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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 함)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에 일
본 정부는 3종류의 의미 있는 국토정책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는 국토교통성에서 6월에 공표한 2050년까지의 ‘국토 장기 전망’입니다. 2019년
5월에 장관 자문기구인 국토심의회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 장기 전망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최종보고서가 공표되었습니
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 세계 속의 일본, 기후 변화, 자연재해 증가, 기술 혁신, 라
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되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종
보고서에서는 감염증에 따른 여건 변화가 새로운 국토정책 과제로 부각되어 있
습니다.
두 번째는 내각부에서 6월에 수립한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입
니다. 지방창생으로 통용되는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정책은 국토정책 중에서도
저출산 극복 및 도쿄권 일극집중 시정을 통한 지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범부처적 정책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기본방침이 수립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2021년 기본방침은 지방창생의 절실함이 특히 높아 보입니다. 코로
나19로 인하여 지방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정도와 그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단기적
지원 대책, 감염증 이후의 지방창생 정책 방향 및 구체적 추진 시책들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월에 발표된 내각관방의 ‘지방창생전문가간담회 보고서’입니다.
동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지방창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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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었는데, 특히 감염증이 지방에 미치게 될 중장기적 영향에 착목하여 지방
창생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염증은 지방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격근무를 촉진하여 지방 활성화의 계기
를 제공하고 있고, 도쿄 등 주민들의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긍정적
영향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감염증이 가져다준 지방창생의 새
로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현재 국토심의회를 중심으로 제3차 국토형성계획을 수립
하는 중입니다. 2015년에 수립된 계획기간 10년의 제2차 국토형성계획을 조기
에 종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새로운 국토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
니다. ‘국토 장기 전망’은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며, 같은 시기에 내
각부에서 수립한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과 내각관방에서 작성한
‘지방창생전문가간담회 보고서’ 또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토계획 수립을 검토할 시기라고 봅니다. 2020년에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코로나19 이전에 수립되어 감염증으로 변화된
국민들의 행동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주시하면서
우리도 바뀐 환경에 적합하게 국토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번역된 자료들이 정책 보고서들인 만큼 국토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일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국토연구원 원장 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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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심의회 계획추진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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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土の長期展望」最終とりまとめ
令和３年６月
国土審議会計画推進部会
国土の長期展望専門委員会
https://www.mlit.go.jp/policy/shingikai/content/001419594.pdf

머리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 함) 사태가 일본을 변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세계의 도래’라
고 일컬어져 왔지만 많은 국민들의 감각에서 현실 세계(물질적 현실 공간)는 엄연
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는 정도로 받아들여졌던 게 아닐까? 그런데 이번 경험으로 많은 일들이 디지털
세계(정보통신 네트워크상에 구축된 공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알
게 되었다. 또한 세계가 그 방향으로 크게 핸들을 꺾고 있음은 누가 보더라도 자
명하다. 이러한 흐름은 멈출 수 없다. 지금까지의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생산을 예로 들면 기획에서 제조에 이르는 생산 공정의 대부
분이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소비의 경우에도 오감(五感) 가운데
시각과 청각만을 사용하는 것들은 디지털 세계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직접 전
달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번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활동이나 인간과
자연의 접촉, 물건이 배송되는 것에 대한 고마움 등, 현실 세계의 귀중함도 재인
식할 수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생물임과
동시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오감 가운데에서도 촉각, 미각, 후각에 관한 것은
디지털로 대체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앞으로 디지털 세계가 진전
되어 감에 따라 이것들은 그 귀중함을 더해갈 것이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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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는 장소와 위치에 속박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남아 있을 현실 세계
에서도, 도시적 기능 등의 경우 디지털화와 더불어 거대한 시대적 조류의 변화라
할 수 있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핵심지역의 콤팩트(compact)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화와 편리성을 향상한다면, 지금까지보다 적은 인
구규모에서도 그 지속적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디
지털 세계의 도래는 지금까지 지리적 조건의 불리함으로 크게 제약받아 왔던 지
방에는 복음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다양하고 건전한
자연환경 등 보다 귀중하게 될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를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
결에도 활용하는 다양성이 풍부한 도시·지역들도 필요해진다. 향후의 국토정책
에서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
을 위하여, 지구환경 문제 등과 같은 현실 세계의 과제에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의 사회구조 대전환을 토대로 ‘디지털을 전제로 한
국토의 재구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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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토 장기 전망

1장

국토 만들기의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기본적 방침

1.1 과제의 인식
2015년 8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현재의 국토형성계획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

와 저출산, 차원이 다른 고령화 진전,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 격화, 거대
재해의 임박, 인프라 노후화, 식료·물·에너지 제약과 지구환경 문제, ICT의 극적
진화 등을 우리 국토를 둘러싼 시대적 조류 및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에도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 있는 코로나19의 확대와 글
로벌 디지털 혁명의 급속한 진전, 여기에 더하여 중위 추계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출생아수 감소, 풍수해를 중심으로 한 자연재해의 대형화·빈발화, 탄소중립 선언
에서 볼 수 있는 지구환경 문제의 절박함 등 일본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지도 모
르는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2 국토 만들기의 목표
2050년을 염두에 두고 추구하고자 하는 국토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

정한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토”이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각 개인의 가치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각 개인이 이를 추구함에 있
어서 공통적인 토대는 존재할 것이며, 이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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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안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경제활동의 지속성
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괴질이나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의
료체제의 충실화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재해의 대형화·빈발화 및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생명’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어서, 대응이 요구되
고 있다. 또한 안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서의 생활이 미래까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인프라 등의 생활 기반과 물·식료
의 확보,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 기능 유지·발휘,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국토
의 적정한 관리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② 자유·다양

가치관이 다양화되어 가는 가운데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재택근무나 겸업·부업까지 포함하여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
는 ‘일하는 방식’과, 2지역이나 다지역 거주까지 포함하여 인생의 각 단계별로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직업과 취미 등,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
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③ 쾌적·기쁨

대중교통 서비스와 물품 구매 등의 도시적 기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일상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야 하며, 그러한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가 성장하여 ‘돈 잘 버는 능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물질적 풍요로움’
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또한 자연·역사·전통·문화가 풍부하고 환경이 쾌적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청
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회에 대한 폐색감(사방이 온통 꽉 막힌 느낌을 말함. 옮
긴이)을 극복하고 각 개인이 삶의 보람과 일하는 보람 등, 스스로 가치를 느끼는 것

을 추구할 수 있는 소위 ‘마음의 풍요로움’이, 가치관이 다양화되어 가는 오늘날에
는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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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류·공생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사람들 간 연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진정한 풍요로움’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과 접촉하고,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
람·물자·정보가 갖가지 형태로 교류 가능한 환경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교류의 원천이 되는 것은 다양성이다.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와 무관하
게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 지역, 이 국토, 이 지구에서 함께 사는 자들로
서 서로 의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1.3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적 방침
이상에서 살펴본 국토 만들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시각이 중요
하다.
첫째는 로컬의 시각이다. 가치관의 다양화와 재택근무의 진전에 따라 ‘직장과
일의 분리’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및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또한 쾌적하며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세계의 도래라고 하는 지방에 주어진 어
드밴티지를 잘 살려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편리성 높은,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많이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로벌의 시각이다. 많은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서 안심하면
서 쾌적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성장산
업을 육성하여 격화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수출을 촉진하는 등, 인구감소하에서
도 ‘돈 잘 버는 능력’을 유지·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는 네트워크의 시각이다. ‘디지털을 전제로 한 국토 재구축’을 위해서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불가결하므로, 그 전제가 되는

디지털 기반의 정비 및 이용하는 사람들의 IT 리터러시 향상과 더불어 이를 충실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재인식된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의 ‘사

1장 국토 만들기의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기본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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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사람, 사람과 물건 간 연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로컬, 로컬과 로
컬 간, 로컬과 글로벌, 글로벌의 어느 국면에 있어서도, 향후 디지털에 의한 대체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연결하는 교통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편리성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네트워크에 의한 ‘연결’을 보다 광의적
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과 토지’ 간 연결인 국토의 적정 관리, ‘사람과 자연’ 간
연결인 재해 대응과 지구환경 문제, ‘사람과 토지’ 간 연결인 공생사회의 실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재 분야에서는 ‘더 나은 부흥(build back bette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
으나, 코로나19의 경험을 오히려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대담하게 변혁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서, 디지털 세계의 도래를 전제로, 다음 절에서 제시하는 로컬,
글로벌 시책과 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측면의 시책을 대담하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토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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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방침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2.1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도
이끌어내는 다채로운 지역생활권 형성
□ 기본 인식
‘진정한 풍요로움’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국토 구조를 검토

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실현에 불가결한 자유도·다양성이라는 관점이
다. 인생 100년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하여 다양한 ‘일
하는 방식’, 생활 및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국토로 만들기 위해서
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재인식된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지방이 갖고 있는 ‘풍요로
움’을 살려서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수많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전·안심은 ‘진정한 풍요로움’의 대전제이나,
수도 직하지진 등이 임박해 있는 데 더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실감 있게 재인
식된 도쿄의 과밀이 안고 있는 과제 등을 고려할 때 도쿄 일극집중 시정이 필요하
며,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유효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잠재력
이 높은 지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세계의 도래가 가져올
지방 입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텔레워크
(telework)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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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는 지방의 지리적 조건의 불리를 경감한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
한 효율화와 편리성 향상에 의하여 지금까지보다 인구규모가 더 작더라도 도시
적 기능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
털 기술의 생활화 또한 사람들의 행동이 콤팩트하게 뭉쳐져 있는 지방에서 더 실
행하기 쉽다는 메리트도 있어서, 지방을 재생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된
다. 한편 일본의 산업구조는 로컬과 글로벌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일컬어지는 가
운데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돈 잘 버는 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
도시가 견인차가 되어 글로벌 세계에서의 도시 간 경쟁을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도시와 지방의 쌍방
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국토 만들기를 지향하여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층의 국토구조와 지역생활권
일본의 국토구조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역할·기
능에 따라서 대체로
 일용품을 구매하는 마트나 편의점, 주치의가 있는 진료소, 커뮤니티 버스
등의 이동 지원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
티의 형성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학구 정도를 범위로 하는 ‘생활 에어리어’
 통근·통학을 비롯하여 다수 주민들의 통상적인 행동이 역내에서 완결되고,
종합적인 쇼핑서비스, 구명·구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 철도·버스 등의 권역 내·외 교통수단과 같은 도시적 기능이 제공되는
등, 일상생활의 기반인 ‘지역생활권’
 특별행정기관이나 대기업의 지사 등이 입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 개소
밖에 없는 점포라든가 이벤트 등의 비일상적인 고차(高次)의 도시적 기능이
제공되는 동시에 관광 유치 등에 있어서 광역적 연계·조정이 이루어지는
‘광역권’

 세계에 통용되는 온리 원(only one) 점포나 이벤트, 금융센터 등의 비즈니
스 중추거점, 국제전략항만, 3대 도시권 국제공항 등,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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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담당하는 ‘전국 레벨’
이라고 하는 4개의 층(레이어)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서도 디지털 세계에 대응
하여 ‘진정한 풍요로움’의 실현을 목표로 개성적인 다양한 도시·지역들이 전국적
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고, 금융기관과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을 핵으로 한 양호한 지역경제 순환
형성이 가능하며, 자연환경과 역사·전통·문화 등의 지역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공유하기 위한 개성적인 지역 만들기의 추진도 가능한 ‘지역생활권’에 착목하여
그 유지·강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과 현실 세계가 융합된 지역생활권】
그러한 지역생활권의 범위로서, 예를 들어 ‘국토의 총합적 점검’(2014년 국토
심의회 조사개혁부회 보고)에서는 대체로 백화점, 종합병원과 같은 도시적 기능
을 풀 세트로 유지·제공함을 전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구 규모로 30만 명 전
후, 시간 거리로 1시간 전후의 일체화된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적 기능의 정비가 진전되어 인구 10만 명 전후의 권역에서도 대부분 제
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고규격 도로의 정비 및 상업시설 대규모화 등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범위가
광역화·다양화하고 있어서 권역 내에서 도시적 기능을 풀 세트로 정비할 필
요성이 저하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전을 고려할 때, 정보 기반 등이 충실하게 갖추어질 경우
에는 도시적 기능을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예상되
는 동시에,
 디지털을 전제로 하여, 디지털 기술도 활용하면서 주민밀착형의 섬세한 서
비스를 현실 세계에서 제공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 전후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로 집적된 권역에서 오히려 추진하기 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실 세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가운데, 현실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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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밖에 없는 도시적 기능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 10만 명 정도의 권역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가꾸어져 온 역사·전통·
문화와 자연환경,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개성적인 권
역 만들기가 가능하다.
 행정비용의 측면에서도 인구 10~50만 명 정도가 효율적이다.
등의 관점도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 전후의 권역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지역생
활권을 유지·강화해 나감이 적당하다. 시산해 본 결과 이 정도 권역이면 고속도로
이용을 포함하여 자동차에 의한 시간거리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범위 이내에 농
산어촌에서 생활하는 인구까지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서,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라
도, 또한 국토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관점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생활권 내에서는 다양성의 확보와 국토의 적정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
으며, 이와 더불어 도시적 기능의 효율적 제공 등,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도 중요하다.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기능들이 계속 남아 있을 것임을 감안하면 인구감소하에서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도시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콤팩트화가 변함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생활권 내에서도 콤팩트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작은 거점’을 포함
한, 권역 내 중심이 되는 거점에 콤팩트하게 집약시키면서 그 거점 간을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편리성을 제고하는 집약·연계 구조가 적절하다.
그리고 인구 30만 명이나 50만 명과 같은 비교적 대규모의 권역에서는 인구
10만 명 전후 권역과는 유지 가능한 도시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대응한 권역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
시 근교에서는 사람들의 행동범위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음을 감안하여 디지털
화와 관련하여 적정한 권역 형성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생활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필요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 등, 마을의 기능이 유지·발휘될 수 있게 하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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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갈 수 있는 국토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경우는, 그 대부분이 지역생활권 내에 자리 잡게 되겠지만,
지역생활권 내·외를 불문하고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재를 육성·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인식하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현실 세계를 충실화하며,
이에 더하여 양자를 유효하게 조합하는 시책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권역 단위
로 실시하여 디지털 기술을 생활에 장착함으로써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편리
성을 향상해 나간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지방으로의 인
구 이동 흐름을 만들어 내고, 그들이 정주하게 될 개성적인 다양한 도시·지역을
전국적으로 형성해 나간다.
□ 구체적 시책
구체적인 시책 내용은 지역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이 창의적으로 연
구·검토해 나가야 하겠으나, 지역의 편리성 향상과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종합적·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기존의 행정구역에 구
애받지 않는 관·민 연계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시책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디지털화 추진】
 날인 폐지, 페이퍼리스 추진, 웹(web) 회의 적극 활용 등, 행정·민간의 각종
절차와 업무 디지털화
 개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공유,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이 크게 증가한 온라
인 진료 충실화, 학교의 ICT 환경 정비 및 지역 차 해소, 교원의 ICT 활용 지
도력 향상 등, 온라인 진료·교육 환경 정비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IT 인재의 활용을 통한 지역산업의 생산성 향상
 텔레워크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정비, 시큐리티 강화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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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강구, 노무관리 및 부업·겸업 등의 고용 관행 개선
 가정에서의 통신환경 개선,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IT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의 및 데이터 활용의 메리트에 대한 주민 이해를
바탕으로 산·학·관 및 개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등
【현실 세계의 충실화】
 코로나19 사태의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시설의 기능 분화와 연계, 구급의료
체제 강화, 간병 인력 확보, 쇼핑·문화감상 및 커뮤니케이션 장소의 충실화
와 접근 환경 개선, 전기·가스·수도 등의 계획적 유지·관리와 갱신 등 도시적
기능의 확보 및 지속적 제공
 공동화하고 있는 상점가의 활력 창출 및 커뮤니티 기능 재평가를 통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와 걷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역 중심 장소 연결 등을 통한 교
통 편리성 향상, ‘작은 거점’ 형성 등 ‘콤팩트+네트워크’에 의한 효율적 지
역 만들기
 의료·복지·관광·건설업 등 지역밀착형 산업의 생산성 향상, 산업구조 분석
을 통한 잘할 수 있는 분야로의 특화, 금융기관·대학 등과 연계한 이노베이
션 창출 및 창업 촉진, 성장산업 육성 등에 의한 양호한 지역경제 순환 구축
및 고용 확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림축산업 추진,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타 분
야와 조합시킨 농산어촌발 이노베이션 전개, 농산어촌 지역 만들기 인재 육
성, 농업과 농업 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체 창출, 마을 기능의 유지·발휘,
관계인구(이주하여 정착한 ‘정주인구’나 관광 목적의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 또는 지역 주
민들과 일, 취미, 소비 등의 이유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구들로서 정기적·계속적으
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계’와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등
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방문계’로 구분됨. 옮긴이)의 창출·확대 등을 통한 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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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산업화, 농산어촌 인재 확보
 배우자의 전근이나 육아를 이유로 사직한 여성 및 일할 의욕과 체력이 있는
건강한 고령자의 사회 참여 촉진, 교육의 질과 다양성 확보를 포함한 보육
충실화 등, 육아 환경 정비
 초·중학생 등이 지역의 매력과 지역 우량기업을 알 수 있는 기회 확대, 지방
대학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사업이나 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한 지
역 내 취직 촉진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잠재력 발휘를 통
하여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해 나가면서 재해 시까지 포함하여 자율적 에너
지 공급 및 대금 유출 방지를 실현하는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하드와 소프트가 일체화된 종합적·다층적 유역 치수, 광역적인 복구·부흥
활동의 거점이자 지역의 피난소 역할을 하는 ‘미치노에키(道の駅)’의 방재
기능 강화 등, 주변지역과도 연계한 지역방재 추진
 재해 등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식량생산 기능과 수자원을 포함하여 자연환
경의 다양성, 풍요로움, 건전성을 보전·재생·계승하기 위한 국토관리의 적
정화
 각자의 역사와 풍토 속에서 형성되어 온 지역 고유의 경관, 축제, 향토요리,
전통예능 등, 유형·무형의 문화 등을 통한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그를 위한
인재의 확보·육성과 커뮤니티 형성, 홍보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남녀의 역할분담 의식과 같은, 지역 폐쇄성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인습적 가치관의 불식 및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 인정하는 사회 구축 등
【디지털과 현실 세계를 융합하여 생활에 장착하는 시책】
 주민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개인 대상의 섬세한 생활 관련 서비스 제공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통원 진료 감소, 원격수업을 통하여 지방에서도 학점
을 취득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비 등, 대면과 원격의
베스트 믹스를 통한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의료·교육 등 제공

2장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성

21

 통원 시 진료시간에 맞춘 이동서비스의 온 디맨드(On-Demand) 이용 등,
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이동·교통 간의 끊김 없는(seamless) 연계를 통
한 시간 손실 해소
 재해 시에 실시간으로 피난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생명을 구하는 피난
유도 및 신속·적확한 물자 지원 실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AI나 IoT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수급 최적화
 2지역 거주에 대응한 사회제도 구축과 새틀라이트 오피스(satellite office)
정비, 대면 시를 위한 이동 편리성 향상 등을 통하여, 텔레워크 등으로 지방
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소득을 버는 ‘새로운 생활’의 실현
 워케이션 등을 통한 새로운 여행 기회 창출, 온라인을 포함하여 지역 활동
참여를 통한 관계인구 확대 등, 디지털과 현실 세계의 듀얼 모드에 의한 지
역 간 교류 충실화, 도쿄 등의 대도시를 경유하지 않는 세계와의 직접 교류
확대 등
이상과 같은 지역생활권 형성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디지털을 전제로 한 국토
의 재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각 지역생활권에서는 지역 전체의 창의
적 노력을 통하여 구조 전환에 과감하게 돌입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임을 충
분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생활권에서 ‘진정한 풍요로움’
을 실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디지털과 현실 세계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몸에 익혀 나갈 것이 요
구된다.
이상과 같은 지역생활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 기반의 구축 및 운
영을 포함하여 지역의 디지털 장착을 담당할 주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는
제도 만들기를 포함하여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많은 부처들이 참여하여 범부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
로 관계부처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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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 기반의 구조 전환과 대도시 리노베이션
□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인재의 확보)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아시아 경제의 부상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돈 잘 버는 능력’을 유
지·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경제적 자원을 전략
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산업의 창출과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 다양한 플레
이어에 의한 끊임없는 이노베이션 창출이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최근에
구미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및 기업에서의 이노베이션 실현
상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창업 건수와 리스크 머니의 공급 부족 등으로
신흥 기업의 존재감 또한 한정적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여 기술 시즈
(seeds)의 개발 및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 사업의 창출·제품화를 수레의 두 바퀴로

삼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은 지식의 거점으로서, 기술 시즈를 생산하고 이를 새로운 제품과 서
비스에 결부하여 신사업을 창출하는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의 핵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산학연계 및 대학발 스타트업 기업 등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따
라서 기존 사업에 구애받지 않는 비즈니스·제품으로의 실용화를 촉진한다는 관
점에서 대학과 산업이 협동하여 기술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연
구 인력의 교류 촉진, 대학발 스타트업 기업의 창출을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한
다. 나아가 대담한 발상을 바탕으로 파괴적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관·학 연계에 의한 문샷(Moon Shot)형 프로젝트
(실제로 내각부에서는 실현되기 곤란하지만 실현될 경우에는 큰 임팩트가 기대되는 사회적 과제를

대상으로 야심적 목표(문샷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계, 연구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문샷형
연구개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옮긴이)를 더욱 촉진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전적

인 기술 시즈 개발을 위한 투자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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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과 연구 인력을 비롯하여 이노베이션의 주체가 될 인재를 확보·창
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의 자금력을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보
하며, 경제적 지원 확충과 커리어 패스(Career path)의 다양화를 통하여 박사과
정 학생 등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STEAM교
육(STEAM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 (Arts), 수학

(Mathematics) 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서,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 옮긴이)과 같이 교과를 뛰어넘는 융합적 학습을 추

진하는 등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노베
이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도시·공간 만들기 또한 중요하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걷고 싶어지는 도시(워커블
시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는 다양한 인재들이 더욱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티브
시니어 층은 취업에 대한 의욕이 높고 최근에는 체력적으로도 향상하고 있으므
로, 대학 등에서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확충 및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 등
을 통하여 일하는 보람, 삶의 보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등의 더 많은 노동 참가도 중요하므로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라이프 스타
일에 대응한 근무 환경 및 일자리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중요 분야에 대한 집중적 대처 및 지역발 글로벌 산업 육성】
다양한 분야의 과제 해결에 활용되는 AI, IoT 기술 등의 디지털 분야, 지속가능
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과 환경 분야,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부각된 바이오·의료 분야 등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
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 및 기술들을 특히 중
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되 세계 시장에서의 기준 만들기와 룰 메이킹을 적극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우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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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본은 고도의 ‘스리아와세 기술’(부품이나 모듈을 있는 그대로 조합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기술로서 일본 제조업의 강점으로 알려져 있음.
옮긴이)을 배경으로 복잡하고 대체가 곤란한 제품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 결과, 제조업 분야의 제품별 매출액을 보면 자동차 관련 제품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매출액은 적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군(글로벌 니치(Global Niche))도 다수 보유하
고 있다. 반면에 자동차 관련 이외의 분야에서는 미국·유럽·중국과 비교할 때 매
출액이 높은 주요 제품이 많지 않으며, 특히 최근에 성장이 현저한 IoT 제품 및 소
프트웨어 관련 제품에서는 매출액·점유율 모두 미국·중국에 큰 격차를 보이며 뒤
처지고 있다.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산업을 비롯한 글로벌 니치 분야에서 국제경
쟁력을 계속 유지·향상하기 위해서라도 그 토대가 되는 기초적 연구를 한층 강화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향후 디지털 및 IoT 분야에서 국내 산업이 미국·
중국 등을 캐치 업하여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
우와 기술력 등의 강점을 살려서 디지털 기술을 고도의 제품·서비스, 제조 관리
등에 응용하는 ‘2차적 응용’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
역생활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장착을 통하여 섬세하면서도 편리성이 높은 제
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응용 분야에서의 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각 지
역에 묻혀 있는 기술의 발굴, 사람과 기업 간 및 기술과 기업 간 매칭 추진, 기업과
지역 대학·연구기관·금융기관 간 연계 촉진 등을 통하여 지역발 글로벌 산업 육성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기간산업일 뿐 아니라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농림
수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농림수산업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성, 마켓인
(Market in) 발상(‘좋은 제품을 만들면 수요가 따라온다’는 프로덕트 아웃(Product out)에 대비
되는 개념으로서, ‘시장조사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비즈니스 전략을 말함. 옮긴이)에 의

한 고부가가치화,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확대 실행전략 추진 등을 통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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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성장산업화해 나간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견조한 증가 추이를 보이던 관광에 대해서도 감
염증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하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요 창출
과 워케이션(일을 뜻하는 ‘Work’와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
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를 의미함. 옮긴이) 등에 의한 새로운 여행기회 창출 등을 통하여 인

바운드 및 국내 관광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등, 각 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 대도시의 리노베이션
대도시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발휘하여 일본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
하도록 기대되어 왔으나 국내 주요 도시의 국제적 위상은 최근 20년 동안 크게 후
퇴하였으며, 특히 도쿄의 경제성장률은 지방보다 낮고 노동생산성의 증가도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의 배경을 보면, 우선 업무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철저한 디지털화를 통
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여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수도와
비교할 때 금융과 같은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비중이 낮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성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산업형의 고
부가가치 비즈니스 집적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글로벌 센터로서 해
외로부터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로 그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는 우선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및 행정 절차의 합리화와 글로벌 인재의 육성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응한 비즈니스 환경·기능의 충실화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하게 활약하는 인재들에게 선택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에서의 외국어 대응과 교육환경 정비 등과 같은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서비스 수
준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과 동시에, 지역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서 특색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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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메가리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리니어 주오 신칸센(リニア中央新幹線)의 개통으로 도쿄와 오사카가 약 1시간
에 연결됨에 따라 도쿄·나고야·오사카의 3대 도시권이 일체화된 소위 ‘슈퍼 메가
리전’이 형성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권은 정
보통신업과 금융업, 나고야권은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제조업, 오사카권은 의료
와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 각각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등, 3대 도시권은 산업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 리니어 주오 신칸센 개통을 계기로 상호 연계·교류가 촉진되
어 유기적인 경제권으로 형성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같은 융
합 효과(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 효과
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리니어 주오 신칸센과 철도·도로와의 결절 기능
을 강화함과 동시에, 광역 연계를 통하여 전국 각지의 개성들이 연결되게 함으로
써 산업분야와 권역의 울타리를 넘는 가치 창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후, 이이다, 나카쓰가와 등과 같은 리니어 주오 신칸센의 중간역 주변은 3대
도시권과의 접근성 제고에 따라 새로운 산업입지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될 것이
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텔레워크가 보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평
소에는 자연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만 대도시로 출근하는 새
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주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따라서 노
선 주변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리니어역 주변의 교류 환경 정비
를 더욱 충실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리니어역과 다른 교통 네트워크 간의 접속성
을 제고함으로써 리니어 주오 신칸센 개통의 효과를 광범위하게 파급시킬 수 있
는 시책들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2.3 정보·교통 네트워크 및 인간과 토지·자연·사회 간 연계 충실화
① 디지털 세계의 교류 기반인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강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디지털 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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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일본의 디지털화는 행정, 민간 다 같이 뒤처져 있음이 많은 장면에서
인식되었다. ‘디지털을 전제로 한 국토의 재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
황은 치명적이며, 하루빨리 이를 회복하여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내는 은혜를 ‘진
정한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텔레워크, 대학 등에서는 온라인 수업, 의료기관에서는 온라인 진
료 등이 보급되면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광섬유의 정비율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나 일부 미
정비 지역이 남아 있어서, 통신용량 증가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통신기반의 정
비가 요구되고 있다. 정비가 끝난 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점포 등의 건물 가까이까
지 광섬유가 부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라스트 원 마일(last one mile)’ 구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도 있다. 디지털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와 마찬가지로 누
구나 브로드밴드 기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디지털화의
메리트를 널리 알리는 등,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하드한 측면에 비하여 행정서비스, 교육, 산업 등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같
은 소프트한 측면은 특히 뒤처져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원격회의를
하고자 하나 원활하게 접속이 되지 않는다든가 행정 절차의 전자화가 미진한 등,
디지털화가 지연되고 있음이 다양한 형태로 노정된 점은 기억에 새롭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에서는 IT 인재의 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취업자 중에서 IT 인재
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도쿄권과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편재가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행정, 민간 다 같이 디지털화를 추진함과 동시
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한 모든 세대에서의 IT 리터러시 향상, 기업 등에서의
IT 인재 육성·확보, 텔레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

한 근무방식 채용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급
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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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실 세계의 교류 기반인 ‘교통 네트워크’의 충실화
□ 로컬, 글로벌의 각 단계별 교통 네트워크 충실화

【로컬의 관점】
지역생활권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물품 구입,
진료 등과 같은 도시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 내에서의 이동수단 확보가
불가결하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철도와 노선버스의 수송인원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업자의 약 70%가 적자인 엄중한 경영 상황에 처해 있
고, 노선의 폐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도시 지역에서는 통근 시간을 중
심으로 여전히 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등, 시간대에 따라서 이용자가 편재되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대중교통을 유지하고 그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서는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탄력적 요금과 유
연한 노선 설정, 온 디맨드 형 교통수단 보급, 이동과 타 분야 서비스 간 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새로운 수요의 환기, 그
리고 사업자들의 운행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은 교통
사업자들만으로는 실시되기 곤란하며,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하에서 지역
전체가 주민들의 발을 책임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앞으로 완전한 자
율주행 등의 신기술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금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면 이
동수단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하늘을 나는 자
동차나 드론을 활용한 물류도 확보되는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그 메리트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지역 만들기를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교통 구조 전환의 동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활용은 출장 횟수의 소멸 등, 기존에 교류하고 있던 사람
들 간의 실제적 이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매
개로 한 새로운 만남이나 교류 범위의 확대가 단서가 되어 새로운 실제적 교류 증

