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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성장연합과 경 을 통해 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1980-2000년

본 논문은 성장연합과 경 을 통해, 일본 개발주의 표사례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오

다이바)’를 분석한 연구이다. 1970년  이후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는 경제 재구조화

가 진행되면서, 항만과 수변공간에 치한 제조업(창고업 등) 시설들의 해외이 은 가속화

되었다. 정보화 사회와 함께 기업들은 추 리기능(명령-통제)만을 도심에 남긴 채, 부차

인 기능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 시켰다. 도심과 인 한 항만·수변공간에는 량의 유휴

지들이 발생했고, 세계도시의 내부는 심각한 도시쇠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기를 극복하고 국  기업 자본과 객들을 유인하고자, 도심과 수변공간에서는 거  

재개발 로젝트들이 가동되었다. 세계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은 격히 과열되면서, 경 도 

복합기능(상업-주거)을 지닌 고층빌딩군으로 변모되어갔다. 

그 다면 1980년  이후 세계도시 형성과정에서 각 지방  경로들은 어떠했는가? 규

모 재개발 로젝트를 추진한 성장연합(일반성과 특수성)은 무엇이며, 형성된 경 (가치지

향성과 공간해석)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세계도시 도쿄의 ‘임해부도심 개발’ 로젝트의 

개발주체들은 구이며, 어떠한 공간  미래상에 따라 개되었는가에 한 질문이다.

성장연합의 에서 본다면, 도쿄도가 주도했던 임해부도심 개발은 세계도시로의 일반

성, 발 국가라는 특수성,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련된다. 세계도시를 향한 변화과정은 신

자유주의화하는 도시(양극화)이자, 일본의 개발주의(개발주의 국가+기업사회  통합)의 재

편과정이었다. 임해부도심개발은 철의 삼각형(‘정치인· 료·재계’)에 기반을 둔 ‘이익유도형 

정치’인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30여년의 개발의 추진과 재검토과정은 

도시경쟁력과 사회통합의 쟁 들에 한 수많은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 의 에서 본다면, 임해부도심개발은 도시조망의 시각성과 도심회귀, 메가이벤트

의 개최와 연 된다. 정보기반 시설(인텔리 트 빌딩)의 구축과 함께, 스타( 랜드)건축가에 

의한 복합 고층건물(상업·주택시설)의 건설과정이었다. 개발과정에서 메가이벤트(박람회·올

림픽)·페스티벌 개최·미디어시설 등 ‘문화  략들’이 극 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세계

도시들 사이의 유사한 략들은 차별성 없는 ‘인용의 공간’을 양산하는 한계도 보 다. 즉, 

도시의 문화 에서 보면, 공간에 한 가치지향과 이데올로기의 경합과정이기도 했다.

세계도시형성 로젝트로서 도쿄임해부도심개발은 단지 계획·재검토가 아닌, 도시의 정

치-문화를 통합하는 (‘성장연합’과 ‘경 ’)에서 다음 세 시기로 구분된다. 

1980년  버블형 개발주의(1979-1990년)― 융도시: 융도시라는 목표와 달리, 실제는  

부동산시장의 개발이익을 기 하는 성장연합과 세계도시 인 경  만들기를 한 ‘버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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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의 형태로 개되었다. 앵 로 색슨형 세계도시 뉴욕・런던을 주도하는 ‘시장과 

자본가’와 달리, 동아시아 발 국가형 세계도시 도쿄는 ‘국가와 정치 료’ 주도사회 다. 개

발의 성장연합은 정· ·재계의 세 역으로 구성된다: ⅰ) 재정재건과 버블기의 법인세 증

가분으로 개발자 을 확보한 스즈키 슌이치( 俊一) 도정, ⅱ) 내수확 책으로 도입된 민

간활력정책이 가열시킨 부동산시장에 해서, 일종의 안정화 기제를 확보하려던 앙정부

의 정치가들과 료, ⅲ) 새 건설러시를 기 했던 재계(특히, 건설업계, 일본경제동우회 

등). 결과 으로 ‘동원  코포라티즘’의 성격을 띤 성장연합은 기 ‘텔 포트’ 구상(40ha)

에서 ‘임해부도심개발’(448ha)로)로 10배나 규모를 증가시켰다. 

