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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의 지방산업정책 개 에는 크게 두 노선이 혼재되어 있다. 외부로부터의 신규투자

를 통해 지방에 새로운 생산 활력을 찾으려는 외  투자유치 근법과,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들 

사이의 연계망을 강화하여 지방경제의 활력을 찾으려는 내재  네트워크 강화의 근법은 근본 으

로 상이하다. 

2000년  들어 외  투자유치를 한 지방산업정책은 공업재배치 진법(工業再配置促進法) 

폐지와 구조개 특구(構造改革特區) 제도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산

업시설 유치에 있어서 도시권과 소외지방도시권 모두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 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소기업진흥책의 지방화와 산업클러스터(産業クラスター) 정책의 도입을 통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기존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의 근법을 지방산업정책의 요한 근간으로 삼고자 

하 다. 

하지만 이런 지방산업정책 개 이 국 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외  투자유치를 

한 개 은 주로 도시권에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균형발 을 

해 정부가 도시권에서 신규투자를 규제하는 신 지방도시권을 극 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사라진 상황에서, 도시권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

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도시권은 앙정부가 제공한 내재  네트워크 강화를 

지방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지방산업정책, 구조개혁특구, 공업재배치촉진법, 산업클러스터, 고이즈미 준이치로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Beyond National Uniformity: Diverging Local 

Economic Governance Under Japan's Decentralization Reforms(UC Berkeley, Political 

Science, 2010)의 5장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어 초고는 2011년 5월 24일 서강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회에서 발표되었으며, 당시의 류석진, 김세걸, 이근욱 세 분 교수님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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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논문은 2000년대 전반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 하에서 

일본 정부의 지방산업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오

랜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불량채권 처리, 긴축재정과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 분야에서 대규모의 구조개혁을 시행하였고(上川龍之

進, 2010), 이러한 고이즈미식 구조개혁은 전후에 장기간 유지되었던 일본 

경제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정책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70년

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의 일본열도개조론 이래로 일본 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재분배 기제로서 작동하였던 지역 간 균형발전(Calder, 1988; 

Dewi and Steinmo, 2002)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지역 간 균형발전

을 위해 다방면의 지방경제정책 분야에서 작동하였던 규제의 틀을 고이즈미 

정권이 철폐한 것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되어왔던 지방산업정책 

분야의 규제와 보호의 메커니즘도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

었다. 대도시권에서의 산업시설을 소외지역으로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발

전을 꾀하던 이전의 지방산업정책의 기본 노선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나서면서 실효성을 잃었었다. 하

지만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지방산업정책의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일본의 선택은 경기부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공공투자를 하는 

것이었고, 기존의 지방산업정책과 관련된 법제 개혁도 큰 성과가 없었다. 일

본의 전후 지역재분배 기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등

장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는 많은 논쟁이 존재하지

만, 여러 상이한 평가들 간에도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을 시장주의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된 전제 속에서 시장주의적 

개혁의 명과 암에 대한 상이한 평가 사이의 논쟁이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기

존 평가의 초점이었다. 고이즈미가 일본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의 주술에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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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냈다고 묘사한 鈴木真実哉(2007)처럼 고이즈미의 개혁이 경쟁체제를 재확

립한 점을, 清水真人(2005)과 内山融(2007)처럼 개혁의 정치과정에서 고이

즈미의 정치적 주도력을 높게 사는 입장이 존재하는 반면에, 橘木俊詔(2006)

와 山家悠紀夫(2007)처럼 시장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격차 즉 불평등의 증가

의 문제, 有森隆(2006)과 小野善康(2006)처럼 규제완화 와중에 새로운 이권

(利權) 구조가 창출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장주의적 개혁이 가져온 일본 

정치경제체제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대한 기존 평가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는 시장주의적 개혁이 고이즈미 정권 시절의 구조개혁의 모든 면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치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노력을 구조개

혁이라고 한다면, 시장주의적 개혁은 그러한 구조개혁의 한 부분이며 이와 

더불어 공동체참여형 개혁이 시장주의적 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의 일부로서 

존재하였다(이정환, 2011). 물론 고이즈미 정권 시절 시장주의적 개혁의 성

격이 현저하게 두드러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구조개혁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문제점은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관저주도

(官邸主導)’로 불리는 고이즈미의 정치적 주도력이 관료와 자민당 족(族)의

원을 모든 면에서 압도했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과 연결된다. 이 부분에서는 

고이즈미가 일정하게 정-관-재의 ‘철의 삼각형’과의 일정한 타협과 협조 속에

서 시장주의적 개혁을 추구했다는 上川龍之進(2010)의 주장이 주목할 만하

다. 본 논문은 관료집단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정책영역에서 항상 시장주의 

개혁을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시장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고 때로는 시장주의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

고자 한다.

고이즈미 정권 시기 지방산업정책 개혁의 사례는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에 

대한 기존 평가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시

장주의적 개혁의 성격을 갖는 규제완화를 지방산업정책 분야에서 도입하는 

동시에, 공동체참여형 개혁의 성격을 갖는 새로운 지방산업정책 프로그램도 

도입하였다. 즉, 2000년대 일본의 지방산업정책 개혁에는 크게 두 노선이 혼

재되어 있었다. 두 노선 모두 지역의 제조업 생산 활력을 되찾아 지방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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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을 꾀하는 성장전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신규투자를 

통해 지방에 새로운 생산 활력을 찾으려는 대외적 투자유치 접근법과, 기존

에 존재하던 기업들 사이의 연계망을 강화하여 지방경제의 활력을 찾으려는 

내재적 네트워크 강화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清成忠男, 1986: 5- 

10). 2000년대 들어 대외적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산업정책은 공업재배치촉

진법(工業再配置促進法) 폐지와 구조개혁특구(構造改革特區) 제도의 도입으

로 구체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공업재배치촉진법 폐지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신규공업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신규산업시설 유치에 있어

서 대도시권과 소외지방도시권 모두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 구조

개혁특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 차원의 규

제완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책의 지방화

와 산업클러스터(産業クラスター) 정책의 도입을 통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기존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의 접근법을 지방산업정책의 중요한 근간으

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두 노선의 접근법은 모두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에 의해 추진되던 상보적 성격의 것이었다. 경제산업성은 시장주의적 개혁과 

공동체참여형 개혁이 대립되는 것이 아닌, 지역 간 재분배를 위한 기존 지방

산업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존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経済産

業省, 2004).1

하지만 이런 지방산업정책 개혁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

다. 대외적 투자유치를 위한 개혁은 주로 대도시권에서 대기업들이 신규투자

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2 이는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도시권에서 

신규투자를 규제하는 대신 지방도시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메

커니즘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도시권이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는데 보

 1. 2004년 경제산업성은 新産業創造戦略의 보고서에서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
는 첨단산업의 선도적 산업군과 지역진흥을 위한 산업군의 구별을 하고 각 산업군에 
상이한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주의적 개혁과 지방 공동체에 배태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참여형 개혁의 상이한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
된다.