2장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성

29

가를 가져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지역생활권을 유지·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
역생활권 간의 연계나 대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차적 도시적 기능에의 접근성,
2지역 거주나 관계인구, 관광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국내 및 국내외 간 왕래에 대

한 대응, 재해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물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지역 간을 연결하
는 교통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고규격도로의 미개통 구간(미싱 링크)이나
왕복 2차로 구간 해소, 리니어 주오 신칸센을 비롯한 신칸센 정비, 지방공항 활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관점】
세계의 무역과 그에 따른 국제물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확대되고 있으
며, 일본의 무역 상대국도 중국, 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들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급감하고 있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인바운드)도 그 이전에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코로나19
가 진정된 후에는 그 추세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 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특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시아의 게이트웨이로
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항만은 상하이, 싱가포르, 부산 등의 아시아 주요 항보다 북미,
유럽 등의 국제 기간항로 기항이나 컨테이너 취급량 등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박 대형화에 대응한 대수심 안벽 정비, 자동화기술 활용을 통한 컨테이
너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 아시아지역과 국내 주요 항을 잇는 항로망의 충실화
등, 항만기능의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증가
추세에 있었던 크루즈선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염증 대책하에서 그 유치를 추진
한다. 그리고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는 외국인 여행자수
가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발착 횟수가 처리능력에 근접하고
있는 수도권 공항에 대해서는 활주로 증설을 포함하여 발착 용량을 확대해 나가
도록 하고, 긴키권과 주부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의 거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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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공항들을 대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나아가 이들의 게이트웨
이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항만·공항 등의 교통 결절점에 대한 접근성
을 향상시키는 도로 네트워크의 강화 및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들도
필요하다.
□ 환경, 방재, 노후화에 대한 대응

【환경에 대한 대응】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운수부문에서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의 20%에 약간 못 미치는데, 그 가운데 80% 이상을 자동차가 점하고 있다. 세계
적인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교통 모드별로 탄소중립 시책을 추
진하여 상황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는 수송량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높은데,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
각한 운수업의 상황과 운전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트럭업계의 사정 등도 동시에
감안할 때, 관련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대량수송기관인 철도·선박 수송으로의
전환(모달 시프트)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류거점이자 산업거점이기도 한 항만
에 대해서는, 일본의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수소·연료 암모니아 등을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대량 수입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정박 중인
선박으로의 육상 전력 공급이나 자립형 수소 등의 전원 도입, 하역기계와 대형차
량의 연료전지화 등 환경을 배려한 항만기능의 고도화를 통하여 카본 뉴트럴 포
트(CNP)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항공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통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와 공항으로부터의 CO2 배출을 삭감
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항을 재생에너지 거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민 연계하에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재에 대한 대응】
점점 더 대형화되고 빈발하고 있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도
로, 철도, 항만, 공항 등에서도 단절 등에 의하여 기능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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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난카이트로프 지진’(난카이트로프(trough)는 시코쿠 남쪽 해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1946년 발생 후 75년 이상이 경과하여 다음 지
진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옮긴이)과 같은 대규모 재해의 발생도 임박해 있

는 가운데,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한 교통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활용 가능
하게 하는 것이 피해의 경감 및 조기 복구로 이어진다. 따라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시설별 내진대책 등을 통하여 재해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동시
에 복선 루트 구축, 동해 지역과 태평양 지역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리던던시
(redundancy)를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실감한

바 있는 감염증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의 중요성도 감안하여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소)의 강화 및 보안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의 안전·안심 또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후화에 대한 대응】
고도 경제성장 시기 이후에 건설되어, 현재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교통
인프라가 가속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그 기능과 성능이 충
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시대의 변화에 대
응하여 계속 유지·갱신해 나가야 할 것과 집약·재편해야 할 것으로 구분한 다음,
인프라 경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예방·보전형 메인터넌스(maintenance)를
강화함과 동시에 AI와 자동화기술 등을 통하여 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전환(DX)
을 추진하고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스톡 효과를 최대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교통 인프라와 정보·통신, 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인프
라를 일체적으로 갱신하는 것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관련 있는 건설계통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고령화의 진
행과 더불어 인원 부족 경향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에센셜 워커
(essential-worker)로서 지자체 및 지역의 건설업 관련 인재 확보·육성, 기술의

계승을 추진한다. 또한 이들을 보완하는 신기술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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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점도 염두에 두면서, 인구감소 등의 상황과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
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통 네트워크 기반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를 유지·갱신·충실화해 나가는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③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토 적정 관리’의 추진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토지의 무질서한 개발 억제가 과제였던 시대로부터
토지 수요의 감소에 따른 토지의 적정 관리가 과제로 대두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기후 변동, 재해 리스크 증대 등의 여건 변화
도 있어서 개별 법·제도나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과제들
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이용의 방향에 국토의 적정 관리라는 이념을 도입
하고, 개별 분야 간 연계 및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리된 지속가능한 국토 관
리의 모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및 지역마
을의 각 레벨별로 국토 관리의 지침으로서 ‘국토 관리 구상’을 책정하고, 이를 추
진해 나간다.
특히 중산간지역에서는 마을이 무거주화될 경우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손으로
이용되고 관리되어 온 도로, 농업용수로, 농지, 산림 등이 관리 부전의 상태에 빠
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산림·농지 등은 지역의 생활환경 및 산업의
기반인 동시에 식량 생산, 양호한 경관 형성, 방재·감재(減災), 수원 함양, 지구온
난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여 왔으나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게 되면서 그 마을뿐 아니라 주변지역, 나아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과제와 상황을 파악하
고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한 다음, 토지의 유효 활용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관리 방법으로의 전환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지목을 대상
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공동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역 관리
구상’을 책정하고 이를 추진한다.
악영향의 발생을 억제하고, 국토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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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토 관리의 추진은 비용과 인재의 양 측면에서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주민 이외에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 관리
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여 나감과 동시에, 민간투자의 활용을 포함하여 국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절한 분담 방식과 지역에서의 관리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 및 인재의 육성·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지역이나 시정촌에서 국토 관
리 방안 등을 검토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④ 방재·감재(減災), 국토 강인화(強靱化)를 통한 ‘안전·안심 국토’의 실현
일본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70%가 지진, 홍수, 토사 재해, 쓰나미 등의 재해 리
스크가 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진조사추진연구본부의 ‘확률론적
지진동 예측지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시코쿠까지의 태평양 방면 지역 등에서
지진 발생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해의 경우는 기후변동의 영향
으로 시간당 강우량 50㎜를 넘는 집중호우의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앞으로 더욱 빈발화, 대형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안전·안심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해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의 극
복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만큼, 행정기관, 민간기업,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
식·행동·조직에 있어서 방재·감재를 고려함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의 2019년 동일본 태풍과 2020년 7월의 호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재해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빈발하고 있다. 게다가 난카이트로프 지진, 수도
직하지진과 같은 거대 지진의 발생도 임박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사회의 중요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의 시책에 추가하여 ‘보다 근본적이면서 종합적인 방재·감재 대책’과 ‘계획적인
인프라 유지·관리 및 갱신’이 요구된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대책’에 입각하여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시책을 가속화하고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강인한 국토 만들기를 추진하도
록 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기후변동 대책과 방재·감재 대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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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진하는 ‘기후변동×방재’를 실천하는 동시에 토지이용 규제를 포함한 탄력
적 대응을 통하여 기후변동에 적응하고자 하는 ‘적응 부흥’(2020년 6월 30일에 내각부·
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변동×방재’전략~‘원형 복구’에서 ‘적응 부흥’으로~”에
서 주창된 개념으로서, 피해 지역을 재해 이전의 원래 모습으로 돌린다고 하는 원형 복구의 발상에 머
무르지 말고 기후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더 나은 부흥’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임. 옮긴이)의

발상에 입각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해에 대해서는 기후변동의 영향과 사회적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하천의 집수역에서 범람역에 이르기까지의 유역 내 모든 관계자들이 협동하여
수재해 대책을 마련하는 ‘유역 치수’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방 정비와 같이
범람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대책과 상류역에서의 산림 정비 및 치수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이용 규제를 통하여 재해 리스크가 낮은 지역으로 유도하
는 등의 피해 대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다층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지역 전체의 방재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또한 ‘사업 계속 계획’(기업이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도 사업을 계속하거나 조기 복구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수단을 사전에 강구하는 계획으로서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를 의
미함. 옮긴이)의 충실화, 보험 활용 등 사전적 방재대책에 더하여, 재해 후의 신속하

고 적절한 부흥을 위하여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평상시에도 검토해 두는 ‘사전 부흥’(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에 대두된 개념으
로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도시
계획을 말함. 옮긴이) 제도 또한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

험하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피난 공간 확보 문제 등과 같이 복수의 사
안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리스크가 현실감 있게 인식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의 국토 만들기에서는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을 맞이하면서 지진·쓰나미 피해지역의 부흥은 마무
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호쿠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재생은 없다’라는 방침하에
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흥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원
자력 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 해변 지역들의 경우, 지역생활권의
기준 중 하나인 인구 10만 명 전후의 권역은 없으나, 제2기 부흥·창생 기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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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은 부흥이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와 다양한 니즈에 섬
세하게 대응하면서, 본격적인 부흥·재생을 위한 시책들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후
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간다. 앞으로는 지역 만들
기에 있어서의 산업·고용의 중요성, 재해에서 부흥하는 데 있어서의 사전계획의
중요성 등,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이 그 부흥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창생의 방향
성 및 교훈을 살려서 재해대책 및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 구조의 구축
지구온난화에 대한 탄소중립 등의 대응을 경제성장 제약이나 비용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조류가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종래의 산업구조나 사회·경제를 변혁함으로써 탄소중립
을 위한 시책이 경제발전으로 연결되게 하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
로 2020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 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 성장전략과 연동하여 국토 만들기에 있어서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그 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 부하를 경감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시책 등과 연동하여,
에너지의 ‘지역 생산 지역 소비’(地産地消)를 위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형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호쿠와 홋카이도는 높고 도쿄 근방은 낮은, 재생에
너지 잠재력의 지역 간 격차를 감안하여 송·배전망의 정비 등을 통하여 광역적 전
력 수급 밸런스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으로, 송전 로스의 감축이라는 관점에서 재
생에너지 잠재력에 대응하여 거주 및 산업입지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나아가 농림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의 수익을 확보해 나가면서도, 지역의 실정
에 맞추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나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도입, 산림의 적절한 정비·보전 및 목재 이용 확대 등을 통한 탄소 흡수·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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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의 다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농작물 판매수입뿐 아니라 전력 판매수입 또는 발전 전력
의 자가 이용을 통한 수익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서의 산림자원 수입 확보와 동시에 지역의 임업 순환 사
이클 확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은
고령화되어 흡수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빨리 성장하는 수종이나 엘리트
트리의 개발·보급을 통한 재조림 추진, 자동화 임업기계의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절
약화 및 생산성 향상, 비주택 중·고층 건축물에 대한 목재 이용 등을 통하여 ‘베어
내고, 사용하고, 심는’ 순환 사이클을 확립하여 임업의 성장산업화를 실현함과 동
시에 중장기적으로 산림 흡수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 이러한 시책들을 포함
하여 혁신을 통하여 식량·농림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이 양립될 수 있도
록 한다는 내용의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2021년 5월 12일에 농림수산성 공표. 옮긴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기후변동의 영향에도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자연환경이 갖고 있
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의 흡수 이외에 방재·감재 등의 복합적 기
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린 인프라의 활용 및 ECO-DRR(생태계를 활용한 방재·감
재)의 추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와 더불어 기존 제도와 민간자
금을 연계·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린 인프라와 ECO-DRR의 홍보활동, ESG투자 등의 환경요소를 고려한 투자 확
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⑥ 진정한 풍요로움의 실현을 위한 ‘공생사회’의 구축
‘진정한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토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과도,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공
유하고 있는 동료들로서 서로 의지하고, 상호 공감하는 ‘공생사회’ 구축이 절실하
게 요구된다.
‘공생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인재가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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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육아환경 개선 및 리커런트(recurrent) 교육의 충실화를 통한 여성과 고
령자의 사회 참여 촉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추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

람들에게도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등,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성이 인정되고 한 명 한 명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
나간다. 이와 아울러 다음 세대에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초·중학생 등의 공생 의
식 배양, 의료·복지·메인터넌스 등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인재의 육
성, 디지털 기술의 도입·활용을 위한 IT 인재 확보 및 주민의 IT 리터러시 향상 등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하여 텔레워크와 워케이션, ‘반농 반X’(시오미 나오키
(塩見直樹)가 1995년에 저술한 ‘반농 반X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서 제시한 개념으로서, 소규모 농사

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이 먹을 만큼의 식량을 조달하되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함. 옮긴이)등을

포함한 다양한 일하기 방식, 2

지역 거주 등을 포함하여 생애주기(life stage)에 맞춘 생활 방식 등, 인생 100년
시대를 맞이하여 다채로운 선택지 가운데 희망하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높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텔레워크·부업 등이 가능한 고용 환
경으로의 개선, 2지역 거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제도 실현, 다양한 일하기
방식과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는 편리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생사회’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건전한 자연환경 또한 중요
하므로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들인 지역
커뮤니티와 관계인구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NPO 등 다양한 주체를 통
한 공조(共助)의 추진과 관계인구 증가를 지원하는 ‘사람’, ‘장소’, ‘프로그램’에
착목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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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현실 세계와는 달리 디지털 세계는 그 근저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항상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도 환경문제 등과 같이 지구 전체적 과
제가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들은 이러한 엄중한 세계에서 살아가겠지만, 반
면에 이러한 디지털과 현실이 융합된 세계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으면
서,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사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세계에서 살아남아 ‘진정한 풍요로움’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그를
위한 힘(문해력)을 키워나가는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인생 100
세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리커런트 교육도 포함한 인재 육성의 충실화와 몇 번
이고 도전이 가능한, 실패를 관용하는 사회의 실현을 통하여 일하는 보람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토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현행의 제2차 국토형성계획은 2015년부터 대체로 10년간을 목표로 하는 계
획이지만 계획 수립 이후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는 신속하게 새로운 국토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신형 코로
나바이러스의 감염증 확대는 ‘생명’의 위기와 행동의 제약 등 우리들에게 큰 화를
초래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전하는 등, 지금까지 추구하
여 왔던 정책들을 단숨에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목표로
하는 국토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한다고 하는
국토계획 본래의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본 전문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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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이 높은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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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지방창생 현황

1.1 지역경제 현황
(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2020년 1월에 최초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감염증’이라 함) 감염

자가 확인된 이래 같은 해 3월 하순부터 감염자수가 급증하여 4월 7일에 7개 도
부현(都府県)에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2012년 법률 제31호)에
의한 긴급사태가 선언되었고, 4월 16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신규 감
염자수 감소에 따라 5월 25일에 긴급사태가 해제되었으나, 10월경부터 다시 증
가 추세로 돌아섰다. 11월 이후,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되어 의료 제공 체제가 위협
받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1월 7일에는 4개 도현(都県)에서
다시 긴급사태가 선언되었다. 3월 21일에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었으나 4월 5
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같은 법에 의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실시되었으며
4월 23일에는 또다시 4개 도부현에서 긴급사태가 선언되었다. 그 후 기간 및 구

역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계속하여 엄중한 상황에 있다.
(2) 산업 동향
① 서비스업 전반

이 기간 동안 지역 경제 또한 관광·운수, 음식 및 이벤트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제3차 산업 활동지수’1)(경제산업성에서는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F(전기·가스·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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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도업), G(정보통신업), H(운수업, 우편업), I(도매업, 소매업), J(금융업, 보험업), K(부동산업, 물
품임대업), L(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M(숙박업, 음식·서비스업), N(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
업), O(교육, 학습지원업(단 교육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 P(의료, 복지), Q(복합서비스사업), R(기타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의 13개 대분류를 대상으로 생산 활동을 지수화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은 2015년(즉 2015년=100)임. 옮긴이)에 따르면,

숙박, 음식 등을 포함하는 ‘광

의의 기호적(嗜好的) 개인 대상 서비스’(제3차 산업은 ‘광의의 대 개인 서비스’와 ‘광의의 대
사업체 서비스’로 크게 분류되는데, 전자는 다시 생활필수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변동이 상대
적으로 적은 ‘비선택적 서비스’와 선택성이 높아서 소득환경이나 경제정세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호
적 서비스’로 구분되고, 후자는 다시 제조업체와의 거래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제조업 의존형’과
‘비제조업 의존형’으로 구분된다. 옮긴이)는2020년 2월 100.6에서 같은 해 5월에는 66.6

으로 감소하여, 다른 서비스와 비교할 때 특히 그 낙폭이 컸으며 그 후의 회복 또
한 늦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오락업 등이 특히 큰 영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서비스 종류별 제3차 산업 활동지수 추이(2015년=100, 계절 조정치)

주) ‘제3차 산업 활동지수’의 업종별 지수(계절 조정치)에서 해당 서비스 종류를 발췌하여 작성함.
자료: 경제산업성. 「제3차 산업 활동지수」.

1) 본 장에 개제되어 있는 통계데이터는 2021년 6월 4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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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업종별 제3차 산업 활동지수 추이(2015년=100, 계절 조정치)

주) ‘제3차 산업 활동지수’의 업종별 지수(계절 조정치)에서 해당 업종을 발췌하여 작성함.
자료: 경제산업성. 「제3차 산업 활동지수」.

② 관광업

숙박업을 포함한 관광업의 경우, 2014년 지방창생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
래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2) 지방창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감염증이 유행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축소되면서 2020년 3월
이후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가 2019년 같은 달 대비 90% 이상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국내 여행자수
또한 감소하였는데,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쳐서 2020년의 연 숙박객수는 전년 대
비 48.9%가 감소하였고, 객실 가동률은 전년 대비 28.1%p가 감소하였다. 양 지
표 모두 조사 개시 이래 최저를 기록3)하고 있어서, 감염증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정부관광국(JNTO). 「방일 외객(外客) 통계」.
3) 관광청. 「숙박여행 통계조사」 속보치(2021년 2월 26일 공표). 객실 가동률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당초에는 종사자수 10명 이상 숙박시설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도부터 조사 대상을
종사자수 10명 미만 숙박시설까지 확대하였는데, 확대 이후 최저 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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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와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 추이

주) 2021년 2월까지는 잠정치, 2021년 3월 이후는 추계치.
자료: 경제산업성. 「제3차 산업 활동지수」.

그림 4 전년 대비 연 숙박객수 증감률 추이

주) 2019년은 확정된 수치이나 2020년은 속보에 의한 수치임.
자료: 관광청. 「숙박여행 통계조사」.

③ 농림수산업

관광과 더불어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도, 앞에서 본 것처럼
관광업과 음식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바운드 수요와 외식 수요의 감
소 등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한편 농림수산물·식품4)의 수출액은 8년 연속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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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1%(96억 엔)가 증가한 9,217억 엔을 기록함으로써5)
해외의 활력을 지방창생에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지역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림 5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자료: 재무성의 「무역통계」 등을 토대로 농림수산성 작성. 소액화물은 「무역통계」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별도로 금액 조사를 실시함.

④ 광공업

광공업의 경우는 해외 경제에서의 대폭적 수요 감소와 서플라이 체인의 단절
로 인한 공급 제약을 배경으로 지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
으나, 대체로 이를 극복하여 2021년 1월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광공업생산지수
가 100을 넘고 있다.

4) 농림수산물·식품에는 ‘농산물(가공식품, 축산품, 곡물 등, 야채·과일 등, 기타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조제품 제외)’, ‘수산조제품’이 포함된다.
5) 2020년부터 소액화물 등(소액화물 및 목제가구)이 포함된 수출액을 공표하고 있는데, 소액화물 등을
포함한 수출액은 9,860억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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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별 광공업생산지수 추이(2015년=100, 계절 조정치)

주) 개제된 수치 중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고쿠, 시코쿠, 규슈의 2021년 3월 수치는 속보에 따름.
자료: 지역별 경제산업국과 오키나와현의 「광공업지수」를 토대로 작성함.

(3) 고용 동향
이러한 가운데 유효구인배율(기업의 구인 건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비율. 옮긴이)을 살펴
보면 감염증의 영향이 큰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
는 취업자의 구성비가 높은 ‘남간토’, ‘오키나와’ 등에서 특히 그 저하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감염증이 확대되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4월에는 유효구인배율이 1.09배로 나타나고 있다6). 2020년 12
월에는 1.05배였기 때문에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 1월 이
후의 긴급사태 선언 이후 감염증 이환(罹患)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미루
는 움직임도 있어서 그 때문에 수치가 올라갔을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완전실업률(노동력인구(근로의욕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 중 완전실업자(일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자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옮긴이)

은 2020년 10월에 3.1%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여 2021년 4월에는
2.8%로 나타났다7). 단 4월에 완전실업자수 증가에 따라 완전실업률이 상승하고

6) 후생노동성. 「직업 안정 업무통계」(2021년 5월 28일 공표)
7) 총무성. 「노동력조사」(2021년 5월 28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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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계속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고용 정세에는 엄중함이 보이고 있고, 유효구인배율이 1
배를 밑도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감염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하
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지역별 유효구인배율(취업지별, 계절 조정치)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의 「직업 안정 업무통계」를 토대로 작성함.

(4) 체감 경기
경기왓쳐조사8)(내각부에서 수행하는 경기 현황 및 전망 조사. 옮긴이)에 따르면 경기 현
상 판단 DI(Diffusion Index의 약어로서 경기동향지수 또는 경기확산지수로 번역됨. 옮긴이)는
감염증의 영향으로 2020년 2월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3월부터 5월에 걸
쳐서는 리먼 쇼크(2008년 9월, 미국의 유력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 홀딩스의 파산을 계기로
진행된 세계적 금융위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 부름. 옮긴이)

때(2008

년 12월에 전국 경기 현상 판단 DI는 19.2를 기록)를 하회하는 수준으로까지 저
하하였다. 그 후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021년 3월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
고는 경기 현상 판단 DI가 50 근방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4월에 다시 저하되고 있
8) 가계 동향, 기업 동향, 고용 등 대표적인 경제활동 항목의 동향을 민감하게 관찰 가능한 업종을 대상
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종 중에서 선정된 2,050명을 조사 객체로 하여 실시함. DI의 수치는
경기 현상에 대한 5단계 판단을 기준으로, 좋다는 판단으로부터 각각 1점, 0.75점, 0.5점, 0.25점,
0점의 점수를 부여한 다음 이에 각 응답 구분의 구성비(%)를 곱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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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엄중함이 남아 있는 가운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지역별 경기 현상 판단 DI(계절 조정치) 추이

자료: 내각부의 「경기왓쳐조사」를 토대로 작성함.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염증의 확대는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
며, 많은 지역들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의 회복을 포함하여
지방창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염 확대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다음
장 이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1.2 인구 상황
(1)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현황
일본의 저출산 진행과 인구감소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출생아수의 감소
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2005년에 100만 6천 명이었던 연간 출생아수가 2020년
에는 84만 1천 명으로 감소하여 과거 최소를 기록하였다9). 합계출산율은 2005
년에 1.26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1.45까지

9) 후생노동성. 「2020 인구동태통계 월보 연계(年計)(추정치)」(2021년 6월 4일 공표)

50

제2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

회복하였으나, 그 후 다시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20년에는 전년(2019년)
대비 0.02p 저하한 1.34가 되었다.
출생아수의 감소와 사망자수의 증가를 배경으로 일본의 인구는 2008년을 정
점으로 하여 감소 국면에 들어와 있다. 2020년 10월 1일 현재의 총인구10)는 1억
2,570만 8천 명으로서 전년(2019년) 대비 45만 9천 명이 감소하였는데, 10년 연

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3,619만 1천 명으로서, 총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8.8%이다.
그림 9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동향

자료: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를 토대로 작성함.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5년
부터 2020년까지의 5년 간 7,728만 명(2015년 10월 1일 기준)에서 7,449만 명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279만 명이 감소하였다.

10) 총무성. 「인구추계 2021년 3월보」(2021년 3월 22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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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령별 인구수 및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자료: 2015년까지는 총무성의 「국세조사」, 2020년은 총무성의 「인구추계 2021년(레이와 3년) 3월보」(2021
년 3월 22일 공표)를 토대로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에서 집계함(연령 미상은 안분).

(2) 도쿄권 전출입 현황
도쿄권으로의 순유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2020년의 순유입인구수는
약 9만 8천 명으로서 전년(2019년)의 약 14만 6천 명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도쿄권 순유입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서, 15~19세(약 2

만 1천 명)와 20~29세(약 9만 2천 명)11)가 순유입인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림 11 연령계급별 도쿄권 순유입인구수 추이

자료: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일본인 이동자).

11)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 2020년 결과」(2021년 1월 29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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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권 순유입인구수를 남녀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남성이 약 4만 2천 명,
여성이 약 5만 6천 명으로서, 최근에는 여성 순유입인구수가 남성을 상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남녀별 도쿄권 순유입인구수 추이

자료: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일본인 이동자).

(3) 도쿄권과 도쿄도의 최근 전출입 상황
순유입인구수의 월별 상황을 살펴보면, 감염증의 확대에 따라 긴급사태가 선
언된 2020년 4월 이후에 도쿄권, 도쿄도 다 같이 순유입인구수가 전년(2019년)
같은 달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도쿄도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까지의 8개월 간 연속하여 오히려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였다. 2021년 3월과 4월
은 도쿄권, 도쿄도 다 같이 전입이 전출을 초과하고 있으나, 긴급사태가 선언되기
전인 2020년 3월 및 4월과 비교하면 순유입인구수는 각각 크게 감소하고 있다.
순유입인구수를 연도별로 보면 도쿄권에서는 2019년(약 14만 7천 명)에서 2020
년(약 7만 7천 명)에 걸쳐서 거의 50%가 감소하였고, 도쿄도에서는 2019년(약 8
만 8천 명)에서 2020년(약 1만 5천 명)에 걸쳐서 약 80%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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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쿄권의 월별 순유입인구수

자료: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일본인 이동자).

그림 14 도쿄도의 월별 순유입인구수

자료: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일본인 이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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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정책 방향

2019년 12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이

하 제2기 ‘총합전략’이라 함)에서는 미래에 이르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과
‘도쿄권으로의 일극집중’ 시정을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2020년을

첫째 연도로 하는 향후 5개년 시책의 방향성으로서 4가지 기본목표와 2가지 범
분야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다음 해인 2020년 초봄부터 감염증이 확대되면서 지방창생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영향들이 초래됨에 따라, 이들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
창생 시책의 방향성을 추가하여 제2기 ‘총합전략’을 개정하였다(2020년 12월 21
일 각의 결정. 이하 ‘제2기 총합전략(2020 개정판)’이라 함). 여기에서는 감염증의
확대를 반영하여 지방창생의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감염증의 영향을 반영한 지방창생의 향후 방향성(개요)】
감염증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산업의 쇠퇴, 재정난 등 지방이
안고 있던 지금까지의 과제에 감염증에 따른 새로운 과제가 추가되면서 지방이
대처하여야 할 과제들이 보다 복합적인 것으로 되었다.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
았고 산업 기반은 위협받고 있으며, 기업 활동과 이벤트의 자숙·축소 등으로 지역
내 및 지역 외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가 감소하면서 교류인구 또한 크게 줄어들었
다. 지방창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의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역에
서 관련 시책들을 충분하게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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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확대로 도쿄권 등으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
면서 지방으로의 이주와 지방 취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텔레
워크가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인지되고 있는 등, 지방으로의 인구 및
일자리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3밀’(밀폐, 밀집, 밀접)의 회피 및 검사체제의 충실화와 함
께 광역적인 의료 연계와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감염증이 확대되
지 않는 지역 만들기’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를 다시
활성화시켜 지방창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지방창생 대책에 대한 착
실한 추진에 더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방향성하에서 새로운 지방창생 대책을
추진해 나감이 중요하다.
① 감염증에 따른 의식 및 행동 변화를 반영한 인구·일자리 이동 창출

감염증을 계기로 고조되기 시작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인구·일자리의 거
대한 지방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 매력 제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지역
만들기 추진, 그리고 그 지역의 매력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각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자주적·주체적 시책 추진

감염증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처해 있는 상황에 차이가 있음이 보다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각 지역은 지역의 장래를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특
색과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최적의 시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접 지역과의 적극적 연계 추진을 통하여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약점은 서로 보완
하고, 강점은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로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각 지역의 자주적·주체적 지방창생 시책 추
진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만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인재, 재정,
정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지원해 나간다.
제2기 총합전략(2020 개정판)이 수립된 후에도 감염증의 확대는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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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언제 수습될지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이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위에서 제시
한 지방창생의 방향성에 입각하여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1 감염증의 영향에서 회복하기 위한 긴급 대응(지방창생임시교부금에 의한
대책)
감염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창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감염증
이 확대되지 않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여 지역에서의 감염증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에서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대책’(2020년 4월 7
일 각의 결정)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이
하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이라 함)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그 후 지방창생임시교부금으로서 2020년 중에 총액 4.5조 엔(제1차 추가경정
예산 1조 엔, 제2차 추가경정예산 2조 엔, 제3차 추가경정예산 1.5조 엔)이 계상
되어 지역에서의 감염증 대응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본 교부금은 감염증 확대 방
지와 더불어 감염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지원을 통하여
지방창생을 도모한다는 목표하에, 지자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창설된 교부금인 만큼, 본 교부금 창설의 취지에
입각하여 국가 시책으로는 충분하게 커버될 수 없는 시책 부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2).