스즈키 도정이 추진했던 ‘마이타운 도쿄’ 구상은 하드한 도시 재개발과 소 트한 이벤트

의 개최를 통해서, 도쿄의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재개발 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청사진과 

제안들에는 시민사회의 토착성(서민-놀이문화, 에도도쿄학( 京学) 등)과 세계성(로 트

문화, 라이  스타일 등)이 결합되었다. 그러나 세계도시 선두주자(뉴욕·런던)를 경 의 이

념형을 삼아 세계성을 캐치업하려는 도쿄도의 개발계획은 오피스 빌딩과 상업시설의 건설

로 변질되어 갔다. 개발붐 확 를 해 메가이벤트(`96세계도시박람회)마  계획되면서, 70

년  개발세력(통산성 료+스타 건축가)을 다시 임해부도심 개발로 불러들이게 되었다. 

1990년  성찰  개발주의(1991-1999년)-생활도시: 1990년  들어 버블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단지 ‘경제 로우’의 조정실패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도시스톡의 

환과정’(주가·토지·건설 등)이 결합된 불량채권의 장기화가 낳은 이른바 ‘복합불황’이었다. 

불황의 확산은 거  도시 재개발 로젝트에 한 거센 비 을 가져왔고, 성장연합에서 재

계(진출 기업들)는 가장 먼  이탈했다. 더욱이 도쿄일극집 의 문제 인 ‘집 의 불이익’에 

한 정책  해결책으로, 1990년  반 수도이  논란이 재가열되었다. 도쿄도는 표면

으로 ‘수도 기능’의 일부 이 을 찬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해부도심개발을 기업들의 도

쿄이탈 방지책으로 간주하면서, 개발공사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스즈키 도정의 정치연합  공명당( )도 ‘주택비율’에 한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성장연합에 일정한 균열을 가했다. 1995년 고베 지진과 2005년 아이치EXPO의 사례처럼, 

도쿄의 시민사회도 임해부도심개발의 문제 (폐쇄  추진체계, 고비용 구조 등)을 비 해 

나갔다. 1995년 도지사 선거에서 무당  아오시마( 島 ) 도정이 탄생했다. 선거공약이

었던 ‘도시박람회 지’를 단행한 뒤, ‘생활도시 도쿄’를 정책목표로 내걸었다. 개발간담회

는 수정범 (완  vs 부분 재검토)를 놓고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근본  재검토 없이 끝난 

채 건설공사는 지속되었다. 그 결과, 도시 인 라(유라카모메, 인보우 리지 등)와 조망

(도심의 고층빌딩, 야경 등)과 소비의 공간(호텔, 세계회랑 등)이 차 형성되었다. 임해

부도심의 경 은 개발문제(매립지, 꿈의 섬)에 한 체념과 장기불황에 한 탈출 욕망(후

지TV드라마 등)의 양가감정을 부추겼다. 1990년  말 동아시아 융 기 이후,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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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 은 가속화되었다. 도쿄의 도시경쟁력에 한 앙정부와 재계의 불안은 임해부

도심 내의 상업공간을 더욱 확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0년  포스트 개발주의(2000-2012년)-(복합)집객도시: 1999년 당선된 보수계 이시하

라(石 郎) 도지사는 ‘세계도시 도쿄’라는 슬로건으로 회귀했다. ‘자본소비형 세계도시’

인 뉴욕·런던과 달리, 도쿄는 ‘자본공 형 세계도시’의 유형으로서 융도시 만들기라는 목

표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  반 하향 조정된 일본의 신용등 은 재정상태(국채/지방

채)에 한 논쟁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도시재생사업은 90년  

장기불황으로 단된 도쿄 도심의 재개발 로젝트들을 완공시켰다. 2000년  도쿄도는 도

시 경쟁력 향상을 내걸었다. 임해부도심지역 역시 인 라 건설(항만, 도로, 공항 등의 근

성 강화)과 문화・ (‘카지노 구상’)이 결합된 ‘(복합)집객도시’로 변화되어갔다. 

