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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의 신기본법 농정을 대상으로 정책의 결정 방법과 예산확보 방

법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의 새로운 정책입안 시의 시

사점으로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신

기본법 농정의 주요 내용, 정책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국가와 지방의 재

정시스템 구조, 농림수산예산의 축소와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응, 그리

고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추진 체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단행되고 있다. 하나는 ‘정책결정의 주체

가 국가인가, 지방인가’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 확보의 주체가 국가인

가 지방인가’라는 관점이다. 지방분권이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지방 정부이면서 

예산확보도 지방 정부가 스스로 조달하여 자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논리이다. 정책 결정은 권한 이양에 의하여 지방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확보는 지방 경제의 약화와 지역 간 세수 격차 등으로 국가에서 지방

으로의 재정 이전에 의한 정책 추진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기본법 농정은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농정을 말하며,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화 대응의 필요성, 지방분권 개혁

의 압력, 농림수산예산의 제약 등 세 가지 흐름을 타고 정책이 형성되었으며, 현

재까지 지방분권 개혁은 계속되고 있다.

농정은 그동안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어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지방 정부

의 집행’이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추진 방식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획일적인 기준이나 단가의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다양한 보조사업 등은 지방 단계에서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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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집권론’(地方集權論)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중산간지역 직불제, 산지교부금제도, 인정농업자제도 

등은 시정촌 또는 마을 등 커뮤니티 단위의 의사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의 정책 개혁도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전망되며, 이에 관

한 정책 입안자의 문제의식, 지역 단계에서 통합·실행하는 시스템이나 조직 정비 

등이 지방집권 확립에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의 재정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을 구분하여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 규모는 102.3조 엔의 조세 총액에 대하여 

61：39로 나눠지고, 세출 규모는 46：54로 배분되어 있다. 중앙·지방 간 재정이

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즉 지방에서 복수의 정책이나 사업을 통합하여 실행하는 시스템이 요구된

다. 이것이 지방집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국가의 일반회계는 증가하지만, 중앙 정부의 농림수산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

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화·과소화의 급속한 진전,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고조 등에 따른 정책 수요는 점점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제약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성

은 보조금을 개편하여 기간사업이나 긴급한 용도, 6차산업화나 농상공 연대, 신

기술 도입 등 신규 사업에 보조금을 중점화하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한 정책평가제도를 통하여 정책의 확장, 유지, 축소, 종료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정책평가제도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토야마현은 현단위에서 정책을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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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종합정책국은 지역 단계에서 정책을 집중하기 위

한 ‘지방집권’ 조직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활성화를 비롯하여, 인재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은 지역 단

계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중앙집권 체질에서 지방분권적 체질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창으로 상호 학습하여 양질의 정

책을 입안해야 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 자체가 정책 입안의 장이 되어 지역 정

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료, 농업, 농촌 등의 현장에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특정 

문제를 인식하고 어젠다를 설정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특정화하여, 문제·정

책·정치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정책을 패키지로 완성해 내는 분권적 체질 개선이 

향후 예상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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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일본 경제의 글로벌화와 국내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라 농정의 수립과 진행 방

식이 전환되고 있음. 종전의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하향식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으로 정책 결정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 정책 변화의 배경 중 하나는 글로벌화에 대응한 농정 개혁의 흐름임. 1990년

대 초반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응하고자 1992년 ‘새로운 식료·농

업·농촌정책의 방향’(신정책) 발표,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신기본

법) 제정 등을 계기로 정책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의 흐름임. 1992년 중참(중의원·참의원) 양원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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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추진에 관한 결의’를 시작으로 1993년 ｢지방분권법｣, 1999년 ｢지방분

권일괄법｣, 2008년 ｢지방분권개혁추진법｣ 등의 제정을 근거로 하여 국가 권

한을 지방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지방에서도 광역 단체(도도부현)에서 기초 단

체(시정촌)로 이양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구조개선과 농촌활성화에 관련한 정책을 중심으로 권한이 지방으로 이

양됨에 따라 관련 예산조치도 변화하고 있음. 이는 전국 획일적인 추진방식에

서 지역의 실태나 주민 의향이 반영된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임.

❍ 이처럼 현재 일본 농정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분리

하고, 정책 결정과 예산 확보 측면에서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 실태를 파악하

는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음. 이는 한국 농정의 관련 분야 연구에도 참고가 

될 것임.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정추진체계를 조사하고, 그 특징

과 효과 등을 파악하여 한국 농정의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에 참고하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으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방식(하향식, 상향식),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 기구 및 방식, 지방 정부의 재원 확보 실태와 집행 방법, 지방 정부의 

자율성 제고 등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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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이 연구의 내용은 신기본법 농정기에 한정하여, 중앙 정부(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의사 결정,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권한 이양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 지

방 정부(토야마현)의 정책 결정 기구와 방식, 재원 확보 실태 등을 파악하여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2.2. 연구방법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활용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통

계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함. 토야마현(富山県)을 사례로 지방 정부의 정책 결

정 방식과 재원 확보 실태 등을 파악함. 그리고 일본의 대학 교수와 연구소의 

연구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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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정의 분권화
전개와 과제2

1. 신기본법 농정의 전개

❍ 일본의 농정은 1999년 새로운 기본법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

면서 큰 전환기를 맞이함.

❍ 1961년에 제정된 구기본법을 전후 고도성장에 대응하여 농정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였다면, 신기본법1)은 WTO 체제에 대응하면서 고령화, 자급률 하락, 

경작포기지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임.

- 신기본법 농정은 식료·농업·농촌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새로운 정책 방향

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2)

1) 구기본법에서는 고도경제 성장기에 도농 간 생산성이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 정책과 농산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생산 정책이 핵심으로 추진되었음.

2) ‘식료’(食料)라는 용어는 ‘식량(食糧)’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쌀, 맥류, 옥수수 등의 곡물과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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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본법에서는 농정의 이념으로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② 다원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④ 농촌 진흥을 4대 이념으로 설정함

<그림 2-1>.  

- 4대 이념 간의 관계는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④ 농촌 진흥을 통하여,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② 다원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를 도모하는 인과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음. 즉, ①과 ②가 ③과 ④보다 더 상위 개념임.

그림 2-1 신기본법 농정 4대 이념 간의 관계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

[농촌진흥]
농업인·지역주민의생활의장
농업의지속적발전의기반
생산조건및생활환경정비
복지향상등

[농업정책]
‘바람직한농업구조’의실현
경영안정의강화
지역별인정농업자제도
생산기반정비등

[식량의안정적공급]
농업정책과농촌정책의결과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향상
(농지,인력,기술의유지축적)

[다원적기능발휘]
농업정책과농촌정책의결과
조건불리지역농업유지
농업자원(농지,수리)보전

자료: 安藤光義(2019).

서류를 일반적으로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채소, 과일, 축산물, 어패류 등을 포함한 모든 

먹거리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식료’를 사용함. 즉 곡물을 ‘식료’라고 사용할 수 있지만, 과일이나 채

소, 육류, 수산물을 ‘식량’이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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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본법 농정에서 지방분권

2.1. 지방분권적인 정책 추진

❍ 신기본법 농정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책 결정 권한을 국가(농림수산성)에

서 지방(도도부현, 시정촌)으로 이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농촌정책 중 ‘중산간지역직불제’가 있음. 한편 농업정

책에서는 시정촌 단계에서 후계자 육성과 관련한 ‘인정농업자제도’, 쌀 생산

조정제도와 연계하면서 지역농업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산지교부금제도’ 등

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이

라고 할 수 있음. 

2.2. 중산간지역직불제의 분권적 성격 

❍ 신기본법 농정에서, Kingdon이 제안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 of op-

portunity) 모델을 농촌정책 분야에 적용해 분석한 연구가 있음.

❍ 安藤光義(2019)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왜 특정 문제가 의제(agenda)로서 등

장하고, 복수의 정책대안 중에서 특정 정책이 채택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킹던의 ‘정책의 창’ 모델을 사용한 바 있음. 

❍ 일본의 중산간지역직불제에 대해서도 이 모델을 적용하였음. 즉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이 ‘합류’(coupling)하는 시점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특정 정책이 선택된다는 것임<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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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가 것이 증가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

음. 이를 둘러싸고 지자체·연구자·관료 등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서 ‘정책의 

원시적 대안’이 형성되었고, 이 중에서 남은 것이 신기본법 제정이라는 정치

적 흐름을 타서 정책으로 실현되었다고 설명함. 

❍ 이렇게 생각하면, 농촌정책의 탄생은 하나의 기회로 중산간지역직불제 도입 

이후 일본의 농촌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듦. 이후의 정책은 커뮤니티 정책

의 성격을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자원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한 것이 커다란 특징임(安藤光義 2019). 

그림 2-2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of Opportunity) 모델

[문제의 흐름]
지역쇠퇴

마을공동화
중산간지역문제

경작포기지

[정책의 흐름]
지역활성화

제3섹터
중산간직불제

마을영농

[정치의 흐름]
WTO 협정
정책개혁

직접지불제
농촌정책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3자의 합류(coupling)] → [정책으로 실현]

자료: 安藤光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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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산간지역직불제의 특징

❍ 중산간지역직불제는 경작포기지가 증가하는 조건불리지역 등에서 영농 조건

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해서 지역 농업을 유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

는 것이 목적임.

- 추진 방식은 기초 지방 자치 단체와 마을이 협정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것

임. 이는 마을의 실태나 주민 의향이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의도임.

❍ 일본 농촌정책의 특징은 마을을 활용한다는 것임. 다원적기능직불제도 유사

한 점을 가지고 있음. 정책 대상의 단위를 마을로 설정하고, 마을 주민이 주체

가 되어 의사 결정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함. 

- 여기서 마을 주민이란 농가는 물론이고 비농가도 포함됨. 마을의 비농가도 

지역활성화 활동이나 다원적 기능 증진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농촌 진흥을 도모하는 농촌정책의 모습은 마을의 내발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각종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담는 그릇으로서 조직 정비를 추진하

는 것임(安藤光義 2019). 

