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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국가주도형 성장지향의 정치경제모델은 중앙집권화된 정

책과정과 함께 발전하여왔다.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을 정당화하

는 논리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였다. 반면에 1990년대에 일본에서 분권개혁 과

정에서 분권화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논리는 균형발전의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국가주도의 방법론 자체가 일본의 정책과정에서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로부

터 탈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탈국가주도 자체가 분권개혁의 핵심적 가치로 

등장하면서 국가주도의 방법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민관협동의 방법론이었

다. 분권개혁의 가치로서 수용된 효율성과 참여증진은 모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분권화 규범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민관협동은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의 권한 이양의 협의의 분권개혁을 넘어서 민간세력의 정책집행에의 참여

까지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즉 일본 분권개혁의 핵

심적 가치와 방법론은 분권개혁을 좀더 먼저 추진한 다른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권화 규범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분권개혁은 목표로 삼

았던 정책과정에서의 국가주도성에서 벗어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관위

임사무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제에 정책적 자율성을 주는 개혁과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조직이 공공시설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지방사회에서 정

책과정에 민간부분의 개입 여지를 증가시키려는 관제시장의 민간개방 개혁 모두

에서 중앙정부 각 성청 관료들의 정책과정 통제력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탈국가주도의 한계는 국가주도적 정책과정으로부터의 탈각에 대한 광범

위한 동의와는 달리 국가주도의 정치경제모델의 기본 가치인 균형발전에 대해서

는 상반된 입장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decentralization reforms over two de-

cades as a case of policy diffusion. Japan’s decentralization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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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본의 제도개혁과 분권개혁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분권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왔다. 이 글은 지난 20여 년간 일본에서 진행되어온 

분권개혁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분권화 규범을 수용하여 변용하

는 정책확산의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분권개혁은 전후 

일본의 제도피로에 대한 국내적 차원의 개혁론이 정치적 힘을 얻

으면서 진전되었으나, 일본 내에서 분권화 개혁론의 논의는 1970

년대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분권화 규범을 바탕으로 발

전하여왔다. 분권화 자체가 폭넓은 규범적 설득력을 얻은 세계적 

추세 속에서 일본 국내의 분권화 개혁론도 힘을 얻어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권화 규범의 수용은 일본의 분권개혁 과정에서 

개혁의 기본적 목표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 속에서 일본적 특수성

의 성격을 가지며 진전되었다.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분

권화 규범이 일본에서 수용되며 변용된 측면이 무엇인지를 밝히

고, 이러한 변용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기본적 목표

로 한다.

전후 일본의 국가주도형 성장지향의 정치경제모델은 중앙집

권화된 정책과정과 함께 발전하여왔다. 전후 초기 미군정에 의한 

지방분권화 진전을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선출직으로

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예산과 정책 면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는 강하게 지속되어왔다. 중앙정부의 각 성청의 관료들은 자신들

의 주도하에 결정된 정책입안들의 실제 집행단위로서 지방정부를 

사용하여왔고, 기관위임사무제도는 이러한 중앙정부 관료들의 지

could be enhanced under the global trend of decentralization. Although, 

in the postwar period, Japan’s economic success and political stability 

evolved simultaneously with the centralized policy process for maintaining 

“national standard” over the country, the centralized state-led system has 

been severely criticized because of its rigidity since the 1990s. During po-

litical turbulence of the mid 1990s, Japan could implement the first move-

ment toward decentralization reform. In this reformative mood, there have 

been two diverging-but-allied reform orientations: efficiency-centric camp 

and participation-oriented one. Coalitions and conflicts of these two reform 

orientations are not unique phenomenon in Japan, but rather universal syn-

drome in global decentralization trend. These two camps have allied for re-

forming the centralized policy process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In ad-

dition, policymakers and commentators, both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consider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the alternative way of the state-led 

policy process. However, public-private partnership could not diminish the 

centralized characters of Japan’s policy process. Since efficiency-centric 

camp and participation-oriented one have different visions on interrelations 

between “national standard”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y could not 

make strong identical voices for further reforms. In the abolition of delega-

tion function system in the late 1990s and the opening of public facility 

management in the 2000s, central bureaucracies could maintain their con-

trol power, emphasizing their crucial roles for keeping “national standard.”

keywords 정책확산 policy diffusion, 분권화 decentralization, 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민관협동 public-private partnership, 균형발전 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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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의 협의의 분권개혁을 넘

어서 민간세력의 정책집행에의 참여까지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구

축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즉 일본 분권개혁의 핵심적 가치와 방

법론은 분권개혁을 더 먼저 추진한 다른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

는 분권화 규범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분권개혁은, 목표로 삼았던 정책과정에서의 국

가주도성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관위

임사무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제에 정책적 자율성을 주는 개혁

과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조직이 공공시설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지방사회에서 정책과정에 민간부분의 개입 여지를 증

가시키려는 관제시장의 민간개방 개혁 모두에서 중앙정부 각 성청 

관료들의 정책과정 통제력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일본 분권개혁의 한계의 원인을 두 부분에

서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주도의 방법론에서 벗어나고자 하

는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는 있었으나 균형발전의 가

치는 여전히 일본 사회 내에서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

기에, 일부 보수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균형발전의 가치를 무

기로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책과정에의 통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국가주도의 방법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민관협동은 각 국가에서 성격을 달리하면 발전해온 국가-

사회 관계 속에서 진전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의 강한 영향력 속

에서 존재해온 일본의 사회 부분이 민관협동의 틀 속에서 정책과

정에보다 많은 개입을 하여도, 그 개입의 증가가 실제 정책과정에

서 국가주도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던 가장 핵심적 수단이었다(北山俊

哉 2006, 25-26). 한편 예산 측면에서는 국가보조금과 교부세 이양

의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의 돈 줄을 확고하게 틀어쥐고 있었다(北

村亘 2006, 141-145). 이러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에 대한 행

정적 통제력은 1960-70년대 혁신적 지방자치체 수장들의 등장과 

함께 교육과 복지 정책에서 부분적으로 지방의 주도권이 일부 진

전되었며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중앙집권화된 정책과

정의 제도적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었다(北山俊

哉 2006, 31-34).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균형발

전이라는 가치였다. 각 지방정부에 자율권이 주어지면 전국적 차

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균형발전의 가

치가 손상될 수 있고, 균형발전을 고려하려면 전국적 배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한 국가주도의 성격