2000년  반 국 으로 제3섹터들이 심각한 불량채권으로 산했다. 임해부도심개발

도 2006년 일본 최  규모의 ‘민사재생’ 차를 신청했다. 임해부도심의 제3섹터(5사) 회사

들은 ‘도쿄임해홀딩스(지주회사)’로 환된 뒤, 련 자회사들을 통합해 나갔다.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해, 복잡한 조치들(채무변제·회계변경·기업에게 토지매각 등)을 도모했다. 

도쿄도는 ‘2016년 도쿄올림픽(환경•콤팩트)’ 계획(주요 회장 임해부도심)을 내걸고, 다시 도

쿄의 개발붐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극 인 캠페인과 각종 비이벤트(도쿄마라톤, 

미디어센터 등) 개최에 막 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

한 채 유치는 좌 되었다. 3·11 도호쿠( ) 지진 이후 수도직하형 지진이 고되는 가운

데, 2020년 도쿄 부흥올림픽 유치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임해부도심은 성장연합(부흥)과 이

벤트연합(안 ·안심)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세계도시 형성을 한 재개발은 이해 계들이 경합하는 도시정치 속에서, 물리  건조환

경의 괴와 창조의 과정이었다. 도시재구조화 과정에서 임해부도심 개발은 과거 고도성장

기 게이힌(京 ) 임해공업지 인 ‘도쿄만 매립지’를 오피스와 문화로 표되는 ‘세계도시’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이 재구조화는 ‘장소특수 인 로세스’(도쿄일극집 )를 심화시켜, 집

의 이익과 불이익을 계층-공간별로 차등 으로 분배하는 양극화 과정이기도 했다.

주제어: 도쿄임해부도심(오다이바), 개발주의, 성장연합, 경 , 세계도시, 발 국가, 신자

유주의, 이벤트연합, 시각성, 도심회귀, 메가이벤트, 박람회, 올림픽, 융도시, 생활도시, 

(복합)집객도시

학번: 2005-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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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문제제기

1) 들어가며: 세계도시 형성

1970년  서유럽과 북미의 많은 도시들은 범 한 도시 기를 경험한 10년이었다. 많

은 인구와 산업들이 교외로 빠져 나가는 상에 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1970-80

년  유럽 주요 지역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토 유럽인들과 취업과 주택 문제를 놓고 

갈등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산층의 교외화가 가속화되었고, 도시인구  부유한 

노동자계  구성도 차 증가해 나갔다. 산업과 고용, 소매업의 교외화는 도심에 한 심

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등 도시의 사회문제들과 사회  불안도 증했다. 

그런데 국제 -국가  경제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향에 가장 큰 타격을 것은 바

로 ‘도시 인구’ 다. 도시 행정부는 고정된 자본 투자와 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막 한 평

가 하에 직면하고 있었다. 1970년  뉴욕과 같이 많은 오랜 산업 도시들은 ‘재정 붕괴’ 

기에 빠졌고, 도시 리뉴얼이나 재개발 계획들도 매우 미비했기에 심각한 결과들을 낳았

다.1) 이에 정책 결정자들과 학자들은 도시 심부에 합한 정  변화가 한 시기에 

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발달하는 교통과 커뮤니 이션 기술을 강조하면서, 일자리와 

주택, 크리에이션의 탈집 화가 진되는 을 크게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상

태가 계속된다면, 어쩌면 ‘도시의 종말’마 도 피할 수 없는 듯해 보 다.

그러나 1980년 에 들어서면서, 각 도시들의 상황들은 격하게 변화되어갔다. 이른바 

‘도심회귀(gentrification)’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도시 ‘르네상스’는 구나 알만한 용어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도심 센터 지역에서 국제 인 부동산 회사들2)은 재활성화된 오

피스 공간 시장에 투기 으로 투자했다. 물론 다양한 도시 구조 환의 로세스들이 도시

생활에 한 공  이해 계를 활성화시켰는가에 해서는 여 히 논쟁 이다. 그러나 도시 

활성화의 최신 흐름들에 해서, 재는 국가 내부 도시들의 자기-폐쇄 (self-enclosed) 

체제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통합된 세계 도시 체제’와 련해서 이해되곤 한다.3)

1) 뉴욕시의 ‘1975년 재정 기(산업구조와 지역구조의 문제)’ 이후 재건과정에 한 논의( , 2008)를 참고.