2.4. <참고> Kingdon의 ‘정책의 창’ 모델

2.4.1. 개요

❍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of opportunity) 모델은 정치학 분

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임. 주된 목적은 국가 정치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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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젠다 설정(agenda setting)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임. 이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델이 ‘정책의 창’ 모델임.3) 

❍ 현장에 존재하는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는 어젠다가 되지만, 다른 문제는 어

젠다가 되지 않음. 또한 어떤 정책 대안은 특정화하여 정책으로 결정되는 반

면에 어떤 대안은 기각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 정책의 창 모델임.

❍ Kingdon은 어젠다가 되지 않으면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논의도 되지 않기에 

어젠다가 되는 것(기록, 등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Kingdon은 어젠다 설정 시 ①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② 사람

들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③ 정치가나 시민

단체 등이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는 과정 등 다양한 흐름이 특정한 때 합류

(coupling)하여, 큰 정책 변화를 낳는다고 주장함.

2.4.2. 정책의 창 모델

❍ Kingdon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 흐름이 있고, 세 흐름이 갖추어진 ‘때’가 정

책 결정 및 변경의 적기(適期)라고 주장함.

❍ 특정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세 가지 흐름 위에서 이루어짐. 즉 ① 문

제의 흐름(problem stream), ②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③ 정치의 흐

름(political stream)임.

3) 정책의 창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역서를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음. J. W. Kingdon. 2011.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笠京子 譯. 

2017. 『アジェンダ·選択肢·公共政策』. 頸草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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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문제의 흐름:  문제가 인식되는 과정임. 문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현상에 관한 지표, 위기나 사고의 발생, 정책 평가에 의한 피드백 등임. 

- ② 정책의 흐름: 의회, 관료,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존재

임. 소수의 아이디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과 ‘관련자의 가치관’임. 

- ③ 정치의 흐름: 특정 시기에 정책 대안에 대한 관련자의 수용 자세에 달려

있음. 국민의 분위기, 이익집단의 지지·반대 정도, 의회에서 세력 판도, 행

정부의 중요 인물 교체, 정권 교체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좌우됨. 

❍ ‘정책’이란 사회에 널려 있는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작업이 수반됨. 이러

한 일련의 행위를 ‘정책 과정’이라 함. 

❍ 정책 과정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다음과 같음. 

- ① 문제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함. 모든 문제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

부 내부에서 검토하려면 정부의 주목을 받을 것, 즉 어젠다로 설정되어야 

함. 어젠다 설정(agenda setting)이란 어떤 문제가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

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임.

- ② 문제가 어젠다로서 설정되면, 그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 작성되고, 어

떤 대안이 바람직한지 심의를 거쳐 특정화함. 

- ③ 정책 대안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정책 결정이 행해짐. 구체적으로는 입

법 등의 형태로 정책 대안이 채택됨. 

- ④ 채택된 정책은 정부의 집행 기관이 실행함. 실행된 이후에는 그 정책이 

평가되고(小島廣光 2001), 이에 근거하여 정책의 지속, 수정, 종료를 평가

함<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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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책 결정 과정

③ 정책대안의 선택에 의한 정책의 결정

④ 결정된 정책의 실행과 정책의 평가

① 문제의 인식에 근거한 정책어젠다 설정

② 복수의 정책대안의 생성과 특정화

자료: 小島廣光(2001).

2.4.3. 정책의 창과 정책 결정

❍ 세 가지 흐름은 상호 독립적으로 움직임. 정책의 창은 어떻게 특정 문제가 인

식되고 어젠다로서 설정되어, 정책 대안으로 특정화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으

로 채택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임.

- 즉 특정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세 가지 흐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합류’(合流, coupling)하였을 때임. 합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임계기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남.

- 구체적으로는 정책 입안자(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 중요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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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는 정책 대안이 적용될 것 같은 문제가 부상할 ‘때’, 또는 정치의 흐

름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전개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임.

❍ 합류한 결과에 따라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주목되어 정책이 결정됨.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의 도래를 Kingdon은 정책의 창 ‘개방’이라고 표현함.

- 정책의 창 개방은 현행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경신과 같이 예측 가능한 경우

도 있고, 정권 교체와 같이 정책의 창이 불시에 열리는 경우도 있음. 후자가 

정책의 창 개방에 중요한 요인이 됨.

❍ 그런데,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간은 길지 않음. 그 타이밍(적기)을 놓치면 언

제 올지 모르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함. 적기를 포착하여 합류를 위해 진력

을 다하는 자가 정책 입안자이며, 그 역할이 중요함. 

❍ 정책 입안자는 가까운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의 대가로, 시간, 에너지, 명성, 

자금 등 자신이 가진 자원을 쏟아 부어 합류의 가능성을 높임. 해당 역할을 담

당하는 자는 장관을 비롯하여, 의원, 로비스트, 학자, 변호사, 고급 관료 등 많

은 곳에 존재함(岩崎正洋 2012).

2.4.4. 정책의 창 모델의 특징과 의의

❍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Kingdon의 정책의 창 모델은 정책 형성에 우연성

보다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 다른 모델에 비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정책 결정에 관하여 ① 각 흐름의 내부 프로세스, ② 합류를 형성하는 프

로세스, ③ 정책형성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제약 등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

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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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문제의 흐름’ 속에서는 각 문제가 표면화되는 적기를 동일하게 갖는 

것은 아니며, 지표, 충격적인 사건, 피드백 등이 정부의회 관계자의 주목을 

결정한다는 점임.

- 둘째, ‘정책의 흐름’ 속에서는 모든 정책 대안이 표면화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 기준은 기술적인 실행 가능성, 구성원 가치와의 정합성, 비용(허용되

는 예산), 일반 대중의 묵인, 선거로 선임되는 정치가의 지지 등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임.

- 셋째, ‘정치의 흐름’ 속에서는 모든 환경이나 사건이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정책 공동체의 부존 자원, 국민 분위기, 의원의 분포 등에 의해 결

정된다는 점임.

❍ 정책의 창 모델은 어젠다 설정과 정책 대안 특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결

정 프로세스를 제시한 모델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정책의 창의 개폐, 흐름의 합류, 정책 입안자, 파급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참가자가 만들어내는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가 결합되는 메커

니즘을 제시함.

❍ 정책의 창 모델은 애매하고 부정확한 현상의 이해에 몇 가지 점에서 크게 기

여하였음. 그러나 이 모델의 시각이 아직 불명확하고, 정책 형성 시스템의 실

태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향후 정책의 창 모델에 관한 추가적인 연

구나 고찰이 시도된다면 정책 형성 시스템에 관한 명확한 통찰이 얻어질 것으

로 기대함(小島廣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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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의 지방분권 실상과 과제

3.1. 중앙분권·지방집권

❍ 기존 일본의 정책 결정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의 모든 사업이

나 시책은 부처별로, 또는 같은 부처라고 해도 과(課)·계(係) 단위로 분산되어 

결정되었음. 이것을 ‘중앙분권’이라 함.

❍ 이러한 정책은 대체로 전국에 동일한 단가나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다양

한 실태나 정책 니즈를 반영하는 데 실패함. 이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는 

동시에, 다른 정책과 연계성이나 지역 단위에서 종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정책 효과와 연계성·종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 

단계에서 다양한 사업·시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제안되었음. 이것을 ‘지방집권’이라 함(今村奈良臣 1978).

- 여기서 지방집권이란 ‘뒤집어 놓은 우산’과 같은 발상으로, 개별적으로 떨

어지는 빗방울을 한 곳으로 모아서 큰 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임.

❍ 지방집권이란 사업이나 시책을 집행하는 단계, 즉 광역 단체나 기초 단체, 지

역, 마을 등에서 다수의 국가보조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임. 

하나하나는 비록 작은 사업이어도 한 방향으로 집중하면 발화하여 지역을 새

롭게 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安藤光義 2017)<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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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앙분권·지방집권적 정책결정·집행의 이미지

발화

지자체
지역
마을

“하나하나는
작은사업이어도

한방향으로집중하면
발화한다”

(지역을바꾼다)

국가 등의 다양한 정책사업

[중앙분권]

[지방집권]

자료: 安藤光義(2017).

❍ 지방집권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통합·실행하는 시스

템(조직)을 갖추어야 함. 이것이 지방집권의 중요한 과제임.

- 토야마현(富山県)의 사례를 보면, 현청 조직에 ‘종합정책국’을 두고 집권을 

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있음.

3.2. 농정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

❍  최근 농정에서 지방분권 개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① 마을 단계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마을과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하여 추

진하는 중산간지역직불제 도입(1990), ② 시정촌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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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 자원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농업경영체를 확보·육성하는 인정농업

자제도(1993), ③ 쌀 생산 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시정촌에서 지역  

특산 작물을 결정할 수 있는 산지교부금제도 도입(2003) 등임.

- 이상의 정책은 예산 확보는 중앙 정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지방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임.

4.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동향

4.1. 지방분권 추진의 경과

❍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1992년부터 시작됨.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국회 결

의’를 근거로 하여, 총리실에 ‘지방분권개혁추진본부’(본부장 총리)를 설치하

고,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가 조사·심의를 담당하는 체제임.

❍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하여 1차 분권 개혁을 추진하였음. 1차 개

혁에서는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 국가의 개입규정 확립 등이 성과임. 그 이

후 2014년까지 2차 분권개혁을 추진하였음.

❍ 2차 분권개혁에서의 중요한 성과는 권한의 이양과 개혁의 추진 방식, 규제 완

화 등임.

-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이양, 지방에 대한 규

제 완화(의무화와 총량제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개혁은 ‘개성을 살려 자립하는 지방을 만든다’는 미션을 설정하여, 권한 이

양이나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의 제안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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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방의 제안과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방의 개혁 제안을 모집하는 ‘제안모

집방식’을 도입함.

- 또한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전국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되, 일률 이양이 곤란한 경우에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선택적으로 이양하는 

‘손들기방식’을 채택하고 있음(地方分権改革有識者会議 2014. 6.).

4.2. 지방분권 개혁의 논의 동향

❍ 공공 부문에서 하나의 정책(시책,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관련하는 주체는 

중앙 정부(국가)와 지방 정부(지자체, 광역 및 기초)임. 중앙 정부는 전국을 행

정 구역으로 하고, 지방 정부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공공 부문의 정책 추진 권한은 ① 정책 결정, ② 비용 부담(재원조달), ③ 집

행(실시) 등 3단계를 거침.