12)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분과회’ 등에서 식사 장소가 감염 확대 방지의 급소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됨에 따라 2020년 11월에 이를 위한 예산 몫으로 ‘협력 요청 추진 분(枠)’을 창설하고
2020년 말까지 주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약 3.6조 엔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시
간 단축 요청 등을 실시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분’으로서 2021년 4
월에는 새롭게 예비비를 활용하여 0.5조 엔을 추가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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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창생임시교부금을 활용한 시책 추진 상황】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은 2020년 말까지 총 3조 1,322억 엔13)의 교부가 결정되
었다. 그 활용 유형은 주로 ①감염 확대 방지, 의료제공체제 정비 등, ②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③경제활동 회복 등, ④강인한 경제구조 구축 등이다. 각 유형별로
추진된 주요 조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과 관련하여서는, 발열 외래 정비, PCR 검사 실시, 재해 발생 시 마스크 등

대피소에서의 감염 방지를 위한 비품 구입,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홍보 등의 조
치들이 실시되고 있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지속화 급부금(감염증 확대로 인하여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
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옮긴이),

임대료 지원 급부금(감염증 확

대로 매출이 감소된 사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옮긴이) 등과

같은 국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시책들을 보완하는 사업,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 또는 고용 유지 대책, 대중교통기관에 대한 지원, 기금을
활용한 융자 등에 있어서의 이자 보전이나 보증금 보조 등의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
③ 및 ④와 관련하여서는, 온라인교육 도입 지원,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 무

현금 결재 추진 등 새로운 생활 스타일의 확립과 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많은 정보들을 송수신할 수 있는 태
블릿PC 단말기를 구역 내 전 가구에 비치하여 재해정보나 지역정보를 주민들에
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조치, 전자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지역 내 소비를 환기하
는 동시에 무현금 결재 이용을 촉진하고 마이나포인트(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
하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카드를 만들 때나 일정 용도에 사용할 때에 국가가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옮긴이)

취득을 추진하는 조치 등도 실시되고 있다.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시책】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토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13) ‘협력 요청 추진 분(枠)’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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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지역의 사회·경제구조 그 자체를 미래의 감염증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인한
구조로 개혁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조치들이 기대되는
정책분야들을 ‘지역미래구상 20’으로서 예시하고, 각 정책분야(행정의 IT화,
Living Shift(도시와 지역의 좋은 점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스타일로의 변화를 의미함. 옮긴
이), Heartful(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함. 옮긴이) 등)에서 관련 사업

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연계 가능한 사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
폼인 ‘지역미래구상 20 오픈 랩’을 구축하여 민·관에서의 매칭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혜는 현장에 있다’라는 신념하에서, 지자체가 지혜와 창의를 다하여 추
진하고 있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활용 사업의 우수 사례들을 수록한 포털사이트
‘지방창생도감’을 구축하여 지역에서의 사업 검토를 정보 면에서 지원하고, 우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향후의 방향성】
1년 이상에 걸친 감염증의 영향으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고 있는 지역들뿐 아니라, 관광객 감소 등의 사회·경제활동 정체로 지역경
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도에 계상된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은
상당 부분이 2021년도로 이월되어 감염증 방지대책과 의료제공체제 정비, 사업
계속, 고용 유지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시책들을 보완하는 조치들
이나 국가의 시책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역 독자적인 조치 등에
계속하여 유효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각 지자체들은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을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들이,
경제대책과의 관계에서 볼 때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
는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을 통한 긴급 대응이 끝
난 후에도 각 지역에서 감염증의 영향을 반영한 지방창생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지방창생도감’과 ‘지역미래구상 20 오픈 랩’ 등을 통하여 정보, 인재, 지식 등
의 측면에서 계속하여 지자체를 지원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창생
도감’에서는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활용 사업들 중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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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계속하여 추가해 나가는 동시에,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
한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좋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미래구상 20 오픈 랩’에서는 지역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
는 과정에서는 상담 상대방을, 실행 과정에서는 연계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장소
를 제공하고,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역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장소를 제공
함으로써 지자체를 지원해 나간다.
나아가 지역에서의 조치들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효과가
계속 발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활용 사업의 성과를 살
리면서 종래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으로 프로페셔널 인재를 포
함하여 인재에 대한 적극적 투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새로운 사회
적 사업 주체 육성 등 새로운 대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조치들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자들이 업종의 벽을 넘어서 서로 연계하고, 지역 상사(商社), 관광지역 만들기 법
인(DMO), 작은 거점에서 활동하는 지역운영조직 등 사회적 사업 주체의 활동 환
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이들 주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향성에 입각하여 관·민의 모든 리소스를 활용하여 관계부
처와 연계하면서 각 지역의 지방창생 대책을 계속하여 지원해 나간다.

2.2 지방창생의 3가지 관점
감염증의 영향을 반영한 향후 지방창생의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각 지역이 지
역의 장래를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의 특색과 상황을 토대로 자주적·주
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식·행동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구 및 일자리의 이동 흐름을 창출하여 방문하고 싶고,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매력 있는 지역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의 지방창생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등을 활용한, 감염증

60

제2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

의 영향에서 회복하기 위한 긴급 대응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으로 감염증의 영향
을 반영한 향후 지방창생의 바람직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제2기 총합전략(2020
개정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체계에 입각하여 지방의 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한 원칙하에서 일본의 경제·사회
가 지향하는 큰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이하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창생 시
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기본 인식】
제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감염증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감염증 확대가 계속되면서 지방으로의 이주
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으며 인구 이동의 흐름에 변화의 징조가 보이는 등 국
민들의 의식·행동에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더욱 큰 흐름으로 만들어 도
쿄권 일극집중의 시정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사람들
과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재를 완
전하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계인구와 같이 반드시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
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지역 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여성이 능
력을 발휘하면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 STEAM 인재를 비롯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것 등, ‘사람의 힘’(휴먼)을 통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그리고 때마침 일본의 행정·경제 시스템 전체가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하 ‘DX’
라 함)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어서, 앞으로 디지털청의 설치를 비롯하여 중앙·지
방에서 관련 시책들이 급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도 이미 무현금 결재,
온라인 진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그 대응이 시작되고 있으나, DX 추진은
농림수산업, 관광과 같은 지방의 주요 산업 및 중소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가
능하게 하고 교육·의료·복지 등 주민생활의 편리성·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역의 매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 수단인 만큼 지방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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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탈탄소사회14)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
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관·민을 아우르는 시책
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의 변혁을 가져오
게 되고, 향후의 거대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방에는 태양광, 수력, 풍
력, 바이오매스 등 풍부한 지역에너지 자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탈탄소에 공헌함과 아울러 지방에 관련 산업을 창출
하여 지역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탈탄소화의 흐름을 지방창생에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후 DX와 탈탄소화를 기축으로 하는 세계적 조류 속
에서 일본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는
지방창생의 현장인 지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산업과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향후의 새로운 지방창생 전개에 있어서는 특히
‘휴먼’, ‘디지털’, ‘그린’과 관련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들은 모두 지방의 매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지방창생의 큰 목적에 기여하는
것들로서, 상호 밀접한 관련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휴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디지털’, ‘그린’에 관한 지식도 겸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디지털’, ‘그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의 매력 향상과 이에 공명하는 지역 외 인재의 유
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지방창생 추진의 기본적 틀 내에서 새롭게 3가지 관점에 초점
을 맞추면서 정부가 하나가 되어 관련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14)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54호)에 의하여 개
정된 후의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탈탄소사회’를 “인간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작용의 보전 및 강화를 통하여 흡수되는 온실가스 흡수량 간에 균형
이 유지되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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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휴먼: 지방으로의 인구이동 흐름 창출 및 인재 지원에 착목한 시책
【지방으로의 인구이동 흐름 및 이에 대한 관심 현황】
제1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감염증 확대 이후 인구이동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21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한 ‘제3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하에서의 생활의식·행동변화에 관한 조사’(내각부)에 따르면 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텔레워크 실시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도쿄 23구
의 실시율은 53.5%로서 전국의 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쿄권 거주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도쿄 23구에 거주
하는 20대 중에서 약 반수가 지방 이주에 관심을 표하고 있어서 젊은 세대에서 특
히 지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 조사에 따르면 지방 이주를 희망하
는 사람들이 지방 이주에 관심을 가지데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텔레워크를 통하여
지방에서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림 15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도쿄권 거주자)

자료: 내각부. 「제3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하에서의 생활의식·행동 변화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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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는 이유(도쿄권 거주자로서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는 자)

자료: 내각부. 「제3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하에서의 생활의식·행동 변화에 관한 조사」.

【인구이동 흐름의 창출 및 인재 지원 시책의 필요성】
지방창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
여 지방 이주의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도쿄권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이주가 촉진되
게 하여 지방으로의 강력한 인구이동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술한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주 후에도 일자리와 수
입이 확보될 수 있는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에서
도 도쿄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주의 최대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감염증 확대의 영향으로 도쿄 23구에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텔레워
크를 경험하면서, 지방 이주나 부업·겸업, 워크라이프밸런스(work-life balance)
의 충실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의식·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선택적 주 4일 근무제 등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하면, 도시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텔레워크를 통하여 지방에 있으면서
도 도시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면 지방 이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전직(轉職) 없는 이주’라고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무방식을 실
현함으로써, 지방의 새틀라이트 오피스 근무 등과 같이 지방창생에 기여하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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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워크(이하 ‘지방창생 텔레워크’라 함) 추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
쿄권으로 순유입하고 있는 젊은 층들의 지방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도 필요
하다.
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지방의 입장
을 보면,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경제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다고 하는
기존의 과제에 감염증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지역들이 지역의 힘만으로는 갖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 봉
착해 있어서, 도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으로부터의 지식과 노하우 이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도시에 있는 인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지방이야말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발상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프런티어이다. 지역 내 인재는 물
론, 지역 외의 인재들도 지역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활용함으
로써 지역 과제 해결과 매력 향상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지방창생 텔레워크를 비롯한 인구이동 흐름 창출과 인
재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이 불가결하다.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성】
① 지방창생 텔레워크의 추진

지방창생 텔레워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 기업, 직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지방창생 텔레워크 추진에 필요
한 정보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창생 텔레워크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 지자체에 대
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의 확인, 기업과의 매칭 등 구체적인 상황 별로 개
별 상담에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사내의 제도 정비에 대한 어
드바이스, 이전 장소에 대한 상담 대응 등이 유효하다.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이
주 상담 창구와의 연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 내·외의 이해 촉진 및 지방창생 텔레워크를 추진하는 기업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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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신의 지방창생 텔레워크 추진 상황을 스스로 내외에
PR할 수 있게 하는 자기선언제도를 창설하여, 지방창생 텔레워크에 적극적인 기

업들이 알려질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성과가 우수한 추진사례에 대한 표창제도를
둠으로써, 해당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한다.
감염증을 계기로 지방의 매력이 재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 창설된 ‘지
방창생 텔레워크 교부금’을 활용한 지자체와 민간의 새틀라이트 오피스, 셰어 오
피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정비가 전국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지
역에서 텔레워크가 가능하게 되어 도시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나간다. 이를 위하여 새틀라이트 오피스 등에 의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직원 이주를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수를 2024년 말까지 1,000개 달
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이와 더불어 정비된 시설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자체,
지역 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전개를 후원한다.
②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지방에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을 만들어 낸다는
관점에서 ‘지방거점 강화 세제’(도쿄 23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사 또는 본사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연구소를 건설하여 연구개발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에 건물 등의 취득
및 증가 고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옮긴이) 등의 관련 시책을 통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계속 지원한다. 특히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정부 관련 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 기관 이전 기본방침’(2016
년 3월 22일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결정. 이하 ‘이전기본방침’이라 함) 등에
근거하여 계속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한다.
③ 지역을 위하여 일하는 인재에 대한 지원 충실화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역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니즈에

66

제2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외로부터 지식·노하우를 가진 인재
를 유치하는 등, 관민 간 인재 순환 등을 통하여 사람과 지식의 흐름을 창출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에 대한 인재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나간
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창생 인재 지원제도’(의욕과 능력 있는 국가공무원,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을 지방창생에 열심인 시정촌의 장의 보좌역으로 파견하는 제도로서, 2015년에 도입
되어 운용 중임. 옮긴이)를 통하여 국가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자체

에 파견하는 한편으로 2020년 10월에 창설된 ‘기업판 고향납세(인재파견형)’(‘기
업판 고향납세’는 기업이 지자체의 지방창생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
의 일부(기부액의 최대 90%까지)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기업판 고향납세(인재파견형)’은 기업판 고
향납세를 하는 기업이 기부금에 더하여 기부금 활용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회사의 인재를 지자체에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상당액의 약 90%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각각 말함. 옮긴이)을

통한 기업 인재의 지자체 파견, 농촌지역 현장에서의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활
동의 코디네이터 등을 수행하는 ‘지역만들기 인재’의 육성 등, 지역의 인재 대책
을 지원한다. ‘지역살리기협력대’(도시에서 과소지역 등의 조건불리지역으로 주민등록 및 생
활거점을 이전한 자들 중에서 지자체가 대원을 위촉하는데, 대원의 임기는 대체로 1~3년이고 지역브
랜드나 지역특산품의 개발·판매·홍보 활동, 농림수산업 종사 또는 주민생활 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
을 수행함. 대원에게는 일정한 보상비와 활동 경비가 지급되며, 총무성은 특별교부세를 통하여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고 있음. 옮긴이)에 대해서도 ‘지역살리기협력대 인턴’(조건불리지역으
로 이주하지 않은 채 2주일~3개월의 단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지역살리기협력대가 수행하는 지역협
력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제도. 옮긴이) 등을 통하여 응모자의 층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활

용하는 등 제도를 더욱 충실하게 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인재사업’(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기업
에 필요한 인재(프로페셔널 인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내각부 소관 사업임. 옮긴이)을

통하여

경영전략의 책정 지원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페셔널 인재와의 매칭을 지원
한다. 이와 아울러 ‘선도적 인재 매칭사업’(2019년에 수립된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에 근거하여 도입된 새로운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역금융기관이 지역기업의
인재 수요를 조사·분석한 다음 직업 소개 사업자와 연계하여 경영인재를 알선해 주는 사업을 말함. 옮
긴이)을 통하여 지역금융기관 등이 수행하는 지역기업에 대한 ‘하이 레벨 인재’ 매

칭을 계속하여 지원한다. 나아가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가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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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재 리스트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여 대기업에서 지역기업으로의 인재
이동 흐름을 창출한다.
④ 육아 세대의 이주 추진 강화

지방으로의 이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방에서 텔레워크나 관계인구적 활동
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육아가
이주를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동반하고 지
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대한 중점적 지원을 통하여, 향후의 지역사회를 책임지
게 될 육아 세대의 지방 이주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한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육
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저출산사회 대책 대강’(2020년 5월 29일
각의 결정) 등에 입각하여, 저출산대책과 여성 활약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결혼·
출산·육아하기 쉬운 환경 정비 대책을 추진한다.
지방으로의 이주는 전술한 지방창생 텔레워크나 지방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취농, 지역살리기협력대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보틀넥(bottleneck)을 해소해 나간다. 나아가 이주 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유치 체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인재를 활용한 지자체의 이주 유치
체제 강화를 후원한다.
⑤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추진 강화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역과 인연(관계)을 유지
하고 있는 인재들에 대하여, 지역의 과제 해결이나 매력 향상에 대한 기여뿐 아니
라 지방으로의 이주도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관계인구의 내방이 많은 지역들일
수록 3대 도시권에서의 이주도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지역 외 인재의
유치 환경이 그만큼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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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구 만 명당 관계인구(방문계) 인구수와 3대 도시권으로부터의 전입 초과 횟수

주: 1) 3대 도시권 내 시구정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총무성의 「2015년 국세조사」를 활용하여 인구 만 명당 관계인구(방문계)를 집계함.
3) ‘관계인구(방문계)’: 일상생활권, 통근권, 업무 상 지사·영업소 방문 등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지역과
정기적·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방문하고 있는 인구(단순한 귀성 등과 같이 지연·혈연에 의한 방
문자는 제외됨).
4) ‘전입 초과 횟수’: 총무성의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를 활용하여 동일 시구정촌의 1년 간 전출자
수와 전입자수를 비교하였을 때 전입 초과가 된 해를 1회로 함.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 간을
집계하고 있으므로, 최대 8회까지 가능.
자료: 국토교통성.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앙케트」(방문지역수 베이스, 2020년 9월 실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감염증의 영향도 고려하면서,
현의 경계를 넘지 않더라도 근린지역 내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내 관계인
구를 창출·확대하는 시책, 농지의 황폐와 농업노동력 부족 등 지역이 안고 있는 과
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작은 거점’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 등을 추진한
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을 타깃으로 한 대책 등을 추진하는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관·민 연계 협의회 ‘가카와리 라보’(내각부에서 운영하는 ‘관계인
구 창출·확대 관·민 연계 전국협의회’의 별칭으로 가카와리는 관계라는 의미의 일본어이고, 라보는
Laboratory의 일본식 약어이다. 2020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관계인구 창출·확대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전국의 중간지원조직, 민간사업자, 지자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옮긴이)의 추진을

더욱 촉진하여 나가는 것도 유효하다. 중산간지역을 비롯한 농촌지역에서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농·농촌체험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공감하는 사람들
을 증가시키는 등, ‘농적(農的) 관계인구’를 확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킴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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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고향 또는 신세진 적이 있는 지자체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개인과 지역 간 연계 강화와 인연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는 ‘고향 납세’(일종의 기부
금으로서 특정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고향 납세를 하면 2천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와 개인주민세 전액을 공제(일정한 상한 있음)해 주는 제도이다. 옮긴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그 적극적 활용을 도모한다.
⑥ 매력 있는 지방대학 창출

지방대학 진학, 지방기업 취직의 흐름을 더욱 촉진하여 젊은이들이 지방에 정
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배움의 장소를 만들어 지역의 대표산업
진흥과 그에 종사할 실천적인 전문인재의 육성, 그리고 지역에서의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과 문부과학성의 연계
하에 ‘지방창생에 기여하는 매력 있는 지방대학 실현을 위한 검토회의 보고
서’(2020년 12월 22일 발표) 등에 입각하여 지자체·산업계의 과제와 니즈에 대
응한 특색 있는 대책, 조직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 지방 국립대학 중
한정적·특례적 정원 증가의 대상 대학 선정 등을 계속 추진한다.
또한 산·학·관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연구개발 및 전문 인재 육성
을 수행하는 우수한 지자체 시책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지역산업창생교부금 등을
통한 중점적 지원을 계속하는 동시에 착실한 진척이 인정되고 가속적 성과가 기대
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2017년
에 수립된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2017 개정판)’에서 제시된 지방창생 전략으로서, 일본 전
국 및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지방대학 만들기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과 젊은이의
지방 정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동 전략에 근거하여 2018년에 ‘지역에서의 대학 진
흥 및 청년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청년 수학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옮긴이)를 추

진·가속화하는 이외에 도쿄권 대학의 지방 새틀라이트 캠퍼스 설치를 추진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매력 있는 지방대학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지역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장학금 반환 지원(졸업 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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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취업을 요건으로 학생들에게 무이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반환 금액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
는 제도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분을 특별교부세로 보전해 줌. 옮긴이)을 추진함으로써 지방

으로의 인구이동 흐름을 만들어 낸다.
Ⅱ. 디지털:지역 과제 해결 및 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방의 디지털 전환
추진 시책
【지역의 DX 추진 현황】
대부분의 지역들은 교통약자 증가, 의료·수발 서비스 인력 부족, 지역 소매 및
생활 관련 서비스 쇠퇴, 인프라 유지·관리 부담 증가 등, 지방창생을 위하여 해결
하여야 할 갖가지 사회적 과제가 산적하여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으나, 지역의 DX는 대체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번 감
염증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더욱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부각
되고 있다.
지방창생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DX 추진에 있어서 지방창생의 주요 추진 주
체인 지자체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각관방 마
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이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
자체가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지역과제의 해결·개선을 위하
여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약 400개 단체(조
사에 응답한 단체의 약 36%)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가운데서도 디지털 기술이 실제 장착되
어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는 84개 단체(약 21%)에 그치고 있
어서 디지털 기술 활용 대책은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활용
과 관련된 대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지자체는 80개 단체(조사 응
답 단체의 약 8%)에 불과하며, 응답한 지자체의 거의 대부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과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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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과제 해결·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현황

자료: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미래 기술을 활용한 지역과제 해결·개선 대책 등에 관한 조
사결과 개요(2020년도)」.

【지역 DX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의 디지털화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행정기능 및 서비스가 효율화·고도화
됨으로써, 교통 접근성과 같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요인과 무관하게 어떤 지역에
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oT화와 기업 개혁의 진전을 견
인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상품·신서비스에 의한 수요 창출 발현 시기를 앞
당김으로써,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시산 결과도 있다.
그림 19 IoT화에 따른 실질 GDP 증가 효과(추계)

자료: 총무성. 「정보통신백서(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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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DX는 단순하게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성·편리성을 향상시켜 경제적 가
치를 증가시키는 것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지식과 노하우
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 지역으로 이를 파급시키
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지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 사이트가 구축되면
서 지금까지 상호 연계 없이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을 초월
하여 온라인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공통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하여 같이 노력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툴인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이하
‘RESAS’라 함)(산업구조와 인구동태 등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집약하여 시각화한 시스템으
로서, 지자체의 각종 계획 수립을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함. 옮긴이) 활용으로 지역경제

에 관한 관·민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됨에 따라 지역에서 경영
전략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지역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나 정책 환경을 쉽게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20년 6월부터는 감염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실시간에 가까운 형식으로 시각화하는 V-RESAS가 운용을 개시함에 따라 감
염증의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하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속도감 있는
대책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성】
① 5G 등의 정보통신 기반 조기 정비
5G는 지역 발전에 불가결한 21세기의 기간인프라로서, 전국적으로 신속한 전

개가 극히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5G 기지국과 이를 지원하는 광섬유 등의 ICT
인프라에 대하여, 특히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방과 도시
간 격차 없이 그 정비를 가속화하는 한편으로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로컬 5G(통신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균일한 5G 통신서비스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지역·산업의 니즈에 대
응하여 지역의 기업이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한 5G 네트워크를 말함. 옮긴이)

의 보급·

전개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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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지털 분야의 인재 지원

정보통신 관련 민간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DX에 대응 가능한 사원을 ‘디지털
전문 인재’(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개선하는 인재)를 찾고
있는 지자체에 파견한다. 이를 통하여 그 지식과 노하우의 지역 이전·정착 및 지
역의 인재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창생의 인재 기반을
정비한다.
③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Society 5.0 시대(일본에서 만든 용어로서 수렵사회(Society 1.0), 농경사회(Society 2.0), 공
업사회(Society 3.0), 정보사회(Society 4.0)의 다음에 오게 될 미래사회로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
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대를 의
미함. 옮긴이)의

‘새로운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최대의 데이터 홀더

인 지자체가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정비·공개하는 대책들이 모든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이들 지자체에 의한 데이터 활용 기반 유효 활용 사
례와 RESAS 및 V-RESAS 활용 사례를 수집·공개하고 우수 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여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 과제의 해결·개선으로 이어지게 한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정책 입안 워크숍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우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측면에서
의 지방창생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과 같은 대책을 통하여 지자체에서도 ‘오픈 데이터 바이 디자인’15)에 입각
한 서비스·업무 설계 및 운용으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④ 다양한 분야에서의 DX 추진으로 지역 과제 해결 및 지역 매력 향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장착되게 하여, 지
역 과제의 해결과 매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농림수산
업, GIGA 스쿨 구상16)(GIGA는 ‘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를 줄인 용어로

15) 오픈 데이터를 전제로 하여 공공 데이터의 정보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기획, 정비 및 운용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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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9년 12월에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사용됨. 옮긴이), 원격 의료, 자율

주행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등과 같이 과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분
야들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책들은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지원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시스템 만들기에 도전하는 지자체
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세계에서 최초로 미래
생활을 미리 실현하는 ‘전 분야 미래도시’(자율주행, 재생가능에너지 등과 같이 개별 분야
에 한정된 특구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커버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함. 옮긴이)를

목표로 하는

‘슈퍼시티’ 구상(내각부에서 제창한 구상으로, 생활 전반에 걸친 복수 분야의 첨단서비스 제공,
복수 분야 간 데이터 연계, 대담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2030년 무렵에 실현 가능한 미래 사회를 앞당
겨 실현한다는 것임. 이를 위하여 2022년 5월에 소위 ‘슈퍼시티법안’(기존의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성립됨. 옮긴이)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사업

을 집중 투자하는 등, 동 구상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Ⅲ. 그린: 지방이 견인하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관계 각료와 탈탄소대책을 추진 중인 지자

체의 장들로 구성된 ‘국가·지방 탈탄소 실현회의’가 2020년 12월에 설치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지역의 해당 대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대상으로 2050년 탈
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그 실현을 위한 시책들이 검토되었다.
2021년 6월 9일에 동 회의에서 결정된 ‘지역 탈탄소 로드맵’에서는

① 적어도 100개소 이상의 시범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등을 통하여
2030년까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범적 대책을 실행할 것

② 각 지역의 창의적 시도들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할 것
16) 모든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개별적으로 최적화된 학습과 협동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생도의 1인 1단말기 및 학교에 대한 고속 대용량 통신 네트워크 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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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들이 연계하여,
인재, 정보, 자금 등의 관점에서, 지역에서 추진되는 탈탄소 대책을 적극적, 계속
적,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
응하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대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
가도록 한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포텐셜은 전반적으로 도
시보다 지방이 더 높은 만큼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주력 전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 분야, 수송 분야 등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경제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서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 대책들이 추진되
고 있다.
그림 20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포텐셜(시정촌별)

자료: 환경성의 「2019년판 환경백서」를 일부 수정함.

【탈탄소화가 지방창생에서 갖는 의의】
지역 자원을 유효 활용하여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지방에서 탈탄소
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과제 해결로 연결되
는 이른바 ‘지방창생과 탈탄소의 선순환’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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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수행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지역에너지기
업17)을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함으로써, 에너지의 대가로 지
역 외로 유출되던 자금을 지역 내에서 순환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지
역 밀착형 주민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의 ‘지역 생산 지역 소비’(地産地消)를 통하여 자립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
해로 인하여 광역적인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역 내에 전력을 공급하여 방재
거점과 중심병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방재력 향상에도 기여
한다.
나아가 지역의 사회·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림수산업, 대중교통, 주택·
건축물 등의 개별 분야별로도 탈탄소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지속
성 확보와 지역의 매력 향상을 양립시킬 수 있다.
【지방창생을 위한 탈탄소화 시책의 방향성】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등의 탈탄소화 사업을 통한 지방창생 실현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의 파악, 사업 적지 선정, 지역 과제 해결로 연결되는 사업
계획 입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합의 형성, 진척 정도 확인 등의 프로세스를 지
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탈탄소와 관련된 기술이나 시스템
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술한 ‘지역 탈탄소화
로드맵’ 등에 따라서 인재, 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17) 지역에너지기업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의 판매뿐 아니라 공공시설과 지역교통
에 대한 전력 공급,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절약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
판매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새로운 주민서비스로서 고령자 안부 확인, 지역 식재를 활용한 레스토
랑 운영 등 지방창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1월 현재 59개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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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린 분야의 인재 지원

지자체의 니즈를 정성껏 반영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도입과 지역 활성화에 풍부
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재를 파견한다. 전문 인재의 파견을 통하여 그 지식과 노
하우의 지방 정착 및 파견 지역의 인재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탈탄소화를 지방창
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재 기반을 정비한다.
② 정보의 공유화와 지자체의 대책 추진 촉진

지자체, 기업, NPO 등의 관계자가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포텐셜을 발굴하여
사업 실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의 충실화와 그 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탈탄소화 대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위하여 지역의 탈탄소화 촉진 대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이와 아울러 지역별 탈탄소화 대책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공유를 추진하고 관·
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는
‘지방창생 SDGs 관·민 연계 플랫폼’(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국내 실시 촉진 및 지방
창생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내각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서, 2022년 4월 말 현재 회원수는 6,450
개 단체임. 옮긴이)

‘지역순환공생권 만들기 플랫폼’(‘지역순환공생권’이란 2018년에 수립된

‘제5차 환경기본계획’에서 주창된 개념으로서, 각 지역이 지역자원(자연, 물질, 인재, 자원)을 활용하

여 자립·분산형 사회를 형성하되 지역과 지역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보완·협력함으로써 지역
의 활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는 구상을 말하는데, 환경성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단체
들을 공모하고 그들과 연계하여 지역순환공생권 창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지역순환공생권 만들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옮긴이) 시책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관·민 연계에 의한 대책 추진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고자 할 때 관·민 연계에 의한 지역 재생가
능에너지 사업의 실시 및 운영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
용한 지역교통서비스, 바이오매스 발전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비료 생산, 전력
판매수익을 이용한 지역 식재료 활용 특산품 개발 등, 탈탄소화사업과 새로운 비
즈니스의 창출, 주민서비스 충실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관·민 협동 체제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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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탈탄소화의 추진에는 지역 외에서 이전해 온 기업들의 참여도 유효하
다. 이들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자체 등과 협동하여 대책을 추진한다면 지
방으로의 인구이동 흐름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역 관계자와의 협동 거
점이 될 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④ 지방창생 SDGs 등 추진
SDGs의 이념에 입각하여 지역의 탈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전체적 최

적화, 지역 과제 해결의 가속화 등을 통하여 지방창생 시책의 충실화 및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의 SDGs 미래도시(SDGs 달성을 위한 전략이나 사업
을 제안한 도시를 대상으로 내각부가 2018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 4년 간 총 124
개 도시가 선정됨. 옮긴이) 선정 시에는 탈탄소화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자세를 중시하

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 안고 있는 제반 과제를 범분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나 슈퍼시티 추진에 있어서도 탈탄소화의 관점을 도
입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⑤ 지역 사회·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탈탄소화 대책 추진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2021
년 5월 12일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본부’에서 결정)에 입각하여 2050년을 목표
연도로 농림수산업의 CO2 제로 에미션(zero-emission)화, 농산어촌의 재생가
능에너지 도입,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원예시설로의 완전 이행, 엘리트 트리
등 성장이 우수한 묘목 활용 등, 탈탄소화를 비롯한 환경부하 경감 대책을 추진한
다.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하여
CO2 배출이 적은 수송시스템 도입, MaaS 장착 등에 의한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택·건축물 분야에서는 저층주택뿐 아니라 비주택, 중
고층 건축물의 목재 이용을 추진한다. 이상과 같이, 지역의 탈탄소화와 지역의 산
업 진흥이 양립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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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방창생을 위한 국민적 논의 환기
감염증 확대를 계기로 일본이 큰 시대적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하는 인식
이 깊어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을 더 잘 일할 수
있고, 더 잘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때마침 텔레워크의
보급, DX의 가속화 등이 진행되면서 그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지방이 다양한 발
상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는 프론티어라는 인식을 각계각층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지방창생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층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의 의의와 매
력 등, 지방창생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고, 각계각층이 눈높이를 맞추어서 국민적
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창생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한다. 지방
창생을 한층 더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창생 텔레워크에 대한 기업 측의 관
여 등, 경제계의 적극적 관여가 특히 중요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간다.