2) 올림피아&요크사(Olympia & York)는 195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폴 라이히만 형제(Paul Reichmann Brother)가 설
립한 회사이다. 건축의 바닥재, 벽재부터 시작해 상업용 건물의 건설을 통해 캐나다 제1의 부동산개발회사가 되었다. 
1980년 에는 뉴욕으로 진출해서 성공을 거듭해, 마침내 세계 최 의 부동산개발회사가 되었다. 표 인 건물로는 뉴욕
의 세계 융센터, 런던의 커네리 워 (Canary Wharf), 토론토의 First Canadian Place처럼, 융오피스복합건물을 주
로 건설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1990년  반 경기변동 속에서 산했다가 이후 다시 재생되기도 했다.

3) 오래된 산업화된 센터들에 일자리와 사람들이 거주했음에도( 컨 , 디트로이트, 버팔로, 함부르크, 도르트문트, 리버
풀), “신산업 공간들(new industrial spaces)”(Scott, 1988;서연미, 2004)은 서유럽과 북미의 ‘썬 벨트(sun-belts)’에 치
한 도시 권역에 출 했다. LA나 툴루즈, 뮌헨,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 권역(City-regions)은 재산업화의 역동 인 로
세스가 바로 이러한 핵심 지역들에 치했다. 도시 센터들의 활성화는 매우 다양하게 개되었는데, 샌 란시스코는 되살
아난 게이(gay) 간 계  커뮤니티는 질 으로 새로운 형식의 도심회귀를 진했다. 취리히에서 청년들의 운동은 고루하
고 보수 인 융센터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토  타 을 이끌기도 했다(Schmid, 2006). 1984년 LA올림픽은 부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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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많은 비  도시 학자들은 주로 집합  소비(collective consumption)의 감소나 

복지국가의 후퇴에 한 논의에 집 했었다.4)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의 과정은 불균등한 부

동산 시장과 다른 경향들은 ‘포디즘 인 형식의 기’와 연 성을 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1970~1980년  반 도시에서 발생한 기들에 해서, ‘직선 - 국 인 도시의 쇠퇴’가 

아닌, ‘재구조화의 다면 인 로세스’의 표 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Castells, 1993).5) 

따라서 도시학자들이 도입한 세계도시론(global city theory)은 이러한 도시 개발을 독해하

기 한 핵심 인 근방식들 가운데 가장 심에 치한 이론인 것이다. 

1970년 와 1980년  도시 재구조화 로세스는 가장 로벌하게 통합된 메트로폴리탄 

세 센터들인 서부 유럽(런던, 암스테르담, 취리히)과 북미(뉴욕, 디트로이트, 휴스턴, LA)와 

동아시아(도쿄, 서울)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세계도시 연구의 선구자들(Friedmann&Wolf, 

1982;Friedman, 1986; Sassen,1991=2001)은 세계도시 내부에서 진행되는 산업  변화와 

노동시장 이 화, 사회-공간  양극화와 도시정치의 동학에 한 폭넓은 이론  일반화를 

이 냈다. 말하자면 반 연구자들은 로벌한 도시 시스템에서 외부  지 와 련해서, 

해당 도시 내부의 로세스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반면, 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학자들은 각각의 도시별로 다르게 세계경제로 합되

는 ‘장소-특수 인(place-specific) 독특한 방식들’에 해 연구해 나갔다.6) 이들 연구들은 

한 세계도시의 역사와 공간성, 제도  조합과 사회-정치  환경들이 오히려 세계도시로 삽

입되는 양식에 강력한 향력을 미친다고 봤다. 세계도시의 인과 계(세계-지방간의 계)

를 역설하면서 이론을 개하기도 했다. 1980년  선구  연구들 이후 개된 세계도시 형

성과정에 한 사례연구들의 은 이동했다. 즉, 반과 달리 차 각 도시의 사례들이 

가진 범 의 특성이나 방법론  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도시 이론들은  도시 재구조화에 한 조사연구를 통해, 주요한 분석  

환태평양 경제 지도에 LA를 포함시켰고, 랑크푸르트에서는 선견지명에 비해 문제가 많았던 보수  지방정부가 야심찬 
세계도시 개발 로젝트를 개발하기도 했다(Keil&Lieser, 1992). 