❍ 정책 결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권한의 배분 형태는 2가지 유형이 있

음. 하나는 ‘수평적 배분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배분 방식’임.

❍ 수평적 배분 방식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중 한편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을 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임. 

- 예를 들면 지역 규모의 국내 행정은 지방 정부가 대외 행정이나 전국을 대

상으로 하는 국내 행정은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양 정부는 대등

한 관계이고, 행정 책임이 명확한 것이 특징임. 

❍ 수직적 배분 방식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분리하여, 정책 결정 권한은 

중앙 정부(또는 지방 정부), 집행 권한은 지방 정부(또는 중앙 정부)라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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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분하는 방식임. 

- 정책 결정의 권한이 예산 확보를 수반하기 때문에 집행 권한에 비해 우월

함. 그래서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집행 담당 정부를 하위에 두게 

됨. 이상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권한 배분의 두 가지 형태와 지방분권의 개념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평적 배분 ○ 정책 결정 권한, 집행 권한 전부를 배분 ○ 정책 결정 권한, 집행 권한 전부를 배분

수직적 배분
○ 정책 결정 권한, 집행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
    예) 정잭 결정 권한은 중앙, 집행 권한은 지

방에 배분

○ 정책 결정 권한, 집행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
    예) 정책 결정 권한은 지방, 집행 권한은 중앙

에 배분 

(지방분권)

○ ‘지역 이해와 관련한 분야’는 수직적 배분에서 
수평적 배분으로 지방에 이양

○ 적어도 ‘정책 결정 권한’을 수직적 배분으로 
지방에 이양

○ ‘지방정부 내부’에서는 광역 단체에서 기초 단
체로 권한 이양

주: 정책 추진의 권한은 ① 정책의 결정과 비용 부담(재원조달), ② 정책의 집행(실시) 등 2단계를 상정함.

자료: 필자 작성.

❍ 현재 지방분권 논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집권’이란, 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 집행 권한만 배분된 지방 정부는 사실상 국가

의 하청 기관에 불과하다는 의견임.

❍ 현재 일본 농정에서 배분 방식은 수직적 배분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중

앙이 정책 결정을 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방에서 집행하는 구조가 

대부분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사업에서 나타남.

- 이 방식은 전국에서 일률적인 집행으로 지역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항상 지적되고 있음. 이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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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분권의 방향

❍ 따라서 중앙집권적 수직적 권한 배분을 지방분권적 수평적 권한배분으로 전

환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외교, 국방 등의 대외행정 및 사법, 우편 등의 전국 통일 행정을 제외한 행정 

분야, 즉 지역의 이해에 관련된 분야는 정책 사무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

는 ‘수평적 배분’ 또는 적어도 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수직

적 배분’을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음.  

4.4. 지방분권 개혁의 논점

❍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정책 수요의 정확한 반영이 가능하고, 정책과 재정의 

책임이 명확하며, 경쟁이나 효율이 촉진되어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행

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됨. 

❍ 그러나 지방분권론에 내재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생활권의 광역화 및 경제권의 전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책 수요에 명

확한 지역차가 있는가 하는 점.

- 지방 정부가 특정 지역을 행정 구역으로 하는 이상, 지역 경제 간의 격차가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격차를 초래한다는 점.

- 사무 비용면에서 중앙 정부의 전국 공통 행정 사무에 비해 지방 정부의 독

자 행정 사무가 비교적 높은 행정 비용을 초래함.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 비

용 효율, 즉 세수에 대한 사무 비용을 비교하면 지방세의 사무 비용이 훨씬 

높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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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정부들이 경쟁을 하다보면, 더 좋은 행정 구역으로 주민이 이동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혼잡 대책 등으로 인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당장 추진해야 할 전략에서는 현실성을 중시하여, 지방분권의 장기 구상에 다

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지방·국가 쌍방의 대담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각종 행정 사무의 최적 규모에 적합한 유연한 지방 행정의 규모, 재정력이 

약한 지역의 경우 정치적 의사 결정 권한과 재정적 의사 결정 권한의 분리, 

지방 공통 행정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에 위임하는 ‘역위임사

무’ 추진, 지방 의회 및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 내부의 분권화 촉

진 등임.

-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계속되고 있음(宮島洋 1996. 2. 2.). 

5. 요약

❍ 일본의 신기본법 농정의 기조에서 농촌 지역은 농가와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

이며,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임. 바람직한 농업 구조를 실현하고 경

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원적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전제에서 구조 개혁과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음. 

❍ 그동안의 농정은 중앙집권적 체계하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지방 정부의 

집행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실상을 보면 중앙 정부가 결정한 보조사업

이 과나 계 단위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지방에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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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는 중앙분권·지방집권론이 제기됨.

❍ 신기본법 농정기 정책 개혁의 배경에는 시장 개방에 대응할 필요성, 지방분권 

개혁의 압력, 그리고 농림수산예산 제약 등 흐름이 있음.

❍ 개혁의 방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 결정 권한 이양임. 대표적인 정책이 

중산간지역직불제, 산지교부금제도, 인정농업자제도 등임. 특히 중산간지역

직불제는 마을 단위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향후 정책 개혁도 이러한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 전개가 전망됨. 정책 입안자

의 문제의식, 지역 단계에서 통합·실행하는 시스템(조직) 정비 등이 지방집권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지방분권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이양’이 단행되고 있음. 권

한, 재원(예산), 인력 삼위일체의 이양이 필요함. 기초 단체(시정촌)가 말단 출

장소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경험과 축적을 가지고 지역 고유의 문제를 파악

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과 집행 기능이 패키지로 시정촌에 이

양되어야 함. 

❍ 신기본법에서 농정 개혁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과 저가격을 지향하되, 

그 효과가 국민 전체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임(高橋正郞 200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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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구조와 
농림수산업비4)3

1. 지방재정의 구조

❍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5)의 역할, 지방 정부 

상호 간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 정부는 외교·안전 보장, 재판·검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정 분야 

사무를 담당함.

❍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기초자치단체(시정촌)가 고유의 사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재정이라 함.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면서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6)

4) 総務省(2019)을 중심으로 논의함. 

5) 이후 논의에서 지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

은 부록에 제시함. 

6) 2017년 일본의 국내총생산(지출 기준 547.4조 엔)에서 국가는 4.0%, 지방은 10.8%를 차지함(総
務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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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와 지방 재정 지출

❍ 2017년 일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통한 세출 중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순

계는 168.2조 엔임. 전체 세출의 42.2%인 71.0조 엔을 국가에서 지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57.8%인 97.3조 엔을 지출함(総務省 2019).

❍ <그림 3-1>에 의하면, 대부분의 세출 항목 비율이 유지 또는 감소되는 가운

데, 사회보장관계비(민생비, 위생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복

지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경제비(농림수산업비, 상공비)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세출 총액의 

9.9%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6.3%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그림 3-1  국가·지방을 통한 목적별 세출액 구성비의 추이

단위: %

자료: 総務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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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국가와 지방 정부의 목적별 세출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관계비가 

3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채비 20.9%, 교육비 11.8%, 

기관비 11.5% 순임<그림 3-2>.

- 상세 항목별로는 사회보장관계비 중 민생비(연금 관련 제외)가 세출 총액

의 22.6%로 가장 높고, 공채비 20.9%, 교육비 중 학교 교육비 8.9%, 국토

보전 및 개발비 중 국토개발비 8.4%, 기관비 중 일반행정비 등 7.5%, 사회

보장관계비 중 민생비(연금 관련)가 6.8%를 차지함.

❍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위비를 포함하여 공채비, 은급비,7) 민생비 중 

연금 관련은 국가의 지출 비중이 큰 반면, 민생비(연금 관련 제외),8) 위생비,9) 

학교교육비, 사법경찰소방비, 국토보전비, 국토개발비, 상공비, 재해복구비 

등 국민 생활·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비는 지방 정부를 통해 지출

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음.

- 농림수산업비, 주택비 등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함.

7) 은급비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비임.

8) 민생비(연금 관련 제외)는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고령자･심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

설의 정비와 운영, 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임.

9) 위생비는 주민 건강의 유지･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의료, 공중 위생, 정신 건강, 분뇨, 쓰

레기 수거･처리, 공해 등의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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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원 배분 실태

❍ 2017년 일본의 조세총액은 102조 2,847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

음(総務省 2019). 조세총액 중 국세는 62조 3,803억 엔, 지방세는 39조 

9,044억 엔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세원 배분은 61:39임.

- 국민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은 25.3%(국세 15.4%, 지방세 9.9%)임.10) 

❍ 일본의 국세는 2008~2009년 동안 일시적으로 53% 수준으로 낮아진 바 있

으나, 2013년 이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방세는 ‘삼위일체 개혁’11)

과 관련 후속 조치로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46.6%

까지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40% 수준임<그림 3-3>.

- 한국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대략 77:23으로 국세 편중 구조12)임을 고려

할 때 일본의 지방세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한편 국가와 지방 정부 간에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등의 대규

모 재정 이전이 행해지고 있음. 그 결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조세총액 실질적 

배분(세출)은 42:58임<그림 3-4>.

- 세수 측면에서는 국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종 지출 측면에서는 지

방 정부가 조세총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함. 

10) 주요국의 조세 부담률(2015년)은 미국 25.0%, 영국 36.1%, 독일 31.1%, 프랑스 40.5%임(総務

省 2019).

11) 고이즈미 정권(2001~2006년)에서 삼위일체개혁을 추진하였음. 삼위일체개혁은 중앙 정부의 관여

를 축소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새로운 지방분권형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지방정부

의 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를 목표로,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삭감,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

원이양을 포함한 세원 배분의 재검토, 지방교부세의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2) 조세총액 중 국세, 지방세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6.3:23.7, 2017년 76.7:23.3임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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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국세, 지방세 추이(2007~2017년)

단위: 억 엔 

자료: 総務省(2019).