이 정책과정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1990년대에 일본에서 분권개혁 과정에서 분권화의 필

요성으로 대두된 논리는 균형발전의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

닌 국가주도의 방법론 자체가 일본의 정책과정에서 한계에 도달하

였고 이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탈국가주도 자체가 

분권개혁의 핵심적 가치로 등장하면서 국가주도의 방법론의 대안

으로 등장한 것은 민관협동의 방법론이었다. 민관협동에 대한 폭

넓은 지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주의적 개혁론자들과 참여의 

증가를 강조하는 시민사회 개혁론자들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분권

개혁의 가치로서 수용된 효율성과 참여의 증진은 모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분권화 규범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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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이러한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한 비판은 통합되는 세계경

제의 흐름 속에 국가의 시장에의 개입보다 자기조정적 시장매커니

즘을 통한 낙수효과를 경제성장의 핵심적 동력으로 간주하는 경제

이론이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시대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Chang 2003, 46-52). 이러한 흐름 속에 1970-80년대에

는 서구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양의 

제도개혁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협의적 의미의 분권개혁이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다.

서구선진국에서의 중앙집권적 국가주도의 성장모델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발전경제이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경제개입과 행정통제보다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좀더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 개발원조와 관련

된 국제기구들에 의해 제안되기 시작하였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줄

이는 방법론의 하나로 분권화의 제도개혁이 이들 국제기구들에 의

해 필요한 개혁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Toye 2003, 32-34). 이러

한 흐름 속에서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체제이

행, 1990년대 동유럽 국가들의 탈공산주의 체제이행, 그리고 동아

시아 국가들에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은 분권개혁이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국가들에서 정부는 국가주

도형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하는 방법으로, 민간시장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민영화와 중앙정부의 능력과 권한을 줄이기 

위한 분권화를 패키지로 추구하였다(Cheema 외 2007, 3-4). 1990

년대 초반에, 인구 5백만 이상의 75개 국가 중 63개 국가에서 분권

개혁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권화가 세계적 규범

II  분권화 규범의 세계적 확산

1. 분권화 규범의 확산

전 세계적으로 분권화 규범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을 견인

하고 복지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잦아든 1970년대에 들어서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

가 강했던 1950-60년대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주도적 정책과

정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었다. 서유럽과 북미의 서구선진

국에서 세계대공황과 제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경제 전체에

서 차지하는 정부부분의 자원동원의 규모가 증가했고, 이를 통제

하고 집행하는 중앙관료들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1950-60년대 서

구선진국에서 복지제도의 확대와 민간경제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규제와 개입의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정책과정의 강력한 

통제가 존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Rondinelli 2006, 392-393). 이

러한 중앙집권적 국가주도 성장주의 모델은 이 시기 신생독립국의 

발전모델로도 기능하였다. 신생독립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중앙정

부에 의한 경제 통제를 통해 그들 국가들의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쌓으려 하였으며,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이 시기 발전

경제이론의 주류적 관점이었다(Toye 2003, 26-27).

하지만 1970-8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

한 계획경제와 행정통제의 한계와 단점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과도한 국가역할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 공공서비스 공급

의 비효율성, 자율적 지방단위의 정책집행에의 한계, 지역주민들

의 정책과정 참여에의 제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Cheema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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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 개혁론과 참여의 증진을 강조하는 분권화 개혁론은 근본적으

로 상이한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있다(Ansell 외 2003, 140-141).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권화 개혁론은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

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의 행정개혁론에서 출발한다. 

정책과정을 서비스제공,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신공공관리론

적 사고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행정개혁

을 주창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조직은 좀더 혁신적이고, 시장친화

적이고, 분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Hood 2000). 비대해진 중앙정

부의 조직체계가 시민들의 욕구에 재빠르게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

는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 단위로

의 권한이전의 분권개혁과 공공서비스의 직접적 제공보다는 민간

에 위탁하고 대신 서비스 공급체계의 감독자가 되는 민간개방개

혁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다(Osborne 외 

1992). 한편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권화 개혁론은 지방단위의 경제

성장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역경제정책의 주장에서도 발견

된다. 경제적 세계화의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각 지방 단위에 경

제정책의 자율성을 주어 각 지방단위가 좀더 성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제적 경쟁

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적 성장

전략이 세계화 속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을 하부단위 차원의 성장

전략을 통해 극복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지역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

다. 때문에 이 주장은 효율적으로 시장행위자에게 매력적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개혁으로 분권화를 판단한다(OECD 2006).

으로 자리 잡아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Cheema 외 2007, 8).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권개혁은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형태의, 협의의 분권개혁이다. 분산(deconcentration), 

이양(devolution), 위임(delegation)의 세 형태로 이루어지는 협

의의 분권개혁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단위의 정부조직에 권한

을 이전하여 중앙집권의 경직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분산(deconcentration)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그 부처들의 지방 분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이양(devolution)은 중

앙정부 각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이전하는 것을, 위

임(delegation)은 공사와 같은 반관(半官)의 조직에 권한을 이전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양이 협의의 분권개혁의 전형이다. 두 번

째 단계는 중앙과 지방의 정부관료들 사이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

를 넘어서, 정책과정에서 관료들 이외에, 민간기업, 전문가, 시민

단체, 일반 시민 등이 개입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혁을 의미한다(Cheema 외 2007, 2).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분권

화는 관료들 이외의 다양한 사회세력의 정책과정에의 개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2. 분권화의 두 가지 가치: 효율성과 참여

다양한 민간 사회세력의 정책과정에의 개입을 포함하는 의미의 분

권화 규범은 때론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 분권화 개혁론은 중앙집권체제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이로부