4) 20세기 반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도시 주택, 경제 재활성화, 교통 정책 등이 정책  심의 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업  이해 계에 한 계획일 뿐, 일반 인 도시인구의 이해 계에 한 정책은 아니었다. 1960년  
미국의 도시폭동이나 1968년 랑스 5월 명에서 학생과 노동자의 항 이후, 비로소 도시불안에 한 국가  투자와 
정책들이 모색되었다(1980년  서유럽 도시들에는 여 히 불법거주자들과 경찰과 치하는 지역들이 많았다). 1970년  
신도시사회학(new urban sociology)은 자본주의의 역할이나 국제  경제 질서, 부와 권력의 축 과 집 , 사회  계 들 
간의 계, 그리고 경제  이해 계를 한 안정  사회질서를 리하는 국가의 역할 등에 이 맞춰졌다. 도시는 이윤
체제에 의해 형성된 부와 권력, 불평등성의 상징이었고, 계 갈등이 집 된 공간  표 이라 간주되었다. 1970년  도시
사회학은 이데올로기 인 구성이나 이론  은 다양하지만, 구성을 살펴보면 체로 공공 정책과 사  이해 계의 결
합에 한 비 인 이른바 ‘정치경제학’, 즉 신도시사회학(Harvey, 1973;Castells, 1977;Lefebvre, 1974)이었다. 

5) 맑스주의  신도시사회학은 도시의 사회  배치에 해 경제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했으나, 도시 역사에 한 재해석
이자 이론  원리 제공에 상당히 기여했다. 비 이론의 역에서 볼 때, 사례연구(혹은 역사)와 지방의 미래를 규정하는 
엘리트들의 작용이나 일반 시민들 사이의 연합으로 강조 이 이동했다. 자본축 과 계 갈등의 일 된 과정인 공간  개
발의 진화과정은 재구조화의 로벌한 힘에 맞춰, 특수한 지방의 경험들을 변경하는 도시의 변화에 한 수많은 부가  
힘들에 한 새로운 연구 아젠다를 재구성하면서 도시사회학의 패러다임은 환되어갔다(Gottdiener&Feagin, 1988).

6) 왜냐하면 로벌한 자본축 을 한 기본  요 으로 강조되는 공통성을 넘어서 본다면, 세계도시들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첫째, 각 세계도시들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s)과 정치-경제 구조들은 독특한 역사  유산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왔다. 둘째, 장소-특수 인 정치  략들과 제도  경로들을 통해서, 명령과 통제 센터들로 환되어왔다. 셋째, 
체로 치에 한 특정한 경제기능의 넓은 범 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 진화된 궤 들은 국가 -지방 으로 특수한 제

도  방식과 규제  틀과 사회-정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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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들에 해 기여해 왔다. 동시에 세계도시 연구들의 경험  확장은 차로 과연 한 

이론  기 는 있는가, 그리고 방법론 으로도 용될 수 있는가 등 다양한 논쟁들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공간  변환과정에서 구조 인 요인과 상징  요인에 한 

강조는 도시연구 역에서의 논쟁들과도 연 된다. 첫째, 이미 지 했듯이 새로운 생산양

식에 합하도록 하는 도시 정치경제의 재구조화에 한 것이다. 둘째, 보다 넓은 이슈로

서 논쟁 인 사회과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인 ‘경제 구조(거침없는 로벌한 힘)’와 ‘인간 

행 (역사 -문화  환경)’의 상  요성(혹은 재구조화)에 한 것이다(Giddens, 1983).