2.4 부처 간 연계를 통한 범부처적 시책 추진
지방창생과 관련된 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으며 상호 관련되는 경우
도 많기 때문에, 특정 정책분야에만 착목한 대응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시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우선순위를 확인해 나가
면서 정책지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자세하에
서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사령탑으로 하여 관계부처가 다각적인 관점에
서 서로 연계하여 시책을 실행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하나가 되
어서 이하와 같은 지방창생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마을·사람·일자리창생회의는 지금까지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두고 마을·
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과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하
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의를 수행하여 왔으나 2020년 11월에 ①담당 대신
하에서 책임을 갖고 지방창생을 추진하여 나갈 것을 명확하게 하는 관점, ②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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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 시간을 담보하여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한다는 관
점에서, 마을·사람·일자리창생 담당 대신을 의장으로 두고 지방창생과 특히 관련
이 깊은 관계 대신과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형태로 재편하였다. 앞으로는 마
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과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지방창생을 둘러싼 구체적 테마에 대하여도 깊이 논의하는 장소로서, 정
부가 하나가 되어 정책 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논의를 진행하여 나간다.
나아가 개별 테마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개최된 ‘지방창생 텔레워크 추진을 위한 검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방창생 텔레워크를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DX와 관련하여서는 2020
년 10월에 ‘지역 Society 5.0 추진 연락회의’가 설치되어 미래 기술을 활용한 지
방창생 시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동시에 연계 체제 정비를 통하여 지역 과제의 해
결 및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지방으로의 이주
및 인재 지원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청 연락회의’가 설치되어 감염증에 따른 변화
가 적확하게 반영된 지방 이주 촉진 및 다양화, 복잡화하는 지역 과제 해결을 위
한 인재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계부처 간 연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지방창생을 강력하
게 전진시켜 나간다.

2.5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대책에 대한 국가 지원 등
(1)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대책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지방창생은, 인구감소와 도쿄권 일극집중이 야기하는 위기를 국가와 지자체
가 확실하게 공유한 위에서 미래에 이르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과 ‘도쿄
권 일극집중’의 시정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다.
각 지역이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그 지역의 강점과 매력을 활용한 대책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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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주체적으로 수행함이 중요하며, 그러한 대책을 정보, 인재, 재정 등 다양한 관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기본으로 한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도도
부현 마을·사람·일자리창생전략’ 또는 ‘시정촌 마을·사람·일자리창생전략’(이하,
이 둘을 합쳐서 ‘지방판 총합전략’이라 함)을 수립해 두고 있으며, 그에 입각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방창생 대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다18). 따라서 앞으로
도 계속하여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지역 과제 해결 및 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다
음의 재정 지원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
① 지방창생 관련 교부금

지방창생 관련 교부금에 대해서는, 제2기 총합전략(2020 개정판)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대책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재생법(2015년 법률 제24호)에 근거한 법정교부금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소
요액의 확보 및 필요한 수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자주적·주체적 사업 설계에 의한
대책 추진을 지원한다.
② 마을·사람·일자리창생사업(지방재정조치)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방재정계획 세출에 매년 1조 엔을 마을·사람·

일자리창생사업비로 계상한 바 있다. 2022년도 이후에도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
에 맞추어 자주적·주체적으로 지방창생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소요
액을 계상하도록 한다.
(2) 정책 간 연계 추진
마을·사람·일자리창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서는 지방창생 관련 정책 간의 연계 및 타 정책분야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18) 2021년 3월 31일 현재까지 일본 전국 1,788개 지자체 가운데 1,759개 지자체가 지방판 총합전
략을 개정하거나 연장하는 형태로 수립 완료하였으며, 남아 있는 29개 지자체도 곧 개정 등을 통하
여 지방판 총합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2021년 4월 1일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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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개혁과의 연계

지역·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방창생에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
실시계획’(2021년 6월 18일 각의 결정)에 입각한 농업 분야, 수산 분야 등에 대한
규제·제도개혁 조치, 경제·사회 전체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 등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이·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국가전략특구 등과의 연계

국가전략특구는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쉬운 환경 정비를 목표로 전국적
인 제안 모집을 통하여 속도감 있게 대담한 규제·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암반(巖盤) 규제의 개혁에 집중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특례조치가 활용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별다른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특구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국적 전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전국적
전개를 가속화한다. 또한 대담한 규제개혁, 복수 분야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하
여 미래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슈퍼시티’ 구상의 조기 실현을 도모한다.
총합특구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규제 특례조치, 재정·세제·금융 조치를 활용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특구제도에 의한 특례 조치 등을 활용한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창
의적 아이디어를 살린 지방창생을 추진한다.
③ 지방분권 개혁과의 연계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제안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지방의 제안이 최대한 실현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 개혁 시책과 연계함으로써 스스로
의 발상과 창의적 노력을 통하여 지자체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과의 연계
‘전(全)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개혁’(2019년 9월에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전 세대형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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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 개혁 검토회의’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노인뿐 아니라 어린
이, 육아 세대, 나아가 현역 세대까지 포함하여 연금, 노동, 의료, 수발, 저출산대책 등 전반에 걸쳐 지
속가능한 개혁방안이 제시됨. 옮긴이)에

입각하여 저출산대책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건강 만들기와 수발 예방 대책을 포함하여 지방의 의료 및 수발 개혁을 지
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⑤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 등에서의 지방창생 가속화
‘제2기 부흥·창생 기간 이후의 동일본대지진 부흥 기본방침’(2021년 3월 9일

각의 결정)(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제1기 부흥·창생 기간은 2016~2020년, 제2기 부흥·
창생 기간은 2021~2025년임. 옮긴이) 등에 입각하여 부흥 대책과 지방창생 시책의 연계

를 강화함으로써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지방창생을 가속화한다.
또한 관계부처들이 연계하여 국토 강인화(2013년에 제정된 ‘국토강인화기본법’에 근
거하여 추진되는 방재·감재(減災) 대책을 말함. 옮긴이)와

방재를 비롯한 안전·안심 대책과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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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돈 잘 버는 지역’으로 만들고, 지역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한다
(1)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생산성이 높고 ‘돈 잘 버는 지역’ 실현
① 지역 자원·산업을 활용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ⅰ. 지역기업의 생산성혁명 실현
【구체적 시책】
(a)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력 강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치된 ‘중
소기업 생산성혁명 추진사업(소위 ‘모노즈쿠리(물건을 뜻하는 일본어 ‘모노’와 만
들기를 뜻하는 일본어 ‘즈쿠리’가 합쳐진 말로서, 단순한 제조를 떠나서 일본 제조 관행의 기술
력, 노하우 및 정신까지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임. 옮긴이)

보조금’, ‘IT 도입 보조

금’ 및 ‘지속화 보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IT 도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
(경제산업성 상무(商務)정보정책국 상무·서비스그룹 서비스정책과, 중소기업청 경

영지원부 소규모기업진흥과 및 기술·경영혁신과)

 지역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소규모사업자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
자체의 실행 경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장
개척 및 지역의 커뮤니티 유지를 후원한다.
(중소기업청 경영지원부 소규모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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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역에서의 IoT 비즈니스 창출

 지역 산·학·관·금의 연계 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을 도
모하는 전국의 ‘지방판 IoT 추진 라보’(2021년 4월 말 현재 전국 105개 지
역)(지역의 IoT 프로젝트 창출을 위하여 경제산업성과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가 공동으로 2016년 6월부터 지자체, 공적 기관, 기업, 학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일정 수의 ‘지방판 IoT 추진 라보(IoT Acceleration Local Lab)’를 수시 모집하고 있
음. 옮긴이)의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는 신사업 창출을 지

원한다.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정보기술이용촉진과)

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
【구체적 시책】
(a) 잠재성장력이 있는 지역기업의 혁신

 ‘지역미래 견인기업’(지역경제의 중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
산업성에서 지역별로 ‘지역미래 견인기업’을 선정하고 보조금 우선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
고 있는데, 근거 법률은 2017년에 제정된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이며 2020년 10월 현재까지 전
국에서 4,743개 기업이 지정됨. 옮긴이) 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비즈

니스 모델 변혁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외 판로 확대, 연구개발, 생산성 향
상 대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기업고도화추진과)

 2021년의 ‘지역경제견인사업 촉진을 통한 지역 성장·발전 기반 강화에 관
한 법률’(2017년 법률 제40호)(약칭으로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이라 함. 옮긴이)

개

정19)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도상에 있는 기업군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기업고도화추진과)

19)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2021년 법률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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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

 반도체 관련, 전기자동차 관련 등과 같이 생산거점의 해외 집중도가 높은
업종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부품·소재의 국내 생산을 위한 건
물의 신증설 및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국내 서플라이 체인의 강인화를 추
진한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기업고도화추진과 및 지역산

업기반정비과)

ⅲ.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구체적 시책】
(a)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추진

 농업 생산 현장 강화를 위하여 경영감각을 갖춘 영농 주체 및 신규 취농자를
육성·확보한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지역에서의 철저한 논의를 거쳐서 ‘사람·농지 플랜’(2012년에 도입된 계획으로
서, 농업인들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역 농업의 미래상 설정 및 중심경영체로의 농지 집약
화 방침을 제시함. 옮긴이)의

실질화 대책을 추진하고, 실질화된 플랜의 실행을

통하여 영농 주체로의 농지 집적·집약화를 가속화한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경영정책 및 농지정책과)

 소유자 불명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기반 강화 촉진법’(1980년 법률 제
65호) 등에 입각하여 영농 주체에 의한 이용을 촉진한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농지정책과)

 토지개량 추진을 강화하여 논의 밭 전환, 농지 대구획화, 농지 범용화 등을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기능
강화 등 유역치수 대책, ‘방재 중점 농업용 저수지 관련 방재공사 등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년 법률 제56호)에 입각한 방재 중점 농업용 저수지
대책, 농업수리시설 등 강인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정비부 설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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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의 실증·분석 충실화, 새로운 농업지원서비스 육성·보급, 스마
트농업 실천 환경 정비 등의 시책 방향을 담은 ‘스마트농업 추진 종합 패키
지’(2021년 2월 개정)에 입각하여 필요한 시책을 검토하고, 스마트농업이
조속히 장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대신관방정책과 기술정책실)

 2021년에 개정20)된 ‘농림어업법인 등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
치법’(2012년 법률 제52호)에 입각하여 농림어업의 생산 현장 이외에도 수
출, 제조, 가공 등의 푸드 밸류체인(value chain) 관련 사업자 모두를 대상
으로 민간자금의 공급을 촉진하고, 농림어업 및 식품산업의 성장·발전을 도
모한다.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산업연계과)

 식품·농업과 관련된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 관계
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실행하는 비즈니스 창출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산업연계과)

 쌀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농업경영자들이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작물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 완전 활용’(식량자급률 향상
을 목표로 농림수산성에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생산 조정으로 더 이상 쌀
농사를 하지 않는 논을 이용하여 콩, 보리,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촉진함. 옮긴이)을 지원하

여 고수익 작물의 도입을 촉진하고, 쌀 정책 개혁의 정착을 도모한다.
(농림수산성 정책통괄관 농산기획과 및 곡물과)

 국산 보리·콩 수요에 대응하여 수익성·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관계자가 연계
하여 추진하는 작부 단지화, 신품종 및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 배수대책 추
진, 안정적 공급체제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정책과 기술정책실, 식료산업국 식품제조과, 생산국 총무과

생산추진실, 축산부 기술보급과 및 농업환경대책과, 경영국 경영정책과 및 농지정
책과, 농촌진흥국 정비부 설계과 및 농지자원과, 정책통괄관 경영안정대책실, 곡물
과 및 무역업무과,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국 연구기획과, 연구통괄관실)
20) ‘농업법인 등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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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시책 추진, 소득 확보와 기술 습득, 취농·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농림수산고등
학교·대학교 등에서의 스마트 농림수산업에 대응한 실천적 직업교육과 농
업교육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임야청 임정부 경영과, 삼림정비부 연구지도과,

수산청 어정부 기획과)

 지역에서 농림수산업에 관한 방침 책정 시에 여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리더가 될 수 있는 농림수산업 경영자 육성 및 여성 그룹 활동의 활성
화를 도모한다. 또한 여성 농업인이 능력을 발휘하여 활약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육아·수발 등의 부담 경감,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등을 통한
취업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임야청 임정부 경영과, 삼림정비부 연구지도과,

수산청 증식추진부 연구지도과)

 노동 안전 향상을 포함한 농림수산업 직장환경 개선 추진, 농업대학교 등에
서의 실천적 리커런트 교육 추진, 생활 측면도 포함한 취농 희망자 지역 유
치·서포트 체제 강화, 임업 신규 취업자 확보·정착화를 위한 취업 가이던스
(guidance) 및 트라이얼(trial) 고용(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염두에 두고 원칙적으로 3
개월 간 임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함. 옮긴이) 강화, 농림수산 분야와 복지 분야 간 연

계 등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도시농촌교류과, 임야청

임정부 경영과, 삼림정비부 연구지도과, 수산청 증식추진부 연구지도과)

 임업의 성장산업화와 산림자원의 적절한 관리가 양립될 수 있도록, 산림환
경양여세(간벌, 임도망 등 산림 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9년에 도입된 세금임. 재원은
2024년 도입 예정인 산림환경세로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과세되며 세율은 연

간 1천 엔임. 2023년까지는 해당 세수를 차입하여 운영함. 옮긴이)도

활용하면서, 산림

경영관리 제도하에서 의욕 있고 능력을 갖춘 임업경영자에게 산림 경영관
리의 집적·집약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효율적·계획적 임도망 정비와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속적 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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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임업경영체의 확보·육성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재조림 실시 체제
정비 등을 통한 경영력 강화 및 노동 안전 확보 대책을 갖춘 임업경영체를
육성한다.
(임야청 임정부 경영과, 삼림정비부 삼림이용과 및 정비과)

 의욕 있고 능력을 갖춘 임업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유림 구역
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수목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임업경영체에게
설정하는 제도(수목채취권 제도)를 시범적으로 전개한다.
(임야청 국유임야부 경영기획과 및 업무과)

 산림조합이 지역의 산림 정비를 추진하면서 판매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0년에 개정21)된 산림조합법(1978년 법률 제36호)에 규정되어 있는 조

합 간의 다양한 연계수법도 활용하면서, 산림조합의 경영기반 강화를 도모
한다.
(임야청 임정부 경영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1년에 개정22)된 ‘산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년 법률 제32호)에 근거하여 간벌 등의 착실한 실시
를 추진하는 동시에, 특정식재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엘리트 트리 등에 의한
재조림을 촉진하는 등 벌채 후의 착실한 재조림을 실시한다.
(임야청 삼림정비부 정비과)

 ICT를 이용하여 자원관리·생산관리를 수행하는 스마트임업, 속성수 및 엘
리트 트리 이용 확대, 자동화기계 및 목질계 신소재 개발 등의 ‘임업 이노베
이션’을 위하여 새롭게 ‘임업 이노베이션 허브 센터’를 설치하여 선진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이분야 기술을 탐색하는 한편으로 산·학·관의 다양한 전
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임
업의 생산성과 노동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아울러 자벌임가(주
로 자신이 소유한 산에서 벌채, 반출, 출하를 자력으로 수행하는 임업농가를 말함. 옮긴이)를
21) ‘삼림조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35호).
22) ‘산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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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다양한 임업 주체 확보·육성, 임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
는 기능검정시험 구축, 노동안전위생대책 강화, 산림경영플래너 육성 등을
통하여 청년과 여성에게 매력적인 임업 실현을 도모한다.
(임야청 임정부 경영과, 삼림정비부 연구지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도시의 목조화(木造化) 등을 위하여, 목질 내화
부재 등의 개발·보급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성능이 확실한 목재 제
품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 관계자들의 수급 정보 공유, 산
림소유자와 재제공장 간 협정을 통한 공급, 목재 가공·유통시설의 정비를
추진한다. CLT(Cross Laminated Timber, 집성교차목)에 대해서는, ‘CLT
보급 신 로드맵’(2021년 3월 25일 ‘CLT 활용 촉진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
의’ 결정)에 입각하여 시범적인 CLT 건축물 정비, 효율적인 CLT 양산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하여 건축기준 합리화, 비주
택·중고층 목조건축물의 설계 지원 정보 집약·일원화 및 설계자 육성, 선도
적인 설계·시공 기술이 도입된 목조건축물 정비 등을 추진한다.
(임야청 임정부 목재산업과 및 목재이용과,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생산과 목조주

택진흥실 및 건축지도과, 환경성 지구환경국 지구온난화대책과 지구온난화대책사
업실)

 산촌지역과 도시지역 기업·단체들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만들기를 통한 ‘산
림서비스산업’(산림서비스산업이란 산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인구를 창출·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공간을 건강,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말하
는데, 임야청은 2019년부터 ‘산림서비스산업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추진 방안을 검토하
고 있음. 옮긴이) 창출 및 추진, 지역주민 등에 의한 산림 보전·관리 활동 등, 산

림의 기능을 활용하여 관계인구를 창출·확대하고 산촌지역 커뮤니티가 유
지·활성화되도록 한다.
(임야청 삼림정비부 삼림이용과)

 국산 수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 EU를 대상으로 한 수산가공시설
HACCP23) 인정 가속화, 수익성 높은 조업·생산체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23)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어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공정관리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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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수출대상국규제대책과, 수산청 어정부 가공유통과, 증식

추진부 연구지도과)

 어업법(1949년 법률 제267호) 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여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수산업의 성장산업화가 양립될 수 있도록 한다.
(수산청 어정부 기획과 및 수산경영과, 자원관리부 관리조정과 및 국제과, 증식추

진부 재배양식과)

 ‘새로운 자원관리 시스템’(자원 평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최대 어획량

(MSY)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량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원관리 시스템으로서 2018년

어업법 개정으로 도입됨. 옮긴이)에 근거하여 자원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TAC24)

대상 어종을 2023년까지 어획량 베이스로 80%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중
형 권형망어업에 대하여 IQ 방식25)에 의한 자원관리를 개시하고, 기타 대
신 허가 어업에 대하여는 2022년도 어기부터 IQ 방식에 의한 자원관리 도
입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조정과 및 국제과, 증식추진부 어장자원과)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과 인재들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매칭 활동을 촉진하고, 어촌지역의 소득 향상과 각 해안
의 기능 재편을 위한 계획인 ‘해안계획·광역해안계획’의 수립·실시를 추진
한다.
(수산청 어정부 기획과,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어획 정보의 수집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자원관리시스템의 전제인 자원 평
가·관리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어업·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수산업의 보급·계발을 추진한다.
(수산청 증식추진부 연구지도과 및 어장자원과)

 어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존재감을 제고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입
말함. 식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사전에 분석(Hazard Analysis)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도록 하되, 특히 중요한 공정은 중요 관리 대상(Critical Control Point)으로 정하여
계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을 확보함.
24) Total Allowable Catch의 약어. 어획 가능량.
25) Individual Quota의 약어. 어획 가능량을 개별 어업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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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일하기 좋은 현장 개혁, 여성들이 직업으로 선택하는 대상으로서의
어업·수산업 매력 향상을 위하여 ‘바다의 보배! 수산 여자 활기 프로젝트’(수
산청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어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멤버로 모집하여 상호 교
류 및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옮긴이) 활동을

촉진한다.

(수산청 증식추진부 연구지도과)

 2025년 2조 엔, 2030년 5조 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실행전략’(2020년 12월 15일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본부’
결정)에 입각하여 중요 시장과 수출 산지를 이어주는 전략적 서플라이 체인
(supply chain) 구축, 지역 특유의 생산품을 포함하여 일본 생산품에 대한

올바른 평가 보급 등의 마켓 메이킹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품목별 단체의
조직화, 농산물 특유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출 확대에 필요한 지역 식품
산업의 설비투자 추진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
한 법률’(2019년 법률 제57호)의 개정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수출대상국규제정책과 및 해외시장개척·식문화과)

 농업의 성장산업화 및 소득 증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기반인 농지가 건
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성 있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책들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농지의 집적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농지 플랜’에 대해서는
법정화를 포함하여 계속 추진해야 할 제도로 자리매김하며, 농지의 집약
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농지 이용의 미래 모습(‘목
표 지도(地圖)’)을 명확하게 한다.
 ‘사람·농지 플랜’의 ‘목표 지도’실현을 위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은
행)를 축으로 하여 관계기관이 이를 촉구하고 농작업 수·위탁까지 포함
하여 체계적인 임대차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장래에 지역농업을 책임지게 될 젊은 취농자를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농
업의 매력 홍보, 농지 취득에 대한 구체적 지원 실시와 더불어 광역적인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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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감각을 가진 의욕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경영·관
리능력 향상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명확하게 설정된 타깃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농업경영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등,
추진체제를 재검토한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농지소유적격법인이 지역의 신뢰 위에서 실적
을 거두고, 나아가 농업의 성장산업화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
관계자에 의한 농지 관련 결정권 확보, 농촌 현장에 대한 우려 불식 조치
등을 강구한 다음에 출자에 의한 자금조달을 유연하게 수행한다.
 방목 및 조수(鳥獸) 완충지대, 유기농업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지(토지)
이용 제도 및 새로운 농촌비즈니스 전개를 대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검토한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경영정책과, 농지정책과 및 취농·여성과, 농촌진흥국 농촌

정책부 농촌계획과)

ⅳ. 지역 매력의 브랜드화와 해외의 힘 활용
【구체적 시책】
(a) 해외의 힘 활용

 지역 생산품의 수출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과 방일 외국인 확대 및 지방 유치를
통한 인바운드 수요 획득의 선순환 창출 대책을 지원한다. 특히 해외로부터
의 투자 유치가 지역 생산품의 해외 판로개척 등에 기여하는 안건에 대해서
는, 대일 직접투자 관련 시책의 활용까지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대일직접투자추진실 및 지방

창생추진사무국,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해외시장개척·식문화과, 경제산업성 무
역경제협력국 투자촉진과, 관광청 관광전략과)

(b) 지역 매력의 브랜드화

 외국기업 지역 유치를 위한 키 콘셉트(key concept)와 유치 전략의 고도화
를 도모하는 ‘지역 브랜딩 강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동시에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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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선’ 도입을 통하여 ‘지역 대일직접투자 컨퍼런스(Regional Business
Conference) 사업’(외국기업을 초빙하여 지자체 장의 톱 세일즈 및 지역기업과의 매칭
등을 실시하는 이벤트로서, 2021년에는 참가 지자체를 모집하여 온라인으로 추진함. 옮긴이)

을 강화한다.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투자촉진과)

(c) 지역자원의 상품화 및 판로개척 지원체제 정비

 지역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은 인재의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지
역상사(商社) 네트워크’(전국의 지역상사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비즈니스 파트너, 향
후 지역상사 창업 예정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 간 교류, 세미나 개최 및 각종 정부지원
시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옮긴이)를 통하여 지역상사 간 연계 촉진 및 전국적

확대를 도모하고 부업·겸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인재의 지역 진출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지방창생추진실)

 각지의 전통적 공예품산업이 갖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높은 소구력을 살려
서 온라인 전시회 출품 및 홍보활동 강화 등, 국내외 수요 흡수를 위한 대책
을 추진한다.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생활제품과 전통적공예품산업실)

 중소기업 등이 해외 및 전국 진출과 인바운드 수요 획득을 위하여 민간사업
자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시장 니즈에 대응한 신상품·서비스 개발, 브랜딩,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경영지원부 창업·신사업촉진과)

(d)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촉진

 감염증의 영향하에서도 유용한 정보 전달 수단인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 온
라인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 해외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각 지역
의 매력을 홍보하고 일본의 농산품, 지역특산품, 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수
요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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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정보통신작품진흥과 방송콘텐츠해외유통추진실, 외무성

대신관방 문화교류·해외홍보과)

ⅴ. 계속적인 지역발 이노베이션 창출
【구체적 시책】
(a)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사업

 2020년 12월에 정리된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성장전략’의 ‘실행계
획’에 입각하여, 구체적 목표 연한과 타깃에 대하여 약속한 기업들의 야심
적 연구개발을 향후 10년 간 계속 지원한다(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린 이노베이션 기금’으로 2020년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조 엔이 조성됨. 옮긴이).