터 탈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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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3의 길’을 내세운 노동당 정부는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

정하면서도 참여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제도개혁을 주

장하였다(Stoker 2004). 한편 1980년대 미테랑 하 프랑스에서의 분

권개혁은 지방에서의 사회조직의 정책적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성

격을 띠고 있다(Levy 1999). 이처럼 분권개혁은 정치적 선택 속에

서 상이한 성격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 규범의 세

계적 확산 속에 각 국가별 상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제

도개혁의 논의 과정에서 분권개혁이 어떤 맥락에 있는가를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분권개혁의 논의 과정에서도 상이한 정

치세력들은 분권화 개혁론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상

이한 관점에서 어떤 충돌의 성격을 찾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III 분권화 규범의 일본에의 수용과 충돌

1. 분권화: 탈국가주도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

일본의 분권개혁은 국가주도의 전후 정치경제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전후 일본은 고도성장과 재분배의 정

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관료주도의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을 구축

하였다. 중앙관료가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민간기업의 산업투

자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은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에 의

해 발전지향적 국가(developmental state)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Johnson 1982). 중앙관료에 의한 경제정책 통제는 1960년대 일본 

반면에 참여의 증진을 강조하는 분권화 개혁론은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에서 시민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일반 시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증진을 주장한다. 이

러한 분권화 개혁론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의 행정제도를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담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의 경직성이 민주적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Newman 외 2009, 

134-153). 대의제 체제를 통한 시민의 대표인 정치인과 소속 정당

을 통한 관료통제가 한계가 있기에, 시민에 의한 행정에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만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

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민사회 운동의 증진 속에서 풀뿌리 민주

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는 

심의민주주의의 논의 속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주성수 2006).

각각 효율성과 참여라는 가치에 방점이 찍혀있는 두 분권화 개

혁론의 상이성은 지방정부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 세계관의 차이에

서 기인한다. 지방정부를 지역 시민들의 토의와 협의의 장이며, 국

가 단위의 민주주의 체제의 훈련소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분권화는 

시민 참가를 위한 제도개혁이다. 한편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판단하는 관점에서 분

권화는 효율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Pierre 2003, 2).

상이한 출발점을 지닌 두 분권화 개혁론은 분권개혁을 추진하

는 정치집단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우세를 점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보수당 집권 시절 영국의 중앙정부는 효율성을 강화하

기 위한 제도개혁을 주장하며 지방정부들과 충돌하였다면,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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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국가주도의 정책과정의 정치적 

지지축으로 역할하고 있었다. 또한 혁신지자체의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 통제력에 대한 저항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보장하는 기관

위임사무와 같은 행정체제와 보조금, 교부세의 재정체제의 제도적 

틀 속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

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에 보다 호혜적인 

재정편성을 위한 ‘로비단체’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무라마츠 미

치오(村松岐夫)의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村松岐夫 1988).

198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중앙 정계에서 국가주도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나카소네 야스히

로(中曽根康弘) 내각 하에서 추진된 행정개혁의 시도는 중앙관료의 

주도적 정책과정이 고도성장기를 벗어난 일본에 더 이상 걸맞지 

않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박철희 2011, 200-209). 중앙정

부에 의한 국가주도의 비효율성이 주로 부각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행정제도적 측면에서의 

분권개혁도 하나의 개혁 아젠다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의 이러한 분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시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던 분권화 규범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분권화

의 제도개혁은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장기지배체제의 안정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1990년대 초 자민당 지배체

제의 균열과 위기의 상황에서 현실화되었다.

2. 일본 분권개혁의 정치적 환경

일본의 분권개혁은 1993년 비자민당 연립정권 하에서 현실화되었

고도성장의 배경이 되었다. 한편 1970년대 이래로 일본의 중앙관

료와 중앙정치인들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

기 위한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재분재정책의 전개

에서 일본 지도자들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형평성 있는 지역 간 균

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이 더딘 소외지역에 보다 많은 공

공투자를 하는 방법을 핵심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Calder 1988, 

274-311).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분배정책에서 중앙관료와 중

앙정치인들은 전국적 사회기반시설의 일정한 수준의 형평성 있는 

조성을 의미하는 ‘내셔날 스탠더드(national standard)’를 강조하였

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조정의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앙관료에 의한 ‘국가주도’

는 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긍정되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국가주도의 방법론이 1960-70년대 일본 사

회에서 모두에게 긍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고도성장 와중에 불거

진 도시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앙관료들의 미진한 대처에 대한 

비판으로 지방 단위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항적 움

직임은 이 시기 혁신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

다(五十嵐敬喜 외 2003, 100-103). 도쿄의 미노베 료기치(美濃部亮吉) 

도지사를 비롯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혁신지자체장들

은 국가주도의 방법론 속에서 지역단위의 자발적 정책집행이 어려

운 점을 문제시하면서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방발 혁신 정책과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혁신지자

체의 바람은 일본의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

는 데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소외지역권은 균형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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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개혁의 추진이 중심적 개혁과제였다.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주요 

지도자들은 분권개혁에 대해 호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호

소카와 총리 본인이 구마모토 현지사를 역임하면서 지방정부에 많

은 정책적 자율성을 주는 것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왔으

며, 1990년의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臨時行政改革推進審議

会)의 멤버로서 분권개혁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었다(細

川護煕 1989). 또한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다케무라 마사요시(武

村正義) 또한 사가현지사 출신으로 분권개혁에 적극 찬성하던 인물

이었고, 사민당 지도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현의원 의

원 출신으로 분권개혁에 대해 다른 주요 지도자들과 동일한 입장

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중심적 인물이던 오

자와 이치로(小沢一郎)는 『일본개조계획』을 통해 군사안보 측면에

서 보통국가화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에 보다 큰 정책적 자율성을 주는 분권개혁을 하나의 개

혁 목표로 제시하였다(小沢一郎 1993).