그 다면 세계도시 형성(formation)에 한 문제제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첫

째, ‘세계도시’라는 개념에 해서 도시의 특정한 유형( 국가  본사 치나 로벌 명령 

통제 센터)으로 야 하는가, 아니면 세계화된 도시 재구화를 한 보다 일반 인 트 드

를 연구하는 기 로서 이해해야 하는가에 한 것이다. 둘째, 정치-경제 이고 사회 공간

 재구화의 유사한 패턴들, 즉 세계경제 내에서 유사한 역할을 해 나가는 도시들에 해

서 고찰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제도  조합과 사회 공간  형식으로부터 더 많은 차

이들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이다. 셋째, 각 지방의 정치  기 들과 사회 운동은 거침

없는 국  자본의 무력한 희생자들인가, 아니면 정된 결말이 아닌, 각각의 지방별로 

특수한 이해 계와 우선권에 의존할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쟁 들은 세계도시 연구의 개와 차이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방법에 

해서 부단한 비 을 낳았다. 지리 으로 볼 때, 세계도시 형성에 한 사례연구들과 비

교분석은 세계경제의 주요한 지역들인 북미, 서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를 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들에 한 경험  분석들은 세계도시 형성 로세스가 다른 도시들과 국가  

토의 다양성 속에서 각기 다르게 개되어 왔음을 제시했다. 동시에 암묵 이든 명시

이든 간에 조사과정에서 특정한 장소들의 퍼즐과 패러독스를 해독하기 해, 세계도시의 

이론  근거들과 연 되고 있다는 에서는 ‘이론  일반화’도 가능할 것이다. 

먼  ‘1980년  이후’ 일본의 개발주의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앵 로 색슨형

(Anglo-Saxon) 개발주의와 비교하도록 한다. 일반성은 1970년  오일쇼크로 인한 긴축재

정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도시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제3섹터’의 유형을 취

한다는 이다. 특히, 세계도시의 거  재개발 로젝트가 ‘임해부’에 집 된다는 에서, 

런던 도크랜드(Dockland)와 뉴욕 배터리 크(Battery Park)의 사례는 매우 상징 인 표

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일본  특수성은 발 국가(developmental state) 일본에서 진행된 

이른바 ‘세계도시 형성’과정이 앵 로 색슨형 세계도시들과는 다른 구조 속에서 개된다

는 이다. 이 문제는 일본 개발주의(정치-문화)를 주도하는 성장연합(정치+ 료+재계)의 

구조가 세계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도시문화(Urbanism)의 에서 보면, 포스트모던 도시문화는 어떻게 변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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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형성의 지방 경로들
(local pathways of global city formation)

사례연구

� 건조환경의 재형성- 로벌한 연결성의 생산(remaking the built 
environment: producing global connectivity)

� 성장연합과 세계도시 형성의 정치(growth coalition and the politics 
of global city formations)

� 국가 략과 공간  결과(state strategies and spatial outcomes)
� 불균등 발 과 토  불평등, 그리고 지역화(uneven development, 

territorial inequality and regionalization)
� 비교연구  시각(comparative perspectives)
� 일상생활과 사회투쟁(everyday life and social struggle)

북미, 
서부 유럽, 
동아시아

[표 1-1] 세계도시 형성에 한 사례연구의 쟁 들(Brenner&Keil eds, 2006:129-134)

공간소비로 연결되는가 하는 이다. 임해부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련해서 볼 때, 

술가들이나 은이들이 황폐한 수변공간(waterfront)을 카페나 스튜디오, 그리고 거주용으

로 활용해 나가는 사례들이 유행했다. 이른바 ‘로 트 문화’(Loft Culture)에 한 심과 

고조된 열기는 ‘세계문화의 한 생활양식(lifestyle)’으로 표상되었다(Zukin, 1982). 수변공간

은 ‘문화  행 자들의 공간’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공간을 둘러싼 하나의 문화(재 )에서 경제(상품)로의 환과정에서 개입하는 행 주체들은 

‘ 구’이며, 어떤 ‘동기’가 강하게 작동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최근 도

시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재생과 문화( )산업과도 연 되는 역이다.