구

체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필수적인, 전기화와 전력의 그린화(차
세대 태양전지, 차세대 축전지 기술 등), 수소사회의 실현(열·전력분야 등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수소 대량공급·이용 기술 등), CO2 고정·재이용(CO2를
소재의 원료나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카본 리사이클 등) 등의 중점분야에 대
하여, 실제 사회에 장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카본뉴트럴프로젝트추진실)

(b) 지역발 이노베이션의 계속적 창출 촉진

 지역미래견인기업을 비롯한 지역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비즈
니스 변혁, 지역에서의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연구개발법인 및 공설시험연구기관 등과의 연계하에서 지역기업을 지
원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니즈와 공적 연구기관 등의 시즈(seeds)를 매칭하는 코디네이터를 전국에
배치하는 등 가교 역할을 강화한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기업고도화추진과, 산업기술

환경국 산업기술총합연구소실)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백캐스트(backcast)형 연구개발’
과 이를 뒷받침하는 ‘산학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공동창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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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구축 및 지속적 운영’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거점 형성을 지원하는
‘Co-creation 거점 형성 지원프로그램’(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JST)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2020년부터 과제를 공모하고 있음. 옮긴

이)과 관련하여, 지방대학과 지역의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 코크리에이션 거

점을 통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과제 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역 산·학·관 코크리에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산업연계·지역지원과)

(c) 지역경제순환창조사업교부금의 적극적 활용

 산·학·관·금 연계하에서,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등과 병행하여, 지
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존 사업의 신분야 진출 등을 지원하는 지역경제순
환창조사업교부금(지역의 인재, 자금,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총무성 소관 보조금으로서, ‘로컬 1만 프로젝트’
라고도 함. 옮긴이)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등용한 외부 인재에 의한 활용까지

포함하여,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ⅵ. 지역산업의 신진대사 촉진과 활성화
【구체적 시책】
(a) 창업 지원 및 창업자 교육

 지역발 창업 촉진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핸즈 온(hands-on) 지원, 교육
현장에서의 창업자 교육 추진 등 지역에서의 창업 지원체제 및 창업에 관한
보급·계발체제 정비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경영지원부 창업·신사업촉진과)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과 병행하여, 관·민이 일
체가 되어 창업 지원 및 창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후계자 부재 중소기
업에 대해서는, 경영자원 활용을 통하여 리스크 및 코스트를 억제한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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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사업 승계·인계 관련 보조금도 활용하면서, 타인이
경영자원을 인계하여 추진하는 창업(경영자원 인계형 창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사업환경부 재무과, 경영지원부 창업·신사업촉진과)

(b) 사업 승계의 원활화, 사업 재생, 경영개선 지원 등

 사업 승계·인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 승계·인계 지원센터’가 2021
년 4월에 개설된 것을 계기로, 센터 인원 강화 및 역내·외 민간사업자 등과
의 연계를 강화하여 나가면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사업승계 진단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고, ‘푸시형 사업 승계 지원’(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승계 지원사업의 하나임. 옮긴이),

후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매칭

등의 사업 승계·인계 지원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사업환경부 재무과)

 사업 승계·인계 후의 설비 투자와 판로 개척을 위한 새로운 시책, 사업 인계
를 위하여 소요된 전문가 활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승계·인계 보조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법인판·개인판 사업 승계 세제 및 중소기업 경영자원의 집약화에 기여하는
세제의 활용 촉진을 포함하여, 감염증의 영향하에서도 원활한 사업 승계·인
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M&A를 포함하여 사업 승계에 대한 집중적 홍보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 사업환경부 재무과)

 ‘경영자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2013년 12월 공표) 및 ‘사업 승계 시의 경
영자보증 해제를 위한 종합적 대책’(2019년 5월 공표) 활용 등을 통하여 경
영자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보증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원활한 사업
승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영자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경영자 등 개인의 보증채무 정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재도전 의
욕을 증진시키고 조기 청산 결단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청 사업환경부 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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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수익성은 있으나 채무초과 등의 재무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창구 상담, 금융기
관과의 조정을 포함한 사업재생계획 수립 지원, 개인 보증채무의 정리에 관
한 변제계획 수립 지원, 채권자 조정 등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재생
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 비용을 유지·확보한다.
(중소기업청 사업환경부 금융과)

 도도부현별로 설치되어 있는 원스톱 종합 지원창구인 ‘요로즈(한자는 萬이며,
만사, 모든 것이라는 의미임. 옮긴이) 지원거점’의 경우, 경영기반 강화와 중견기업

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관·민 양쪽의 경영지원기관과 연계하면서, 의
욕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핵
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경영지원기관의 지원 능
력 향상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경영지원부 경영지원과)

 장래에 지역 농지 이용의 주체가 될 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 경영
의 계승·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영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차입 시 보
증료 부담 등을 경감한다.
(농임수산성 경영국 경영정책과)

ⅶ. 지역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영개선·성장자금 확보 등
【구체적 시책】
(a) 지역기업 등에 대한 성장자금 확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규제 완화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상사가 포함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역의 니즈를 반
영하여 이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금융청 감독국 은행 제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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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지역경제의 시각화’ 추진
【구체적 시책】
(a) ‘지역경제의 시각화’ 추진

 지역경제에 관한 관·민의 데이터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RESAS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입안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기관을 비롯한 유저들의 의견·요망을 토대로 신속
화, 데이터 확충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나아가 감염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에 가까운 형태로 시각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
입하였던 V-RESAS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입안의 관점에서 그
비용 대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경제산업조사실)

 지역의 인재 육성 강화와 데이터 이·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RESAS나 V-RESAS를 활용한 지역 과제 분석 및 이를 토대로 고안된 정책 아이디
어를 고등학생 이하, 대학생 이상, 지자체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하는 행사로서, 내각부
와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음. 옮긴이)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

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출장강좌, 정책 입안 워크숍의 온라인 활용
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탐구 학습교재를 확충하여 학교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경제산업조사실)

 지자체를 비롯한 유저들의 의견과 요망을 토대로 정부 전체적으로 정합성
을 갖춘 정보 지원 툴 등의 제공 제제 구축 및 보급 활동 충실화를 도모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경제산업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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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 인재의 확보·육성

【구체적 시책】
(a) 지역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확보

 지역기업의 경영상 과제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금융기관 등이 지역기업
의 인재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직업 소개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하이 레벨
의 경영 인재 매칭을 지원하는 ‘선도적 인재 매칭사업’을 실시한다. 매칭 촉
진을 위하여 지역금융기관 등의 조치가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금융기관의 종합적 컨설팅 기능 발휘를 촉구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금융청 감독

국 은행 제2과 지역금융기획실)

 ‘프로페셔널 인재사업’의 전국 사무국을 통하여 기업이 도쿄권에서 지역으
로 인재를 보내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인재를 보내고 받는 양 쪽 기업을 대상
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부업·겸업을 포함한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프로페셔널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도쿄도와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전국 45개 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페
셔널 인재 전략거점’과 지역금융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신용금고, 신
용조합 등이 거래하는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재 매칭과
관련된 노하우를 지역금융기관과 공유하고 지역의 프로페셔널 인재 시장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기업의 인재 솔루션 다양화를 위하여 부업·겸업
을 통한 인재 확보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대기업으로부터 지역 중견·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이동 흐름을 창출하고 지
역기업의 경영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지
원기구에 인재 리스트를 비치해 두고 각 지역기업의 실정에 정통한 지역금
융기관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인재 리스트로부터 경영 인
재를 확보한 지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인재 매칭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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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전술한 ‘선도적 인재 매칭사업’과 ‘프로페셔널 인재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 내각관방·내각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간 밀접한 연계를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금융청 감독

국 총무과 인재매칭추진실)

 대기업 OB·OG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신현역교류회’ 등의 인재 매칭사업
과 관련하여서는, 대기업 등과 연계한 인재 리스트의 충실화, 지역금융기관
간 연계, IT 이·활용 등을 포함하여 광역적인 사업 전개를 촉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금융청 감독

국 총무과 지역과제해결지원실)

(2)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실현
①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취업환경과 고용 확보

【구체적 시책】
 직업이 없는 여성·고령자 등의 신규 취업을 목적으로 도도부현이 관·민 연
계형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일자리 발굴’, ‘직장환경
개선 지원’, ‘매칭’ 등 일련의 대책들을 일체적·포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3.2 지방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을 만든다
(1) 지방으로의 이주 및 정착 추진
① 지방으로의 이주·이전 추진

ⅰ. 지방 이주 추진
【구체적 시책】
(a)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인구 창출

 도쿄 23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가 지방으로 이주하여 창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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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을 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대책을 계속 지
원하면서, 지역의 장래를 이끌고 갈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에서 육아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의 이주를 더욱 강력하게 후원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그 기능의 계승 및 후계자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주지원금의 활용도
포함하여, 지역 외 취업 희망자와의 매칭 서포트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대책을 지원한다. 나아가 도시의 인재를 활용한 지자체의 이주 지원체제 강
화를 도모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지방의 중견기업 등과 도시 청년 인재와의 매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인·채용으로부터 정착·육성 등 애프터 팔로우(after follow)까지 포함하
여, 지역의 면적(面的)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확보대책을 지원하고, 전국적
전개를 도모한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경제산업정책과)

 대기업으로부터 지역 중견·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이동 흐름을 창출하고 지
역기업의 경영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지
원기구에 인재 리스트를 비치해 두고 각 지역기업의 실정에 정통한 지역금
융기관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인재 리스트로부터 경영 인
재를 확보한 지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인재 매칭을 추진한
다. 이 경우, 전술한 ‘선도적 인재 매칭사업’과 ‘프로페셔널 인재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내각관방·내각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간 밀접한 연계를 추진한
다. 【중복 게재】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금융청 감독

국 총무과 인재매칭추진실)

(b) 일자리의 지방 이전

 감염증의 영향으로 지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텔레워크의 보급에
따라 새틀라이트 오피스의 지방 설치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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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틀라이트 오피스 유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와 새틀라이트 오피스 개설
에 관심이 있는 기업 간의 매칭 기회를,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충실화함으
로써 지방으로의 인구·정보 흐름이 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

 Society 5.0 관련 업종 등 크리에이티브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
에서의 창업, 제2창업을 통한 해당 산업분야 진출 지원 등, ‘지방창생 창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산업들을 지방에 창출하
고 고용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기업 동향을 고려하여 ‘건물
의 취득 및 종업원 고용 등 관련 세제’(지방거점 강화세제) 및 지자체가 실시
하고 있는 기업 이전, 인재 확보 대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
본사기능의 지방 이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c) 지방으로의 이주 및 지방에서의 창업 추진

 지역살리기협력대의 대원수를 2024년까지 8천 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살리기협력대 인턴’ 제도를 통하여 응모자의 범위를 확
대하는 이외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모집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
하는 등, 매칭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원의 창업이나 사업 승
계, 임기 만료 후의 주택 확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주·정착을 유도한다. 나
아가 대원 유치·서포트 체제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대원 OB·OG의 네트워
크 만들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제도를 더욱 충실화하
여 보다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d) 지방생활의 매력 홍보

 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층을 대상으로 타기팅 광고를 통하여 지방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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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력을 전하는 웹사이트 ‘좋을지도 지방생활’(https://www.chisou.go.
jp/iikamo/index.html)의 내용을 충실화하여, 지방생활에 대한 관심을 제

고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이주에 관한 상담 수요와 이용자 요망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주·교류정보
가든’(일반사단법인 이주·교류추진기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방으로의 이주·교류에 대
한 상담에 대응하고 각 지역에서 발간된 이주·교류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도쿄역에
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 옮긴이)에서는

이주 관련 정보뿐 아니라 지역살리기협

력대, 관계인구 창출·확대 대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도록 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e)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지자체들이 각자의 빈집은행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집약하여 간단하
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전국판 빈집·공지은행’(https://www.homes.co.
jp/akiyabank/)의 활용 촉진을 통하여 빈집·공지에 관한 수급 매칭 및 우

량한 추진사례의 전국적 전개를 도모한다.
(국토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 부동산업과)

ⅱ. 지방 이전 추진
【구체적 시책】
(a) 정부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 시책

 문화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교토부·도쿄도로 분리되어 있는 조직의 업무
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대처하는
동시에, 주거 확보를 포함하여 직원의 복리 후생에 대한 적절한 배려 등 이
전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여 2022년 8월로 예정된 이전 청사 준공 후 교토
로의 전면적 이전을 신속하게 실현한다.
 소비자청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7월 도쿠시마현에 설치된 거점시설인
‘소비자청신미래창조전략본부’에서 시범 프로젝트 및 정책연구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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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총무성 통계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및 기상청은 이전기본방
침 및 ‘정부 관계 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2016년 9월 1
일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결정)에 입각하여 착실하게 대책을 추진한다.
 연구기관·연수기관 등(23개 기관 50건)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2017
년 4월에 공표한 5년부터 10년 정도의 기관별 연차 플랜에 입각하여 미래
의 지역 이노베이션 실현을 목표로 착실하게 대책을 추진한다.
 2023년도 중에는 지방창생에 미친 효과,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 발휘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려하면서 팔로우업
(follow-up)을 진행한다.
(b)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 발휘

 이전기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 발휘 검증(사회
실험)’의 일환으로서, 새틀라이트 오피스 등을 활용하여 중앙부처 직원이
지방에서 중앙의 업무 일부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를 수행한다.
 각 부처들은 2022년 이후에 네트워크를 갱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020년
에 내각관방(정보통신기술(IT)총합전략실)이 정비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이
행하도록 한다. 이로써 특별행정기관을 포함한 부처 간 웹회의 환경 향상
등, 디지털 워크 스타일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지방 이전 후에도 이전 전과 비
교하여 손색없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가능한 환경을 정비한다.
((a) · (b)에 대하여,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총합전략실, 마을·사람·일자리창생

본부사무국 및 내각인사국, 소비자청 총무과, 총무성 행정관리국 및 통계국 총무과,
문화청 정책과, 특허청 총무부 총무과, 중소기업청 장관관방 총무과, 관광청 총무
과, 기상청 총무부 기획과)

ⅲ. 지방창생 텔레워크 추진
【구체적 시책】
(a) 도쿄권 일극집중을 시정하는 지방창생 텔레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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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의 새틀라이트 오피스, 셰어 오피스 및 코워킹 스
페이스 정비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정비된 시설을 도시에
서 이전한 기업 등이 확실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정비된 시설로 이
전한 기업과 지자체, 지역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후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지방창생 텔레워크 추진을 위한 검토회의’(내각관방이 2020년 12월 9일에 설치하
여 2021년 3월 29일까지 운영한 자문기구로서 11명의 민간전문가와 3명의 지자체 대표로 구
성되었으며, 지방창생 텔레워크에 관한 다양한 시책들을 제안함. 옮긴이)가 제안한 바 있

는 원스톱 정보 제공, 지역의 강점을 살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상
담 대응, 참여 기업이 어딘지를 알게 하는 자기선언제도, 우수 사례의 전국
적 전개를 촉진하는 표창제도 등의 구체적인 시책안에 대하여, 지자체·기
업·직원 등 3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b) 텔레워크 보급 촉진을 위한 연계

 많은 기업들이 감염증에 대한 대책으로 텔레워크를 경험한 바 있으므로 이
를 토대로 양질의 텔레워크가 정착·가속화될 수 있도록, 텔레워크 도입 기
업에 대한 평가 방법을 새롭게 검토한다. 또한 전국적인 도입 지원체제 정
비,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 등의 지원책을 계속하는 동시에, 커
뮤니케이션, 메니지먼트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툴의 적극적 활용
추진, 텔레워크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초고속 브로드밴드 기반 정
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정보유통진흥과 정보유통고도화추진실 및 위성·지역방송

과 지역방송추진실, 총합통신기반국 전기통신사업부 사업정책과 브로드밴드정비
추진실)

 새로운 근무방식, 주거방식에 대한 대응으로서 직주근접의 일체화된 생활
권을 형성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로운 일상’(감염 방지를 위한 거리 두기, 마
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생활 습관과 쇼핑, 오락, 스포츠, 대중교통 이용, 식사, 관혼상제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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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의 새로운 생활 양식, 재택근무, 비대면회의 등의 새로운 근무방식을 포괄적으로 지칭
하는 용어. 옮긴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텔레워크 거점 정비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지방진흥과 및 이도진흥과, 도시국 도시정책과, 마을만들

기추진과 및 시가지정비과)

 지역 산·학·관·금의 연계 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을 도
모하는 전국의 ‘지방판 IoT 추진 라보’(2021년 4월 말 현재 전국 105지역)
의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는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중복 게재】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정보기술이용촉진과)

(c) 워케이션 등의 보급·촉진

 국립공원 등에서의 워케이션 실시를 위한 콘텐츠 조성, 감염증 대책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동시에 Wi-Fi 환경 정비, 스페이스 개수, 설비 개수 등 워
케이션과 리모트 워크를 전제로 한 설비 정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성 자연환경국 국립공원과)

 워케이션 등과 같이 일과 휴가가 결합된 체제형 여행의 보급과 정착을 도모하
기 위하여 기업의 사내 제도 도입 지원, 체제 중 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같
은 유치 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과 지역의 계속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관광청 국제환경부 참사관(MICE))

② 학업·취업 목적의 청년 지방 이동 추진

ⅰ. 매력 있는 지방대학 실현과 지역산업의 창출·진흥 등
【구체적 시책】
(a) 특색 있는 지방창생을 위한 지방대학 진흥

 지역의 특성과 니즈를 토대로 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창
생에 기여하는 매력 있는 지방대학 실현을 위한 검토회의 최종보고’(2020
년 12월 22일 공표) 및 중앙교육심의회에서의 논의에 근거하여 매력 있는
지방대학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책을 2021년 중에 검토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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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정원 증가에 대한 한시적·특례적 인정을 통하여 특례에 적합한 특
별한 운용을 실현하고, 특색 있는 지방대학의 모델 창출로 이어지게 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

획과 고등교육정책실, 국립대학 법인지원과)

 지역의 중심산업 진흥과 지역에서의 청년 고용기회 창출을 위하여, 산·학·
관 연계를 통하여 특색 있는 연구개발 및 전문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지역 사례에 대하여는 지방대학·지역산업창생교부금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착실한 진척이 인정되고 가속적 추
진이 기대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
학 만들기’를 추진·가속화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년 10월 30일 책정)에 입
각하여,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육성 촉진을 위하여 복수의 고등교육기
관과 지자체, 산업계 등이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연계 플랫폼’의 구축
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1년 2월에 제도화된 ‘ 대학등연계추진법인’(지역 내
각 대학의 설립자 등이 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사단법인으로서, 수업과목 연계 개설, 공동교
육과정 편성, 공동 학위 등 다양한 연계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문부
과학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함. 예를 들어 시코쿠지역의 도쿠시마대학, 나루토교육대학, 가가
와대학, 에히메대학, 고치대학 등 5개 대학법인은 ‘일단사단법인 시코쿠지역 대학네트워크’를
설립하여 2022년 3월에 ‘대학등연계추진법인’으로 인정되었는데 도도부현의 경계를 넘는 권
역 단위에서는 최초 인정 사례임. 옮긴이)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각 대학의 ‘강점’과 ‘특

색’을 살린 연계·통합 움직임을 촉진한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 고등교육정책실)

 지방대학의 연구력 강화 추진방책을 책정하여, 지방대학이 자신의 특색과
지역 특성 등을 토대로 특색 있는 연구개발, 그 성과의 사회 장착, 인재 육성
등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 고등교육정책실,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산업연계·지역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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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생 등의 UIJ턴 및 지역 정착 촉진

 지역산업에 종사하게 될 학생 등의 장학금 반환 지원에 관한 지자체 시책의
확대 및 지원제도 활용 추진을 위하여,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등
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총무성 자치재정국 재무조사과, 문부

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유학생과)

 도쿄권 대학의 지방 새틀라이트 캠퍼스 설치를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 간 연
계를 추진하는 이외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게는 계획 검토 단계부터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대학이 자발적으로 지방 새틀라이트 캠퍼스 설
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 또한 온라인 활용도 포함하
여, 추진 사례의 전국적 전개 및 지자체의 실천을 위한 상담 등을 통하여 지
방에서도 고품질의 인턴십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 고등교육정책

실, 대학진흥과, 전문교육과 및 국립대학법인지원과, 사학부 사학행정과 및 사학조
성과)

(c) 지역의 전문 인재 육성

 지역의 과제와 지역 산업계의 니즈에 부합되는, 첨단기술 활용도 포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학교와 고등학교의 일관 교육 프로그램 개
발, 지역 과제 해결에 종사할 인재 육성을 위한 리커런트 교육에 전수학교
가 산업계 및 지자체와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대처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직업실천 전문과정’(전수학교의 전문과정으로서, 직업에 필요한 실천적·전문적 능력 육
성을 목적으로 전공분야의 실무 관련 지식, 기술, 기능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으
로서, 문부과학대신의 인정 필요. 옮긴이)으로 인정된 전문학교(전수학교는 중졸자를 대
상으로 하는 ‘고등과정’,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 그리고 입학자격에 제한이 없는
‘일반과정’의 3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문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수학교를 전문

학교라 부름. 옮긴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여, 지역산업 진흥 등에 종사하는 전

문 인재 배출 기능을 강화한다.
(문부과학성 총합교육정책국 생애학습추진과)

110

제2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

 고등전문학교(중졸자가 입학하는 5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실천적·창조적 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2020년 현재 국·공·사립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57개 고등전문학교가 설
립되어 있으며, 재학생수는 약 5만 4천 명임. 옮긴이)의

고도화와 더불어 고등전문학

교의 시즈(seeds)를 지역의 대학 및 지역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과제의 해결 및 지역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직대
학·전문직단기대학·전문직학과(수업의 3분의 1 이상이 실습·실기로 구성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4년제), 단기대학(2년제) 및 학과로서, 2017년 5월에 학교교육법 개정으로 도입
됨. 옮긴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설 분야와 개설 지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

에 개설된 전문직대학·전문직단기대학·전문직학과에 대하여 적절하게 팔
로우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천적 직업교육 및 지역산업의 진흥을 담당할 인
재 육성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전문교육과)

 ‘슈퍼 글로벌대학 창성 지원사업’ 및 ‘대학의 세계 전개력 강화사업’을 통하
여, 온라인 활용을 포함하여, 지역 대학과 해외 대학 간 연계·교류를 촉진하
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지역 진흥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 국제기획실)

ⅱ.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재 육성 추진
【구체적 시책】
(a) 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의 육성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커리어 패스포트(커리어 패스포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
도로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어린이들이 수행한 커리어 교육 관련 활동을 기입하여 그
기록을 보관하는 포트폴리오를 말함. 옮긴이) 활용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간의

계속성을 도모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함으로써 지역의 실
정에 맞는, 초·중·고등학교 간에 일관된 커리어 교육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고등교육국 아동생도과)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와 생산·유통 측의 조정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
터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생산물 사용을 추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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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식문화, 음식 관련 산업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게 한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고등교육국 건강교육·식육(食育)과)

 RESAS를 이용한 고등학생 대상 지역 탐구 학습교재의 테마와 내용을 확충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경제산업조사실, 상무정보정책국 상무·서
비스그룹 서비스정책과 교육산업실)

(b) 지역과의 협동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개혁 추진

 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 관련 학과 등을 설치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정에 대
하여, 이를 널리 주지시키고 새로운 학과 설치에 관한 설립자들의 검토를
지원한다. 동 제도는 지역 과제 해결 등을 통하여 탐구적 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
로 한다. 상기 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를 지역에 개방하고 지역의 교육
자원을 유효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등학교와 지역을 이어
주는 코디네이터의 배치·활용 시책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고등교육국 참사관(고등학교 담당))

 복수 고등학교가 연계·협동하면서 단일 고등학교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다
양한 학습을 제공하는 체제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생도들의 다양한 진로 실현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ICT를 최대한 활용
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고등교육국 참사관(고등학교 담당))

 전문고등학교 등에서는 지역의 산업계와 하나가 되어 지역산업계를 지탱
할 최첨단 직업인재 육성 등, 실천적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교육
시설·설비의 충실화를 도모하여 지역과 산업계를 견인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고등교육국 참사관(고등학교 담당))

 ‘비상(飛翔)! 유학 JAPAN 일본대표 프로그램’ 및 그 후계사업 등을 통한 고
등학교 등에서의 유학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
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글로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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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육성한다.
(문부과학성 총합교육정책국 국제교육과)

(2) 지방과의 연계 구축
①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구체적 시책】
(a)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전국 각지에서 관계인구들이 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활성화 및
지역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모습을 목표로, 온라인 및 권역 내에서의 실시
상황에 대응하면서 지역과 관계인구를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시범적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참고 사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동시에 ‘가카
와리 라보’의 운영을 통하여 사업자·지자체 등 관계자 간 정보 공유와 네트
워크화를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관계인구 포털 사이트’(https://www.soumu.
go.jp/kankeijinkou/. 옮긴이)를 매개로 하여 지역의 관계인구 관련 정보 제공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조치 등을 통하여 관계인구 관련 시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총무성 자치

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관계인구 실태 파악을 위한 앙케트 조사·검토를 토대로, 2지역 거주 및 다지
역 거주를 포함하여, 관계인구의 확대·심화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유지 방안
을 검토한다.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총합계획과 및 지방진흥과)

 관계인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지역 과제 명확화, 지방창생 텔레워크
의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인구 수용체제 만들기에 더하여, 도시지역
등 지역 외 주민의 관심‧관여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
지역 젊은이들이 일정기간 지역에 체제하면서 일과 지역 생활을 체감하는
‘고향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는, 기업 대상 설명회를 새롭게 개최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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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업종의 기업 참가를 촉구하는 등, 계속 추진해 나간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
에 대한 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도시의 인
재를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지원하는 인재로 연결시키는 등, 지역 과제 해
결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만들기를 위하여 매칭하는 ‘농업적 관계인구’
만들기 대책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및 도시농촌교류과)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전원 회귀 니즈를 흡수하기 위하여, 음식과 경관을 활
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전통가옥 등을 활용한 체재시설 정비 등 관
계인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농가민박 시책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에 대
한 도시 주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체험농원 시책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및 도시농촌교류과)

 지자체가 실시하는 도시에서의 지역 PR 및 지역과의 매칭, 도시 주민과 지
역 주민이 현지에서 교류하는 장소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인 ‘관계
안내인’, 현지에서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들기 및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의
거점인 ‘관계 안내소’ 등, 다양한 코디네이터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각 지역에 대한 도시 주민의 관심 제고 및 지역 간 상호 이해와 교류 심화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산품 판로 개척 등 산업 진흥과 관광 진흥 등을 도모하
기 위하여, 도쿄 23구 등에서 각 지역의 매력을 홍보하는 이벤트, 마르쉐
(Marché, 프랑스어로 시장)를 개최하는 등, 대도시와 각 지역이 연계된 시

책을 촉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도시농촌교류과)

 2지역 거주 등의 보급을 촉진하고, 2지역 거주 등을 실행하는 자와 지역 간
의 관계 만들기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관련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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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핸드북 작성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2지역 거주 등 촉진협의
회’를 통하여 지원 시책과 선진적 추진사례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린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

획과,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지방진흥과, 도시국 도시정책과, 주택국 주택정책과)

(b) 어린이의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어린이들의 생명력을 키우는 동시에 장래에 지방으로 UIJ턴 할 수 있는 기
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에 참가하는 학교 등(보내는 쪽)과 체
험 실시 지역인 농산어촌(받는 쪽)을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인재력활성화·연계교류실, 문부과학성 총합교육정책국 지역학습추진과, 초등중등
교육국 아동생도과,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도시농촌교류과, 환경성
자연환경국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이용추진실, 자연환경정비과)

(c) 고등학생의 ‘지역 유학’ 추진

 ‘지역 유학’의 매력과 효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고등학교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각 지역들의 ‘매력 있는 고등학교 만들기’(따돌림과 등교 거부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의 지자체 시책을 말
함. 옮긴이)를 지원한다. 또한 단년도 ‘지역 유학’에 도전하는 생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해당 지자체와 해당 고등학교의 설립자인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고등학교의 매력 증진과 단년도 ‘지역 유학’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 참사관(고등학교 담당))

② 지방으로의 자금 흐름 창출·확대

【구체적 시책】
(a) 기업판 고향납세 활용 촉진

 2020년 세제 개정으로 대폭 변화된 ‘기업판 고향납세’에 대해서는, 관계부
처·청 간 연계 하에 경제단체 및 업계별 단체의 협력을 얻어 가면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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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주지시킨다. 또한, 그 활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마을·사람·
일자리창생 기부활용사업에 관한 Q&A’의 내용을 확충한다. 이와 아울러,
기부 의향이 있는 기업으로부터의 제안 기회 및 테마별 개최 빈도를 증가시
키는 등을 통하여 ‘내각부 지방창생 SDGs 관·민 연계 플랫폼 분과회’ 등을
활용한 기업과 지자체 간 매칭 기회를 충실화한다. 나아가 지자체 또는 기
업의 동 제도 활용에 관하여 조언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기업판 고향납세
어드바이저’(가칭))를 설치하고, 그 활용을 촉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3.3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지게 한다
(1) 결혼·출산·육아에 적합한 환경 정비
① 결혼·출산·육아 지원

【구체적 시책】
(a) 종합적인 저출산대책 추진

 ‘희망 출산율 1.8’의 실현을 위하여, ‘저출산사회대책 대강(大綱)’에 입각하
여 저출산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유효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착수
하도록 하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결혼 지원, 불임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포함하는 임신·출산 지원, 보육원 입원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신 육아 안심플랜’의 실시, 남성의 육아휴가 취득 촉진을 포함
하는 남녀 공동 취업·육아 환경 정비, 지역·사회에 의한 육아 지원, 유아교
육·보육의 무상화 추진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등, 감염증에 따른 대책도 포
함하여, 결혼, 임신·출산, 육아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대응한 종합적인 저출
산대책을 대담하게 추진한다.
(내각부 어린이·육아본부(저출산대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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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혼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육아에 따뜻한 사회

만들기 및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는 지자체 시책 지원
 결혼지원센터, AI를 활용한 매칭 시스템 운영, 결혼 지원 볼런티어 육성, 결
혼에 따른 신생활 스타트업 관련 지원 등 결혼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시책과 중고생 및 청년세대 대상의 라이프 디자인 세미나, 영
유아와의 접촉 체험 실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촉진 세미나 개최 등, 육아
에 따뜻한 사회 만들기 및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는 지자체 시책을 지원한다.
(내각부 어린이·육아본부(저출산대책 담당))

② 일과 육아의 양립

ⅰ. 워크라이프밸런스 추진
【구체적 시책】
(a) 남성의 육아휴가 취득 촉진

 남성의 육아휴가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생 직후의 휴가 취득을 촉진하
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신고
한 개별 노동자에게 휴가 제도를 주지시키는 조치, 연수·상담창구 설치 등
직장환경 정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화, 남성의 육아휴가 취득률 공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육아휴가, 수발휴가 등 육아 또는 가족 수발을 하고 있
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21년 법률 제58호)’이 2021년 6월에 성립되었으므로, 그 원활한 시행을

도모한다.
(후생노동성 고용환경·균등국 직업생활양립과)

ⅱ. 여성 활약 추진
【구체적 시책】
(a) 지역에서의 여성 활약 추진

 ‘새로운 일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 디지털 인재 육성, 여러 가지 과제와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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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안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 관리직·임원이 되는 여성 육성, 재학습 및
커리어 형성 지원, 창업 지원 및 중소·소규모사업자 지원 등, 지자체가 다양
한 주체와의 연계 체제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여성
활약 시책을 지역여성활약추진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 총무과(지역 담당))

 ‘저출산대책 지역평가 툴’(지자체의 저출산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각부에서 제
공하는 분석 툴로서, 각종 지표를 이용한 지역 특성의 시각화, 지역의 강점 및 과제 분석 방법,
구체적 대책 수립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옮긴이)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커뮤

니티의 협력, 남녀 쌍방에게 매력적인 ‘일하는 방식’ 등, 각 지자체별로 지역
의 실정에 대응한 여성 활약 대책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직업이 없는 여성 등의 신규 취업을 목적으로 도도부현이 관·민 연계형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일자리 발굴’, ‘직장환경 개선 지원’,
‘매칭’ 등 일련의 대책들을 일체적·포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여성·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과 연계하여 지
역금융기관이 실시하는 대책 등을 촉진하고, 지방에서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③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시책(지역 어프로치 등) 추진

【구체적 시책】
(a)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시책 추진

 ‘저출산대책 지역평가 툴’을 활용한 실천 사례 수집, 홍보 등을 실시하여, 각
지자체 별로 결혼,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역 과제를 명확화하고, 이들
지역 과제에 대응한 범분야적 저출산대책 실시를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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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정주인구 확보와 지역기업의 사업승계 등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자체 및 결혼 지원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연계
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 등의 보
급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에서의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어린이·육아본부(저출산대책

담당))

3.4 사람들이 모여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든다
(1) 활력을 창출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확보
① 질 높은 생활을 위한 도시·마을 기능 충실화

ⅰ. 매력적인 지방도시생활권 형성
【구체적 시책】
(a) 도시의 콤팩트화 및 주변과의 교통네트워크 형성

 입지적정화계획, 지역공공교통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컨설팅, 지원시책 충실화, 시범도시의 전국적 전개를 실
시하는 등, 콤팩트 플러스 네트워크 및 지방재생 시책의 저변을 확대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지역교통과, 도시국 도시계

획과, 시가지정비과 및 가로교통시설과)

 입지적정화계획 등을 비롯한 마을만들기 시책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위
하여 ‘도시구조 평가에 관한 핸드북’(2014년 8월 책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시정촌에서의 시책 성과 시각화 및 효과 검증을 촉구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 스폰지화’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정촌을 대상으로 한 입지적
정화계획 관련 컨설팅 등과 병행하여, ‘저·미이용 토지 권리 설정 등 촉진계
획’, ‘입지 유도 촉진 시설 협정’ 등의 제도에 대한 선행 사례의 전국적 전개
를 추진하고, 활용 촉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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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계획과)