 2. 본 논문에서 대도시권은 도쿄권(도쿄,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오사카권(오사카, 

효고, 교토), 나고야권(아이치, 미에, 기후)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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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도시권

은 중앙정부가 제공한 내재적 네트워크 강화를 지방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

로 두고 지방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고이

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이 지방산업정책 분야에서 시장주의적 개혁과 공동체

참여형 개혁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이 왜 지역적으로 분화

되어 진전되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고이즈미 정권 시절 지방선업

정책 분야의 이중적 성격은 일본 정부의 의도적 선택이었으며, 이 선택은 정

치적 주도력 보다는 경제산업성의 정책 통제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

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산업구조가 갖고 있는 대도시권 중심성 때문에, 이러

한 이중적 정책과제가 지역적 편차를 보이면서 집행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자 한다.

II. 전후일본에서 지방산업정책의 변천

전후 일본의 중앙정부는 지역 재분배의 수단으로 산업재배치를 사용하였

다. 이는 대도시권에서 신규산업시설입지를 규제하고, 소외지방도시권으로 

산업단지를 구축,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일본의 중앙관료들은 1960년대 이래 

국가적 차원에서 각 섹터별로 행정지도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

시에, 산업재배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여 왔다. 산업

재배치의 정책목표는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되

었다. 도쿄권과 오사카권의 공장등제한법(工場等制限法), 공업재배치촉진법, 

공장입지법(工場立地法)이 그것이다. 이 입법들은 대도시권에 대한 규제와 

지방도시권에 대한 보호라는 패키지로, 전후 일본 지방산업정책의 근간을 이

루고 있었다. 1980년대 테크노폴리스(テクノポリス) 정책은 지방도시권에

서 신규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육성책으로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

에 의한 최후의 산업재배치 노력이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기

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면서 지역산업재배치는 정책적 실효성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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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1. 집중개발에서 산업분산으로

1970년대 초 다나카 정권은 지방산업정책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정책적으

로 구조화하였다. 이미 1950년대 후반에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 신규산업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입법이 성립되고, 1960년대에는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全

国総合開発計画) 하에서 신산업도시(新産業都市) 구상이 태평양연안벨트 이

외의 지역에 신규공업투자를 증진하는 정책으로 도입됐지만, 산업재배치를 

구체화시킨 것은 다나카 정권이었다.3

전후 초기 일본 산업정책의 초점은 균형발전이 아닌 급속한 경제성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권에 대한 집중투자는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1950년대

에 이미 지방도시권 출신 자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경제격차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沼尻晃伸, 2002). 이에 대한 부분

적인 정책적 대응이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신규산업시설투자를 금지하는 

입법이었다. 1959년에 제정된 도쿄권공장등제한법은 도쿄의 23개 특별구와 

무사시노시, 미타카시를 신규산업입지 제한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지역에

서는 1,600평방미터를 넘는 신규공업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해서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

었다. 1962년에는 1,000평방미터를 넘는 신규공업시설의 입지를 금하는 것

으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1964년에는 가나가와현의 요코하마시, 가와

사키시, 가와구치시까지 규제지역이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오사카권공장

등제한법을 통해 오사카시, 사카이시, 히가시오사카시, 교토시, 아마카사키시, 

아시야시, 고베시를 규제지역으로 하는 동일한 형태의 규제를 오사카권에도 

도입하였다(清成忠男, 1986).

하지만 이와 같은 대도시권 신규산업입지에 대한 규제는 1960년대 일본 

 3. 태평양연안벨트은 일본 산업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태평양 연안의 기타규슈-간사이-도
카이-간토 지방을 잇는 지역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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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산업도시와 공업특별정비구역계획(저자 작성)

정부의 주된 정책적 방향은 아니었다. 1960년대 초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은 소득배양정책을 모토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태평양연안벨트 중

심의 집중개발을 산업정책의 중점과제로 삼았다(藤井信幸, 2004). 이에 1962

년에 시작된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 이케다 정권은 공업특별정비지역

(工業整備特別地域)계획을 통해 대도시권 인근 지역에 신규산업입지를 구축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민당의 반발을 대응하는 차원

에서 태평양연안벨트 이외 지역에 신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신산업도시구상

도 함께 채택했다(그림 1 참조).

집중개발에서 산업분산으로의 정책전환은 다나카 가쿠에이가 정권을 잡은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총리에 취임하기 전 다나카는 자민당 간사장 시절

에 도시정책대강을,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 대신 시절에 일본열도개조

론을 발간하면서, 전국토의 산업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강하게 주장했고, 총

리에 취임해서는 자신의 정책노선을 산업재배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田中角榮, 1972; 本間義人, 1996). 일본열도개조론의 핵심 주장은 산업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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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구 25만 이상의 신도시를 고르게 창출하여서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공업재배치촉진법은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

서 1972년에 입법화되었다. 공업재배치촉진법은 전국을 산업유출촉진지역과 

산업성장촉진지역으로 구별하여 산업유출촉진지역에서 신규산업입지를 제한

하고, 산업성장촉진지역에서 신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伊藤正昭, 2000). 공업재배치촉진법은 도쿄권공장등제한법과 오사카권공장

등제한법의 규제지역보다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소외지역

으로의 산업재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1972년 공업재배치촉진법을 만들면서 일본 정부는 산업재배치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일본 정부는 목표치

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1972년에 만들어진 초기 계획은 1974년부터 10년간 

산업재배치를 실시하여 1985년에는 산업유출촉진지역에서의 산업비중을 절

반으로 줄이는 것이었지만, 1977년의 수정 계획에서는 산업유출촉진지역에

서 산업비중의 축소 목표가 하향 조정되어, 태평양연안벨트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생산 비중을 1985년까지 68%에서 60%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반면, 홋카이도의 산업비중은 2%에서 4%로, 도호쿠는 5%에서 8%로, 시

코쿠는 2.8%에서 3%로, 규슈는 6%에서 8%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었다(日

本立地センター, 1983).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도입

하였다. 산업성장촉진지역에 신규투자를 하는 민간기업이나 신규투자를 유치

한 지방자치체는 신규시설의 크기에 비례해 산업재배치촉진보조금을 지원받

았다. 또 지방토지공사를 통해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저렴하게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산업성장촉진지역으로 산업시설을 

이전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금융혜택도 지원했다.