그림 3-4  국가·지방 정부 간 재정 구조(2017년)

자료: 總務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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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의 성장과 세입·세출13)

2.1. 지방재정의 성장

❍ 지방재정 규모는 2017년 결산액 기준 세입 총액 약 101.3조 엔, 세출 총액 약 

98.0조 엔임(総務省 2019). 일본의 지방재정 규모는 매우 큰 편으로, 국가의 

일반회계와 유사한 규모임.

- 최근 5년 동안 지방재정은 큰 변동 없이 사실상 거의 정체되어 있으며,14) 

동일본대지진분 관련 세입, 세출은 감소하고 있음<그림 3-5>.

그림 3-5  지방 정부의 세입, 세출 변화(2013~2017년)

단위: 억 엔

주: 동일본대지진 관련 복구·부흥사업 및 전국 방재사업 관련 결산액을 ‘동일본대지진분’이라 하고, 총 결산액

에서 이를 제외한 것을 ‘통상수지분’이라고 함.

자료: 総務省(2019).

13) 2017년 도도부현(47개) 및 시정촌(시정촌 1,718개, 특별구 23개, 일부사무조합 1,203개 광역연

합 111개, 총 3,055개)의 보통회계 순계 결산액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14) 김태곤(1996)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1994년(세입 96.0조 엔, 세출 93.8조 엔)과 비교할 경우에

도, 지난 23년 동안 세입과 세출의 규모는 각각 5.6%, 4.5% 증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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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 세입의 특징

❍ 지방재정 세입의 비목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재량의 정도에 따라 ‘자주재원’

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원의 용도를 기준으로 ‘일반재원’과 ‘특

정재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자주재원15)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

세, 분담금 및 부담금16), 사용료 및 수수료17) 등이 해당됨. 의존재원은 국

고지출금, 지방교부세, 도도부현지출금 등 국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교부

되는 재원임.

- 일반재원은 지방세(보통세), 지방교부세 등과 같이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사용가능한 재원이며, 특정재원은 국

고지출금, 지방채 등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재원임. 

❍ <표 3-1>에서와 같이 지방 정부의 재원은 지방세 수입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이전되는 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 국고지출금), 지방

채,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됨. 

❍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의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365억 엔 감소한 

101조 3,233억 엔임(総務省 2019). 

- 지방세 39.9조 엔(39.4%), 지방양여세 2조 4,052억 엔(2.4%), 지방특례교

부금 1,328억 엔(0.1%), 지방교부세 16.8조 엔(16.5%), 국고지출금 15.5

15) 도쿄도, 아이치현, 오사카현 등 대도시의 자주재원 비율이 높은 편임. 

16)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며,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른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임.

17)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산 사용 또는 공공 시설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역무 제공 비용 또는 보수로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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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엔(15.3%), 지방채 10.6조 엔(10.5%) 등으로 구성됨. 

- 일반재원은 총 59.2조 엔으로 전체 세입의 58.4%를 차지함.18) 

❍ 2013~2017년 동안 지방 정부의 세입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세입 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표 3-1  지방재정 세입의 구성 및 내역(2013~2017년)

단위: 억 엔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010,998 1,020,835 1,019,175 1,014,598 1,013,233

일반
재원

소계 556,541 572,729 592,873 590,949 592,104

지방세
353,743
(35.0%)

367,855
(36.0%)

390,986
(38.4%)

393,924
(38.8%)

399,044
(39.4%)

지방양여세
25,588
(2.5%)

29,369
(2.9%)

26,792
(2.6%)

23,402
(2.3%)

24,052
(2.4%)

지방특례교부금
1,255
(0.1%)

1,192
(0.1%)

1,189
(0.1%)

1,233
(0.1%)

1,328
(0.1%)

지방교부세
175,955
(17.4%)

174,314
(17.1%)

173,906
(17.1%)

172,390
(17.0%)

167,680
(16.5%)

국고지출금
165,118
(16.3%)

155,189
(15.2%)

152,822
(15.0%)

156,871
(15.5%)

155,204
(15.3%)

지방채
122,849
(12.2%)

115,185
(11.3%)

106,880
(10.5%)

103,873
(10.2%)

106,449
(10.5%)

기타
166,491
(16.5%)

177,732
(17.4%)

166,600
(16.3%)

162,905
(16.1%)

159,476
(15.8%)

주: 국고 지출금에는 교통안전대책 특별 교부금 및 국유 제공 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성 교부금을 포함한다.

자료: 総務省(2019).

❍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지방재정에

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19)

18) 2006년에는 일반재원의 구성비가 세입총액의 62.3%까지 상승하였음. 2007년 이후 국고지출금과 

지방채의 증가, 지방세와 지방특례교부금의 감소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상승함.

19) 지방세 항목별 추이(2013~2017년) 자료는 부록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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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정부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삼위일체개혁 이전인 2002

년(34.4%)20)과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39.4%로 5.0%p 상승하였음. 지

방 정부의 자주 역량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세는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7년 도부현세

는 18.4조 엔으로 지방세의 46.1%이며, 시정촌세는 21.5조 엔으로 지방세의 

53.9%임(総務省 2019). 

- 도부현세는 개인주민세(6.1조 엔), 법인관계세(4.8조 엔), 지방소비세(4. 7

조 엔)의 비중이 큰 편임. 

- 시정촌세는 보유자산과세인 고정자산세(9.2조 엔)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

음으로 개인주민세(7.5조 엔) 순임.

❍ 2017년 국가로부터 지방 정부로 이전되는 재원21)이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6.3%에 비해 2.0%p 감소한 34.3%임. 

- 지방세보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세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재정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재정이전제도 중 지방교부세22)와 국고지출금은 일본의 지방재정에서 매우 

중요하여, 2013~2017년 동안 각각 17%, 15%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

음. 지방양여세는 2.5%, 지방특례교부금은 0.1% 내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20) 2002년 지방 정부 세입은 97조 2,702억 엔이며, 이 중 지방세는 33조 3,785억 엔임(총무성 홈페이지).

21) 재정이전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함.

22) 지방교부세 결산액이 지방세 결산액을 상회하는 공공 단체는 1,003개로 전체의 56.8%에 달함(総
務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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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부담

하는 채무임. 2017년 지방채 결산액은 10조 6,449억 엔임.

- 한국과 달리 지방채가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큰 편(10.5%)

이나, 최근 지방채 의존도는 감소하는 추세임.

2.3. 지방 세출의 특징

❍ 지방 세출의 분류 방법으로는 행정의 직접 목적에 따른 목적별 분류와 경비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질별 분류가 있음.

❍ 먼저, <표 3-2>에서 목적별 세출을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민생비

(26.5%), 교육비(17.2%), 토목비(12.2%), 총무비(9.3%) 순임. 

- 지방 정부의 세출총액에 큰 변화가 없고, 대부분의 세출 항목 비중이 유지 

또는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보장관계비와 교육비는 증가하였음. 

❍ 다음으로 지방 정부의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의무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

로 구분할 수 있음.

❍ 의무적 경비는 지출 의무가 있고 경직성이 높아 임의로 절감하기 어려운 경비

임. 인건비23), 부조비(扶助費)24), 공채비(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가 의무적 경

비에 해당함.

- 2017년 의무적 경비는 49조 3,956억 엔으로 세출 총액의 50.4%이며, 의

23) 지방의 교육공무원(교사) 급여관계경비가 포함되어 있음.

24)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곤궁자, 아동, 노인, 심신장애자를 원조하기 위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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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경비 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표 3-3>.

❍ 투자적 경비는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축

적되는 경비임. 보통건설사업비, 재해복구사업비, 실업대책사업비로 구성됨.

- 도로, 교량, 공원, 공영 주택, 학교 건설 등에 소요되는 보통건설사업비가 

투자적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17년 투자적 경비는 15조 1,654억 엔으로 세출 총액의 15.5%임. 

표 3-2  지방 정부의 목적별 세출 구조(2013~2017년)

단위: 억 엔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974,120 985,228 984,052 981,415 979,984

총무비
100,006
(10.3%)

98,700
(10.0%)

96,088
(9.8%)

89,016
(9.1%)

91,219
(9.3%)

민생비
234,633
(24.1%)

244,509
(24.8%)

252,548
(25.7%)

263,408
(26.8%)

259,834
(26.5%)

위생비
59,885
(6.1%)

61,434
(6.2%)

63,018
(6.4%)

62,584
(6.4%)

62,626
(6.4%)

노동비
6,209
(0.6%)

4,244
(0.4%)

3,997
(0.4%)

2,963
(0.3%)

2,628
(0.3%)

농림수산업비
35,009
(3.6%)

33,486
(3.4%)

32,182
(3.3%)

31,712
(3.2%)

32,992
(3.4%)

상공비
59,157
(6.1%)

55,095
(5.6%)

55,161
(5.6%)

51,951
(5.3%)

49,010
(5.0%)

토목비
121,252
(12.4%)

120,505
(12.2%)

117,072
(11.9%)

120,182
(12.2%)

119,195
(12.2%)

소방비
19,931
(2.0%)

21,273
(2.2%)

20,969
(2.1%)

19,855
(2.0%)

20,062
(2.0%)

경찰비
30,964
(3.2%)

31,970
(3.2%)

32,311
(3.3%)

32,608
(3.3%)

32,604
(3.3%)

교육비
160,878
(16.5%)

166,581
(16.9%)

167,955
(17.1%)

167,458
(17.1%)

168,886
(17.2%)

기타
146,197
(15.0%)

147,430
(15.0%)

142,751
(14.5%)

139,678
(14.2%)

140,928
(14.4%)

자료: 総務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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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방 정부의 성질별 세출 구조(2013~2017년)

단위: 억 엔,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974,120 985,228 984,052 981,415 979,984 (100.0)

의무적 경비 474,697 487,760 488,013 490,239 493,956 (50.4)

  인건비 221,779 225,243 225,655 224,686 224,652 (22.9)

  부조비 121,932 129,149 133,343 140,098 142,814 (14.6)

  공채비 130,986 133,368 129,014 125,455 126,492 (12.9)

투자적 경비 150,733 155,117 149,134 151,252 151,654 (15.5)

  보통건설사업비 141,914 147,786 141,838 143,069 143,206 (14.6)

  재해복구사업비 8,817 7,330 7,295 8,182 8,448 (0.9)

  실업대책사업비 1.6 1.0 0.7 0.6 0.5 (0.0)

기타비 348,690 342,351 346,905 339,924 334,374 (34.1)

자료: 総務省(2019).

