은 ‘재후’(災後)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

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로컬 아베노믹스의 일련의 정책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차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더없이 중

요하며 시의적절하다. 그럼에도 이 정책들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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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에, 생활안정을 기반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인구확보와 인

구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인구전쟁’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긴장감이 엄습한다. 

주제어: 마스다 보고서, 지방소멸, 지방창생, 인구감소, 중앙과 지방, 재후(災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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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에 대한 반기, 전후 오키나와와 천황의 조우: 메도루마 슌의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

을 걸으며」를 중심으로 | 조정민

투고일자: 2016. 11. 22 | 심사완료일자: 2016. 12. 8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은 일종의 표현의 금기인 ‘천황’에 대해 전후 일본문학과 전후 오키나와문학이 각각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고찰한 것이다. 전후민주주의와 초국가주의가 혼재하는 본토의 양상과 그와는 또 다

른 층위에 놓여 있는 오키나와를 대비적으로 살펴 전후 일본과 오키나와 그리고 천황의 표상 문제

를 분석하고자 했다.

1960년대 일본에서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좌우 정치권이 크게 대립한다. 그 가

운데 우익 청년들이 일으킨 아사누마 사건(浅沼事件, 1960. 10. 12)과 시마나카 사건(嶋中事件, 1961. 

2. 1)은 전후민주주의와 초국가주의가 혼재하는 전후 일본의 이중적인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

로, 이 두 사건은 천황이 일본인의 몸과 마음을 강력하게 포획하는 장치임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

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천황(제)이라는 심상적 철책을 뛰어넘고자 했던 두 문학자 후카자와 시치로

(深沢七郎)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우익 청년들의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전후일

본문학 공간에 더는 천황을 등장시킬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말았다. 

이후 전후일본문학에 천황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1986년에 이르러서다. 오키나와의 작가 메

도루마 슌(目取眞俊)이 쓴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을 걸으며」는 패전 후 오키나와를 방문한 황태자 부

부에게 한 치매 노인이 자신의 대변을 투척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언어와 기억을 반쯤 잃어버린 치

매 노인의 비정상적인 신체는 정상적인 규율과 규제가 적용되기 힘든 예외적인 신체에 다름 아니다. 

이 예외적 신체가 일으킨 테러는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안에 포섭될 수 없는 오키나와의 예외적인 상

황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 ‘전후 이후’를 살며, 일장기 게양이나 기미가요 제창과 같은 국가의례를 더욱 강화하여 

보수화되던 본토, 그리고 본토 복귀로 ‘일본’에 빠르게 편입되어가는 오키나와를 목도한 메도루마 슌

은 이미 20여 년 전에 패배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기와 다시 마주 보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금기, 반기, 천황 표상, 오키나와, 메도루마 슌, 평화거리로 불리는 거리를 걸으며 

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 | 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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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재일동포가 일본에 정착한 지 수세대가 지나도록 민족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은 민족학교의 존속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민족학교는 해방 후 일본 정부의 억압 속에서 재일

동포들의 투쟁으로 건립되었으나,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학교(민단 및 한국과 관련)와 

조선학교(총련 경영)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일본학교 내의 민족학급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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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ities: Critical Review of  “Masuda Report” 

from the Perspective of  “Post 3.11” | PARK Seung Hyun

In this paper, I examine issues and perspectives surrounding Chihou Shoumetsu(Local 

Extinctions), which was written based on Masuda Report of Japan Policy Council. The 

publication of Masuda Report in May 2014 made a huge impact on Japanese society with the 

prediction that 896 of municipalities would disappear by 2040. Furthermore, Masuda Report 

warned the danger of polarized society that result from population flows from the local cities 

to Tokyo areas, which would function like a population black hole under the circumstance of 

low birthrates in large cities. 

Struck by Masuda Report, Shinzo Abe’s government started to deploy diverse initiativ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f Japan’s demographic challenges. The 

biggest issue of the Abe cabinet was to overcome population decline and to revitalize local 

economy, and his policy was later rephrased as “Local-Abenomics.” The Japanese government 

set a target to keep the total population of Japan above 100 million by 2060 and to boost the 

country’s birthrate up to 1.8 in a short term and ultimately up to 2.07 by 2040.

Although these recent efforts possessed certain positive aspects, it is undeniable that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Local-Abenomics initiatives appear to be along the same line of 

past population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s as a full-scale mobilization for the sake of 

nationalistic interests. Furthermore, the catastrophizing tone of Masuda Report that referred 

centeral local cities as “defensive lines” with the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has 

the risk of justifying the “exclusion.”

“Abandoned” Fukushima after 3.11 represents the “central driven” perspective, which 

has sacrificed local provinces in the interest of nation. A series of government initiatives in 

response to Masuda Report reveal fundamental problems. They lack critical reflections about 

the new phase of “Post 3.11” in Japanese society and introspections of the new phase in 

Japanese society named “Post 3.11.”

• Keywords:    Masuda Report, Local Extinctions, revitalizing local cities, population decline, 

post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