공업재배치촉진법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 1974년에서 1984년 사이 일

본 전체 신규산업시설투자의 66%가 산업성장촉진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하지

만 태평양연안벨트지역이 차지하는 산업비중은 1974년 68%에서 1984년 

67%로 별다른 변화가 없어, 60%까지 낮추겠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되지 못

했다. 또한 산업성장촉진지역에서 신규산업단지의 개발은 정부계획보다 더디

게 진전되었다. 일본정부는 1984년까지 10년간 4만 헥타르의 신규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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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업성장촉진지역에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7천 헥타르만이 개발되었다

(日本立地センター, 1983).

산업재배치계획은 1970년대 다나카 정권의 주도 하에 일본의 지방산업정

책을 지배하였지만, 태평양연안벨트에 산업생산이 집중된 구도를 전면적으로 

깨뜨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1980년대에 들어서는 테크노폴리스정책이 지

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대두되었다.

2. 테크노폴리스정책

테크노폴리스정책은 산업재배치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시도하려 했

던 전후 일본의 마지막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이래로 반도

체, 컴퓨터, IT, 생명공학과 같은 신규첨단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

식되면서, 기존의 기계, 에너지, 설비 산업 중심이었던 산업정책의 전환이 필

요해졌고, 이에 따라 산업재배치의 초점산업도 변화했다. 1980년대 테크노폴

리스정책은 신규첨단산업을 소외지역으로 입지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진

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계획된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은 테크노폴리스정책의 

근간이 된다.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의 ‘전원도시’ 구상에 영향을 받은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은 전국토의 산업화를 목표로 했던 1970년대 다나카

의 산업재배치전략을 환경친화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內務省地方局有

志, 1980).4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는 ‘지방의 시대’를 모토로 환경친

화적 지역발전이 우선목표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화학, 기계, 금속 등 1970

년대 산업재배치 정책의 중점산업 대신, 환경오염이나 물류비용의 부담이 적

은 첨단산업들이 지방도시권의 발전에 적절한 산업으로 간주되었다.

통상산업성은 1979년 이래로 첨단산업의 신규 입지에 대한 구상을 발전시

 4. 오히라 마사요시는 1960~70년대 급속한 공업화 속에 대두된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
으로, 당시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던 Garden City 개념을 빌려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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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1981년에 테크노폴리스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상산업성은 애초에 하

나 또는 두 개의 지역을 선정해 첨단산업을 소외지역에 유치하려고 계획했

다. 하지만 테크노폴리스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를 신청하면서 이는 바로 정치적 이슈로 변화하였다. ‘테크노폴리스 열병’으

로 불리는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정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간 균

형적 배분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竹内章悟, 2006). 그 결과 1982년 19개 

도시가 테크노폴리스로 선정되었다. 테크노폴리스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구 

15만 이상의 모(母)도시, 공과대학의 존재, 공항이나 항구 등 물류시설 접근

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했지만, 실제로 선정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은 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였다. 선정된 테크노폴리스는 태평양연안

벨트에 위치한 대도시권 밖 소외지역에 고르게 분포했다. 1986년까지 선정된 

총 26개의 테크노폴리스는 홋카이도(2), 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도치기, 니가타, 도야마, 야마나시, 나가노, 시즈오카, 효

고,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가가와, 에히메, 후쿠오카/시가, 오이타, 

나가사키, 구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였다(伊藤正昭, 2000).

애초에 첨단산업을 소외지역에 유치해 보다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전국적 차원에서 공평한 공공투자로 변질되어 시

행되었다. 이는 통상산업성의 최초 계획에 비해 과도한 중복투자를 초래했다. 

당시 대장성(大蔵省) 관료들에 의한 테크노폴리스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경제적 수요공급의 고려 없이 새로운 산업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투자의 

문제점에 입각해 있었다(竹内章悟, 2006).

전후 일본 지방산업정책의 역사에서 테크노폴리스정책의 큰 의미 중의 하

나는 현 단위 지방자치체들이 그들 스스로 테크노폴리스의 구체적 계획을 마

련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전의 산업재배치 전략이 중앙집권적이었다면, 테크

노폴리스정책은 지방차원의 구상이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체들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산업단지를 마련한다는 아이디어에서 큰 차이점이 없었다(伊藤正昭, 2000). 

통상산업성이 애초에 구상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방자치체들은 첨단

산업 유치 이후 어떻게 지역 내 산학연계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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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통상산업성의 중앙관료들은 테크노폴리스정책을 전통적 산업재배치와 지

방산업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

했다. 통상산업성의 중앙관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테크노폴리스정책에 담

아내려 하였으나, 1980년대에도 균형발전의 대명제 속에서 외부로부터의 신

규산업투자가 지방도시권의 지방산업육성책의 중심이었다. 지방산업네트워크 

구축의 아이디어는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3. 산업공동화에 대한 이중적 대처법

산업재배치전략은 1980년대 후반 이래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1985년 플라자협정 이후 엔화가 평가절상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산업설비투

자를 하는데 있어서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경제불황 속에서도 일본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줄이

지 않았고, 일본 기업들의 해외생산 비중의 계속 증가하였다. 1988년과 2002

년 사이 일본 기업들의 해외생산 비중은 5%에서 18%로 증가하였으며, 제조

업분야에 있어서는 13%에서 37%까지 증가하게 되었다(経済産業省, 2002).

일본 기업의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 속에서 산업공동화는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일본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4%에서 2001년 

22%로 축소되었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은 24%에서 20%로 감소

하였다(経済産業省, 2002). 실제 일본 경제에 해외직접투자가 가져온 산업공

동화의 효과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해외직접투자의 증

가로 인한 산업공동화에 대한 국가적 염려는 일본의 지방산업정책에 영향을 

주었다.5

 5.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야기해 일본 경제에 해가 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서는 반론이 존재한다. Lincoln(2002)은 해외직접투자가 정량적으로 볼 때 일본경제
에 전반적으로 이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Ito(2004)가 보여주듯 1992에서 2002년 
사이에 산업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100만 명 규모의 일본 국내의 고용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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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들에게 국내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더 큰 이점이 있는 환경에

서, 지방도시권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산업재배치 전략은 적실성을 잃게 

된 것이다. 오히려 신규산업투자가 오랫동안 규제됐던 대도시권에서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처

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규제완화로 정책우선순위를 천천히 이동시켰다. 하지

만 정치적 혼란과 지역재분배에 강하게 연결된 보수 정치세력의 요구로 인

해, 대도시권 규제완화는 쉽게 현실화되지 못했다.6 대도시권에서 신규산업투

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2000년대 초에 들어선 고이즈미 정권이 도쿄권공장등

제한법, 오사카권공장등제한법, 공업재배치촉진법 등을 폐지하면서 실현된다.