3. 국가·지방 간 재정이전제도

❍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역사적 조건, 산업 구조, 인구 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다

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에서 수행하는 행정에 필요한 재원은 내부에서 확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능력은 한계가 있고, 지역 

간 격차도 현저함. 

- 지방세가 지방재정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4%(2017년 결산)임.

-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지방세 전국평균을 100으로 하여 도도부현

별 1인당 세수액을 비교하면, 도쿄도(163.4), 아이치현(117.8) 등 대도시

권의 세수액이 많고, 나가사키현(69.9), 오키나와현(68.6) 등 지방권의 세

수액은 적음(総務省 2019). 최대인 도쿄도와 최저인 오키나와현 간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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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배의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 간 세수 편재가 극심함을 알 수 있음.25)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정 수

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재정이전’

이 행해지고 있음.

- 재정이전제도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 국고지출금

이 있음.

❍ 먼저 지방교부세제도26)는 지방재정계획제도와 직접 연계되어 운영되며, 지

방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국세 4세(소득세, 법인세, 주

세, 소비세)의 일정 비율(법정률)과 지방법인세 전액을 재원으로 운영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성되는데, 보통교부세가 대부

분임.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보전27)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재원임.

- 특별교부세는 재해 등 특별 재정 수요 발생 시 교부됨.

❍ 지방양여세제도는 국가가 징수한 특정한 세목의 세수(일정 비율)를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것임. 

- 지방휘발유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

25) 지방세 세목 중 지역의 경제 역량과 활동 격차를 반영하는 법인관련세의 지역 간 격차가 가장 극심함. 

최대 도쿄도(250.7)와 최소 효고현(41.6) 간에 6.0배 격차가 존재함(総務省 2019). 

26) 한국의 지방교부세제도는 일반자치와 교육으로 구분되어 이원적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일본은 통합

하여 운영함.

27)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으며 이러

한 지방자치단체를 불교부 단체라고 함. 지방교부세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임

시재정대책채, 특례채 등 다른 재정수단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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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특별톤세양여세, 지방법인특별양여세 등이 있음.

❍ 지방특례교부금제도는 주택차입금 특별 세액 공제의 세원이 소득세에서 개

인주민세로 이양되면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

부의 일반회계에서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특별회계’를 통해 지방공공단체

에 교부되는 교부금임.

❍ 국고지출금제도는 중앙과 지방 간에 경비를 구분하여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

라 지방공공단체에 용도가 특정된 업무의 경비 지원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임. 

성격상 크게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으로 구분됨.

- 국고부담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무 교

육, 직원의 급여나 생활 보호비 등이 해당됨. 

-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 지방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도

부현 경찰비보조금이나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 등이 해당됨. 

- 국고위탁금은 지방 정부가 경비를 지출하지만 주로 국가적 이해 관계를 위

한 사무에 지출하는 것임. 국회의원 선거 경비나 통계조사비 등이 해당됨.

4. 지방재정과 농림수산업비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

하기 위해 생산기반 정비, 구조 개선, 소비유통 대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6차산업화, 인구 감소 사회에서 농어촌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목적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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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분류에 의해 농림수산업비로 구분됨. 

- 최근 농림수산업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세출총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임.

❍ 2017년 농림수산업비 결산액은  3조 2,992억 엔으로 전년 대비 128억 엔 증가

(4.0%)하였으며, 농림수산업비는 세출총액의 3.4%를 차지함(総務省 2019).  

- 도도부현은 2조 3,420억 엔, 시정촌은 1조 4,301억 엔으로 도도부현 단계

에서 지출되는 농림수산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농림수산업비의 목적별 내역(2017년, 결산)을 보면, 농업기반 정비 등에 필

요한 경비인 농지비가 1조 1,262억 엔(34.1%)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농업비 9,324억 엔(28.3%), 임업비 6,671억 엔(20.2%), 수산업비 

3,833억 엔(11.6%), 축산업비 1,901억 엔(5.8%) 순임<표 3-4>.

- 전년 대비 농지비와 농업비는 각각 3.8%, 5.2% 증가한 반면, 임업비28), 수

산업비는 각각 2.1%,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농림수산업비의 목적별 내역(2017년)

단위: 억 엔, %

구분 순계 도도부현 시정촌

계 32,992 100.0 23,420 100.0 14,302 100.0

농업비 9,324 28.3 5,108 22.1 5,894 41.2

축산업비 1,901 5.8 1,440 6.2 857 6.0

농지비 11,262 34.1 8,405 35.9 4,596 32.1

임업비 6,671 20.2 5,693 24.3 1,468 10.3

수산업비 3,833 11.6 2,702 11.5 1,488 10.4

주: 순계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단순합계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중복분을 공제한 금액임.

자료: 総務省(2019). 

28) 임업비는 2013년 9,565억 엔에서 2017년 6,671억 엔으로 30.3% 감소하였고, 농림수산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3%에서 20.2%로 7.1%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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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부현에서는 농지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임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았음. 시정촌에서는 농업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이를 통해, 도도부현과 시

정촌 간의 농림수산행정 업무분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비의 성질별 내역(2017년, 결산)에 의하면, 보통건설사업비29)가 1

조 6,713억 엔(50.7%)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인건비 5,998

억 엔(18.2%), 보조비 등 4,800억 엔(14.5%) 순임(<표 3-5> 참조). 

-  전년 대비 보통건설사업비 8.0%, 인건비 0.2%, 보조비 등 4.2% 증가함.

표 3-5  농림수산업비의 성질별 내역(2017년)

단위: 백만 엔, %

구분 순계 도도부현 시정촌

계 3,299,187 100.0 2,342,015 100.0 1,430,229 100.0

인건비 599,792 18.2 369,337 15.8 230,455 16.1

물건비 220,270 6.7 90,094 3.8 130,176 9.1

보조비 등 479,914 14.5 321,307 13.7 368,446 25.8

보통건설사업비 1,671,260 50.7 1,389,306 59.3 545,126 38.1

 보조사업비 1,263,752 38.3 1,122,231 47.9 299,044 20.9

단독사업비 317,977 9.6 180,117 7.7 177,662 12.4

국가직할사업부담금 89,531 2.7 86,958 3.7 2,573 0.2

현영사업부담금 - - - - 65,847 4.6

적립금 46,960 1.4 34,930 1.5 12,030 0.8

대부금 142,357 4.3 126,084 5.4 16,319 1.1

인출금 108,230 3.3 1,249 0.1 106,981 7.5

기타 30,404 0.9 9,708 0.4 20,696 1.5

주: 순계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단순합계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중복분을 공제한 금액임.

자료: 総務省(2019). 

29) 보통건설사업비는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

비인 보조사업비, ②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경비인 단독사업비, ③ 국

가 직영으로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인 국가직할사업부담

금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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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부현에서는 보통건설사업비 중 보조사업비의 비중이 47.9%로 가장 높

고, 시정촌에서는 보조비 등 25.8%, 보통건설사업비 중 보조사업비 20.9% 

순임. 또한 시정촌에서는 보통건설사업비 중 단독사업비의 비중이 12.4%로 

도도부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농림수산업비의 재원 내역을 <표 3-6>을 통해 살펴보면, 일반재원 1조 4,514

억 엔, 국고지출금 8,885억 엔, 기타 특정재원 5,040억 엔, 지방채 4,268억 

엔 순임. 시정촌은 도도부현에 비해 일반재원 등의 비중이 높음.

표 3-6  농림수산업비의 재원 내역(2017년)

단위: 백만 엔, %

구분 계 도도부현 시정촌

계 3,299,187 100.0 2,342,015 100.0 1,430,229 100.0

국고지출금 888,470 26.9 840,448 35.9 48,022 3.4

도도부현지출금 - - - - 443,611 31.0

분담금, 부담금, 기부금 28,446 0.9 71,121 3.0 13,192 0.9

지방채 426,835 12.9 315,986 13.5 111,444 12.9

기타 특정재원 504,015 15.3 391,803 16.7 119,815 15.3

일반재원 등 1,451,415 44.0 722,656 30.9 694,144 44.0

자료: 総務省(2019).

5. 요약

❍ 일본의 재정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비는 지방 정부를 통해 지출되는 비중

이 크게 나타났고, 농림수산업비는 국가와 지방 정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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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일본의 조세총액은 102조 2,847억 엔임. 이 중 국세는 62조 3,803

억 엔(61.0%), 지방세는 39조 9,044억 엔(61.0%)으로 중앙·지방 정부의 세

원 배분은 61:39임. 

- 지방세 중 광역 단체(도부현세)와 기초 단체(시정촌세) 간의 세원은 도부현

세가 지방세의 46.1%, 시정촌세가 53.9%를 차지함.

-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높은 편임.

❍ 지방재정의 세출 규모는 국가·지방 간 재정이전(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국

고지출금 등)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규모가 늘어나 2017년 중앙정부가 71.0

조 엔(42.2%), 지방정부가 97.3조 엔(57.8%)을 지출함. 배분 비율은 42:58

로 지방정부의 지출이 높음. 

- 재정이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국가가 보전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과제, 즉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사업의 전국적인 추진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한편, 2017년 농림수산업비는 3조 2,992억 엔으로 세출총액의 3.4%임.

- 최근 농림수산업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임.

- 도도부현 단계에서 지출되는 농림수산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농림수산업비 중 농지비의 지출이 3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비, 임

업비, 수산업비 순임. 

- 도도부현에서는 농지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임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시정촌에서는 농업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도도부현과 시

정촌 간의 농림수산행정 업무 분담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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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예산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4

1. 일본의 재정 시스템

1.1. 중앙집권적 관료주도형 시스템

❍ 국가 행정의 기본 방침은 국회가 결정하는 법률 등의 제도에 의하여 방향이 

결정됨. 이를 위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가 집행하

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 

❍ 일본은 실제로는 행정부가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우수한 관료 집단과 그들의 뜨거운 열정, 국내외에서 수집되는 대량의 

정밀한 정보가 바탕이 됨. 