비자민당 연립정권 주요 정치인들의 분권개혁에 대한 광범위

한 동의가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요

인이었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분권개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찾

아보기 어려웠다. 작고 효율적 정부로의 개혁에 대한 당위적 주장

은 자민당 내에서도 오랫동안 정책강령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개

혁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지지의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

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94년 사민당과의 연립정권의 수

립으로 여당의 위치로 복귀한 자민당은 이후 집권 기간에 지방분

권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기반을 두어 2000년 지방분권일관법이 통

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이 1993년 지방분권추진법

을 입안하여, 이에 바탕을 두고 1995년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성

립되면서 실현되었다. 이와 같은 분권개혁의 실현은 정치적 환경

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50년간 장기지배를 유지하던 자민당 정권은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연이은 정치자금 스캔들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988년 

현직 수상이었던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등이 연관된 리쿠르트 

사건과 1992년 가네마루 신(金丸信)이 결부된 사가와 규빈 사건은 

자민당 장기 지배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일으켰고, 자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다케시다와 가네마루는 자민당 최대 파벌의 

보수정치인들이었고 이들의 정치자금 문제는 개인적 문제라기보

다는 파벌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부패에 가까웠기 때문에 선거

제도와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대두되었다(박철희 2010, 41-53). 또

한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스캔들에 일부 중앙관료들도 연관된 것이 

드러났고, 1990년대 초 거품경제의 붕괴 속에서 또한 중앙관료들

의 무능력한 대처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앙관료에 

대한 비판도 비등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자금 스캔들의 위기 상황과 당내 일부 세력의 탈당 속에

서 자민당 정권은 1993년 붕괴되었다. 자민당 탈당 세력과 다양한 

야당 세력들은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중선거구제부터 소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변화

와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핵심적인 정치

개혁의 내용이라면(박철희 2011, 254-260), 행정적 측면에서는 분



160 161분권화 개혁론의 일본적 변용–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주도와 탈국가주도를 위한 민관협동의 충돌

자민당의 재집권의 상황을 맞이한 1996년에 출판된 “게이단렌 비

전 2020”에서 게이단렌은 소비세 인상,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인

상, 법인세 인하, 노동규제 완화 등과 함께 분권개혁을 구조개혁

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하였다(岡田知弘 2009, 20-21). 재계는 분

권개혁을 대도시권에서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국가 규제를 탈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화된 국가’로

서 일본을 새로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중앙정

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1950년대 말부터 대도시권에서의 산업시설

의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추진하여왔고, 1970년대 들

어서 이와 같은 규제정책은 강화되어왔다(이정환 2011b, 82-83). 이

에 대해 대도시권의 규제가 세계화된 국제경제환경에서 더 이상 

맞지 않고 다국적기업이 된 일본 대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성

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정비로서 분권개혁을 판단한 것이다. 1990년

대 일본은 장기불황으로부터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마주하

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활성

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하시모토 내각은 

게이단렌의 제안을 받아 “다국적기업과 주고받기를 통한 강한 국

가와 지역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岡田知弘 2008, 30-

31). 또한 게이단렌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도도부현(都道府

県)과 시정촌(市町村)의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위를 조정하는 도주

제(道州制)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도도부현 단위를 광역으로 

묶어서 도주를 만들고 이 단위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국내정책

의 사무를 집중하자는 도주제 구상은, 중앙정부와 두 단위의 지방

정부의 삼중의 규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발상

과되는 과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분권개혁의 구

체적 내용에서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

던 일부 정치인들은 중앙관료와의 연대 속에 개별적 입장을 표명

하였다. 또한 중앙관료들은 자신들의 성청이 관할하고 있는 정책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분권개혁으로 잃고 싶지 않았지만, 제도개

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는 여론 속에서 분권개혁에 

대한 전체적 반대보다는 구체적 개별 정책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

를 존속하기 위한 대응책을 찾고 있었다.

1990년대 일본이 분권개혁에 호의적인 정치적 환경은 안정적 

정치체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주도의 정책과정으로부터 벗어

나야 한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인하고 있다(宮本憲一 2005, 

5장).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탈국가주도의 필요성은 일본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탈국가주도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물신화된 민관협동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과정 통제에 대한 일본 내의 비판은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던 분권화 규범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가치, 즉 효율

성과 참여의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으로 분권개혁을 판

단하는 관점에 서 있다(Barrett 2000, 35-36).

국가주도적 모델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재계와 신자

유주의적 평론가들에 의해 강조되어왔다.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

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게이단렌)는 국가

주도적 모델의 규제적 측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분권화

를 바라보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의 총리 취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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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부여하는 관점에서 분권개혁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향상시켜서 

이 자율적 정책공간을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되는 제도개혁이다.

출발된 가치는 상이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참여증

진을 강조하는 관점은 모두 국가주도적 모델을 비판하며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또한 출발점은 상이하지만 이 

두 개혁론은 국가주도에 대한 대안적 방법론으로 민관협동(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

다. 민관협동은 정부조직에 의한 정책과정 통제가 아닌 다양한 사

회집단이 정책과정에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거버넌스와 유사한 맥

락에 있는 개념이다. 도시정치학 분야에서 민관협동 개념은 지역

의 정치행정지도자와 민간의 경제적 엘리트 그리고 사회적 엘리트 

간의 정치 갈등 또는 연합을 통한 도시레짐의 분석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Stoker 2003, 34-51). 따라서 도시레짐의 성격에 따라 

민관협동의 성격도 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Pierre 1999). 하

지만 일본에서 민관협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주도에 대한 반대

로 사용될 뿐 민관협동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고민 없이 무차별적

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모두들 민관협동을 이야기하지만, 그 

민관협동은 구체적 실체를 띠고 언급되지 않는다. 효율성을 강조

하는 관점은 민간기업에게 호의적인 규제완화를 민관협동이라 부

르고, 참여증진을 강조하는 관점은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을 민관협

동이라고 부른다. 즉 민관협동은 추상적 표어의 수준을 넘고 있지 

못하다. 만약 효율성과 참여증진의 가치가 제도개혁 과정에서 충

돌할 때, 민관협동은 국가주도에 대한 대항적 방법론이 되지 못하

이다(加茂利男 외 2009).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분권개혁은 

국가주도적 모델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인 것

이다.