한편, 기존에 역내에 있는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내재적 창의발전을 꾀하

는 접근이 1990년대 지방산업정책의 중요한 노선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미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과 그 영향 하에 있던 테크노폴리스정책에서는 역내

기업들의 내재적 창의발전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 테크노폴리스정

책에서 지방산업네트워크의 강화는 외부에서 신규투자를 유치한 이후 지방

의 경제 활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벌써부터 고려되고 있었다. 테크노폴리

스의 첫 단계(1983~1990)에서는 외부로부터 신규산업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제2단계(1991~1995)에서는 정책의 초점이 지방산업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내재적 발전으로 옮겨갔다(竹内章悟, 2006).

산업재배치는 가장 쉬운 지역경제 활성책이었지만, 산업재배치가 지방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외부로부터 신규투자

를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배치가 지방경제발전에 얼마

나 큰 도움을 주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등장했다(葊瀬信己, 2008). 이

와 같은 산업재배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내재적 네트워크 강화라는 정책

의 방향성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98년의 신사업창출촉진법(新事業

創出促進法), 1999년의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中小企業新事業活動促進

가 있었다.

 6. Pempel(1998)은 일본의 자민당은 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s)와 보호주의자(protec- 

tionists) 간의 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간의 자유화와 규제완화에 대
한 상반적 입장의 대립이 1990년대의 부진한 개혁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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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등은 이와 같은 정책방향성에서 나온 입법들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 이

미 존재하던 민간기업들이 역내에서 협력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지원

하는 입법으로, 2000년대 초 산업클러스터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본 지방산업

정책의 변화였다.

산업공동화에 대한 염려 속에 등장한 이러한 두 가지 새로운 일본 지방산

업정책의 노선은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의 출범과 함께 현실화되어 일본의 

지방산업정책개혁의 큰 골격을 형성하였다.

III. 대외적 투자유치

2000년대 초 일본의 지방산업정책에서 대외적 투자유치 노선의 대표적인 

개혁은 구조개혁특구의 도입과 공업재배치촉진법의 폐지이다. 고이즈미 정권

은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대도시권과 지방도시

권에 상이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버리고, 모든 지방단위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에 경쟁하게 하는 상황을 유도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

제가 새로운 산업시설의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감면과 보조금지급과 같은 인

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풍부한 노동자원, 관련 연구기관과 기

업들에 대한 접근성, 물류 용이성 등에서 이점을 보이는 태평양연안벨트의 

대도시권과 그 인접 지자체들이 대외적 투자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1. 구조개혁특구의 도입

구조개혁특구는 전국적으로 주어지는 획일적인 규제망을 각 지역의 독특

한 실정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정책적 목표 속에서 도입되었다. 구조개혁

특구제도는 지방산업정책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화된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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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신규 제도였고, 많은 대도시권 지자체들은 산업시설에 대한 기존

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편으로 구조개혁특구를 이용하였다.

구조개혁특구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규제완화는 

관련 이해당사자, 행정부처, 정치인들 사이의 장기간의 토론이 필요했기 때

문에, 보다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름길의 방법으로 구조개혁특구제도가 

선택된 것이다(西尾勝, 2007). 구조개혁특구는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구조개

혁을 선도하던 규제개혁위원회(規制改革委員会)와 경제재정자문회의(経済財

政諮問会議)에서 논의되어 도입된 것이었다. 200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서 규제개혁특구제도를 처음 제안했고, 그해 4월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서 4명의 민간위원(오쿠다 히로시(奥田碩), 게이단렌(経団連) 회장; 우시오 

지로(牛尾治朗),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 고문; 혼마 마사아키(本間正明), 

오사카대 교수; 요시카와 히로시(吉川洋), 도쿄대 교수)과 당시 경제산업성 

대신이었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는 규제개혁특구제도를 도입해야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規制改革委員会, 2002; 経済財政諮問会議 2002년 4월 

24일 회의기록). 총무성(総務省) 대신인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는 

구조개혁특구를 통해 지방화된 규제완화가 진척되면 전국적 차원에서 여전

히 존재하는 규제망과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경제재정자문회

의의 구성원들은 규제완화를 위한 지름길로서 구조개혁특구의 존재의미에 

대해 폭넓게 동의했고, 고이즈미가 강력한 규제완화에 대해 정치적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구조개혁특구제도는 매우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다(西尾勝, 

2007). 2002년 4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도입하기로 결정된 구조개혁특구 

제도는 곧 그 해의 경제정책대강의 추진사업에 포함되었고, 그 해 6월 내각 

내에 창설된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은 곧바로 구조개혁특구본부로 격상되었다. 

그 해 7월과 8월 구조개혁특구본부는 지자체로부터 첫 구조개혁특구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구조개혁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의 특별보조금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특구지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조금은 없었기 때문에, 지

자체는 특구 지정과 실행에 재원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마련

해야 했다. 구조개혁특구본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유관 중앙부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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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함께 검토하여 특구선정작업을 진행하다는 기본 

원칙이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들어온 특구 지정 신청은 대부분 획일

적인 형태이었는데, 그것은 구조개혁특구본부가 특구선정에 대한 사례 매뉴

얼을 작성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었다(西尾勝, 2007). 

전국적 차원에서 규제입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구조개혁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방화된 규제완화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다. 따

라서 전국적 차원에서 규제입법이 전면적 폐지 또는 개정되면, 이와 함께 많

은 구조개혁특구들이 자격을 상실했다.

기본적으로 구조개혁특구는 특정 정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복

지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은 물론 행정체계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개혁특구본부는 13개의 특구 카테고리(국제물류, 산학

협동, 산업진흥, IT, 농업진흥, 도농협력, 교육진흥, 개호, 복지, 마치즈쿠리,7 

지방행정개혁, 환경/에너지, 국제협력)를 작성해 지자체들에게 제시하였다(構

造改革特別区域推進本部, 2009). 이는 정책담당자들이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지름길로 사용하겠다고 판단했다

는 것을 보여준다. 2009년 7월 20번째 특구지정신청까지 총 1,082개의 구조

개혁특구가 지정됐는데, 그중 721개는 전국적 규제완화로 특구지정이 해제

돼, 361개의 특구가 남아있다(構造改革特別区域推進本部, 2009).