 입지적정화계획의 거주유도구역 내에는 일상적인 생활편리시설이 입지하
기 쉽도록 하는 등,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시책과 더불어, 시정촌에
의한 방재대책과 안전확보책을 규정한 ‘방재지침’의 작성 및 그에 입각한 대
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선행 사례의 전국적 전개를 도모한다. 마
을만들기 관련 대책을 지원할 때에는 입지적정화계획의 구역 지정을 토대
로 관계부처·청에 의한 연계가 도모되어야 하므로 그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계획과)

(b) ‘기분 좋게 걷고 싶어지는’시가지 만들기 추진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의 콤팩트화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관·민이 연계
하여 여유와 북적거림이 있는 ‘기분 좋게 걷고 싶어지는’ 시가지 창출 및 지
역의 돈 버는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집중적, 중점적으로 지원한
다. 또한 경관도시 만들기 대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역 주변 등의 공간 재구
축 시책 등을 실시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을만들기추진과, 시가지정비과, 가로교통시설과, 공원녹지·

경관과)

 Park-PFI(공원 내 음식점·매점 등 수익시설 설치 허용, 허가기간 연장, 건폐율 규제 완화 등
의 특례 제공 및 수익의 공원 정비 환원을 조건으로 공원 정비를 수행할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
하여 선정하는 제도. 옮긴이),

도시공원 리노베이션 협정제도(Park-PFI와 취지는 유

사하나, 사업주체를 공모하지 않고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특정한다는 점, 공원
관리자와 사업자 간 공원시설설치관리협정 체결을 통하여 특례가 부여되는 점 등에서
Park-PFI와 구분됨. 옮긴이),

시민녹지인정제도(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지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 이용할 경우 재산세 등의 감세 혜택, 식재·벤치시설 등의 비용
보조를 제공하는 제도. 옮긴이) 등의 민간자금 활용 대책을 촉진하여, 감염증대책

에도 유의하면서, 공원의 재생·활성화 및 녹지·잔디밭 창출을 도모하여 공원 등
의 오픈 스페이스가 충실한, 여유와 북적거림이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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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마을만들기에 대한 새로운 수법의 금융 지원

 민간사업자가 빈 점포, 전통가옥 등의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텔레워크 거점
이나 오픈 스페이스를 정비하는 경우, 일반재단법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
구가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설립하는 펀드를 통하여 지원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을만들기추진과)

(d)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그린 인프라’ 추진

 자연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
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린 인프라 추진전략’(2019년 7월 공
표)에 입각하여, 산·학·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린 인프라 관·민 연
계 플랫폼’(2020년 3월 설립)의 활동을 확대하는 동시에 선도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녹지의 보전과 녹화 추진을 위하여 시정촌이 수립하는 ‘녹지
기본계획’에 그린 인프라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빗물 저류·침투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녹지가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환경정책과, 도시국 도시정책과, 공원녹지·경관과 및 녹지

환경실)

(e) 지역을 견인하는 중심시가지 형성 등

 ‘중심시가지 활성화 촉진 프로그램’(2020년 3월 23일 중심시가지활성화본
부 결정)에 입각하여, 중점적 대책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관계부처들
이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모범사례 등에 적용된 효과적 시책들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시정촌에 어드바이스하는 등, 핸즈 온 지원을 강
화한다. 특히 새로운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과제
해결에 의욕적인 시정촌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직원을 파견한
다. 나아가 지방창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돈 잘 버는 마을만들기 시책 등의
전국적 전개를 도모하고, 그 활용을 촉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3장 분야별 정책 추진

121

(f) 지역의 가치 향상을 위한 대책

 2020년의 세제 개정으로 창설된 ‘저·미이용지의 적절한 이용·관리 촉진을
위한 특례조치’와 관련하여,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제도를 널리 주지시킴으
로써 토지의 유효 활용을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소유자 불명 토지의 추가
적 발생을 예방한다.
(국토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 부동산시장정비과)

 관·민의 각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의 연계를 촉진함으
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향상, 부동산업의 생산성 및 소비자의 편리성 향
상, 저·미이용 부동산의 이·활용 촉진, 소유자 불명 토지의 소유자 탐색 등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2021년 중에 부동산 관련 데이터의 연계 기반
이 되는 부동산 ID(공통번호)의 규칙 정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 부동산시장정비과)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한 반도(半島)지역 창생모델의 구축, 가이드라인 작
성 및 인재 육성을 실시하는 이외에, 반도의 음식 브랜드 제고를 위한 대책
을 지원한다.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반도진흥과 반도진흥실)

(g) 학교시설과 다른 공공시설 등과의 복합화·공용화 추진

 각 지자체에서의 범부서적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학습 실현을 위한 학교시설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검토와 병행하여 학교
규모의 적정화와 적정 배치, 지역 활동과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도모하고, 학교시설이 아동·생도를
비롯하여 모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북적거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과 다른 공공시설의 복합화·공용화 추진으로 이어지게 하
는 지원제도 구축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대신관방 문교시설기획·방재부 시설조성과, 초등·중등교육국 초등·중

등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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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폐교시설의 유효 활용 추진

 폐교가 된 공립학교 시설이 민간기업 등의 사업장이나 공공시설로 유효 활
용되어 고용 창출이나 지역 활성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활용 용도를
모집 중인 폐교시설에 대한 정보 집약·공표 등을 통하여 지자체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문부과학성 대신관방 문교시설기획·방재부 시설조성과)

(i) 지역에 적합한 지역교통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염두에 둔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또는 계속 유지를
위하여, 대중교통 사업자들의 신기술을 활용한 수익성 향상 대책을 지원하고
행정과 민간이 일체가 되어 지역에서의 이동수단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지역교통과 및 모빌리티서비스추진과)

 지역공공교통계획 등의 수립을 추진함으로써 과소지역 등에 대한 이동수
단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은행
업 관련 기반적 서비스 제공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0년 법률 제32호)에 의한
공동경영 등의 특례도 활용하면서, 노선·운행시간·운임 등에 대한 이용자
시선에서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이외에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대
중교통 이용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지역교통과 및 모빌리티서비스추진과)

(j)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과 뉴노멀에 입각한 마을만들기

 3D도시 모델(PLATEAU)(PLATEAU는 국토교통성이 주도하는 3D도시 모델 정비·활용·
온라인화 프로젝트의 명칭으로서, 2020년에 일본 전국의 56개 도시를 3D도시 모델 구축 대
상도시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추진 중임(https://www.mlit.go.jp/plateau/). 옮긴
이) 등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관·민의 다양한 주체들이 구사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도시를 실현하는 ‘마을만들기 DX’
를 목표로, 3D도시 모델의 유스케이스(usecase) 개발, 3D도시 모델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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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활용한 도시서비스 창출 관련 대책,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계획 정보
디지털화·오픈화의 전국적 전개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정책과 및 도시계획과)

 사람의 속성(성별, 연령, 가구원수 등)별 ‘행동 데이터’를 토대로 시설 배치
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한 ‘스마트 플래닝’에 대해서는 현재의 모델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으로 입지적정화계획 등의 시책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지침 개정을 검토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계획과)

ⅱ. 매력적인 집락생활권 형성(‘작은 거점’ 형성 등)
【구체적 시책】
(a) ‘작은 거점’ 형성 추진

 ‘작은 거점’의 형성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도 활용한 전국 포럼
및 의견교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공조 운영조직과 전국의 다양
한 관계자 간 연계를 도모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콤팩트시티 시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과 네트워크로 연결되
어 있는 중심지역 내에서의 시범적인 ‘작은 거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생활기능 집약 및 새로운 일하기 방식
에 대응한 워크 스페이스, 방재·감재(減災) 관련 시설의 개수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지역교통과, 국토정책국 지방진흥과, 해사국 내항과)

 지역의 자원과 인재를 활용하면서 지역의 생활 및 생업을 유지·확보하기 위
하여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에서 규정하는 지역지원사업을 통
한 생활지원코디네이터 배치, 농림수산물의 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화,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시스템 확립,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등을 통한
‘지역순환공생권’ 창조 등, ‘작은 거점’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 분야와 농업협

동조합, 우체국, 관계인구 등, 지역 내외의 다양한 조직 및 주체 간 연계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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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우정행정부 기획과, 후생노동성 노건(老健)국 인지증시책·지역개
호(介護)추진과,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자원에너지청 자
원·연료부 석유유통과, 환경성 대신관방 환경계획과)

 인구의 급감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농림수산업, 상공업 등의 지역산
업을 비롯하여 지역의 일손 부족에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만
들기사업협동조합’(‘지역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4일 시행)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운영 기구로서, ‘특정지
역만들기사업’이란 멀티 워커(계절별 노동수요에 대응하여 복수 사업자들의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관련 노동자의 파견 사업 등을 말한다. 옮긴이)이

역내·외의 청년들을 고용하

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도모하고 지역 만들기 인재의 베이스캠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지역진흥실, 후

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수급조정사업과,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
획과, 중소기업청 경영지원부 경영지원과)

 과소지역을 비롯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 ‘작은 거점’ 형성을 위한 주민 생
활지원 및 생업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린다. 또한 ‘과
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년 법률 제19호)에 따
라서 과소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
역 활력 제고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소지역 대책을 지원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과소대책실)

 전국에 걸쳐 빈틈없이 거점이 존재하는 우체국의 강점을 살려서 지자체 등
과의 연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ICT를 활용한 우체국의 주민서비스 제공 대
책을 지원하고 성공 사례의 전국적 전개를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우정행정부 기획과)

 지역운영조직의 자금조달력 향상과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주민 참여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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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 거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조치 활용 사례를 널리
알리고, 그 활용을 촉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ⅲ.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력적 도시 형성
【구체적 시책】
(a) 도시재생에 관한 각종 지원 및 대책

 민간투자의 환기와 도시재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에서의 도시계획 특례 및 우량 민간도시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
하여 도시재생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을만들기추진과)

 지자체의 의향을 토대로, 필요에 대응하여 조기 단계에서 도시재생긴급정
비지역 후보 지역을 설정·공표하고, 산·학·관·금 플랫폼 형성, 민간제안 기
회 제공,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영한 마을만
들기 등을 추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을만들기추진과)

 감염증의 확대를 계기로 향후의 도시재생에 대하여 검토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응한 마을만들기와 슈퍼 메가리전 등의 도시 간 연계 구축을 추진
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b) ‘i-도시재생’의 정비, 활용 및 보급

 도시재생의 시각화 및 사회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도시의 정보 및 도시 활
동과 관련된 정적·동적 데이터를 정비하고 미래 기술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i-도시재생’(VR 기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공간적·수치적 이해가 직
감적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시각화된 도시정보 기반을 말함. 옮긴이)의 보급 촉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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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미나 개최, 웹을 활용한 러닝 콘텐츠 충실화 등을 통한 활용 사례 전개
및 인재 창출·확대를 추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ⅳ. 지역 간 연계를 통한 매력적 지역권 형성
【구체적 시책】
(a) 지역 간 연계를 통한 매력적 지역권 형성

 ‘2040년 무렵부터 역산하여 현재화한 제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행정체제 구축방안 등에 관한 답신’(2020년 6월 26일 지방제도조사회
답신. 이하 ‘제32차 지방제도조사회 답신’이라 함)을 토대로, 2040년 무렵
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
록, 연계중추도시권(상당한 규모와 중심성을 갖춘 중심 도시(인구 20만 명 이상)가 근린
시정촌과 연계하여 구성하는 권역으로서, 저출산·고령화하에서도 일정한 인구를 보유하고 활
력 있는 사회·경제를 유지한다는 목표하에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 현재의
권역 수는 37개(362개 시정촌 참여)임. 옮긴이)·정주자립권(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이 어
느 정도 집적되어 있는 중심 시(원칙적으로 인구 5만 명 이상)와 근린 시정촌 간 협정 체결을
통하여 형성되는 권역으로서, 지방의 생활기능 확보 등을 위하여 2008년에 제도화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 현재의 권역 수는 129개(542개 시정촌 참여)임. 옮긴이)을

비롯한 다양

한 광역 연계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기능을 확보하고 도시·지역의 스마트화
를 추진한다. 특히 시정촌 간 연계와 도도부현의 지원을 통하여 인프라 및
ICT 인재 등, 전문 인재의 공동 이용 대책을 추진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시정촌과 및 지역자립응원과)

(b) 연계중추도시권 시책 내용의 심화·충실화

 사례집을 작성하여 널리 홍보하는 한편으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의 자원 제약을 염두에 두고 발표된 제32차 지방
제도조사회 답신에 입각하여 권역별 대책 내용의 심화·충실화를 지원함으
로써 2024년까지 37개 권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시정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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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주자립권 시책의 충실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의 자원 제약을
염두에 두고 발표된 제32차 지방제도조사회 답신에 입각하여, 특별교부세
조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사업 채택 시 우선 배려 등을 통하
여 권역별 대책의 확대·충실화를 지원함으로써 2024년까지 140개 권역 형
성을 목표로 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②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성이 넘치는 지역 형성

ⅰ.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마을) 만들기
【구체적 시책】
 집락 기능의 유지·발휘를 위하여, 지역 만들기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농촌지역의 운영 체제 만들기 지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인재에 대한 지
원 등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을 통하여 농촌에 대한 광범위한
서포트 체제 구축을,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지역진흥과 및 도시농촌교류과)

 다양한 형태로 농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소득 확보 수단을 다
각화할 수 있도록, 타 분야와의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농
산어촌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 이외의 사업에도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반농 반X)과 지역자원의 보전·활용 및 농업 진흥 등을 수행하
는 ‘농촌지역만들기사업체’(농촌 RMO)(RMO는 Regional Management Organization
의 약어로서, 지역운영조직으로 번역된다. 농림수산성은 2020년에 농촌지역에서 농지 보전,
지역자원 활용, 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주체의 조직으로서 농촌 RMO를 제도
화하고, 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RMO 형성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옮긴이)의

육성 등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및 지역진흥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완화 및 도시 주민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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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연계하면서, 농촌체험 등을 통하여 농촌 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촌 관심 층 창출, 농촌과 다양한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인재 모
집 시책, 인재를 필요로 하는 농촌과의 매칭 등을 통하여 농업적 관계인구
의 창출·확대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및 도시농촌교류과)

 농촌지역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농업수리시
설의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정보통신 환경 정비를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생
활인프라와 생활교통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작은 거점’을 정비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재화·서비스가 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정비부 수자원과 및 지역정비과)

 농지에 대해서는, 조방적 관리와 같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
책 및 관계자가 서로 상의하여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안할 수 있는 체제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배려 위에서 장기적 시각에서의 검토를 추진하
는 동시에, 중산간지역 등의 특색을 살린 농지의 유효 활용과 조방적 이용
을 통한 시범적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및 지역진흥과)

 다락논지역진흥법(2019년 법률 제42호)에 따라 산업, 환경, 경관, 문화 등
의 관점에서 다락논의 보전 및 다락논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 지원책
을 강구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문화청 문화재

제2과,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지역진흥과 , 국토교통성 도시국 공원
녹지·경관과, 관광청 관광지역진흥부 관광자원과, 환경성 자연환경국 국립공원과)

 농가민박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을 창출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 새로
운 생활양식을 토대로 한 새로운 수요 및 회복을 염두에 둔 인바운드 수요
유치 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세계농업유산·일본농업유산의 브랜드력 향상
을 위하여 인정된 지역에서의 농림수산물 상품 개발 및 관광 연계 대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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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제공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도시농촌교류과 및 조수대책·농촌환경과)

 식문화를 통한 지역 진흥·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식문화를 활용한 다
양한 가치 창출 모범 지역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환경을 정
비해 나간다.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해외시장개척·식문화과)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 연계하에서 ‘농·복 연계 등 추진
비전’(2019년 6월에 발표된 농업과 복지의 연계에 관한 비전으로서, 장애인의 농업 분야 활
약을 통하여 농업 경영의 발전과 더불어 장애인의 자신과 보람 창출 및 사회 참여 실현을 목표
로 하고 있음. 옮긴이)에 입각한 농·복, 임·복, 수·복 연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장

애인 등의 고용·취로를 배려한 생산·가공·판매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복 연계 기술 지원자 등의 전문 인재 육성, 복지관계자와 지역관계자가 연
계하여 수행하는 고부가가치의 지역 재제품(材製品) 개발 지원, 농림수산업
경영체 및 관련 단체 대상 보급·계발 등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도시농촌교류과, 임야청 임정부 경영과, 수산

청 어정부 기획과)

 포획된 조수의 지비에(gibier, 프랑스어로 야생조수의 고기) 이·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인재 육성 및 위생관리 향상 이외에 지비에 미이용 지역에서
의 이용, 산지 정보의 네트워크화,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조수대책·농촌환경과)

 조수피해대책을 계속 강화하여 농업 피해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야생
조수의 광역적 관리 추진과 동시에, ICT나 드론 기술 등을 활용한 효율적·
효과적 스마트 포획기술 개발·보급, 지역 내 포획 서포트 체제 만들기 등을
위한 새로운 인재 육성·확보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조수대책·농촌환경과)

 중산간지역의 특색을 살린 영농 확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기반과 생산·
판매시설의 일체적 정비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정비부 지역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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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자원인 바이오매스의 유효 이용을 통하여 농업시설에 대한 에너지 공
급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지역 소비’(地産地消)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산물의 비료 이용을 통하여 지역 자원 순환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바이오매스순환자원과)

 산촌지역과 도시의 기업·단체 간 새로운 파트너십 만들기 등을 통하여 ‘산
림서비스산업’을 창출·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 의한 산림 보전·관리활
동을 추진하는 등, 산림의 기능을 활용하여 관계인구를 창출·확대하고 산촌
지역커뮤니티가 유지·활성화되도록 한다.
(임야청 삼림정비부 삼림이용과)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활력 있는 어촌 실현을 위하여, 해안별 특성을 활
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지역이 일체가 되어서 어업소득의 향상
을 추구하는 ‘해안 활력 재생플랜’을 추진한다.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사람들의 생활방식 변화도 고려하여, 지역 주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사회·경제 문제의 종합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한다.
(환경성 자연환경국 자연환경계획과)

ⅱ. 관광지역 만들기
【구체적 시책】
(a) 관광지역만들기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역 만들기·브랜딩 추진

 ‘관광지역만들기법인 등록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년 4월 15일 개
정)에 입각하여 관광지역만들기법인(일본형 DMO로서,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과학적 접근에 의한 관광지역 만들기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광청에 등록된 법인수는 2021년 8월 현재 197개이다. 옮긴이)의

전반적

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점지원DMO(DMO 중에서도 특히 중점적 지원이 필요
한 법인으로서, 2020년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2021년 현재까지 총 37개 법인이 중점지원
DMO로 선정되었는데, 종합지원형(17개 법인), 특정테마형(7개 법인), 계속지원형(11개 법

인)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옮긴이)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자주재원 확보 대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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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관광지역만들기법인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는 감염증하에서의 관
광지역 만들기 대책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한 관광지역만들기법인을 통하여
농업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 이주 촉진 등의 다면적 시책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관광청 관광지역진흥부 관광지역진

흥과 관광지역만들기법인지원실)

(b)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만들기 등

 첨단기술을 통한 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관광 콘텐츠 조성 등, 관광 서
비스의 DX를 추진한다.
(관광청 관광지역진흥부 관광자원과)

 워케이션, 블레저(bleisure) 등의 보급·정착을 위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
관광객 유치 환경을 정비하고, 워케이션 등을 계기로 하여 기업 이전이나
이주 촉진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새틀라이트 오피스 등 정비를 촉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관광청 참사

관(MICE 담당))

 전통가옥 등 역사적 자원의 재생·활용, 성(城) 숙박, 사찰 숙박을 비롯한 지
역 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개성 있는 숙박 콘텐츠를 발굴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도시농촌교류과, 관광청 관광지역진흥부 관

광자원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스키 리조트나 문화·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
투어리즘 등 지역 특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창출과 더불어 인프라, 수
변공간, 해변 등을 활용한 관광 및 인프라 투어리즘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정비부 방재과,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국토

교통성 총합정책국 공공사업기획조정과,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사방부
보전과 해안실, 항만국 해안·방재과, 관광청 관광지역진흥부 관광지역진흥과 및 관
광자원과)

 전통가옥, 지역의 식문화, 다락논, 어항과 같은 다양한 지역자원과 관광을
연결하는 시책의 추진, 방일 외국인의 니즈에 대응한 매력적인 음식 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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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등, 체험 콘텐츠를 충실화한다.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해외시장개척·식문화과,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도시농

촌교류과)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체험형 콘텐츠의 질적 향
상 및 충실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여 체제기간 연장과
소비단가 상승을 도모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가치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보
호와 이용의 선순환을 실현한다.
(환경성 자연환경국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이용추진실)

 에코투어리즘(지오투어리즘 포함)을 추진하는 지역의 프로그램 개발, 가이
드 등의 인재 육성, 홍보 등을 지원한다.
(환경성 자연환경국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이용추진실)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거점·지역을 400개소 정도 정비하기 위하
여, 2020년 5월에 시행된 ‘문화관광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관광
추진에 관한 법률’(2020년 법률 제18호)에 근거하여 문화관광 거점·지역의
정비 촉진, 일본유산 등 문화자원의 매력 향상과 홍보 강화, ‘문화재 보존·활
용 지역계획’ 등의 인정 및 작성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문화청 문화자원활용과 및 참사관(문화관광 담당))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여행자에 대응한 시설 정비 및 콘텐츠 만들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과 문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촉
진한다.
(문화청 참사관(문화관광 담당))

 산업유산에 관한 조사·연구, 인재 육성, 정보 제공의 종합적 거점인 산업유
산정보센터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비롯한 지역 산업유산
관련 정보를 해외에 홍보하여 일본 산업유산의 국제적 이해 증진을 도모하
는 동시에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감염증의 영향하에서도 유용한 정보 전달 수단인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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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 해외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각 지역
의 매력을 홍보하고 일본의 농산품, 지역특산품, 문화 등에 대한 수요 및 관
심을 양성한다【중복 게재】.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정보통신작품진흥과 방송콘텐츠해외유통추진실, 외무성

대신관방 문화교류·해외홍보과)

(c) 관광소비 확대 등을 위한 관광객 유치환경 정비

 지역의 시설 등을 활용하여 대면과 온라인이 조합된 하이브리드형 MICE
유치를 추진한다.
(관광청 참사관(MICE 담당))

 방일 외국인 여행자가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관광정보 제공 기능 강화, 무료 Wi-Fi
정비, 무현금 결재 대응, 스마트 쓰레기통 정비, 혼잡대책 등을 추진한다.
(관광청 참사관(외국인관광객 유치 담당))

 미술관·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방문객 유치 환경 정비를
통한 관광 활용, 감염증 영향하에서의 지속적 국제교류 모델 구축 등을 촉
진한다.
(관광청 참사관(MICE 담당))

ⅲ. 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
【구체적 시책】
 이하의 시책들을 통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력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를 수행한다.
 문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한 문화관광 추진, ‘일본박(日本博)’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창설된 행사로서, 일본의 미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차세대에

전달한다는 취지하에 문화청, 지자체, 민간 등이 협력하여 일본 각지에서 미술전, 무대예술
공연, 예술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옮긴이) 및 그 성과를 토대로 한 문화 프로그램

의 전국적 전개 등을 통하여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딩 강화 및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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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면서 박물관 관련 시책 등을 재검토하고, 지역 활
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 문화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문화재보호법(1950년 법률 제214호)의 개정26)을 계기로 무형문화재 등
의 등록을 가속화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활용 대책을 추진한다.
(문화청 기획조정과, 문화자원활용과, 문화재제1과, 참사관(문화관광 담당), 참

사관(예술문화 담당))

ⅳ. 스포츠·건강 마을만들기
【구체적 시책】
 2020년 도쿄올림픽·도쿄패럴림픽이 일과성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다
음의 시책들을 통하여 ‘스포츠 레거시’로서 스포츠를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감염증의 영향하에서도 실시 가능한 ‘아웃도어 스포츠’로서, 나아가 감염
증 극복 후를 염두에 두고, 일본 특유의 ‘무도(武道)’를 활용한 스포츠 투
어리즘의 콘텐츠 정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스포츠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의 주체인 ‘지역 스포츠 커미션’의 설립·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포츠 투어리즘 등을 추진한다.
 지역의 프로스포츠 팀과 기업·대학 등이 연계하여, 국제적 전개를 염두
에 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판 ‘스포츠 오픈 이노베이
션 플랫폼’(지역판 SOIP)을 구축하고, 다양한 세대의 교류거점이 될 수
있는 스타디움·아레나 등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감염증의 영향하에서 프로스포츠 팀과 지역의 기업·시민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 과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수익
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26) 문화재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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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증의 영향으로 특히 관심이 높아진 건강 유지 및 자기면역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일상’하에서 국민들이 운동·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관·민이 연계·협동하여 장애인·고령자를 포
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다양한 형태의 운동·스포츠
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 의료와 스포츠시설 간 연계를 통하여 생활 습관 병이나 운동기질환
을 보유한 주민들도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스포츠청 건강스포츠과, 참사관(민간스포츠 담당), 참

사관(지역진흥 담당), 후생노동성 건강국 건강과, 사회·원호국 장해보건복지부
기획과 자립진흥지원실,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상무·서비스그룹 서비스
정책과, 헬스케어산업과,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을만들기추진과, 공원녹지·경관
과, 관광청 관광지역진흥부 관광자원과)

ⅴ. 지역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구체적 시책】
(a) 분산형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지역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형 에너지 모
델이 보급될 수 있도록 플레이어들이 공동창조(Co-creation)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나간다. 또한 고정가격매수제도(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
력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 옮긴이)에 대하여, 재해 시의 레

질리언스(resilience) 강화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역 생산, 지역 소비’(地
産地消)를 촉진하는 ‘지역 활용 요건’(고정가격매수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새로운
요건으로서, 자가소비율 30% 이상, 자립운전기능 탑재 등이 포함됨. 옮긴이)을

도입하는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역 공생과 관련된 선진적 추진 사례를 전국적으
로 확대해 나간다. 나아가 대규모 정전 시에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
하여 자립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위하여 시범 모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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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청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 정책과, 신에너지시스템과 및 신에너지과,

환경성 지구환경국 지구온난화대책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재해 시의 자립적 에너지 공급도 가능한,
지역자원(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을 말함. 옮긴이)을 활용한 지역에너지사업 도입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지역에너
지사업 도입 마스터플랜 수립 경비의 일정 비율(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50~100%)을 보조금
으로 지급하고, 마스터플랜 책정 단계에서 사업화까지 어드바이스하는 제도. 옮긴이)에

대

하여,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재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인재를
소개하는 동시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끝낸 지자체가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부
처의 보조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가점 등의 우대 조치 제공을 추진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바이오매스순환자원과,

임야청 임정부 목제이용과, 자원에너지청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 신에너지시스템
과, 환경성 대신관방 환경계획과)

③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ⅰ. 의료·복지서비스 등의 기능 확보
【구체적 시책】
 지역별 의사 확보 추진 및 의사의 편재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 의료에 종
사하는 의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중 일부를 지역 몫으로 할
당하는 ‘지역 몫’ 설치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몫’의 학생이 졸업 후에 그
지역에 정착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의사의 커리어 형성이라는 관점까지 포
함하여, 졸업 전 및 졸업 후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
한 의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의사가 의사 부족 지역에서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진료 능력 유지·향상 대책을 지원한다.
(후생노동성 의정국 지역의료계획과 및 의사(醫事)과)

 고품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 가능한 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료구
상’(2014년에 제정된‘의료개호총합확보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전국에 설정된 341개의
‘구상구역’별로 2025년까지 필요 병상 수를 추계한 다음 지역 의료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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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의 기능 분화와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임. 옮긴이)에 근거한 병상 기능 재편

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의료기관 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조치 활용을 촉진하
는 동시에, 특히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구역을 선정하고 병상 기능 재편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후생노동성 의정국 지역의료계획과)

ⅱ. 지역방재 확보
【구체적 시책】
(a) 소방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방재력 강화

 ‘소방단원의 처우 등에 관한 검토회’(2021년 여름 무렵까지 운영 예정)에서
의 논의를 토대로 소방단원의 처우 개선 및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소방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방재력 강화를 도모한다.
(소방청 국민보호·방재부 방재과 지역방재실)

(b) 부흥 마을만들기를 위한 사전 준비 추진

 재해 이후 조기에 적절한 부흥 마을만들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부흥 사전 준비’(재해 발생을 미리 상정해 보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응 가능하
도록 소프트한 부흥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제도를 말함. 옮긴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복구·부흥 마을만들기 서포터 제도’(시가지에 퇴적된 토사의 배제 및 부흥
사전 준비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 직원·OB를 대상으로 서포터를 모집하
여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9일 현재 102명의 서포터가 등록되어 있음. 옮긴
이)를

활용하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의 대처를 지원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안전과)

(c)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대책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하여, 지붕 눈사태 등으로 인한 고령자 인적 피해
경감을 위하여 공조(共助) 등을 통한 제설체제 정비 지원 및 안전대책을 실
시하고, 기술개발을 조사·검토한다.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지방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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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양한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게 한다
(1) 다양한 사람들의 활약에 의한 지방창생 추진
①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력 만들기의 주체인 지방창생

【구체적 시책】
(a)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환경 정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 창업지원사업이 지역의 매력적인 일
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 인증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지역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한 지역의 사회적 과제 해결 촉진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성과연동형 민간위탁계약방식’(PFS)(PFS는 Pay For
Success의 약어로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종래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성과지표를

설정한 다음 성과에 연동하여 금액을 지불하는 민간위탁 계약방식을 말하는데, 지자체들의
PFS 활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성과연동형사업추진실이라는 조직이 설치되어 있음.