한편 국가주도적 모델의 민주적 책임성의 결여를 비판하는 주

장은 1990년대 일본의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붐과 함께 번성하

였다. 일본의 시민사회운동은 보수와 혁신의 정치 대립구도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그 후 환경문제와 도시문제로 

저변을 넓히며 발전하였지만, 1970-80년대에는 활발하게 발전하

지 못하고 축소되어왔다(道場親信 2008, 75-98). 1990년대 들어 한

신대지진 때의 대규모의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거치면서 일상생

활에서의 봉사를 통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대가 고

취되었고, 이는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증가를 통한 일

본 시민사회운동의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Pekkanen 2006). NPO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가 정책과정에 직접 참

여하여 민주적 책임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폭넓은 지지

를 확보했다. 거의 대부분의 NPO가 지역단위에서 조직화되어 있

고, NPO 활동을 지방자치체 단위의 정책집행에 연결하여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권개혁은 지방단위에

서 행정과 시민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활밀접형 사안들을 

논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토대로서 간주된다. 이

러한 지역주민들의 지역행정에의 참여증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들

은 여러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앞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앞

서 제정하고, 지자체헌법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조례를 채택하는 사

례에서 발견된다(岩橋健定 2008, 171-192). 시민들의 참여증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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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적 구조개혁 노선에 반발하였다(박철희 2011, 357-366).

효율성 관점의 분권 개혁론에 동의하는 고이즈미 정권은 “민

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라

는 슬로건 속에서 규제완화와 분권개혁이 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新藤宗幸 2004, 3-12). 이러한 관점

은 지방단위의 정책적 자율성을 증진시켜주면서 동시에 재정적 책

임성도 부가하겠다는 노선에 입각한 삼위일체개혁으로 연결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세원을 이양하는 대신 보조금과 교부

세를 삭감한다는 삼위일체개혁 구상은 초기에 재정분권화의 진전

으로 간주되어 지방 정치지도자들이 큰 호응이 있었다. 하지만 곧 

실제 구체적 개혁과정에서 재무성 관료들이 재정건성성의 관점에

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세원이양과 큰 규모의 보조금과 교부

세의 삭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 정

치지도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따라왔다(岡田知弘 2008, 79-83).

국가주도에서 벗어나는 개혁의 목표가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에 있는 분권 개혁론의 관점에서 참여증진과 균형발전은 충돌하

는 가치가 아니다. 참여증진의 분권 개혁론은 균형발전을 위한 국

가적 재분배 기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단위에 좀더 많은 정책

적 자율성을 구상하였다. 균형발전 가치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고이즈미 내각의 분권개혁은 오히려 지역단위

의 정책적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민간기업들의 투자유인을 증진시

키기 위한 지역 간 경쟁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참여증진 관

점의 분권 개혁론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岡田知弘 2008, 52-58). 균

형발전 가치가 손상되면서 야기된 지역 간 경제격차는 지역주민들

고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동원되는 국가-사회 관계 양상의 변

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4. 균형발전, 효율성, 참여의 충돌

분권화 규범의 두 가치(효율성과 참여증진)는 분권의 제도개혁이 중

앙집권적 정책과정의 존재이유로 주장되었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저해하게 될 때 충돌하게 된다. 1990년대 분권개혁과정에서 일정

한 연대의 성격을 지니던 효율성과 참여증진의 두 개혁론은 2000

년대 고이즈미 내각 하의 분권개혁 과정에서는 충돌하게 된다. 이

러한 충돌은 이 두 분권화 규범이 탈국가주도의 방법론에 동의하

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실제 내용으로 하는 효율성 관점의 분권화 개혁론

은 균형발전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다. 효율

성 관점의 분권화 개혁론자들은 분권개혁의 목적인 탈국가주도가 

가져올 효율성은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권에서의 규제와 소외지

역권에의 보호의 이중구조를 파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

하게 인식하고 있었다(五十嵐敬喜 외 2003, 136-137). 고이즈미 내각

은 재계의 대도시권에서의 규제완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방경제정책을 추구하였다. 고이즈미의 내각의 이러한 효율성 관

점의 분권화 개혁론의 수용은 일본 자민당 내에서 큰 갈등을 야기하

였다. 소외지역을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상당수 자민당 정치인들

은 고이즈미 내각의 소외 지방권에의 공공사업 축소를 포함하는 재

정정책과 도시재생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대도시권에의 규제완화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면서 고이즈미의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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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정된 활동기간을 가지고 내각부 산하에 조직된 지방분권추진

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체제 관계의 개혁의 원안을 

구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7명의 민간위

원으로 구성되었다. 무라야마 내각은 위원장으로는 모로이 겐(諸井

虔) 태평양시멘트주식회사 고문, 부위원장으로는 정치학자 호리에 

후카시(堀江湛)를, 그리고 국제기독교대학 교수인 정치학자 니시오 

마사루(西尾勝), 후쿠오카시장 구와하라 게이치(桑原敬一), 전 가나

가와현지사 나가스 가즈지(長洲一二), 도쿄가정대학 교수 히구치 게

이코(樋口恵子), 전 미야기현지사 야마모토 소이치로(山本壮一郎)를 

임명하였다(西尾勝 2006, 2장).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립정권 하에서 

임명된 위원회인만큼 이들 위원들 사이에는 이념적 다양성이 존재

했다. 위원장인 모로이는 재계의 시각에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던 인물이고 이 관점에서 분권개혁을 효율성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부위원장 호리에는 

오랫동안 과거 민주사회당의 고문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고, 또한 

히구치 교수도 사회당과 가까운 입장이었다. 이들은 효율성보다는 

민주적 책임성의 증진 차원으로 분권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니

고 있었다. 하지만 위원 모두는 중앙관료에 의한 과도한 지방정부

에 대한 통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경험을 통해 분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세 명의 전현직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임

명한 것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조직할 당시에 국가주도적 중앙

집권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에 일본 내에 폭넓은 합의가 있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宮本憲一 2005, 5장).