13개의 특구 카테고리 중에서도 산업진흥의 카테고리가 지방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산업진흥의 카테고리에서, 2009년까지 선정된 69개의 특

구 중 남아있는 32개 특구는 대부분 양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제된 37개 특구는 지방산업정책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긴밀히 연관된다. 해제된 37개 특구 중 17개 특구는 지방자치체가 출자해 만

들어진 토지개발공사가 마련한 공영 토지를 민간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규

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21世紀政策研究所, 2004). 2003년 4

월 기준으로, 1,555개 지방 공사가 개발한 총 26,667헥타르의 공영 토지 중 

 7. 마치즈쿠리는 마을(まち)와 만들기(つくり)의 조어로, 지역공동체의 자체적인 지역
진흥활동을 일컫는 개념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폭넓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白石克孝 ․ 富野暉一郎 ․ 広原盛明,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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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헥타르는 최소한 10년 넘게 미사용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사에 의

해 개발된 공영 토지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제 하에서 지방

공사들이 이 토지들은 민간기업에 임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산업진흥에 

관한 17개의 특구에서는 이러한 규제망을 넘어 민간기업에 공영 토지를 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특구를 통해 효고현은 25,000평방

미터를, 미에현은 5,200평방미터를, 후쿠오카현은 8,600평방미터를, 와카야마

현은 400,000평방미터를, 이바라키현은 109,600평방미터를, 이시카와현은 

8,000평방미터를 민간기업에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토지의 민간기업 

임대는 투자유치를 위한 좋은 유인으로 작동하였다. 예를 들어 효고현 다카

사고시는 미쯔비시 브랜드 산업과 가고메 주식회사의 신규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다(21世紀政策研究所, 2004). 공영 토지의 민간기업 임대에 관한 특구

는 곧 전국적인 유행이 되었다. 공영 토지를 민간기업에 임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유사하게, 지바현은 공항주변 토지의 공공기관 독점 개발에 대한 규

제완화를 위해 산업진흥 카테고리의 구조개혁특구를 신청하였다. 이를 통해 

지바현은 나리타공항 주변토지개발에 미국 토지개발회사 AMB property 

corporation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21世紀政策研究所, 2004).

산업진흥 카테고리의 특구 중 세 개의 특구는 공업재배치촉진법의 규제로

부터 벗어나 신규산업시설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였다. 오사카현의 사카이시

와 히가시오사카시, 그리고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가 그 사례다(葊瀬信己, 

2008). 이들 지역은 공업재배치촉진법 하에서 산업유출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산업시설 유치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들 도시는 2006년 공업재배치촉

진법의 폐지 이전인 2004년과 2005년에 특구를 신청해 첨단산업시설을 유치

하고자 하였다.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는 특구선정을 통해 마쯔시타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산업진흥 카테고리의 구조개혁특구의 사례들은 지방산업정책에 있어서 구

조개혁특구 제도가 대도시권의 신규산업시설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외적 투자유치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개혁특구로 부분

적으로 실현된 신규산업시설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공업재배치촉진법의 폐

지를 통해 전면적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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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재배치촉진법의 폐지

고이즈미 정권은 오랫동안 남아 있던 도쿄권공장등제한법, 오사카권공장등

제한법, 공업재배치촉진법 등을 모두 폐지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

후 일본 지방산업정책의 산물인 이들 입법의 폐지는 일본 재계의 오랜 요청

이었다. 게이단렌은 산업유출촉진지역과 산업진흥촉진지역의 이분법적 구역 

설정은 산업구조의 중심이 첨단산업으로 이행하는 현실에서 시대에 뒤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伊藤正昭, 2003). 중앙행정부처에서도 1990년대 후

반 이래 동일한 주장이 계속 대두되었다. 통상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産業

構造審議会)는 1990년대 후반에 공업재배치촉진법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고

이즈미 정권 하에서 이러한 주장은 더 강화되어, 실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권의 신규산업시설투자를 제한하는 입법들이 모두 폐지된 것이

다.

2001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 입법들을 재고할 것

을 권고하였고,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의 국토심의회(国土審議会)는 2001

년 11월 도쿄권공장등제한법과 오사카권공장등제한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

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伊藤正昭, 2003). 대도시권의 신규산업시

설투자 제한은 일본의 소외 지방에 대한 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를 더 많이 

야기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2002년 6월 도쿄권공장

등제한법과 오사카권공장등제한법이 폐기된다. 대도시권의 경기활력을 증진

시켜 일본 전체의 경기부흥을 꾀한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목표 하에서 이들 

입법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도쿄권공장등제한법과 오사카권공장등제

한법의 폐지는 2002년 이후 일본대기업이 일본 국내로 귀환하게 만들었다. 

2004년 한해에만 584개의 일본 기업들이 일본에 신규산업시설투자를 하는 

형태로 귀환하였는데, 그들 기업들의 투자처는 대부분 대도시권이었다(日本

立地センター, 2008).

이와 같은 추세 속에, 2006년 4월 공업재배치촉진법이 폐지되고, 대신 기

업입지촉진법(企業立地促進法)이 2007년에 입법되었다. 기업입지촉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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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재배치촉진법과는 달리 대도시권과 지방도시권 간에 상이한 대처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기업입지촉진법 하에서 모든 지방은 동일한 자격으로 투

자유치에 경쟁하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이다(河藤佳彦, 2008).

3.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

신규산업시설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지자체들은 투

자유치를 위해 자체적 투자유인책을 고안해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고안

한 투자유인책은 투자유치담당부처의 설치, 보조금지급, 세제혜택, 원스톱서

비스센터의 운영 등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2007년 기준 47개 현 단위 지자체와 18개 정령지정시 중 총 51개 지자체

가 신규투자에 최대 10억 엔의 혜택을 제시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지

사 당선 이전의 오사카현은 최대 150억 엔의 혜택을 제시하였었고, 11개의 

지자체가 최대 50억 엔이 넘는 혜택을 약속하였다(葊瀬信己, 2008). 이와 같

은 고액의 유인책 제시는 2000년대 초반 첨단산업시설의 신규투자유치를 둘

러싼 경쟁에서 비롯된다. 2002년 미에현의 가메야마시가 샤프의 LCD TV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뒤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었다. 한편 이

들 65개의 현 단위 지자체와 정령지정시들 중 90%는 지사나 시장의 직할 

조직으로 투자유치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70%는 신규투자의 민간기업

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葊瀬信己, 2008).

현 단위 지자체와 정령지정시에 비해 일반 시정촌 단위의 지자체들은 대

외적 투자유치를 위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일본입지센터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시정촌 단위 지자체들 중 단지 30%만이 투

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의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작

동하여, 인구 50만이 넘는 시의 90%가 투자유치를 정책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인구 1만 명 이하의 시정촌에서는 그런 답변이 극히 적었다(葊瀬
信己, 2008).