- 이러한 체계를 의회나 정치에 대비하여 ‘관료주도형’이라 함. 다른 한편 중

앙-지방 간의 권한의 배분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집권적’임.

- 2010년 민주당 정권이 이를 ‘정치주도’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 적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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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년을 넘기지 못하였으며, 2013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로는 명확하

게 정치주도(총리주도)로 전환되고 있음. 

❍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은 법률 등의 형태로 결정됨. 농업정책

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법(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개별법 등

에 근거함. 

- 정책 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은 농림수산성의 시행령(政令, 행정부 결정), 시

행규칙(省令)과 통달 등(농림수산성 결정)의 형태로 작성, 실시함.

- 이와 같은 운용 규정은 국가(농림수산성)의 출장기관(7개 권역의 지방농정

국)을 거쳐, 도도부현(47개)으로, 그리고 시정촌(1,741개)으로 전달되고, 

이에 근거하여 일련의 정책이 실시됨.

- 또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조치 정책도 있음. 

1.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시스템

❍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예산이 필요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됨. 또한 국가재정(일반회계)과 지방재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의 경우 쌀 등 주요 식량의 정부 매입·매도는 ‘식료안정공급 특별회

계’라는 특별회계제도에 의해 운용됨. 이와 같은 회계를 ‘특별회계’라고 하며, 

이 외의 구분을 ‘일반회계’라 함. 

❍ 또한 예산의 용도로 보아 농업용 용·배수시설, 농도, 경지정리 등의 사업에 충당

되는 예산을 ‘공공사업비’라 하고, 그 이외의 사업비를 ‘비공공사업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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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예산 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 각 성청(省廳)은 차년도 회계 연도(4월 개시) 예산안을 전년도 중에 작성하

여 8월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함. 

- 재무성은 경제 전망과 세수 예상을 감안하여 각 성청의 예산 사정을 행하

여, 12월 말에 각의에 제출함. 

- 내각은 각의에서 예산 원안을 결정한 후, 차년도 1월 정기 국회에 예산안으

로 제안, 국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4월부터 집행에 들어감. 

- 또한 당초 예산을 결정한 후 경제 사정이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경기 부양 

등을 위하여 다시 보정 예산(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함. 

❍ 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예산은 국가 예산을 비롯하여 지방 

예산이 별도로 있음.

2. 농림수산예산의 변화

❍ 농림수산예산의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1995년 3조 5,400억 엔(국가 일반회

계의 5.0%)에서 2019년 2조 3,071억 엔(동 2.4%)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정

착되고 있음. 

- 같은 기간 국가 일반회계는 71조 엔에서 101조 엔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예산은 그 절대액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제약

을 강하게 받고 있음. 

- 농림수산성은 이와 같은 예산 제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평가를 실시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증액, 감액, 폐지 등을 단행하는 한편, 보조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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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개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반복하고 있음.

❍ 농림수산예산 중에서 공공사업비와 비공공사업비의 관계를 보면, 공공사업

비는 농업농촌정비사업비와 같은 토목 사업에 충당되는 예산으로 2000년 농

림수산예산의 51.5%를 차지하였음. 나머지가 비공공사업비이며 48.5% 수

준임<표 4-1>. 

- 2010년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여 공공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직불

제 등을 증액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공공사업비가 26.8%로 떨어지는 대신 

비공공사업비가 73.2%로 증가한 적도 있음. 이후 자민당 정권에서 공공사

업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예산은 2조 3,108억 엔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공공사업

비는 6,966억 엔(30.1%), 비공공사업비는 1조 6,142억 엔(69.9%)임. 

표 4-1  농림수산관계 예산의 추이

단위: 억 엔, (%)

기능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국가예산(A) 849,871 821,829 922,992 963,420 977,128 1,014,571

농림수산예산(B) 34,279 29,362 24,517 23,090 23,021 23,108

(B/A) (4.0) (3.6) (2.7) (2.4) (2.4) (2.3)

공공사업비(C) 17,640 12,814 6,563 6,592 6,860 6,966

(C/B) (51.5) (43.6) (26.8) (28.5) (29.8) (30.1)

  중 농업농촌정비사업비(D) 10,926 7,756 2,129 2,753 3,211 3,260

(D/B) (31.9) (26.4) (8.7) (11.9) (13.9) (14.1)

비공공사업비(E) 16,639 16,548 17,954 16,499 16,161 16,142

(E/B) (48.5) (56.4) (73.2) (71.5) (70.2) (69.9)

주: 일반회계 예산기준임.

자료: 農林水産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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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예산은 그 용도별로 보면,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음. 1960년

대에서 1970년대는 식량관리비와 쌀 생산조정대책비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

것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음. 1990년대에는 공공사업비 중시로 이어졌

고, 2010년 민주당 정권에서는 직접지불 등 소득보상으로 중점이 옮겨갔음.

3. 농림수산성 예산 제약에 대한 대응

3.1. 농림수산 보조금제도의 개선

3.1.1. 개요

❍ 농림수산성은 예산 제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보조금 제도 개선’

과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있음.

❍ 농업보조금은 공공사업비와 쌀 과잉대책비 등의 증액으로 1980년에 정점을 

찍었으며 그 이후 감소해 왔음. 1990년대에 들어와 ‘농업농촌활성화 농업구

조개선사업’이 확충됨에 따라 한 때 증가한 바 있음. 

❍ 농업보조금 개편은 1979년 ‘농업용 기계시설보조의 정리합리화에 대하여’

(대신관방통달), 1982년 ‘농업용 기계시설보조의 합리화에 대하여’(구조개선

국장 통달), 1985년, 1986년 ‘예산편성 방침변경’ 등에 의하여 감축, 조정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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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농업용 기계시설보조의 정리합리화에 대하여’(대신관방통달, 1979)

❍ 1978년 재무성(구 대장성) 장관 자문 기관인 재정심의회의 보조금 감축 방침

에 대응하여 삭감을 결정하였음.

❍ 농림수산성은 수도작용 및 대규모 전작용 기계 시설이 그동안 개별 경영에 보

편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영농기계시설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온실, 축사, 사일로 등에 대해서도 개별 경영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고 판단, 이를 보조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과수 등의 다년생 작물의 기계시설

은 보조율을 인하하였음.

3.1.3. 1985년 및 1986년의 예산 편성 방침 변경

❍ 공공사업비를 감축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정비, 농업근대화시설, 환경시설 등

에 대해서 ‘기간사업’은 보조율 50%, ‘기간사업에 준하는 것’은 보조율 40%

로 삭감하였음. 이로써 종전 50% 이상의 보조율은 폐지됨.

❍ 또한 보조대상 메뉴에서 ‘대상 제외’라는 항목을 둠으로써 특정 분야에 보조

를 집중함. 제외된 것은 다음과 같음. 

- 토지기반정비 중 간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 농업근대화시설 중 개별 경영

으로 보급도가 높은 것, 생산환경시설 중 농업 생산과 관련성이 낮고 긴급

도가 떨어지는 것 등임. 

❍ 기존에는 지구별로 하되, 연도별 실시 비율을 결정하여 보조사업을 실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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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 개념을 변경하여 초년도부터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수시 실시하는 방

식으로 전환하는 등 자유도를 높임.

❍ 또한 보조대상사업도 긴급성이나 수요가 낮은 것, 생산성이 낮은 것 등은 보

조대상에서 제외하여 융자로 전환하였음.

3.2. 농림수산성의 정책 평가와 의의

3.2.1. 개요

❍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총무성 관할로 총무성은 성청별로 실시하는 정책 평

가를 연락, 조정하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실제 정책 평

가는 개별 성청별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됨. 

❍ 농림수산성은 위의 다른 행정기관에 선행하여 정책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

음.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국제협상의 투명성 요구, 식품안전성을 둘

러싼 정보 공개, 지역 간·품목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

하였음.

3.2.2. 정책 평가의 목적과 평가 방법

❍ 농림수산성의 정책 평가는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는 것이 목적임. 구체적으로는, ① 객관적이고 엄격한 정책 평가를 실시하

여, ② 그 결과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고, ③ 정책 평가에 관한 정보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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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④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⑤ 정부의 제 활동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무를 철저히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담당국은 적절한 시기에 소관 정책의 정책 효과

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필요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스스로 평가를 행

함.30) 

❍ 정책 평가 방식은 평가 시기에 따라 정책 결정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평가’와 

정책 결정 이후에 실시하는 ‘사후 평가’가 있음. 평가 방식은 실적평가방식, 

사업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이 있어 정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

함<표 4-2>.

❍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책 결정의 결과만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

라 정책의 기획, 실시, 평가 각 단계에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지속적

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표 4-2  정책 평가 방식

평가
방식

대상정책
평가
시기

목적 방법

실적
평가

주요 
일반정책

사후
○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또는 

개선에 기여
○ 사전에 목표를 설정, 달성 정도를 정기

적으로 평가

사업
평가

개별 
사무사업

사전
사후

○ 사무사업의 채택여부 또는 선
택에 기여

○ 정책효과나 소요비용 등을 추계·측정
하여 평가

종합
평가

시대별 
중요과제 
(특정테마)

사후
○ 문제점을 파악, 원인을 종합

적으로 분석  
○ 정책효과 발현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 평가

자료: 김태곤(2014).

30) 평가대상정책은 정책평가법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① 주요 정책(사후 평가), ② 일정한 요건을 만족

하는 공공사업, 연구개발, 정부개발원조, 규제, 조시특별조치법(사전 평가), ③ 정책결정 후 5년간 미

착수 또는 10년이 경과해도 완료하지 않는 정책(재평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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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농업 분야의 평가제도 도입 배경 

❍ 농림수산성이 다른 성청에 비해 평가제도를 빨리 도입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음. 첫째, 환경단체와 농정과의 갈등임. 일부 지역에서 간척사업 중

단이나 역간척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동시

에, 환경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요구, 지역 주민 반발 등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임.  

❍ 둘째, 농촌지역 국회의원(농림족의원)의 압력과 행정부 간의 이해관계 상충

임. 그동안 정책은 행정부, 의회, 농업단체 등 3자가 협력하여 결정해온 결과 

농업보호 수준을 높여왔음.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가격 결정, 지역 정책사업 

등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 간 이권 다툼이 치열해져 이러한 압력에 대해 

억지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로서 평가제도가 요구

되었던 것임.