의 생활안정성을 저해를 야기하고 나아가 주민참가의 동력을 축소

시키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참여증진의 분권 개혁론은 일본에서 균형발전의 가

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루는가의 점에서 갈라지게 된다. 이러한 

충돌은 분권개혁 자체에 대한 열광적 분위기가 있었고 주된 개혁 

대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 관계에 한정되어 있던 1990년

대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2000

년대에 분권개혁의 과제가 재정분야와 경제정책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드러나면서 첨예하게 대두된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일본 

분권개혁의 핵심과제였던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쟁

과 2000년대 핵심과제 중 하나였던 관제시장의 민간개방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각 시대별 분권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보이고자 

한다.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와 관련된 논쟁은 중앙-지방 간 국가 

간 관계의 재정립을 둘러싼 광범위한 분권개혁론자들과 이에 대한 

중앙관료집단들 사이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면, 관제시장의 민간

개방과 관련된 논쟁은 균형발전의 가치가 매개된 효율성 강조 개혁

론과 참여증진 강조 개혁론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IV 기관위임사무 폐지 논쟁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제안과 중앙관료집단

1990년대 일본 분권개혁에 관한 논의는 지방분권추진법에 의거해 

1995년 조직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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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정책 결

정과 집행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지방

분권추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을 제약

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파악하였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기관위

임사무의 전면 철폐를 초기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

관료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니시오 마

사루는 중앙관료들의 기관위임사무 전면 철폐 제안에 대한 저항을 

“공격적 설명”으로 표현하였다(西尾勝 1999). 중앙관료들은 지방분

권추진위원회의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왜 그들 성청의 관할 행

정사무를 중앙에서 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작업에 몰두

하였다. 중앙관료들은 또한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특화된 족의원

(族議員)들을 통해 자신들 업무 영역의 중앙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압력도 동원하였다. 중앙 관료들은 기관위임사무 전

면 폐지의 제안을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자신들의 성청

과 내무성(內務省) 사이의 갈등으로 간주하는 사고를 지니고 있었

다. 내무성이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적 관할권을 지니고 있었기 때

문에 기관위임사무 제도가 폐지되면 다른 성청이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고스란히 내무성이 가지고 갈 것

으로 판단한 것이다(西尾勝 1999).

공세적 자세를 지닌 중앙관료들과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지

방분권추진위원회의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한 제안은 약화되었

다. 전면철폐의 제안은 철회되었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대신 

기관위임사무의 축소를 제안하였다. 최종 제안은 기관위임사무의 

60% 정도의 축소로 귀결되었다(地方分権推進委員会 2001, 2장).

급진적인 혁신보다 점진적인 개선을 선호하는 일본의 전반적 

제도개혁 시도와 마찬가지로, 분권개혁의 출발점에 서 있던 지방

분권추진위원회는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세제개편에 대

해서도 대장성과의 논의 후에 추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西尾勝 2006, 4장). 이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개혁에 집중하였다.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의 각 성청의 소관업무의 실행을 지

방정부가 집행단위로 기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기관위

임사무 제도는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시정촌 단위의 촌락

공동체를 중앙집권 행정시스템으로 획일화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다. 시정촌 단위가 중앙정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법적 제도

로서 등장한 것이 기관위임사무 제도이다. 2차대전 이전에 도도부

현의 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었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

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2차대전 후 미군정의 개혁으로 인해 

도도부현의 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정

부를 중앙정부의 제도적 통제하에 두기 위해 기관위임사무 제도는 

도도부현 단위의 지방정부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전후에 기관

위임사무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 가서는 시정촌 단위 지자체의 경우는 총 행

정업무 중 30-40%를, 도도부현 단위 지자체의 경우는 70-80%를 

차지하게 되었다(Kume 2001, 206-221). 기관위임사무가 지자체 행

정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1960-70년대의 고

도산업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사무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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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그 활동의 산물인 지방분권일괄법이 

지방세제도에 대한 개혁을 전혀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지방세제도는 세입 측면에서 국세의 비중이 높고, 세출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의 규모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北村亘 2006, 

135-136). 이러한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편차는 보조금과 교부세의 

형태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데, 보조금과 교

부세 중 일부는 중앙정부의 각 성청에 의해 사업지출의 항목이 정

해져 있기에 중앙관료에 의한 정책통제가 지속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또한 지방정부로의 보조금과 교부세 이전의 전체적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대장성의 영향력은 강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추진

위원회는 대장성의 반대로 인해 지방세제제도의 개혁에 대해 논의

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분

권개혁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스

스로가 최종보고서에 명시해 놓았다. 나아가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는 이러한 지방세제개혁의 과제를 후신인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

에서 집중해서 논의해야 할 것임을 밝혀 놓았다(地方分権推進委員会 

2001, 3장).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지방세제개혁의 과제는 고이즈

미 정권에 들어서서 삼위일체개혁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 속에서도 중앙관료들이 지속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관료에 의한 전국적 정책집

행 통제 속에서 균형발전과 재분배정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일본 사회 저변의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

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

계에 대해 집중했던 1990년대 일본의 분권개혁에서 중앙관료들은 

2. 제한된 지방정부의 자율성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과 함께 종

료되었다. 지방분권일괄법은 1999년 각의에서 결정되고, 의회를 

통과한 뒤, 2000년 실행되었다. 지방분권일괄법의 핵심적 내용은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축소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법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일괄법은 기존의 기관위임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적수탁사무로 구분하고, 자치사무로 분류된 

기존의 기관위임사무의 행정업무에 관한 중앙정부 각 성청의 관할

권을 폐지하였다. 반면에 법적수탁사무로 분류된 기존의 기관위임

사무는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중앙정부 각 성청의 관할권은 유지

되는 것으로 지속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의 초기 개혁 목적은 달성하지 못

한 채로 제한적인 형태의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확보로 귀결되

게 되었다. 지방분권일괄법에 따라 총 298개의 기관위임사무의 

60%는 자치사무가 되었지만, 이것들의 대부분은 중앙관료들이 자

신들의 정책통제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핵심적 정책 내용과는 거

리가 먼 것이었다. 중앙관료들은 법적수탁사무가 된 40% 정도의 

기존 기관위임사무제도를 자신들의 정책통제의 영향력 하에 유지

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青木栄一 2006, 125-127). 지방분권일괄법 

하에서 중앙관료들은 법적수탁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과거

와 같은 명령이 아닌 지침의 형태로 개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

만, 중앙관료가 정책과정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

었다.