대부분의 현 단위 지자체, 정령지정시,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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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시설 분포 변동의 추이, 1985~2007(출처: 日本立地センター, 2008)

대외적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투자유치의 결과에서는 뚜

렷한 지역적 편차가 발견된다. 2002년 이래 산업시설 분포에 있어서 3대 대

도시권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왔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산업시설 분포

에서 도쿄권의 비중은 6.9%에서 8.4%로, 오사카권의 비중은 6.8%에서 7.5%

로, 나고야권의 비중은 12%에서 17.1%로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2000년대 일본 대기업들은 대도시권과 그 인접지역에 신규산업시설투자를 

증가시켰다. 주목할 만한 대규모 신규투자로는 샤프가 미에현 가메야마시에 

LCD TV 공장을 신축한 것과 더불어 오사카현 사카이시에는 LCD 패널 공

장을 신축했고, 파나소닉은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와 지바현 모바라시에 플라

즈마 TV 공장을 신축했다. 이들 첨단산업의 신규사업장들은 연구개발과 생

산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성격 때문 때문에, 관련 연

구기관에 인접하면서 연구 인력을 고용하기 수월하고 물류접근성이 좋은 태

평양연안벨트의 대도시권에 입지하려 하였다(日本立地センター, 2008). 대

도시권에 산업입지를 제한하는 입법들이 폐지되면서, 첨단산업부분의 신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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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규산업시설투자 변동(전국 평균과 오사카권), 1999~2008

(출처: 日本立地センター, 2008)

자를 위한 경쟁은 대도시권과 그 인접지역들만의 경쟁이 되었다. 태평양연안

벨트의 대도시권이외의 소외된 지방도시권은 첨단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신해서 은행, 보험회사, 통신사업자, 유통회사 

등의 콜센터처럼 저렴한 인건비를 유인으로 하는 형태의 투자유치를 꾀하고 

있다(日本立地センター, 2008).

오사카권은 오랫동안 대도시권에 대한 신규투자 규제 속에서 가장 큰 경

제적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차대전 이전 일본의 산업구조를 오사카일극산업

구조로 부를 만큼 간사이 지방은 일본의 산업생산의 중심이었으나, 전후 균

형발전을 위한 규제 때문에 1970년대 이래 오사카지역에 있었던 많은 기업

들이 생산시설을 나고야지역 등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2002년 오사카권공

장등제한법이 폐지된 후 오사카권은 신규산업시설투자에 있어 연간 평균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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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카이시의 투자유치 사례

오사카현의 사카이시는 2000년대 대외적 투자유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

이다. 사카이시는 2007년 7월 31일 샤프의 LCD 패널 공장을 유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02년 샤프 LCD TV 공장의 유치 경쟁에서 미에현에 패한 오

사카현과 사카이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샤프의 LCD 패널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샤프는 2007년 11월부터 총 380억 

엔을 투자해 LCD 패널 공장을 신축하고 2010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사카이시는 전국시대 이래 오랫동안 상업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졌지만, 20

세기 일본제철의 제철소가 입지하면서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하

지만 일본제철이 1990년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사카이시는 233헥타르의 

광활한 미사용 부지를 갖고 있었다. 샤프는 이 부지를 60억 엔에 매입하여 

신규사업장을 건설했다. 

오사카현과 사카이시는 샤프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었다. 오사카현은 

샤프의 투자가 결정되기 바로 직전, 즉 투자가 논의되는 도중 기업입지촉진

조례를 수정하여, 현내 신규산업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을 대폭 인상

하였다(葊瀬信己, 2008). 또한 샤프가 일본 제철로부터 구입하는 토지에 대

한 토지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었다. 샤프가 구입한 용지는 오사카현의 기

업집적촉진조례에서 세제해택을 받는 구역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샤프와 투

자가 체결된 후 조례가 개정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카이시

는 이미 2005년에 제정된 기업입지촉진조례에서, 사카이시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4/5를 10년 동안 감면해 줄 것을 명시하였다(大阪

自治体問題研究所, 2008). 이 조례에 따라 샤프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총 50억 엔의 세제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사카현과 사카이시는 대

규모 신규투자에서 오는 고용과 소비의 증진 효과가 보조금과 세제혜택의 비

용을 상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대도시권의 신규산업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는 사카이시의 

사례와 같이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고



98   이정환

이즈미 정권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권을 규제하는 것이 일본 경

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지방산업정책 개

혁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도시권에 대한 신규투자의 집중이

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일본의 지방산업정책에는 대외적 투자유치를 위한 규

제완화의 노선과 양립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공존하고 있었다.

IV. 내재적 네트워크 강화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의 지방산업정책에서 또 다른 축은 지역 내에 존

재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창의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접근법의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인 신규사업혁신촉진법이나 산업클러스터

정책 등은 1990년대 말부터 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8의 중앙관료들에 의해 주

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 하의 시장주의적 규제완화

를 보완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대도시권에 대한 규제와 지방도시권에 

대한 보호/진흥의 패키지라는 전후 지방산업정책의 기본틀이 형해화되는 와

중에, 경제산업성은 지방도시권이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지방산업정책

으로 내재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1.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

전후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보호였다. 중소기업들이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는 보다 균질적인 재분

배를 통한 사회 안정의 추구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

나였다(Calder, 1988). 하지만 1990년대 이래로 중앙관료들은 중소기업정책

의 초점을 보호에서 창의발전에 대한 지원으로 변환시켰다. 1968년에 제정된 

 8.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 당시 통산산업성은 경제산업성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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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中小企業基本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생산효율과 임

금수준의 격차를 축소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중소기업기준법

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근대화와 기계화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1960-70년대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다(日本中小企業学会, 2007). 하지만 1970~ 

80년대 많은 중소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을 이루면서, 중소기업정책

의 초점은 점차 근대화에서 기술혁신으로, 기존기업 보호에서 신규사업 지원

으로 옮겨갔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중소기업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과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지방차원에서 추구하는 여러 입법들이 등

장하였다는 것이다. 1997년의 특정산업집적법(特定産業集積法), 1998년의 신

사업창출촉진법, 1999년의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등이 이러한 흐름 속

에 법제화되었다. 이들 입법의 목적은 지방에 집적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장점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산업집적은 일반적으로 정보네트워크와 

학습효과 등의 이점을 통해 중소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해주

는 성격이 있다.