❍ 셋째, 농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

이 요구된 점도 있음. 일본의 농림수산예산은 1982년(3조 7,010억 엔)을 정

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감소 속에서도 농가 경영안정이나 소득지

지를 위한 직불제와 보험제도 등으로의 예산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을 알

뜰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평가제도를 통하여 공공사업을 축소하는 

대신에 직불제 등으로의 전용을 시도하고 있음.

3.2.4. 정책평가제도의 의의 

❍ 농업부문은 정책 수요에 비해 예산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음. 또한 시장 개방

에 대응한 보완 대책이나 직불제 등 납세자 부담형 농정이 강화됨에 따라 정

책 효과를 둘러싼 비판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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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정책평가제도는 다양한 목적을 갖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예산 제약 속에서 정책의 경제

적 성과를 향상하고(효율성),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여(공익성), 그 성과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지속성) 것이 목적임.

❍ 정책평가는 정책의 품질 향상, 행정의 정책형성능력 향상, 직원의 의식개혁 

등이 행하여져 국민 본위의 효율적이고 고품질 행정과 국민 시점의 성과중시 

행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김태곤 2014).

4. 요약

❍ 일본의 농림수산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1995년 3조 5,400억 엔(국가 일반회계의 5.0%)에서 2019년 2조 3,071억 

엔(동 2.4%)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산 제약 속에서 농림수산성은 보조금 사업의 축소와 개편, 정책 

평가제도를 통한 예산 조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보조금은 긴급도가 낮은 사업, 생산성이 낮은 사업, 농기계 등 보급률이 높은 

기계를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 방법도 연도별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자유도를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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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은 정책평가제도를 다른 성청에 비해 빨리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

음. 예산 제약, 환경단체와의 갈등, 농촌지역 국회의원의 압력 등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해서임. 평가제도를 통하여 공공사업을 축소하는 대신에 경영안정

과 직불제 등의 증액을 도모하고 있음.

❍ 정책 수요에 비해서 예산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는 농업부문에서 정책평가제

도는 정책의 경제적 성과 향상(효율성), 사회적 서비스 확충(공익성), 성과의 

항구적 유지(지속성) 등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정책 평가는 정책의 품질 향상, 행정의 정책형성능력 향상, 공무원의 의식개

혁 등을 통해 성과 중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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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예산 조치
-토야마현의 사례-5

1. 토야마현의 개황

❍ 토야마현(富山県)은 일본 혼슈의 중앙 북부에 위치하여 동해에 인접해 있음. 

북쪽은 토야마만(富山湾), 동쪽은 니가타현(新潟県), 서쪽은 이시가와현(石川

県), 남쪽은 기후현(岐阜県)과 접하고 있음. 인구는 105만 명(2018. 10. 1. 

기준)임.

❍ 현청 소재지인 토야마시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정도의 공간, 해발 3,000m 

급의 다테야마(立山) 산맥과 해저 1,000m 정도의 토야마만으로 이어지는 고

도차 4,000m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지혜와 기술을 살린 농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임.

❍ 토야마현은 일본 대표적인 쌀 종자 산지(종자 왕국)이며, 쌀을 대체하는 생산

조정작물은 튤립 구근으로 출하량이 일본 최고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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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정치망 어업이 활발함. 

- 양질의 노동력, 풍부한 전력과 물, 발달된 교통망, 전통적인 제조 기술 등을 

바탕으로 공업이 집적된 지역이며, 농가의 겸업·취업 기회가 많은 편임.

- 의약품 산업이 발달한 지역임. 

❍ 특색 있는 산업은 다음과 같음. 

- 의약품 생산 금액 7,325억 엔(2015년, 전국 1위)

- 주택용 알류미늄 새시(Sash) 생산 전국 비율 36.5%(2016년, 전국 1위)

- 겸업 농가율 83.8%(2015년 농림업센서스, 전국 1위)

- 답작 비율 95.6%(2016년, 전국 1위)

- 종자용 볍씨 현간 유통량의 57%(2012년, 전국 1위)

- 튤립 구근 출하량 16,713개(2015년, 전국 1위)

- 정치망(定置網) 일본의 발상지

2. ‘지방집권’적인 정책 결정 방법 

2.1. 정책·사업 입안을 위한 사전 조사

❍ 토야마현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은 다음과 같음.

- ① 정책·사업 입안을 위한 사전 조사

- ② 정책·사업의 입안과 예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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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책·예산의 결정

- ④ 정책의 집행과 평가 등

❍ 먼저 토야마현(농림수산부)은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자 자문 기관 등 광범

위한 분야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또한 현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하는 의견 공모와 앙케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부문별 자문 기관은 농정심의회(농업부문), 산림심의회(임업부문), 수산

업진흥계획검토위원회(수산업부문)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함.

- 이러한 심의회나 위원회는 생산자를 비롯하여, 유통·가공, 소비자,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공모에 의한 위원

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자문 기관은 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회의는 연간 1~2회 정도 

개최됨.

❍ 이 외에도 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 지사가 운영하는 ‘타운미팅’, ‘현정간

담회’(전문가 중심의 소규모 회의) 등이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정여론

조사’(18세 이상 남녀 2,000명 대상)를 실시함.

❍ 또한 기초자치단체 단계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시정촌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의

견 교환회와 요청 접수(시정촌장회의, 의장회의, 각종 단체)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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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사업의 입안과 예산 요구

❍ 현(농림수산부)은 관련 심의회와 위원회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정책이나 사

업을 입안하고, 현의 정책을 담당하는 종합정책국(기획조정실)이나 예산 담

당과(재정과)와 조정을 실시함.

❍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농업 정책이나 사업을 현의 종합계획에 포함하거나 조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로의 요망 등도 추진함. 

❍ 토야마현은 현 조직에 ‘종합정책국’을 두어 정책이나 사업을 입안할 때에 부

국 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임<그림 5-1>. 

그림 5-1  토야마현의 조직도

자료: 토야마현 종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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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정책국은 현정 전체의 종합적인 조정을 비롯하여, 특정 중요 정책의 기

획·입안, 지역 활성화, 사립학교 육성이나 고등교육기관 정비, 토야마 브랜드 

추진, 정주·교류 촉진, 소방·방재·위기관리,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함.

❍ 특히 종합정책국의 ‘지역진흥·중산간대책실’은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다른 

부국 간 횡단적인 정책을 추진함. 종전에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해 오던 일부 농

촌 진흥이나 조건불리지역 대책을 중요 정책으로 설정하여 다른 부국과 조정·

강화함. 최근에는 공익형 직불제나 중산간지역직불제 등도 담당함.

- 지역 정책이나 중산간지역 대책은 중앙이나 현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소규

모 사업에 집중함. 이러한 사업을 집중·통합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정책국에서는 다수의 사업을 조정·통합하는 소위 ‘지방

집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현 농림수산부는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과 이를 위한 지원, 기술

개발, 후계자 육성, 생산기반 정비, 경영 개선, 녹화 추진, 시장전략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함. 이를 위해 농림수산기획과, 농산식품과, 농업경영과, 농업기

술과, 농촌정비과, 농촌진흥과, 산림정책과, 수산어항과를 두고 있음.

2.3. 정책·예산의 결정 

❍ 현 의회는 입안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또한 현 의회는 이와 같은 정책이 현민을 위한 것인

지를 검증하는 역할도 담당함. 

❍ 현 의회의 정기 회의는 6월, 9월, 11월, 2월 등 연 4회 개최되고,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가 소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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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야마현의 어젠다 설정과 관련한 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 정책이나 사업 대

안 작성, 의회에서의 정책 결정과 예산 확보 과정은 <그림 5-2>와 같음.

그림 5-2  토야마현의 정책 및 사업 결정 방법

자료: 토야마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기획과.

3. 재원 확보 방법

3.1. 재원

❍ 정책이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주요 재원으로는  ① 일반재원(현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② 지방채,  ③ 국고 지출금(국가 보조금),  ④ 수탁 수입(시험 연

구 등 역할 분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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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지출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업의 경우, 현은 예

산 확보를 위해 국가에 ‘요망 활동’을 실시함. 구체적으로는 토야마현에 관련

된 사업의 신규 채택·예산 확보 및 중점 배분을 요구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함.

❍ 이러한 요망 활동은 사업 집행 기관인 현과 의결 기관인 의회가 연계하여 매

년 실시함. 시기는 국가가 예산 초안(槪算)을 요구하기 이전인 매년 5월 하순

에서 6월 상순임.

❍ 최근 중요한 요망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 

- 스마트 농업 추진

- 지방 실정에 따른 논 농업정책의 확충(쌀 수요와 가격의 안정, 논의 효율적

인 활용, 원예 등의 주산지화를 위한 기계·설비 정비, 우량종자 생산), 의욕

적인 후계자에 의한 농업경영 확립(농업용 기계 도입과 원예 하우스 등 시

설 정비, 농지의 규모화·집약화, 신규 취농자 육성)

- 돼지 열병 대책

- 중산간지역 활성화(농업생산활동 유지, 조수 피해 방지 대책, 도시농산어

촌 교류, 농지의 대구획화·범용화, 농지 방재사업 추진, 새로운 산림관리시

스템의 원활한 실시, 산림정비사업이나 치산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국산 

재료를 활용한 공공시설 및 주택 정비 지원, 어업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자

원관리시스템 구축, 수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 예산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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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산 확보까지의 흐름(회계연도 4월~익년 3월)

3.2.1. 예산요청서 작성

❍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농림수산부 

내의 담당과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함<그림 5-3>. 

- 예산요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기대 효과, 사업 예산 등을 기재함.

그림 5-3  토야마현의 예산 결정 과정 

자료: 토야마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기획과.

3.2.2. 예산담당부국에 예산 요구

❍ 현 전체의 예산담당부국인 경영관리부에 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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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예산 요구 취합

❍ 경영관리부는 현의 각 부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취합함.

3.2.4. 예산 결정

❍ 현 의회는 취합된 예산에 대해 심의하여 결정함.