한편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의 진전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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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과정의 일부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목표를 지닌 관제시장의 

민간개방의 개혁에도 유지된다.

관제시장은 공공 서비스를 중앙과 지방의 정부, 공사와 같은 

공공단체가 전적으로 제공하던 메커니즘을 칭하는 일본적 표현으

로,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공공단체가 아닌 민간행위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관제시장의 민간개방 아

이디어이다(八代尚宏 2005, 1장). 관제시장 민간개방은 신공공관리

론에 입각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의 일본적 표현이다. 관제시장 

민간개방의 구체적 프로그램들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와 

지정관리자제도(指定管理者制度)는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에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주의와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민간행위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허용하는 신관리주의적 담론 

속에서 등장하였다(建設政策研究所 2000, 1장).

PFI 프로그램은 1999년 하시모토 내각 하에서 처음 도입되었

지만, 2000년대 들어 고이즈미 내각 하에서 폭넓게 공공시설의 건

설 운영에 이용되었다. 1990년대 초 이래 영국에서 민간자본의 활

용을 위해 처음 등장하였던 PFI 정책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정부부

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인식되었고, 이를 모방하는 형태로 PFI 정책은 일본에 도입되었다. 

1990년대 후반 하시모토 정권은 공공시설의 민영화 전략에 대한 

구상을 제출하도록 중앙 행정부처 관료들에게 요구하였다. 자치

성이 정책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지만, 여타의 많은 행정부처들

도 개입하였다. 통상산업성과 건설성은 1997년에 PFI 도입에 대한 

연구그룹을 만들었다. 또한 경제기획청도 1998년 PFI촉진연구회

국가적 일관된 정책집행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의 통제력 유지의 존

재이유로 지속적으로 내세웠다. 전후의 중앙집권적 정책과정을 유

지하면서 사용했던 ‘내셔날 스탠더드’의 담론은 여전히 중앙관료

의 강력한 무기였다. 특히 복지와 공공사업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 차원의 계획의 필요성의 주장은 매우 강

력한 것이었기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제한을 주어야 한다는 중

앙관료들의 주장은 여전히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러한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가

고 있었고(林宜嗣 2006, 4-8),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있는 체

제구축을 위한 제도개혁은 고이즈미 내각 하에서 전면적으로 실시

되게 된다.

V  관제시장 민간개방 논쟁

1. 관제시장 민간개방의 개혁

2000년대 초반의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는 

모토를 내세우고, 다방면에서의 전후일본정치경제모델의 변화를 

추구하였다(竹中平蔵 2006, 27-30). 지방정책 분야에서도 지방세제

개혁을 추구하면서, 도시재개발정책에서의 대도시권에서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였다(이정환 2011a, 195-200). 고이즈미 내각의 이러

한 개혁 프로그램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방 단

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성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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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자제도이다(布施哲也 2008, 4장).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시

설은 기존에 지자체에 의해 직접 운영되거나, 관리를 전담하는 공

공기관을 수립하여 항구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

었었다. 지자체의 행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총무성은 지자

체 공공시설의 운영을 하는 주체를 다각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

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운영권을 입찰을 통해 부여하는 방

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지자체 공공시설

의 운영권을 획득한 사업자를 지정관리자로 칭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정관리자제도로 불리게 되었다. 2003년 입법화된 지정

관리자제도는 공공시설의 운영권에 관한 입찰에 응할 자격제한을 

전혀 두지 않았다. 모든 법인은 신청자격이 있는데, 이는 즉 민간

기업과 NPO 모두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成田頼明 

2009, 89). NPO가 지정관리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은 지정관

리자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행정에 효율성 제고라는 가치를 추구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

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PFI와 지정관리자제도로 대표되는 관제시장 민간개방의 제도

개혁은 1990년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관할권 개혁에 초점

을 두었던 일본 분권개혁이, 2000년대에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사이의 관계를 넘어 정책과정에서 민간 부분을 수용하는 차원

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의 가치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지정관리자제도에서는 참여증진의 가치

도 함께 발견되고 있다.

를 만들어 PFI 도입에 대한 구상을 발전시켰다. PFI 정책의 주도권

을 잡기 위한 중앙행정부처 간의 경쟁이 있었으나, PFI 정책의 도

입이 특정 행정부처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PFI 도입에 대한 중앙관료의 반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PFI정

책의 도입은 자민당 정치인들로부터도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지 않

았다. 다만 자민당은 PFI 프로그램에 입각한 공공시설 건설에 정부

의 직접투자와 부채부담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을 이용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하려고 시도하

였다. 하지만 PFI 도입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를 

지닌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에 의한 안전장치의 추가는 정부

의 재정부담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불안요소를 갖고 있는 것

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중앙부처와 자민당 사이의 협

상과 조정을 통해 정부에 의한 명시적 안전장치를 추가하지 않고, 

PFI 법은 1999년에 입법화되었다(入谷貴夫 2009, 127-129).