일본 중소기업의 산업집적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関満博 ․ 佐藤日

出海, 2002). 첫 번째 유형은 대도시권 지역의 산업집적이다. 기계산업, 금속

산업에 속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의 대도시권에 

집적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업타운형 산업집적이다. 이는 모회사 주위

의 하청중소기업들이 한 도시공간에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위계적 생산체계 

속에서 작동한다. 세 번째 유형의 산업집적은 지장산업(地場産業)이다. 특정

지역의 대표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

하는 지장산업은 전국적으로 분포해있는데, 섬유, 세라믹, 가구 등 내구소비

재나 고급품을 주 생산품으로 한다. 1990년대 경기침체 와중에 1992년에 입

법된 특정중소기업집적법(特定中小企業集積法)은 중소기업 산업집적의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인 대도시권 주변의 기계산업, 금속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

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탄생하였다. 하지만 1997년에 제정된 특정산

업집적법은 기업타운형 산업집적에서 존재하는 중소기업과 지장산업 집적의 

형태로 존재하는 중소기업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원하려는 법이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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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의 신사업창출촉진법은 중소기업의 기존 산업집적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업들의 협동을 통한 혁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시도이다(日本中小企

業学会, 2007). 이는 중소기업들의 존재양상이 특정 지역공간에 얽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방화하여 추진하려는 시도이다.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는 기존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새로운 신규사업 진

출에 대한 지원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정 공간에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존재하는 형태에 착안하

여 고안된 내재적 창의발전의 접근법은 1999년의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으로 수렴된다.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은 중소기업들의 신사업을 위한 지

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였다.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에 의거하여, 

현 단위 지자체와 정령지정시는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역 내 중

소기업들의 신사업 촉진을 위한 원스톱센터로 전환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보망을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강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日本中小企業学
会, 2007). 중소기업신사업촉진법에서는 지자체 행정당국과 지역 내 집적된 

산업섹터 간의 민관협동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일본의 지방 

사회에서 지방 정관재계인사들 사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존재는 전혀 새

로운 현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신사업촉진법은 중소기업정책의 지방

화 속에서 지역 내 네트워크의 제도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후쿠이시의 지방중소기업정책 사례

후쿠이현에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재적 접근법은 후쿠이현

의 대표적 집적산업인 섬유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섬유산업은 안경산업과 

함께 후쿠이현의 대표적인 지장산업이다. 섬유산업은 후쿠이현 제조업 생산

의 27%를 차지하고, 제조업 고용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후쿠이현의 

대표산업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걸쳐 섬유산업의 생산량, 고용인구, 사업

자수 등은 계속 하락세에 있었다. 후쿠이현의 섬유산업은 중국의 저렴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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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과의 경쟁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河藤佳彦, 2008).

1971년 지방공사로 설립된 후쿠이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신사업촉진법 

하에서 원스톱센터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후쿠이산업지원센터는 현내 중소기

업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후쿠

이산업지원센터는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이 협동 사업을 할 경우에 특별 금융혜택을 제공하였다(河藤佳彦, 2008). 이

러한 협동 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 혜택은 대외적 투자유치가 아닌 내재적 창

의발전에 입각한 지방산업정책의 구체적인 대응책이었다.

한편, 역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후쿠이현은 2007년 

지역자원이용기금을 만들었다. 이 기금은 후쿠이산업지원센터에 의해 선정된 

중소기업에 주는 보조금으로 활용되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56개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에는 개별기업도 있었지만, 중소

기업 간에 공동생산이나 신생품 공동개발 같은 과제가 대부분이었다(福井県, 

2009).

후쿠이현의 대표적 집적산업인 섬유산업은 후쿠이산업지원센터의 네트워

크 강화 정책 속에서 신상품 생산을 위해 공동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방화된 중소기업정책은 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의 중앙관료들이 의도

한 형태의 민관협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산업클러스터정책

특정 지역 안에서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꾀하

는 접근법은 2000년대 산업클러스터정책을 통해 지방산업정책의 전면에 드

러나게 되었다. 경제산업성의 중앙관료들은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산업클러스터 개념을 인용하여 2001년부터 산업클러스터정책을 출범하였다. 

마이클 포터는 클러스터를 “특정관련기업들이 공동성과 보조성에 기반하여 

지리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Porter, 1990). 마이클 포터의 

클러스터 개념을 받아 다양한 나라의 산업정책전문가들은 산업정책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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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1단계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전국적 분포(출처: 経済産業省, 2006)

적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

도 클러스터 개념을 지방 단위에서 산업활력과 기술혁신의 방법론으로 인용

한 것이다(産業クラスター研究会, 2005). 이에 따라 산업클러스터정책은 

지방화된 중소기업정책과 큰 연관성을 지닌다.

경제산업성은 산업클러스터정책에서 현이나 시 단위를 넘어서 여러 개의 

현을 포괄하는 범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설정하였다. 2001년에서 2005년까

지 산업클러스터정책의 1단계에서는 총 19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그림 

4 참조). 19개 프로젝트의 단위는 간사이, 주부, 간토, 도호쿠, 홋카이도, 규

슈, 시코쿠, 주고쿠, 오키나와로 대부분 인접한 몇 개의 현을 하나로 묶어 그 

지역 내 기업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시도하였다. 경제산업성의 지역분소는 각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각 프로젝트의 단위와 경제산

업성 지역분소의 담당지역 범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는 경제산업

성 지역분소의 지도하에 추진되었다(西川太一郎, 2008).

경제산업성은 각 프로젝트에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단체가 형성되도록 유도했다. 이들 클러스터기업단체는 경제산업

성 지역분소와의 민관협동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에서 유사 업종 기업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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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합을 주선하여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졌다(西川太一郎, 2008). 기업단체는 일본의 산업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

할을 점해왔다. 발전국가 모델에서 중앙관료의 행정지도는 특정 산업섹터의 

기업단체와 협조하면서 이루어졌다(Johnson, 1982; Okimoto, 1989). 또한 

각 현이나 시 단위에서 지역차원의 기업단체가 조직화되어 지방산업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클러스터정책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기

업단체는 섹터기준으로 조직된 기업단체와 지자체 단위로 조직화된 기업단

체의 중간에 위치한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각 산업섹터가 지역별로 집적되

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클러스터기업단체를 통해 부분적으로 섹터 차원에

서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지방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산업클러스터정책을 사용하려 한 것이다.

산업클러스터정책을 통해 각 광역지역 단위에서 각기 다른 프로젝트가 추

진됐다고 하더라도, 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분권화하려는 시도로 산업클러스

터 정책을 해석할 수는 없다. 경제산업성은 지역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지역에 집적된 산업섹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산업집적이라는 산업구조가 지방화한 산업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섹터에 대한 중앙관료의 개입 또는 지도로 이어지는 조건이 되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정책이

다.

경제산업성은 대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와 지방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에서 

다른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산업클러스터를 세 개의 카테고

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대도시권에서의 산업진흥을 목적

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터이다. 대도시권에서는 많은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들이 공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산업클러스터의 정책목표는 관련 산업섹

터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카

테고리는 지역의 산업구조와는 상관없이 실리콘밸리처럼 연구기관의 벤처사

업을 육성하는 산업클러스터이다. 여기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

요하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지방도시권에서 중소기업의 집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장산업들을 진흥하기 위한 산업클러스터이다. 지방도시권에서 관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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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소기업 사이에는 이미 비공식적 기업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산업

클러스터정책을 통해 이러한 비공식적 기업네트워크를 보다 제도화하는 것

이 정책 목표이다(二神恭一, 2008).