옮긴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PFS 관·민 연계 플랫폼’을 창설하고 지자

체, 서비스 제공자, 중간지원조직, 대학 등 평가기관, 자금 제공자 등 PFS사
업 관계자 간 연계와 정보 제공을 촉진한다. 또한 PFS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
로서의 사회적 편익 산출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 사례를 조사·연구
하고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정비·제공한다.
(내각부 성과연동형사업추진실)

② 지자체의 다양한 인재 확보

【구체적 시책】
(a) 지자체에 대한 인재 파견

 ‘지방창생 인재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민인재교류센터(국가공무원의 재취직 지원 및 관·민 간 인재 교류를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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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 옮긴이)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그린 분

야 전문 인재의 파견, 대학교수의 파견 강화, 파견 협력기업 리스트 확충 등
을 추진한다. 또한 지식과 노하우 이전을 목적으로 한 파견자의 활동 사례
를 소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및 관민인재

교류센터,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2020년 10월에 제도가 도입되어 2021년 4월부터 활용되고 있는 ‘기업판
고향납세(인재파견형)’과 관련하여서는, 활용 사례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
을 통하여 그 활용을 촉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지자체에 대한 기업인재 파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수혜 지자체의 확대 및
파견 인재의 보다 폭넓은 지역 활성화 활동을 위하여 종래의 ‘지역 살리기
기업인’ 제도를 리뉴얼한 ‘지역 활성화 창업자’ 제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와
지식을 도움받기 위하여 3대 도시권 이외의 시정촌이 3대 도시권 소재 민간기업 사원을 대상
으로 공모하여 일정 기간(6개월~3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로 지원하는 제도. 옮긴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쌍방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청과도 연계하여 시정촌과 기업 간 매칭을 추진함
으로써 지역들이 대기업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청 감독국 총무과 인재매칭추진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b) 전문 인재 등의 확보 지원

 지자체가 자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 민간기업, 관련 지역단
체, 외부전문가 등을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브릿지 인재’인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총무성이 2021년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지자체가 특정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브릿지 인재를 공모하여 채용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지원 등 인센
티브 제공. 옮긴이)를

임명하는 경우에 정보 제공, 지방교부세 지원 이외에 지

역 프로젝트 매니저 본인 및 지자체 대상 연수 등을 수행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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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이, 복수 시정촌에서의 겸무를 포함하여, 디지털 인재를 CIO 보좌관
등으로 임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정보화기획실)

(c) 지방창생을 담당할 ‘사람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주체 간 연계

 사회교육사(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복지·방재·다문화·관광 등
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행정직원, 시민단체, 기업인, 학교 교직
원 등이 사회교육사 양성 과정 수료 시 사회교육사 자격 부여. 옮긴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관광, 복지, SDGs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활약 사례와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 정보의 제공과 더
불어, 수강 기회 확충, 교류 기회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장소 제공 등을 통
하여 행정, 학교, 민간기업 등 다양한 종사자들의 활약을 촉진한다.
(문부과학성 총합교육정책국 교육인재정책과 및 지역학습추진과)

 커뮤니티 스쿨과 ‘지역·학교 협동 활동’의 일체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과 학
교의 연계·협동 체제 구축을 촉진한다. 이 경우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인
재로서 ‘지역·학교 협동 활동 추진원’의 배치를 촉진함으로써, 마을만들기
플랫폼으로서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과 함께 하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총합교육정책국 지역학습추진과)

(d) 지방창생 학습 기회 창출

 지방창생 컬리지(지방창생 관련 사업 전개에 필요한 인재의 육성·확보를 목표로 수강자들
을 모집하여 전문가들이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e-러닝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지방
창생 관련 정보의 교류 및 우수사례 소개 등을 위한 ‘지방창생 연계·교류 광장’이 설치되어 있
음(https://chihousousei-college.jp/). 옮긴이)

와 관련하여서는, AI 툴 등을 활용

하여 지방창생 아이디어 창출 및 과제 해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사업자들을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e-러닝 제공과 더불어, 웹도 활용하여,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민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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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방창생에 열의가 있는 관계자들을 모아서 학습과 네트워크를 확충하
는 교류 이벤트 및 워크숍(관·민 연계 강좌)의 지방 전개를 강화하고, 가치
창조와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추진력을 강화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금융청 감독

국 총무과 지역과제해결지원실 및 은행 제2과 지역금융기획실)

 지방창생 관련 각종 지원시책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지방
창생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의 상담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진 직원이 ‘지방창생 컨시어
지’(2021년 7월 말 현재 18개 부처의 총 927명이 지방창생 컨시어지로 선임되어 있음. 옮긴
이)가

되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니즈에 대응

하여 ‘출장 컨시어지’, ‘온라인 지방창생 컨시어지’ 등을 실시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지방창생추진사무국)

 RESAS 및 V-RESAS가 ‘지방판 총합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
체 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 출장 강좌 등을 실시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지방창생추진사무국, 경제산업성 경제정책국 지역경제

산업그룹 지역경제산업정책과 지역경제산업조사실)

③ 지역커뮤니티의 유지·강화

【구체적 시책】
(a) 지역공생사회의 실현

 2020년에 개정27)된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에 의하여 창설된,
포괄적 상담 지원, 참가 지원 및 지역 만들기 지원을 일체적으로 수행하는
‘중층적 지원체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촌이 동 사업을 원활하게 적극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층적 지원체제 정비사업으로의 이행 준비사업’
과 도도부현이 시정촌을 후방 지원하는 ‘도도부현 후방 지원사업’을 실시하
는 한편으로 지역공생사회의 이념과 포괄적 지원체제의 정비 방안을 교육
27)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52호).

142

제2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

하는 인재 양성 연수, 전국 카라반(caravane)을 통한 분위기 조성 등 필요한
지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중층적 지원체제 정비사업’의 실
시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 참가 기회가 창출되고, 관계들
이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 지방창생, 마을만들기, 지역자치, 환경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후생노동성 어린이가정국 총무과 저

출산총합대책실,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실, 장애보건복지부
기획과 자립진흥지원실 및 장애복지과, 노인건강국 노인보건과)

(b) 지역운영조직의 지속적 활동 지원

 공조(共助)를 통한 지역 내 상호 의존 기능 제고라는 목표하에, 지역운영조
직의 형성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과제 해결에 필요
한 활동 기반 강화 및 그 법인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지역진흥실)

(2) 모두가 활약하는 지역사회 추진
①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실현

【구체적 시책】
(a) 생애활약마을 추진 등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조성 및 활기 넘치고 온기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생애활약마을(일본판 CCRC(은퇴주거단지)로서 과거에는
주로 고령자의 이주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9년에 수립된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
전략’ 이후 ‘전세대·전원 활약형 생애활약마을’로 개념이 전환됨. 옮긴이)를 만들기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년 7월 책정)의 보급 촉진, 다세대 교류를 통하여 활성화
하는 커뮤니티 만들기 수법 정리 등을 통하여 ‘생애활약마을’ 만들기를 추진
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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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 없는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의 신규 취업을 목적으로 도도부현이
관·민 연계형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일자리 발굴’, ‘직
장환경 개선 지원’, ‘매칭’ 등 일련의 대책들을 일체적·포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② 지역의 다문화 공생 추진

【구체적 시책】
(a) 외국 인재의 지역 정착 추진

 외국 인재의 유치 지원, 공생 지원 등에 관한 지자체 시책의 우수 사례가 전
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선도적인 관련 시책 추진을 지
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외국인 재류 지원 관련 행정기관이 집약되어 있고, 각 기관이 연계하여 외
국인, 기업, 지자체 등을 지원하는 거점인 ‘외국인 재류 지원센터’와 관련하
여,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관리지원부 재류지원과, 외무성 영사국 정책과 영사서비

스실,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외국인고용대책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기
술·인재협력과)

 공생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알기 쉬운 일본어’(외국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일본어로서,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도입됨. 옮긴이)

보급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재류 외국인
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어의 효과적 활용을 촉진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관리지원부 재류지원과, 문화청 국어과)

 특정기능제도(2018년에 도입된 새로운 재류자격으로서, 특정 산업분야에 속하면서 상당
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대상의 ‘특정기능 1
호’와, 특정 산업분야에 속하면서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대상의 ‘특
정기능 2호’의 2종류가 있음. 옮긴이)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특정

144

제2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

기능 외국인과 지역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효과적 홍보를 통하여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특정기능 외국인 유치를 촉진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정책과,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생활위생과, 직업안정국

외국인고용대책과, 사회·원호국 복지기반과 복지인재확보대책실, 농림수산성 식
료산업국 식품제조과, 경영국 취농·여성과, 수산청 어정부 기획과, 경제산업성 제
조산업국 산업기계과 및 소형재(素形材)산업실, 상무정보정책국 정보산업과, 국토
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 국제시장과, 자동차국 정비과, 해사국 선박산업과, 항공
국 항공네트워크부 항공네트워크기획과, 안전부 운항안전과 승원정책실, 관광청
참사관(관광인재정책 담당))

(b) 외국 인재의 지역 내 활약 촉진

 JET28) 청년과 지역 만들기 관계자들이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JET 청년들이 지역 국제화를 비롯한 지역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적 시각을 갖춘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국제실)

3.6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지방창생의 동력으로 삼는다
(1) 지역에서의 Society 5.0 추진
① 지역의 정보통신 기반 등 환경 정비

【구체적 시책】
(a) 5G 등의 정보통신 기반 조기 정비

 5G 기지국, 광섬유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전국적 정비를 위하여 통신사업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인프라 셰어링(기지국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함. 옮긴이)을 활용한 기지국 정비를 촉진

한다. 5G 및 로컬 5G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세제지원조치 등을 통하여 안
전성과 개방성 등을 확보하면서 추진한다.
28)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의 약어. 외국 청년을 초치하여 지자체 등에
서 임용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충실화와 지역의 국제교류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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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지역통신진흥과 디지털경제추진실, 총합통신기반국 전기

통신사업부 사업정책과 브로드밴드정비추진실, 전파부 이동통신과)

 ‘휴대전화 등 에어리어 정비사업’을 통하여 조건불리지역에서 5G 기지국
및 그에 필요한 전송로 정비를 시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를 지원한다.
(총무성 총합통신기반국 전파부 이동통신과)

 ‘고도 무선환경 정비 추진사업’ 등을 활용한 광섬유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
에, 지자체가 보유한 광섬유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 등에 따
른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브로드밴드 기반의 정비 주체를 공공에서 민
간으로 이행하여 나간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위성·지역방송과 지역방송추진실, 총합통신기반국 전기

통신사업부 사업정책과 브로드밴드정비추진실)

 5G의 고 신뢰성, 고 에너지효율, 고효율 주파수 이용 등, 5G의 고도화 실현
기술 및 복수 사업자에 의한 기지국 공용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총무성 총합통신기반국 전파부 이동통신과)

 인터넷 트래픽 혼잡 완화 및 도시에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의 리스크 회피를
위하여 IX29) 등 트래픽 집약 거점의 지역으로의 분산을 촉진한다.
(총무성 총합통신기반국 전기통신사업부 데이터통신과)

 지역의 정보 유통에 기여하는 케이블텔레비전 네트워크의 광케이블화 등
을 지원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위성·지역방송과 지역방송추진실)

 5G를 활용한 솔루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로컬 5G 등의 개발·실증을 통한
활용 사례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발·실증의 성과인 로컬 5G 활용 모델(솔루
션)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5G 솔루션과 병행하여, 많은 기업
들에게 제공·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지역통신진흥과 및 디지털경제추진실, 총합통신기반국

전파부 이동통신과)

29) Internet eXchange의 약어. 인터넷에서의 트래픽 교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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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디지털 인재의 육성·확보

 ‘지방창생 인재 지원제도’ 등의 활용을 통하여 기업 직원, 프리랜서, 기타 DX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DX인재팀’을 구성하여 지역에 파견
하는 등, 지역과 연계하면서 DX를 통한 지역과제 해결을 도모하는 ‘DX 지역
살리기 모델’을 확립한다. 그리고 그 노하우의 전국적 전개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DX 인재, 지역 DX 중간지원조직 등의 육성·확보를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과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
지·홍보하고, ‘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저’ 파견(총무성에서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최대 3일 동안 ICT 전문가를 파견하는 ‘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저’ 파견제도(여비·사례금 전액
국가 부담)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옮긴이), 지역 DX 지원 인재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인재의 육성·확보를 추진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지역통신진흥과)

 수리, 데이터 사이언스, AI 관련 시범 커리큘럼 및 교재를 대학 및 고등전문
학교에 제공하는 등, 문과·이과를 불문하고 리터러시 수준을 넘어서 자기
전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력 습득을 추진하는 동시에, 강의가 가능
한 톱 인재층의 육성을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범분야적 박사과정 교육
프로그램 창설, 인문계 대학원 교육에서의 복수 전공을 촉진한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전문교육과)

(c)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RESAS 및 V-RESAS와 관련하여서는, 비용 대 효과 분석과 더불어 그 개선
및 보급·계발을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방창생의 전국적 전개
를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경제산업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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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미래기술 활용을 위한 사회적 수요 확대

 공유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
가면서 이노베이션과 신 비즈니스 창출, 비상 시 지원 다양화, 사람과 사람·
지역 간 새로운 관계 창조 등의 관점에서 사회 침투·정착을 촉진한다.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 총합전략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지역

진흥실)

 셰어 워커(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스킬·시간 등을 제공하는 사람. 옮긴이) 및 셰어
사업자 각각에 대한 인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안전성·안심성의 향상을 위
하여 사업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그 보급을 도모한다.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 총합전략실)

 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유저와의 대화를 통하여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
게 하는 시스템 등의 진척을 주시하면서, 안심·안전하게 서비스를 계속 이
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도모한다.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 총합전략실)

 디지털 사회의 형성에 즈음하여, 디지털 활용에 불안함을 느끼는 고령자 등
의 해소를 위하여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조언·상담 등의 대응 지원을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정보화기획실, 정보유통행정국 정보유통진흥과 정보활용

지원실)

 지역에서 프로그래밍 등의 ICT 활용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ICT클럽’(학교 외에서도 어린이들이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ICT 활용 스
킬을 배우는 장소로서, 총무성 주도하에 2018년에 도입됨. 옮긴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화 및 우수 사례의 제공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정보유통진흥과 정보활용지원실)

(e) 무현금 결재 기반 정비
 통일 코드 ‘JPQR’(QR코드 결재의 통일 규격으로서, 총무성에서 보급을 주도하고 있음.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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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이) 도입을

위한 설명회 실시, 관리 화면의 편리성 향상 등을 통하여 전국

각지, 다양한 장면에서 ‘JPQR’ 이용을 촉진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정보유통진흥과 디지털기업행동실, 경제산업성 상무정보

정책국 상무·서비스그룹 캐슈리스추진실)

 지역과제 해결과 관련하여 무현금 결재 데이터 등의 이·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무현금 결재 데이터 등 이·활용 환경 정비를 위한 시범사업
을 실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정보유통진흥과 디지털기업행동실)

(f) 텔레워크 기반 정비

 전국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의 새틀라이트 오피스, 셰어 오피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정비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정비된 시설을 도시
에서 이전한 기업 등이 확실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정비된 시설
로 이전한 기업과 지자체, 지역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후원
한다. 【중복 게재】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② 지역의 DX 추진을 통한 지역과제 해결, 지역 매력 향상

【구체적 시책】
(a) 미래기술 활용을 통한 지방창생 추진

 미래기술의 사회 장착과 관련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주적·주체적·선도
적이면서 지방창생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제안을 모집하고, 우수한 시책
에 대해서는 실용화·보급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핸즈 온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자율주행, 드론 등의 기술 진전에 대응한
시설 및 장치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미래기술을 활용한 우수 사례의 확산
을 통하여 지역에서의 Society 5.0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미래기술을 활용한 지방창생 시책의 보급·전개를 위하여 최신 기술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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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이런 저
런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 만들기에 도전하는 지
자체 사업으로서, 전국적인 모델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창생추진
교부금 Society 5.0 타입(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의 지방창생 관련 사업에 교부되
는 보조금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는 선구 타입, 횡적 전개 타입, Society 5.0 타입의 3가지
유형이 있음. 옮긴이)을

지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b) ‘스마트시티’ 추진

 AI, IoT 등의 신기술과 관·민의 데이터를 마을만들기에 도입하여 도시·지역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스마트시티’를 마을만들기의 기본으로 정하고,
MaaS, 그린화 등의 개별 분야까지 포함한 전국 각지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

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민 연계 플랫폼(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
계부처,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관민 연계 플
랫폼’이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2022년 5월 24일 현재 회원수는 904개 단체임. 옮긴이)을

활용하고, 관계부처의 연계 하에 레퍼런스 아키텍처, 스마트시티 가이드북
을 참조하도록 한다. 나아가 선진·우수 모델의 전국적 전개를 도모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프라 정비,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
역 내에서 스마트시티의 지속적 활동을 견인하는 거점 만들기, 사람 만들기
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및 과학

기술·이노베이션추진사무국,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지역통신진흥과, 경제산업성
대신관방 제4차산업혁명정책실,제조산업국 자동차과,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모
빌리티서비스추진과, 도시국 도시계획과)

(c) ‘슈퍼시티’구상 추진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미래 생활을 선행적으로 실현
하는 ‘전 분야 미래도시’를 목표로 하는 ‘슈퍼시티’ 구상의 조기 실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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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20년에 개정30)된 국가전략특별구역법(2013년 법률 제107호)에 입각
하여, 2020년 12월부터 슈퍼시티 지정에 관한 공모를 수행하였다. 공모 마감
후 전문조사회,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공평성·투명성
을 확보하면서 구역을 지정한다. 각 부처들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동 구
상의 조기 실현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폭넓은 분야에서의 DX
추진 및 감염증에 대응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현을 촉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d)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DX 추진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현장과 행정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고, 행정 절차와 관련된 생산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농림수산성 공통신청 서비스(eMAFF)’(농림수산
성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신청과 보조금·교부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한 서비스로서, 2021년 12월 현재 1,300건을 넘는 절차의 온라인화가 완료됨. 옮긴이) 구축

을 추진한다. 또한, eMAFF의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농지의 현장 정보
를 통합하고 그 위에 위성영상, 작물 정보 등을 중첩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획
기적 효율화·에너지절약화 및 고도화를 도모하는 ‘농림수산성 지리정보 공
통관리시스템(eMAFF 지도)’의 개발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디지털전략그룹)

 고성능 센싱 기능과 제초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성능을 보유한 기기 등,
스마트농업 기술을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
인의 니즈를 토대로 현장 활용을 염두에 둔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연구추진과 및 연구통괄관(생산기술)실)

 농업 분야에서의 AI 연구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농업 현장의 과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 농업
정보연구센터에서 레벨에 대응한 AI 연구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도
록 하며, 연구 협력을 통하여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
30)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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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구와 공설시험장의 AI 인재 강화를 도모한다.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연구조정과 조정실)

 농업고등학교. 농업대학교 등의 농업교육기관에서 스마트농업을 도입한
수업 등을 충실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의 기회 증가 및 지도자 육성 등을 추
진한다.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수출 중점 품목의 생산 확대, 생산·소비 연계에 의한 스마트 상거래 실현 등
과 같이 테마별로 스마트 농업기술의 생산현장 도입·실증을 실시하고, 경영
면·기술면에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
업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연구추진과)

 스마트 농업기계의 공유와 작업 위·수탁 등, 새로운 농업 지원 서비스를 활
용한 생산성 향상 대책에 대하여 실증하는 동시에, 다양한 업종의 민간사업
자들이 스마트농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농림수산성 생산국 기술보급과,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연구추진과)

 2021년 2월에 책정된 ‘농업 분야에서의 오픈 API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 입각하여 2021년도부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업기계에서 얻을 수 있
는 위치, 작업기록 등의 데이터 연계·공유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정책과 기술정책실)

 농업데이터 연계 기반과 관련하여, 전술한 데이터 연계 실현 API의 활용 촉진
과 운영체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생산에서 판매·소비까지 데이터
연계를 실현하는 스마트 푸드체인 시스템의 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정책과 기술정책실,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연구통괄관(생산기술)실)

 ICT를 활용하여 자원관리·생산관리를 수행하는 스마트임업 등의 ‘임업 이
노베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새롭게 ‘임업 이노베이션 허브 센터’를 설치하고
선진 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한 이분야 기술 탐색, 다양한 산·학·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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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조언을 참고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통
과정에 있는 목재에 대한 합법성 확인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합법성
확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임야청 임정부 목재이용과, 산림정비부 연구지도과)

 주요 산지시장 및 어업협동조합의 판매시스템에서 어획량에 관한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수산청 증식추진부 연구지도과)

 어업·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ICT,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을 도
입함으로써 생산 활동의 에너지 절약화, 저코스트화를 실현한다.
(수산청 증식추진부 연구지도과, 재배양식과, 어항어장정비부 계획과)

 생산과 가공·유통의 연계, ICT 기술 활용 등을 통하여 수산 밸류체인의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지자체 시책에 대하여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우수한
모델에 대한 분석·정리를 실시한다. 또한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2020년 법률 제79호) 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산·가공·유통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어종, 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화 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산청 어정부 가공유통과)

 데이터 연계를 충분하게 활용하는 수산업 실현, 수산자원의 평가·관리 고도
화, 효율적 조업·경영 지원,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수산업
데이터 연계기반’(가칭)을 토대로 수산 분야의 데이터와 타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추진한다.
(수산청 증식추진부 연구지도과)

(e) 서비스산업 분야 등에서의 DX 추진

 AI 책봇 등을 활용한 관광안내소의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인정 관광안내소’
(일본정부관광국(JNTO)에서 모집하여 인정하는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소로서, 영어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음. 옮긴이)에

대한 첨단기능

정비 지원, 다언어 음성 번역 등을 활용한 관광 진흥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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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참사관(외국인관광객 유치 담당))

 소비기회의 확대 및 소비 단가의 향상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양태에 구애받
지 않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기술
을 개발하는 동시에, 온라인 관광의 보급을 통하여 실제 관광에 대한 기대에
대응함으로써 관광서비스의 변혁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실현한다.
(관광청 관광지역진흥부 관광자원과)

(f)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DX 추진

 5G, 4K·8K 등의 통신·방송 기술 활용을 염두에 둔 원격의료 추진을 위하여,
원격의료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조치 및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정보유통진흥과 정보유통고도화추진실)

 긴급 시 대응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기술 활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학교의 ICT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 초등중등교육기획과, 정보교육·외국어교육과)

(g) 생활 분야에서의 DX 추진

 방재 분야에 있어서 모델 연계협정(재해 등의 비상시에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재해 지원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
함. 옮긴이)을 토대로 한 지자체의 협정 체결 사례를 창출하는 동시에, 재해 발

생 시 공유사업자의 실시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새로운 피해지역 지원 대
책을 촉진한다.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총합전략실, 내각부정책통괄관(방재 담당))

 지역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대상의 핸드북을 발간·주
지하는 동시에, 셰어링시티추진협의회(지역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촉진을 위하여 셰
어링이코노미협회가 2020년에 설치한 기구로서, 협회의 전문가들과 지자체의 장들로 구성되
어 있음. 옮긴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자체 등과 더불어 공공서비스로서의 새

로운 활용 모델을 검토해 나간다.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총합전략실,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 지역

진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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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인의 관여하에서 퍼스널 데이터
의 유통·활용을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인 ‘정보은행’과 관련하여, ‘정보은행’
과 지자체, 지역사업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정보은행’을
허브로 한 데이터 포터빌리티(portability) 실현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요건 및 사양을 정리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인정지
침(‘정보신탁기능의 인정에 관한 지침’을 말함. 옮긴이)의 개정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총합전략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 총무성 정보

유통행정국 정보유통진흥과 디지털기업행동실,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정보
경제과)

(h) 교통 분야에서의 DX 추진

 모빌리티 분야의 DX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MaaS와 관련하여, 지금까
지 실증·실험을 통하여 파악된 다양한 과제들을 해소하면서 이동서비스 그
자체와 데이터 이·활용의 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모빌리티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한다.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모빌리티서비스추진과)

 과소지역 등에서의 물류망 유지 및 생활 편리성 개선뿐 아니라 재해 시에도
활용 가능한 물류수단으로서의 드론 물류와 관련하여, 그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하물 등 배송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칭)’을 작성·공표함
으로써 본격적인 실용화·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물류정책과 물류효율화추진실)

 무인항공기의 레벨 4 비행 실현을 위한 기체 인증 및 조종 라이선스 등과 관
련하여, ‘무인항공기의 유인지대(有人地帯)에서의 가시권 밖 비행(레벨 4)
실현을 위한 검토 소위원회 중간보고서’(2021년 3월 공표)에 따라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성 항공국 차세대항공모빌리티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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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공·사회기반 분야에서의 DX 추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이나포인트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말까지
는 복수의 지자체에서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에는 전국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여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마이나포인트시책추진실)

 3D도시 모델(PLATEAU) 등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관·민의 다양한 주
체들이 구사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도시를
실현하는 ‘마을만들기 DX’를 목표로, 3D도시 모델의 유스케이스 개발, 3D
도시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서비스 창출 관련 대책,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계획 정보 디지털화·오픈화의 전국적 전개 등을 추진한다. 【중복 게재】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정책과 및 도시계획과)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건 방재 정보를 입수하여 조기에 감재(減災)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하천 수위, 강우량, 하천 카메라의 방재
정보 등을 GIS 맵 등에서 일원화하여 조기 피난행동을 지원한다.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계획과 하천정보기획실)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가 현저하여 대중교통, 물류, 에너지, 의료 등 생
활 기반의 취약성이 과제가 되고 있는 섬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ICT 등
의 신기술 도입을 통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이도진흥과)

 ‘L-Alert’(재해 발생 시에 지자체가 방송국, 앱 사업자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지역주민
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재해정보 공유시스템’으로서,
총무성에서 구축하여 2011년 6월부터 운용되고 있음. 옮긴이)와 관련하여서는, 활용 촉

진을 위한 보급·계발과 더불어 라이프라인 정보를 포함한 신속한 재해정보
제공 및 정보의 확충, 이·활용을 추진한다.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지역통신진흥과)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역 속성 등 빅데이터를 활용
한 실증을 통하여 환경가치 거래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탈탄

156

제2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

소의 지역 수소 서플라이 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활
용하여 제조에서 이용까지 일관된, 탈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수소 서플라이
체인의 전국적 전개를 도모한다.
(환경성 자구환경국 지구온난화대책과 지구온난화대책사업실)

(j) 지역기업·산업에서의 DX 추진

 지역미래견인기업을 비롯한 지역기업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비
즈니스 모델 변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산·학·관·금 관계자가 하나
가 되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체제 정비 및 활동 지원과 더불어, 신사업 실
증 등을 통한 지역산업 디지털화 모델 케이스 창출 및 지역과제 해결, 디지
털 인재 육성 등을 촉진한다. 아울러 지방의 DX를 뒷받침할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산·학·관·금이 협동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 거점’(‘디지털
인재 육성 플랫폼’(경제산업성과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2022년 3월에
디지털 입문 및 기초 강좌, 디지털 실천 강좌 등을 수록한 포털사이트 마나비DX(https://
manabi-dx.ipa.go.jp/) 개설. 옮긴이))을

정비하고, DX 프로젝트의 실천을 통한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기업고도화추진과, 상무정보

정책국 정보기술이용촉진과)

(2) 지방창생 SDGs의 실현 등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① 지방창생 SDGs의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구체적 시책】
(a) 지방창생 SDGs의 보급·촉진 활동 전개

 SDGs 미래도시, 감염증 등에 대응한 지자체 시책으로서 지방창생에 기여
한 추진 사례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창생 SDGs 국제포럼을 개
최하는 동시에, 국제연합의 ‘지역의 자발적 SDGs 진척 리뷰(VNR)’(VNR은
Voluntary National Review의 약어로서, SDGs 이행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의 경험

을 공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진척 상황을 공표하는 프로세스임.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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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의 선진적 추진 사례에 대한 정보 공
유를 추진하고, 지방창생 SDGs의 보급을 촉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b) 지자체의 SDGs 달성 추진 모범 사례 형성

 ‘환경미래도시’구상(환경, 고령화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모두가 활력 있는 도시’실현을 목표로 선도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을 시범
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2011년에 요코하마시, 기타큐슈시, 도야마시, 가마이
시시, 이와누마시, 히가시마쓰시마시, 미나미소마시, 가시와시, 시모카와정, 신치정, 게센광역
등 11개 도시·지역이 선정된 바 있음. 옮긴이)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SDGs

사업 추진에 탈탄소의 관점까지 가미된 ‘SDGs 미래도시’를 선정하고, 그 중
에서도 특히 선도적인 사업 및 SDGs 이념에 입각하여 지방창생을 추구하
는 사업을 ‘지자체 SDGs 모델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나
아가 광역 연계에 의한 SDGs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모델 사례를 형
성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c) ‘지방창생 SDGs 관·민 연계 플랫폼’을 통한 민간참여 촉진

 ‘지방창생 SDGs 관·민 연계 플랫폼’에 많은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
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과제 해결을 위한 회원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
여 분과위원회 활동 및 회원 간 매칭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대상 강좌 및 개별 상담
회를 실시한다. 나아가 매칭 등을 통하여 실현된 관·민 연계 우수 사례를 공
모하여 표창함으로써 관·민 연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d) 지방창생 SDGs 금융 및 지역에서의 ESG 금융 추진