PFI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

영을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제도개혁이라면 지정관리자제도는 지

방정부가 관할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시설의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고이즈미 내각 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PFI와 같은 관제시장의 민간개방을 보다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이즈미 내각 하 구조개혁의 핵심 결

정기관이었던 경제정책자문회의는 중앙관료들이 관제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산할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였으며, 경제정책자문회

의의 2001년 경제재정백서에 관제시장의 민간개방이 하나의 핵심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총무성이 제안한 것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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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립된 특정목적회사 고치의료 PFI는 2002년부터 2030년까

지의 고치의료센터의 운영권을 획득하였다. 고치현과 고치시는 오

릭스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PFI 계획을 통해 병원의 건설과 2030

년까지 운영에서 186억 엔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05년에 개원한 고치의료센터는 계획보다 많은 운영비용

을 소요하여서 고치현과 고치시에 재정 부담을 주었다. 2005-2008

년의 4년 동안 고치의료센터는 81억 엔의 적자를 낳았다. 고치현과 

고치시의 적자 삭감 요구에 대해, 특정목적회사 고치의료PFI는 의

료시설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 결국 2009년 고치현과 고치시는 특정목적회사 고치의료

PFI와의 PFI 해약체결을 맺었다(日本経済新聞 09/07/23). 고치의료

센터의 사례는 PFI 프로그램에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과 같은 많

은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율성 제고 

때문에 지역의 생활 여건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

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岡田和人 2009, 65-89).

한편 관제시장의 민간개방이 지향하는 민관협동은 지역 단위

의 공적 조직과 다양한 민간행위자의 정책적 자발성의 증진을 통

해 정책과정의 일본적 성격인 국가주도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방

법론이지만, 민관협동 그 자체가 일본에서 국가주도적으로 조직화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마을 단위의 자치

회와 NPO와 같은 시민사회조직을 공공시설의 관리에 끌어들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역 단위의 활발한 대면접촉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사회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러한 공동체 사회조직의 지도자들은 지역의 정치행정 지도자들과 

2. 국가주도의 민관협동

PFI와 지정관리자제도는 민관협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새

로운 제도들의 기본 취지는 PFI의 경우 지방정부와 민간기업들이 

파트너가 되고, 지정관리자제도의 경우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혹은 

NPO가 파트너가 되어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

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관협동의 방

법들은 한편으로 균형발전의 가치를 저해하면서 상이한 가치를 지

닌 분권개혁론자들 사이의 논쟁을 야기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중앙관

료들의 영향력 증가가 보이고 있다.

민관협동으로 소개되는 관제시장의 민간개방의 제도개혁 프

로그램들 중 균형발전의 가치와 가장 크게 충돌한 것은 PFI 프로그

램이다. PFI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과 관련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건설회사들이 중심적 역할

을 하는 경향이 있고, 대형건설회사인 제네콘이 PFI 프로젝트 수주

의 상위 랭킹을 점하고 있다(이정환 2011c, 267). PFI 프로그램의 대

형건설회사 친화적 성격은 해당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를 야기하곤 한다. 고치의료센터의 예에서 볼 수 있

듯이 대도시에 기반을 둔 민간회사의 PFI 프로젝트가 지방정부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지역주민의 공공시설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의 불만은 관제시장의 민간개방

의 수법이 균형발전의 가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연결된다. 

고치의료센터는 PFI 프로그램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된 최초의 의

료시설이다. 오릭스 컨소시엄에 의해 고치의료센터 건설과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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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다른 해석이 만드는 갈등

일본의 분권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분권화 담론을 수용하

면서 전개되었지만, 그 내용에서 일본적 특수성을 보이면서 진전

되었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중앙집권

화된 정책과정을 개혁하는 첫 번째 단계의 협의의 분권개혁이 일

본에서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조언을 통한 기관위임사

무제도의 축소의 제도개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시장과 사회의 

민간행위자를 정책과정에 개입시켜 효율성과 참여증진을 통해 새

로운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을 지향하는 두 번째 단계의 광의의 분

권개혁은 2000년대 관제시장의 민간개방의 수법을 도입하는 단계

에서 발견된다. 협의의 분권개혁과 광의의 분권개혁 모두 중앙관

료에 의한 국가주도적 정책과정 통제의 일본적 성격으로부터 탈

각하고자 하는 제도개혁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서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권화 규범은 일

본의 분권 개혁론자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분권화 규범의 확산을 수용한 일본의 분권개혁은 개

혁의 목표인 국가주도적 정책과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국가주도적 정책과정으로부터의 탈각에 대

한 광범위한 동의와는 달리 국가주도의 정치경제모델의 기본 가치

인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 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효율성의 제고를 분권개혁의 가치로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균형발전의 가치 또한 폐기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참여증진을 강조하는 입장은 참여증진과 함께 균형발전은 함께 발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Garon 1997). 

일본의 정책담당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기존의 사회적 특징을 동원

하고 제도화하여 더 효율적인 지역 단위의 정책메커니즘을 창출하

고자 하고 있다. 중앙에서 바라보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지역 단위

의 참여증진은 지역의 자율성과 함께 자발적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지역 단위의 공동체

조직의 정책과정 참여를 제도화하여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이 성장주의적 정치 성향을 지닌 중앙의 정책담당자들이 

민관협동을 주도적으로 창출해낸 이유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의 가

치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참여증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국

가주도적 민관협동의 창출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대상

이 된다(岡田知弘 2008, 83-87).

그리고 PFI와 지정관리자제도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전국

적인 적용과정에는 그 프로그램이 지역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더라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재강화되는 면이 있

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도입된 지정관리자제

도는 모든 지자체들에 부여된 제도변화이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

들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운영을 직영 또는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중 

선택을 하여야 하였다. 또한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그 

입찰 방식과 결과와 운영에 대한 총무성에의 결과보고의 절차와, 지

정관리자제도의 도입 후 문제가 발생한 공공시설에 대한 총무성의 

조사 등의 절차가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지역의 자율성을 증

진시키기 위한 지정관리자제도의 제도도입에서 중앙관료의 개입 

여지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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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국가주도적 정책과정의 중심인 중앙관료들은 균형발전의 

가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존속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국가주도의 수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민

관협동의 방법론의 실행 과정에서 불거진 균형발전 가치의 훼손을 

교정하면서, 민간행위자를 자신들의 영향력 속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있다. 즉 탈국가주도를 위한 민관협동의 실행

에서 발견되는 국가주도적 성격은 상이한 분권화 규범을 지닌 분

권론자들의 일본 전후의 정치경제 모델의 핵심적 가치였던 균형발

전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갈등의 정치과정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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