산업클러스터정책의 1단계에서 지정된 19개의 프로젝트는 모노즈쿠리,9 

IT, 생명공학, 에너지 등 4개의 산업부분으로 구분된다. IT, 생명공학, 에너

지 산업은 첫 번째 카테고리와 두 번째 카테고리와 연관돼 있다. 반면, 모노

즈쿠리의 클러스터 프로젝트 중 일부는 지방도시권의 지장산업 진흥과 긴밀

히 연관돼 있다. 하지만 똑같은 모노즈쿠리 클러스터 프로젝트로 정의되었다 

하더라도, 도카이 모노즈쿠리 프로젝트(아이치, 미에, 기후)와 호쿠리쿠 모노

즈쿠리 프로젝트(이시카와, 도야마, 후쿠이)는 실제로는 매우 다른 산업섹터

를 진흥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카이 모노즈쿠리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다양

하게 발전한 자동차, 금속, 생명공학, 기계 등의 첨단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호

쿠리구 모노즈쿠리 프로젝트의 중심 산업섹터는 섬유산업 등이며, 대기업보

다는 집적된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가 진행되

었다(経済産業省, 2006).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대외적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지역 내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내재적 산업발전이 2000년대 일본지방산업정책

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내재적 

산업발전은 대외적 투자유치와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대도시권의 경우 

대외적 투자유치에 강점을 지닌 동시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강

화는 지역 산업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에 지방도시권에서는 대외

적 투자유치에 대한 유인이 적은 상태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

었고, 이에 내재적 산업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에 정책

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9. 모노즈쿠리는 물건(もの)과 만들기(つくり)의 조어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장
인정신의 혼’이 깃든 제조업 진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関満博,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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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2000년대 일본의 지방산업정책은 대외적 투자유치의 접근법과 내재적 네

트워크 강화의 접근법을 양대 축으로 하여 진척되어왔다. 두 접근법은 모두 

지역 간 균형발전원칙에 입각한 1970년대 일본의 지방산업정책으로부터 벗

어나려는 개혁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두 접근법은 대도시권과 

지방도시권에서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대도시권은 곧 일본 국내의 신규산업 투자유치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지역이 대외적 투자유치에 보다 유

리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산업생산의 지역적 분포가 갖고 있는 

이중구조― 대도시권에의 산업집중과 지방도시권의 소외 ― 는 정부의 규제

가 사라지면서 더욱 진전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대도시권에의 규제완화는 

그 자체로 지방도시권에의 투자유치 이점을 축소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권들은 대외적 투자유치의 접근법에 있어 경쟁력을 지니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도시권에서의 중심적 접근법은 내재적 네

트워크 강화의 접근법으로 귀결된다. 대외적 투자유치의 접근법과 내재적 네

트워크 강화의 접근법 사이의 대도시권과 지방도시권에서의 지역적 분화는,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에 대한 국가의 규제 장치가 철폐되는 정책적 변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정부의 규제가 철폐된 상황 속에서 민간기업

들은 보다 높은 효율성을 낳을 수 있는 입지를 찾게 되고, 대도시권에 보다 

큰 흥미를 갖기 마련이다.

고이즈미 정권은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

에 균형발전 원칙 하의 대도시권에서의 신규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였고, 이를 실현해 내었다. 이러한 대도시권에서의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

적 찬성의 정치적 입장은 고이즈미 이전에도 많은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주

장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도시권에서의 산업입지제한의 규제는 

지방도시권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보수 자민당 정치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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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서의 산업입지제한의 규제가 1990년대 많

은 비판 속에서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고이즈미가 대도시권에서의 규제를 완

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민당 내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의 독

선적 정치 스타일이 존재한다. 고이즈미는 자민당 내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

는 집단들 사이의 정책합의보다는 자신의 중요 정책과제를 밀어붙이는 방식

에 의존해서 다방면의 정책개혁을 추구했고, 이와 같은 스타일 속에서 대도

시권에서의 규제완화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지방산업정책 분야에서 시장주의적 개혁에 대한 선호는 고이즈미와 그의 

정치적 정책자문그룹만의 것이 아니었다. 경제산업성의 관료그룹도 일본 기

업의 국제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적 개혁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원칙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의 

관료그룹은 대도시권에 집중될 규제완화가 야기할 지방도시권의 소외 문제

를 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다.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은 한편으로 대도시권에서

의 규제완화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대도시권에서의 규제완화가 가져올 지방

도시권에의 신규투자 감소를 지역 내 기존 기업들 사이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네트워크 강화의 접근법은 실제 정책집

행과정에서 무난하게 정착하였다. 네트워크 강화의 접근법은 일본의 사회구

조에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연대망을 보다 제도화하고 동원해내려

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강화의 접근법

은 대도시권에서의 대기업에 의한 신규투자 증가의 경제효과를 따라갈 만한 

경제적 성과를 단기간에 낼 수 없는 방법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경

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시간 내

에 투자유치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기는 힘들다.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후 지방산업정책의 근간을 벗어나려는 고이즈미 정권 시절의 개혁 노

력은 지역격차에 대한 지방도시권의 불만을 야기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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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Exogenous Investment versus Strengthening 

Endogenous Network

Jung Hwan Lee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

In the postwar Japan, industrial relocation was the kernel of local industrial 

policy. The postwar settlement of a combination of regulation in metropolitan areas 

and protection elsewhere had driven industrial relocation toward less advanced 

regions. However, the maturation and globalization of big corporations in Japan has 

limited the effectivity of regulation in metropolitan areas and industrial relocation 

policy.

Several new measures for enhancing private investment for new industrial 

facilities have been applied since the late 1990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tructural Reform Special Zone and the abolition of the Industrial Relocation Law 

have attempted to increase private investment for constructing the market model 

nationwide, the major metropolitan areas have been freed from regulation on 

industrial locations under a political choice to maximize growth. They could attract 

more external private businesses than other regions because they are competitive. 

Therefore the market model in local industrial policy has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major metropolitan areas.

On the other hand, central bureaucracies have simultaneously introduced the 

localized coordination system with several measur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the Industrial Cluster Plan. They have not eliminated industrial 

policy but rather localized it. They have attempted to construct a coordination 

system among businesses within certain areas. Therefore a new program for the 

community model,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the central bureaucracies, can be 

seen as a localized version of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high-growth era. A local 

coordination system, the backbone of community model programs, has been well 

adopted by local business communities because they are familiar with this 

coordination system. Since localities outside the major metropolitan areas have been 

less competitive in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they have favored strengthening 

networks’ fit to the community model, which they are more familia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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