 지방창생 SDGs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을 지자체가 연
결하여 자율적 선순환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환류와 재투자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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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방창생 SDGs 금융’(2019년에 제정된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
에서 제시된 시책으로서, 2020~2024년 간 누적 100개 지자체 이상이 ‘지방창생 SDGs 금융’
시책을 도입하게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옮긴이)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에 제정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명칭은 ‘지자체를 위한 지방창생 SDGs 등록·
인정 등 제도 가이드라인’임. 옮긴이)을 이용한 등록·인정제도의 정착 및 전국적 전

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금융기관 등에 대한 표창제도를 창설한다. 나아
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의 사업 추진 체제에 대한 평가 수법을 구축하고,
사례집을 활용하여 부동산특정공동사업(FTK)(부동산특정공동사업법에

근거하

여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투자사업을
시행한 다음, 그 운용 또는 매매 수익을 투자가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말함. 옮긴이)을

통한

자금 공급을 보급·촉진한다.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국토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 부동산시장정비과)

 지역에서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ESG 금융을 확대하여 지방창생으로 연결
시키기 위하여 지역금융기관의 관련 조치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ESG 금융 보급·전개를 위한 과제와 대응책, 부동산 분야의 ESG 투융자, 그

중에서도 일본 및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사회과제 분야 관련 정보의 공개 방
식 등을 검토하고 그 전략·비전의 책정 및 ‘ESG 지역금융 실천 가이
드’(2020년 4월 공표)(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지역금융기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ESG 요소(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착목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사

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사업성을 평가하여 융자 및 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ESG 지역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음. 옮긴이)의

개정 등,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환경성 대신관방 환경경제과, 국토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 부동산시장정비과)

(e) 중소기업을 통한 지역적·사회적 과제 해결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 추진

 지역 내·외의 중소기업 등이 연계하여 복수 지역에 공통된 지역적·사회적
과제를 추출한 다음 비즈니스 수법의 적용을 통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사
업(이를 ‘지역·기업 공생형 비즈니스 도입·창업 촉진사업’이라 부르며, 경제산업성에서 매년
공모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옮긴이)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과제 해결에 중심적 역

3장 분야별 정책 추진

159

할을 수행하는 조직 설립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를 ‘오거나이저 조직
의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라 부르며, 경제산업성에서 2021년에 공모함. 옮긴이)을

보급·

계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지역경제산업그룹 지역산업기반정비과)

 중소 상업인들이 지역의 니즈와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
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상점가 등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로 연결될 수 있
는 매력적인 기능 도입, 최적 공급체제(여기에서는
mix)’를 의미함. 옮긴이)

최적의 ‘테넌트 믹스(tenant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추진체제 구축 사업 등을 지원

(이를 ‘지역 상업기능 복합화 추진사업’이라 부르며,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

업계획의 지자체를 보조하면 지자체에서 관련 중소 상업인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옮긴이)함으로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청 경영지원부 상업과)

② 지방창생과 탈탄소의 선순환 형성 추진

【구체적 시책】
(a) 지역에서의 탈탄소화 추진

 지방창생 인재 지원제도에 그린 분야를 신설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등
탈탄소 시책을 통하여 지역과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 인재의 지자체
파견을 강화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재생가능에너지 도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매력적인 마을만들
기와 같은 관·민 연계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에
의한 지원 이외에 탈탄소화를 통한 지방창생 시책과 관련된 정보의 지역 간
교환을 촉진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전국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의 새틀라이트 오피스, 셰어 오피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정비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정비된 시설을 도시

160

제2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21

에서 이전한 기업 등이 확실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정비된 시설
로 이전한 기업과 지자체, 지역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탈
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과제 해결 및 지역의 매력 향상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여, 후원한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재해 시의 자립적 에너지 공급도 가능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에너지사업 도입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
하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재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인재를 소개하는 동시에, 마스터플
랜 수립을 끝낸 지자체가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보조금을 활용하고
자 할 때에도 가점 등의 우대 조치 제공을 추진한다.【중복 게재】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바이오매스순환자원과,

임야청 임정부 목제이용과, 자원에너지청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 신에너지시스템
과, 환경성 대신관방 환경계획과)

 지역순환공생권의 구현 및 2050년까지 CO2 배출실적 제로를 표명한 지자
체(제로 카본 시티)를 포함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에 개정된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

업’의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원, 관·민 연계에 의하여 추진되는
지역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실시·운영체제 구축 지원, 지역 내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에 적합한 구역의 시각화 및 합의 형성 원활화 등의 환경 정비,
‘초기투자 제로 모델’(PPA(Power Purchase Agreenent)를 말함. 전력 수요자가 부지나
지붕 등의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PPA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와 보수‧관리를 수행
하며, PPA사업자가 발전된 전력의 자가소비량을 검침하여 청구하면 수요자는 그 전기요금을
지불함. 옮긴이)의

활용 등을 통한 기업·공공기관의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촉

진, 지자체의 실행계획 수립체제 충실화 및 ‘너지(Nudge)의 사회적 실험’(개
개인의 의식 변화, 행동 변화 촉진을 통하여 탈탄소형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환경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실험을 말함. 옮긴이)

등을 추진한다.

(환경성 대신관방 환경계획과, 지구환경국 지구온난화대책과 지구온난화대책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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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내 구역 단위의 탈탄소화와 관련하여, 구역 설정 방식의 검토, 민간자금
활용을 포함한 지원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포괄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정책과, 마을만들기추진과, 도시계획과, 시가지정비과, 가

로교통시설과 및 공원녹지·경관과)

 도시의 탈탄소화를 위하여 도시공원에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도입하는 시책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는 국영공원 등을 대상으로
도입 가능성을 조사한다.
(국토교통성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

 대중교통의 탈탄소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면서,
LRT·BRT와 전기자동차 등의 CO2 배출이 적은 수송시스템 도입을 추진하

는 동시에,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
59호)의 활용, MaaS의 사회실험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편리성 향

상을 도모한다.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지역교통과, 모빌리티서비스추진과)

(b)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동 영향평가 보고서’(2020년 12월 공표)의 최신 지식을 토대로
2021년 중에 ‘기후변동 적응계획’(2018년 11월 27일 각의 결정)을 개정하

고, ‘기후변동 적응 광역협의회’(2018년 12월에 시행된 기후변동적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지방환경사무소 기타 특별행정기관, 도도부현, 시정촌, 지역기후변동적응센
터, 관련 지역사업자 등 기후변동 적응과 관련 있는 자들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7개 광역권(홋
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부, 긴키, 주고쿠·시코쿠, 규슈·오키나와)별로 설치되어 있음. 옮긴이)

의 활동, 기후변동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 독자적인 기후변동 정보
수집·분석 지원 등을 통하여 기후변동 적응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성 지구환경국 총무과 기후변동적응실)

(c) 지역순환공생권 창조

 탈탄소사회, 순환경제, 분산형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금과 사람의 흐
름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지역 만들기를 수행하는 ‘지역순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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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권’의 창조를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서의 환경정책으로 경제적·사
회적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방창생으로 이어지게 한
다는 ‘환경으로 지방을 활기차게 한다’를 위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등,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의 SDGs 달성을 위한 시책 촉진에 기여한다.
(환경성 대신관방 환경계획과)

(d)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사업

 2020년 12월에 정리된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성장전략’의 ‘실행계
획’에 입각하여, 구체적 목표 연한과 타깃에 대하여 약속한 기업들의 야심
적 연구개발을 향후 10년 간 계속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필수적인, 전기화와 전력의 그린화
(차세대 태양전지, 차세대 축전지 기술 등), 수소사회의 실현(열·전력분야

등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수소 대량공급·이용 기술 등), CO2 고정·재이용
(CO2를 소재의 원료나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카본 리사이클 등) 등의 중점

분야에 대하여, 실제 사회에 장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한
다. 【중복 게재】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카본뉴트럴프로젝트추진실)

(e)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량·농림수산업 대책

 2021년 5월에 수립된 ‘그린 식료시스템 전략’에 입각하여 2050년을 목표로
농림수산업의 CO2 제로 에미션화 실현, 화학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유기농업 적용 면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정책과 환경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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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창생전문가간담회

「地方創生有識者懇談会」とりまとめ
令和３年11月
地方創生有識者懇談会
https://www.chisou.go.jp/sousei/meeting/yushikisha_kondankai/pdf/r03-11-tori
matome.pdf

머리말

지방창생에 대해서는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2019년 12월
20일 각의 결정. 이하 ‘제2기 총합전략’이라 함)에서 2024년까지의 시책 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지에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진행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감염증’이라 함)의 확대는 지방
의 경제와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
조, 텔레워크와 같은 새로운 근무방식의 확산 등 국민의 의식·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12월에는 지방창생의 새로운 방향
성을 담은 제2기 총합전략 개정판이 발표되었다(제2기 총합전략(2020 개정판),
2020년 12월 21일 각의 결정).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면서 최근에는 신규 감염자수가 낮은 수준으로 억제
되는 등, 감염증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감염증의 확대를 이대로
억제할 수 있다면 지방의 사회적·경제적 상황도 감염증이 확대되기 이전으로 되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지방이 받은 영향 중에는 구
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나아가 새로운 감염증이나 자연재해의 리스크도 예단을 불허한다. 긴 안목으
로 지방창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감염증이 수습된 이후에도
계속될 이와 같은 장기적 영향과 전망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증 확대 이후 지방에서 도쿄도로의 순유입인구수가 축소되는 등, 지
방창생의 관점에서 플러스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인 현상으

머리말

167

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물자·자본 등의 다양한 자원들이 도쿄에 집중하는
흐름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에게 플러스적인 영향을 잘 살려 나가면
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흐름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지구적 규모의 기후 변동과 빈발하는 재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에 비추어 생
각해 보더라도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각지에 거점을 분산하
는 등과 같은 지방창생 시책의 추진은 정부 레벨에서도 기업 레벨에서도 리스크
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유효하다.
이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과제 해결과 매력 향상을 효과적
으로 달성할 수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지방의 디지털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 방향을 토대로 하여 향후의 지방창생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하다.
2021년 9월에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창생전문가간담회’가 조직되었

으며, 총 5차례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지방창생의 향후 방향성이 논의되었
다. 각 전문가들로부터는 구체적이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풍부한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각 전문가 위원들이 간담회
에서 제시한 의견, 논의, 자료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책의 방향성을 받아들여서 앞으
로 지방창생 시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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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감염증이 지방에 미친 영향 및 지방창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

1.1 감염증이 지방에 미친 영향
(1) 감염증의 영향을 고려할 때의 시각
감염증이 지방에 미친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예를 들어 감염 확대 방지대
책으로서 외출 자제가 요구되었을 때에는 많은 상점과 기업들이 휴업하였고, 종
업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출근 억제를 목적
으로 텔레워크를 도입·확대하였다.
향후의 바람직한 지방창생 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영향들을 분석하
여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의 입장에서 플러스적인 영향
들과 마이너스적인 영향들을 구분한 다음 플러스적인 측면은 이를 확대하고, 마
이너스적인 측면은 이를 극복하여 플러스적인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감염증 확대에 따른 행동 제약과 수요 감소에 기인한 영향들은 감염 확대가 억
제되면 그 정도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감염증을 계기로 진행된 경제·사회
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영향들은 감염증이 수습된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계
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양자를 정리한 다음에 논
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행동 제약, 수요 감소에 기인한 영향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로 접촉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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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았다. 제3차산업 활동지수(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최
초의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던 2020년 4월 이후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
업’, ‘숙박업, 음식·서비스업’이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하여 크게 침체되었으며,
특히 외식산업과 오락업 등에서 휴업 등이 발생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이 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금도 감염증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숙박
여행통계에 따르면 숙박자수는 2021년에도 모든 달에서 감염증 유행 이전 수준
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공·철도·자동차 등의 여객수도 이전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지방 관광 수요의 일정 부분을 점하
여 왔던 인바운드 수요 또한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하여 괴멸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감염 상황의 개선에 따라 앞으로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
되지만, 사업자들은 감염증대책과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대응, 지역자원에 착
목한 마이크로 투어리즘 등,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중·장기적 영향
① 텔레워크, 겸업·부업 등 새로운 ‘일하는 방식’ 보급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출근 억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텔레워크가 사회에 널리
침투하게 되었다. 내각부의 조사1)에 따르면 감염증 이전인 2019년 12월에
10.3%였던 텔레워크 실시율이 2021년 9~10월에는 32.2%까지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쿄 23구는 55.2%로 반수 이상의 인구가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상황이 되
었다. 감염 상황의 개선에 따라 출근율이 다시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업무가 가능한 텔레워크에 대해서는 지방
창생 및 기업의 BCP2) 관점에서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해 나갈 필
1) 내각부. 「제4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하에서의 생활의식·행동 변화에 관한 조사」.
2) 사업계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 기업의 손해를 최소한
으로 억제하면서 사업의 계속 및 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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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기인하는 생산성 향상 및 통근 소요시간 삭감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로 겸업·부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텔레워크로 인하
여 지방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겸업·부업 수요
를 포착하여 향후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체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② 지방 이주·취로에 대한 관심 고조

이러한 텔레워크의 침투, 겸업·부업에 대한 관심 고조는 지방 이주에 대한 관
심 고조로 연결되고 있다.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 이주에 관심이 있는 인구
의 비율은 2019년 12월에는 28.0%였으나 2021년 9~10월에는 37.3%까지 상승
하였으며, 특히 20대는 49.1%로서 반수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인구밀도가 낮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 ‘텔레워크를 통하

여 지방에서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 ‘도시에서의 일
중심에서 지방에서의 생활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 ‘개인 맞춤형화’(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relevance를 번역한 것임. 옮긴이)되고 있
으며, 텔레워크와 같은 새로운 근무방식의 정착에 더하여 웰빙3)을 추구하는, 젊
은이들의 최근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도쿄도에서는 감염증 유행 후인 2020년 5월에 순유출이 기록된 이래,
과거부터 순유입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3~4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서 순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전입자수·전출자수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보면, 전
입자수의 감소와 전출자수의 증가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도쿄로부터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이 생겨났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고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계속적 추진이
요구된다.
3)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스런 상태’(WHO 헌
장)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본 간담회에서는 ‘기분이 좋은’ 상태로 정의되어,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치
관으로서 소개되었다.

1장 감염증이 지방에 미친 영향 및 지방창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

171

③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텔레워크와 같은 새로운 근무방식, 사업의 디지털화 진전 등, 기업들이 사업
운영 형태 변화를 압박받는 가운데 산업구조·고용·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텔레워크 등과 관계있는 디지털 인프라 관련 사업
을 비롯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
에 제약이 발생하는 가운데, 농림수산업 등에서는 대면 상담이 불가능해지자 해
외와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등, 지방의 기업·생산자들이 직접 거래처를 획득하고
자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상류(商流)(거래에 따른 소유권·금전·정보의 이동을 의미하는 용
어로서, 물건의 이동을 의미하는 물류와 구분됨. 옮긴이)를 구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지금까지의 대면을 기본으로 한 사업 운영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사회를 전제로 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경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대
응이 곤란한 영세 사업자들은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향상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한편으로, 중산간지역 등 디
지털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은 디지털 기술의 은혜에서 소
외되고 있다. 지리적 제약이 있는 지역일수록 온라인을 이용한 의료·교육체제 등
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감염증 유행에 기인한 도시지역에서의 온
라인 환경 정비에 따라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
고 있다.
④ 지역커뮤니티 등 지역사회의 존립 방식에 미친 영향

감염증으로 인한 접촉 기회 감소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
트가 연기 또는 중지되었다. 마을회의나 자치회를 모체로 하는 지역운영조직들
은 이전부터 후계자 부족을 활동상의 과제로 들고 있었으나4), 지역 이벤트의 연
4) 총무성의 「2020년도 지역운영조직 형성 및 지속적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에 따르면, 지역운영
조직의 83.6%가 ‘후계자 부족’을 활동상의 과제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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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지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결속할 기회가 감소하게 되면서 ‘조직 내
소통 부족, 연계 부족’, ‘활동 제한 등에 따른 후계자 발굴 및 육성 기회 감소’ 등과
같이, 향후의 지역커뮤니티 운영에 미치게 될 영향도 지적되고 있다5).
지역커뮤니티는 고령자의 보호나 방재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결속을 유지·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기능의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도 관계인구나 인재 지원제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성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1.2 지방창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
(1) 디지털 기술의 향상과 활용 필요성 고조
사회의 모든 장면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MaaS6), 온라인 진료, GIGA
스쿨 구상7) 등,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여 지역과제 해결과 매력 향상을 실
현하고 있는 선진적인 지역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
시에서는 주민들이 메리트를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
는 환경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
다. 이처럼 지역과제 해결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요구
가 강력해지고 있다.
(2) SDGs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
유엔총회에서 2015년에 채택된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활동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행동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ESG 투자8)로 대표되는 것처럼,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도 SDGs
5) 총무성. 「2020년도 지역운영조직 형성 및 지속적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6) Mobility as a Service. 여행자의 이동 수요에 대응하여 복수의 대중교통 및 그 이외의 이동 서비스
를 최적으로 조합하여 검색·예약·결재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7) 모든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개별적 최적 학습과 협동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
생도 1인 1단말기와 고속·대용량 학교 통신네트워크를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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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관에 맞는 곳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1)에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화가 진전되어 지방이 세계와 직접 연결될 경우

에는 SDGs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지방창생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SDGs에 적합한 시책을 시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면
인터넷 등을 경유하여 사람과 자금을 모으기 쉬워지겠지만, SDGs를 의식하지 않
는 시책들은 평가받기 곤란해질 것이다. 지방창생 시책을 추진할 때에도 로컬
SDGs를 포함하여 SDGs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

진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SDGs를 의식한 경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과제의 해결이나 환경대책, 근무방식 대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
며, 지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더욱 요구되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근무방식의 침투 및 다양한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실현
감염증 확대를 계기로 한 텔레워크 침투 등, 새로운 근무방식이 사회에 수용되
어 가는 중이다. 온라인을 전제로 한 근무방식으로 사회가 전환되어 가는 가운데
일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수
용하여 지방에서도 2거점 거주 추진 등, 이주·정주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근무방식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직적 근무 형태로는 일을 계속
하기가 곤란하였던 여성들에게도 활약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겨나고 있다. 지방에
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종사자 부족이라는 과제에 더하여, 주로 여성들
이 육아와 일의 양립 등의 점에서 폐색감을 느끼고 있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근무방식을 둘러싼 새로운 시대적 조류는, 지방에서는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통하여, 그리고 텔레워크에 따른 도시 인재들의 겸업·부업 등
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한 새로운 근무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인재들이 지방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지방
의 폐색감을 타파하는 새로운 가치관 도입도 기대할 수 있다.
8) 기후변동 등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종래의 재무적 정보에 더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요소까지 고려하여 실행하는 투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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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앞으로 지방창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2.1 기본 인식
각 지역에서 지방창생 추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1장에서 정리한 바 있
는 ‘감염증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창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시
대적 조류’를 계속 고려하면서, 감염증에 의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지방창생 시책
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은 지방창생을 통
하여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 목표를 설정하고, 위드·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지방창생 실현을 지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지방창생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서 선진적 사례를 찾아내어 전국적
으로 전개함으로써 디지털화를 통한 지방창생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의 디
지털화 추진은 도시 주민이 가벼운 마음으로 지방과 관련을 맺게 하는 계기를 제
공하는 등, 지방창생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한다. 디지
털과 현실의 이러한 상승효과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노베이션 환기, 안
전·안심 생활 등을 실현하는 지방창생이 가능해진다.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시책들은 도쿄권 일극집중의 시정으로도 이
어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디지털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기술 진보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지역들은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진
행될수록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비즈니스 찬스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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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뒤처져지는 지역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되, 감염증
의 영향으로 접점이 계속 상실되어 가고 있는 지역 외 인재와의 연계를 디지털의
힘으로 새롭게 구축하여 나가는 등, 각 지역들의 과제 해결과 매력 향상을 실현하
기 위하여 지방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창생을 추
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지리적/시간적 장벽을 뛰어넘는 인적 교류와 일
자리 이전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하게 지방과 도시 간뿐 아니라 지방의 중심
도시와 과소지역 간 관계, 해외를 포함한 타 지역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 디지털 기술을 중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각 지방들이 이를 유효하게 활
용함으로써 각자가 목표로 하는 지방창생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 디지털화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자주적·주
체적으로 내외의 인재를 완전히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사람들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지방을 만들어나가는 폭넓은 지방창생 시책이 필요불가결
하다.
지방의 과제 해결과 매력 향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하
와 같은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시책을 통하여 활력 있는 지방 실현을 추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

2.2 구체적 시책 방침
이상의 기본 인식을 토대로, 지방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각 지
역에서 지방창생을 더욱 심화시켜 나감에 있어서 추진되어야 할 방향성, 요구되
는 구체적 시책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의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다양한 인재·지식·산업을 모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과 도시 간의 지리적/시간적 격차를 메우고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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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션을 창출할 다양한 인재·지식·산업들을 지방으로 모으는 시책을 각지에서
추진함으로써,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돈
잘 버는 지역 만들기를 실현하는 등, 지방창생을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동반한 이주·전직
등과 같은 생활상의 큰 변화 없이, 텔레워크나 겸업·부업 등을 통하여 지방과 관
계를 맺는 사람(‘마일드 챌린저’)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유효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에서도 이주·정주 전략 수립 및 지역의 정주 여건 만들기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주·정주의 목적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커뮤니티
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각 지방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시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또한 근무방식 선택의 주체인 만큼, 기업들
이 텔레워크나 겸업·부업에 동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과 도시를 이어주는 관계인구 분야에서도, 디지털화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개인과 지역을 이어주는 ‘온라인 관계인구’의 추진을 확대하여 보다 가벼운 기
분으로 지방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폭넓은 베리에이션이 생겨나고 있
다. 이러한 시책을 통하여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외의
사람들과 어떠한 구체적인 관계성을 만들어나갈지 검토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는 관계주민표 등과 같이 지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와 듀얼 스쿨9)의 도입, 세제 등
도 포함한 제도적 측면의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텔레워크의 활용을 통하여 도시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움직임(“전직(轉職) 없는 이주”) 및 텔레워크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계속
적 독려, 바쁜 도시 인재들도 지역 활동에 손쉽게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시책의 추
진도 유효하다.
나아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지방에서 살면서 지방의 풍요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현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9) 주민등록은 도시에 둔 채로, 단기적으로 지방 학교에 통학 가능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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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
을 기업에 독려하는 시책과 지방의 유치 환경을 정비하는 시책 또한 필요하다.
【요구되는 구체적 시책의 예시】
 텔레워크, 겸업·부업 등을 통한 ‘전직 없는 이주’ 추진 강화
 온라인 관계인구 등, 지방과 도시를 이어주는 인재의 저변 확대
 온라인 툴을 이용한 도시 인재 활용도 포함하여, 지방에서의 매력적인 일자
리 창출·창업 지원
 지방 이주 추진 강화, 지방의 유치 환경 만들기
(2) 지방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지역 과제 해결 및 매력 향상의 ‘브레이크 스루’가 진행
되게 한다.
지방창생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매력 향
상을 도모함이 중요하다. 작금의 디지털 기술 진전으로 이러한 지방창생 시책의
충실화·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디
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물건들을 공유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유
효 활용 및 활발한 경제 활동과 행정서비스의 수준 유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
과 의료를 원격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진전되면, 지방 생활의 지리적 불
리함을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은 고령화, 일손 및 후계자 부족 등의 과제 선진지역으로서, 앞으로 일본
전체가 직면하게 될 과제 및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
해 보면, 도시와 비교하여 비교적 소규모 경제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
한 사회적 과제 해결의 시험적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지역들이 자신
에게 요구되는 시책을 검토하고, 디지털의 힘을 이용하여 선구적으로 이를 추진
해 나감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지방창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의 힘
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브레이크 스루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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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구체적 시책의 예시】
 교육·의료·대중교통 등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QOL(생활의 질) 향상
 온라인을 포함한 리커런트(recurrent) 교육 충실화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인재 육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발, 지역착의 정보 공유 강화
 공유경제의 추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 정리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관·민 연계 지역플랫폼 형성
(3) 지방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 가치관이 반영
된 시책을 추진한다.
디지털화를 통하여 해외를 포함한 타 지역과 지방이 직접 연결되는 기회가 증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상류(商流)와 인적 흐름이 생겨나는 동시에,
SDGs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 등이 지방창생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는 탈탄소화
와 관련하여, 지방은 도시에 비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포텐셜이 전체적으로 높
으므로 에너지의 ‘지역 생산, 지역 소비’(地産地消) 등, 지방이기 때문에 할 수 있
는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대비 지방의 우위성을 홍보(PR)할 수 있다.
지역들은 이처럼 새로운 가치관을 배려하여 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와 매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미디어 등을
매개로 하여 특히 청년들의 지방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의 자금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적극
적으로 새로운 것을 취하여 받아들이고자 할 때는 전통문화, 경관 등 지역에서 보
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들과 양립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을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새로운 세계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도, 지방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의 시책을 추진함으로
써 지방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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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구체적 시책의 예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탈탄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실현
 에너지의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추진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시
책 추진
 지역과 해외 간 온라인 연결을 활용한 새로운 상류 및 인적 흐름 구축
(4) 감염증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 내 결속을 강화한다.
감염증의 영향으로 외출 기회 및 지역 내외의 교류가 감소하면서 지역 내 결속
이 취약해졌다. 재해 등의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와 지방 활력 강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
역의 경제적·사회적 결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1)에서 언급한 온라인 관계인구 및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등도 포섭하

면서, 지역 내 커뮤니티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요구되는 구체적 시책의 예시】
 디지털 기술과 탈탄소 기술을 활용한, 감염증 및 재해 리스크에 대응 가능
한 경제적·사회적 대응체제 만들기
 감염증, 재해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共助)’ 체제·커뮤니티 구축
 이주·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관·민 연계 유치 체제 만들기 추진
(5) 지방의 디지털화를 위한 토대를 만든다.
지방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하드·소
프트 양 측면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디지털 인재의 육성·확보를 도모하는 등, 다양
한 리소스를 지역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소지역에서는 디지털화를 위
한 보다 적극적인 토대 구축이 요구된다.

180

제3부 지방창생전문가간담회 보고서

【요구되는 구체적 시책의 예시】
 하드·소프트 양 측면에서 지방의 디지털 환경 정비
 데이터 연계 기반, 자율주행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정비 가속화
 지방에서의 디지털 인재 확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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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창생전문가간담회로부터의 메시지

지방창생을 보다 넓은 저변을 가진, 수명이 긴 정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본
간담회에서는 지방창생과 관련되거나 앞으로 관련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전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러분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텔레워크, 겸업·부업 등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확산
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도시와 다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가고 있습
니다. 또한 도시에 입지한 기업들도 사원의 복리 후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풍
요로운 자연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지방으로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찬스로 받아들여 디지털의 힘을 활용하면서 지방창생을 추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캐치 프레이즈>
 이 도시만 가진 매력이 있다. 함께 만들자, 지역의 미래.
 당신부터 변화시키는 지방창생. 이 도시의 누구나가 키 플레이어.
 사람들과 이어진다. 세계와 이어진다. 디지털로 넓히자, 지역의 미래.
【지방기업 여러분께】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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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주거환경과 일하기 좋은 여건을 홍보(PR)하고, 텔레워크 환경 등을 정비하
여, 일할 사람들을 도시에서 유치해 보지 않겠습니까? 디지털화를 통하여 지리적
/시간적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새

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캐치 프레이즈>
 지방에서 시작된 개혁이 일본을 변화시킨다. 지역에서 일으키자, 미래로 이
어지는 이노베이션.
 Stay Local, Work Global. ‘글로컬’하게 넓어지는 미래.
 중소기업이야말로 DX.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행복해지는 기업을.
 자신에게 딱 맞는 ‘일하는 방식’은, 로컬에 있습니다.
【도시의 청년 및 여성 여러분께】
도시에서 생활하기 어려움, 일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지방으로 눈
을 돌리면 풍요로운 자연, 육아와 일의 양립도 가능한 일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
져 있습니다. 텔레워크 등을 활용하여 ‘전직(轉職) 없는 이주’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하여 가벼운 기분으로 지역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쯤 지방
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캐치 프레이즈>
 텔레워크를 활용하여 지방으로. 자연과 공존하고, 심신에 여유가 있는 생활을
 풍요로운 자연, 맑은 공기. 신선한 음식, 따뜻한 이웃…. 지방에서 미소를!
 지방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일도 육아도 씩씩하게. 행복한 매일을!
 기분 좋은 매일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지방에서!
【도시의 기업 여러분께】
지방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은 직원의 복리 후생,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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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워크 환경을 갖추게 되면, 지방으로의 거점 분산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SDGs의 실천이 기업에도 요구되고 있는 지금, 지역에 공헌해 보지 않
으시겠습니까?
<캐치 프레이즈>
 지속가능(sustainable)한 세계를 목표로. 지역 과제의 해결이 곧 비즈니스
찬스.
 풍요로운 환경에서 풍부한 발상이 생겨난다. 지방이 키우는 인재의 힘.
 웰빙 근무방식은 지방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한 비즈니스(근무방식)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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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지방창생전문가간담회 보고서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아래 3건의 문서를 번역하여 작성되었음.
「国土の長期展望」最終とりまとめ
令和３年６月, 国土審議会計画推進部会, 国土の長期展望専門委員会
https://www.mlit.go.jp/policy/shingikai/content/001419594.pdf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1
令和３年６月18日, 閣議決定
https://www.chisou.go.jp/sousei/info/pdf/r03-6-18-kihonhousin2021hontai.pdf
「地方創生有識者懇談会」とりまとめ
令和３年11月, 地方創生有識者懇談会
https://www.chisou.go.jp/sousei/meeting/yushikisha_kondankai/pdf/r03-11-torimatome.pdf
※ 国土交通省 リンク・著作権・免責事項, 政府標準利用規約(第2.0版)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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