- 당초예산(연간 종합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2월 의회에서 심의함.

- 보정예산(당초예산 편성 후 실정 변경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경우 편성한 

것)은 9월, 11월, 2월 의회에서 심의함.

3.3. 국가보조사업 대상자의 결정 방법과 실시 방법

3.3.1. 국가 보조사업 대상자의 결정 방법(간접보조사업)

❍ 국가보조사업은  ① 국가가 직접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을 실시하는 ‘직접

보조사업’과  ② 국가와 보조사업 대상자 사이에 현이나 시정촌이 개입하는 

‘간접보조사업’으로 구분됨.

❍ 현이나 시정촌이 관계하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대상자 결정 방법과 사

업의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그림 5-4>.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시정촌에 요망 활동을 실시함. 그중에서 중요한 사

업의 경우 시정촌은 현으로, 현은 국가로 요망 활동을 실시함. 

❍ 국가는 현의 요망 내용에 대하여 실사를 한 후에 사업 실시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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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국가 보조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보조사업

요망자

시정촌

(기초단체)

현

(광역단체)
국가

① 요망 ② 요망 ③ 요망

⑥ 내정 ⑤ 내정 ④ 내정

국가에요망할때 현은국가의전년도예산액설정과동
요구증가율을고려한후, 긴급성·지역균형·지역(시정촌)
의준비상황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배려· 결정한다. 

주: 국가는 요망내용을 실사한 후에 사업실시를 위한 내정을 결정함. 

자료: 토야마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기획과.

3.3.2. 국가 보조사업의 실시 방법

❍ 국가가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선정된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정촌으로, 시정촌은 현으로, 현은 다시 국가에 계획의 타당

성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보조금 교부 요강에 근거하여 실시)

<그림 5-5>.

❍ 국가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승인한 후 보조금 교부사무를 실시함.

❍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계획 협의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 완료 

내용을 보조사업 대상자는 시정촌에, 시정촌은 현에, 현은 국가에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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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국가는 준공검사(서류, 현지)를 실시한 후 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사

무를 실시함.

그림 5-5  국가 보조사업의 실시 방법

보조사업

대상자

시정촌

(기초단체)

현

(광역단체)
국가

①
계획협의

②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⑥
계획승인

⑤
계획승인

④
계획승인

⑦
보조금

교부신청

⑧
보조금

교부신청

⑨
보조금

교부신청

⑫
교부결정

⑪
교부결정

⑩
교부결정

자료: 토야마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기획과.

4. 예산 확보의 실태와 특징

4.1. 농업관계 예산 개요

❍ 토야마현의 ‘농업관계’ 예산(농업비, 축산업비, 농지비)의 지난 20년간 추이

를 보면, 1997~1999년 3개년 평균이 약 500억 엔에서 2017~2019년 3개



76   ❙

년 평균은 250억 엔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 그 내역을 보면, 농업비는 1997~1999년 평균 111억 엔에서 2017~2019

년 평균 81억 엔으로 27% 감소함. 

- 축산업비는 같은 기간 21억 엔에서 8억 엔으로 62% 감소함. 

- 농지비는 같은 기간 370억 엔에서 157억 엔으로 58% 감소하는 등 중앙의 

농림수산성과 마찬가지로 토야마현도 농림예산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음. 

❍ 2019년도 ‘농림수산업관계’ 예산(427억 엔)의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가 423

억 엔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4억 엔을 하회하는 수준임. 

- 재원별로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국가지출금이 160억 엔(37.5%), 현의 

일반재원이 127억 엔(29.7%), 지방채 67억 엔(15.7%), 기타 72억 엔

(17.8%) 등임. 국가보조금이 현의 일반재원을 상회하고 있어 현 재정의 국

가의존도는 높은 편임<표 5-1>. 이러한 현상은 다른 현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남.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지출금에 대해서는 현이나 시정촌, 또는 

마을단계에 집중 집행하는 지방집권 방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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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전체의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림수산예산은 더 크게 감소하여, 현 전

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1997년 14.4%에서 급격히 감

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7.5%에서 2019년 7.6%로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

음<표 5-2>.

표 5-2  토야마현 현 전체와 농업관계예산의 내역과 추이(2008~2019년)

단위: 천 엔

구분 현 전체 농림수산 비중(%)

2019 554,849,911 42,280,635 7.6

2018 548,754,840 38,823,263 7.1

2017 547,441,880 39,740,029 7.3

2016 558,216,520 40,556,129 7.3

2015 560,616,356 39,911,622 7.1

2014 557,266,481 41,566,649 7.5

2013 545,061,878 40,939,060 7.5

2012 549,892,597 39,577,525 7.2

2011 559,718,217 39,503,306 7.1

2010 557,465,487 41,889,106 7.5

2009 531,737,256 44,551,307 8.4

2008 526,368,114 45,681,788 8.7

자료: 토야마현 농림수산기획과.

5. 요약

❍ 토야마현의 정책 입안과정을 보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조사, 정

책 입안과 예산 요구, 의회의 정책 결정과 행정부의 집행으로 진행됨.

- 사전 조사에서는 현의 자문기관, 자사의 타운미팅, 현정간담회, 현정여론

조사 등의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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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나 시정촌 의회로부터 요망 사항이

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입안에 반영하고 있음.

❍ 토야마현 농림수산 관련 예산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가의 농림수산 관련 예산 제약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여 예산을 효율적

으로 집행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토야마현의 정책 추진 특징 중 하나는, 현정을 횡단 조정하는 ‘종

합정책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점임. 종합정책국은 지역 단계에서 분산되

어 실시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종합 집행하는 한편,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지

역에서 집중하는 ‘지방집권’을 위한 조직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제6장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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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시사점6

1. 농정 개혁의 흐름

❍ 일본의 신기본법 농정은 국제화 대응의 필요성, 지방분권 개혁의 압력, 농림

수산예산의 제약 등 세 가지 흐름을 타고 정책이 형성되었으며, 이후에도 지

방분권 개혁은 계속되고 있음.

❍ 일본 농정은 그동안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중앙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 정부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이에 대해 다양한 보조사업 등

은 지방에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집권론’(地方集權論)

이 제기되었음.

❍ 개혁의 결과로 추진되고 있는 중산간지역직불제, 산지교부금제도, 인정농업

자제도 등의 개별 사업은 시정촌 또는 마을 단위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이 이

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향후 정책 개혁도 이러한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 추진이 예상되며,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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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 입안자의 문제 의식, 지역 단계에서 통합·실행하는 시스템이나 조

직의 정비 등이 지방집권에 중요한 과제임. 토야마현의 지방집권 사례가 

참고가 될 것임.

2. 예산 제약에 대한 대응

❍ 일본의 재정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중앙과 지방의 세입 규모는 102.3조 엔의 조세 총액에 

대하여 61：39이고, 세출 규모는 46：54로 배분되어 있음.

❍ 중앙·지방 간 재정이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함. 즉 지방에서 복수의 정책이나 사업을 통합하여 실행하는 시스

템이 요구됨.

❍ 국가의 일반회계는 증가하지만, 중앙 정부의 농림수산예산은 감소하는 추세

임. 또한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화·과소화의 급속한 진전, 식품안

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고조 등에 따라 정책 수요도 다양해짐. 이러한 상

황에서 예산 제약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요구하게 됨.

- 이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성은 보조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기간사업이나 

긴급한 용도, 6차산업화나 농상공 연대, 신기술 도입 등 신규사업에 보조금

을 집중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정책평가제도를 통하여 정책의 확장, 유지, 축소, 종료 등을 결정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평가제도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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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집권의 정책 수단 개발

❍ 토야마현은 현 단위에서 정책을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종합정책

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종합정책국은 지역 단계에서 정책을 집중하는 ‘지

방집권’을 위한 조직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특히 지역활성화를 비롯하여, 인재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은 지역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음. 이러한 정책 개발은 중앙

집권 체질에서 지방분권적 체질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함. 

4. 지방분권적 체질로의 변화

❍ 정책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창을 통하여 상호 학습하여 양

질의 정책을 입안해야 함. 지방분권시대에 지역 자체가 정책 입안의 장이 되

어 지역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장에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러한 것 중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어젠다를 

설정한 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특정화하여, 문제·정책·정치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정책을 패키지로 완성해 내는 분권적 체질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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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2017. 3. 31. 기준)

구분 단체 수

보통지방
자치단체

도도부현

도(都): 도쿄도(東京都)
도(道): 홋카이도(北海道)
부(府):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현(県): 아이치현(愛知県)~와카야마현(和歌山県)(43개)

47

시정촌

정령지정도시 (예: 홋카이도 삿포로시)
∘ 요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중 정령으로 지정

20

중핵시 (예: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 요건: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 중 시의 신청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지정

48

시행시특례시 (예: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 기존의 특례시제도 폐지(2015년 4월 1일 시행) 시기에 특례시인 시 

36

(일반) 시: 중도시(인구 10만 명 이상), 소도시(10만 명 미만)
  (예: 중도시-아이치현 나고야시, 소도시-기후현 히다시)
∘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 이외의 도시
∘ 요건: 인구 5만 명 이상 해당, 시의 중심 시가지에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

하고 상공업과 기타 도시적 업종에 종사하는 자와 그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
한 자가 지역 인구의 60% 이상,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
과 요건 충족 필요 

687

정촌 (예: 정-나가와현 하코네정, 촌-도쿄도 히노하나촌)
∘ 요건(정):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한 요건에 충족할 것
∘ 요건(촌): 없음 

927

특별지방
자치단체

특별구 예: 도쿄도 신주쿠구 23

- 일부사무조합: 보통지방자치단체 및 특별구 사무의 일부(소방,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복지, 
학교 등)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 

예) 도쿄 23구 청소 일부사무조합, 아키타현 오가 지구 소방 일부사무조합
- 광역연합: 복수의 보통지방공공단체, 특별구에서 광역적 사무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처리

를 위해 설치되는 단체
예)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
- 재산구: 시정촌의 일부 구역이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을 위해 

설치되는 단체

1,314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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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세 항목별 추이(2013~2017년)

단위: 억 엔

주: 법인관계세는 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임.

자료: 総務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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