그런데 세계도시 형성과 연 된 구조 환과 략  투쟁들 등 폭넓은 범 의 주제들은 

해당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 연구되어왔다. 공간 으로 살펴보면, 북미, 서부 유

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사례들이 주요한 사례연구(case study) 지역들이다.7) 세계도시 형

성의 지방  경로들을 분석한 사례연구의 쟁 들[표 1-1]도 실로 다양하다. 주로 각 지방

들이 세계도시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행 자들(actors)’의 응과정인 ‘정치  역학 계’와 

로벌한 연결성을 지향하는 ‘건조환경의 형성’, 즉 도시재개발에 한 연구들로 수렴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쟁 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장연합(growth coalition)과 세계도시 형성의 정치에 한 연구들이다. 성장-지

향  정치 연합의 역할이 강조된다. 흔히 정치연합은 국가, 지역, 지방 정부 공무원들, 

국  기업 엘리트들과 지방의 부동산 소유자들과 ‘지 추구자(rentiers)’(Logan&Molotch, 

1987;2007)로 구성된다. 연합의 구조는 세계도시 형성을 한 지방의 제조건을 형성해 

갔다. 이러한 연합은 도시의 원활한 로벌 연결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반 를 약화시키기 

해, 세계도시 형성과 연 된 거 한 메가 로젝트들의 부동산 개발에서 막 한 인 라

7) 주킨(Zukin, 1992)의 뉴욕과 런던의 비교연구와 힐과 패긴(Hill & Feagin, 1989)의 디트로이트와 휴스턴에 한 연구, 
힐과 김(Hill & Kim, 2000)의 도쿄와 서울, 그리고 소자(Soja, 2000b)의 암스테르담과 LA와 한 고  분석
(Grant&Nijman, 2002)이다. 힐과 김(Hill&Kim, 2000)에 의한 도쿄와 서울에 한 분석은 이러한 이론의 심 원리에 
해, ‘의문’과 ‘유형론’을 제기하기 해서 비교 근을 동원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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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테크놀로지와 재정 자원들을 동원하곤 했다.8) 

세계도시 형성을 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 지역 , 도시 단 의 스 일에서 볼 때, 국

가 제도들의 심  역할(규제 재편, 재정 보조 등)에 해서 논의한다. 런던, 도쿄, 서울에

서 휴스턴, 디트로이트, 취리히까지, 각각의 국가들은 로벌-지향  기업들과 부동산 개발

자들과 정치  엘리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해 도시공간의 재조직화를 용이하도록 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유사한 공  제도들과 민 트 십을 수반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제도들이 세계화된 도시공간의 개발을 한 감독  재원마련과정에서 과도한 험성으로

부터 민간 투자들은 보호하는 반면, 상 으로 시민들에 한 ‘민주주의 인 설명책

임’(democratic accountability)은 매우 부족했다는 에 있다(Zukin, 1992). 

한편, 도쿄와 서울에 한 힐과 김(Hill & Kim, 2000)의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도시 개발

은 국가와 지방의 경제성장 지향 인 ‘발 국가 (developmentalist)’ 정책의 주요한 공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즉, 오히려 지방의 사회  세력들은 세계도시 형성의 특정한 경로

들을 막기 해 국가 제도들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9) 따라서 국가 제도들은 형식과 속

도, 세계화된 도시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과 지방 인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경합

하는 주요한 ‘정치  역(political terrain)’이 되곤 하는 것이다.

둘째, 건조환경의 재형성- 로벌한 연결성의 생산에 한 연구들이다. 그라함(Graham, 

1999)은 주로 세계도시 형성 로세스를 통해서, 도시 건조환경이 구조 환되는 다양한 방

법들을 추 했다. 세계도시들은 새로운 교통과 정보통신 인 라의 건설을 통해, 로벌 연

결성을 확보하도록 설비되었다. 국  자본의 요구조건들에 맞춰, 보다 넓은 범 의 부동

산 개발·메가 로젝트들과 오피스 타워들이 건설되어갔다. 특히, 심업무지구(CBD)와 고

 주택 개발 로젝트들은 낡은 노동계  거주지 속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 로벌 명

령 통제 센터’로서 지 를 확보해서, 거주자들과 잠재  투자자들에게 매하기 한 이른

바 ‘권력의 경 ’(landscape of power)’(Zukin, 1991;1992)10)이 도시에 건설되어갔다.

뉴욕을 연구한 주킨(Zukin, 1992)과 도쿄를 연구한 마치무라(Machimura, 1992)는 거

한 규모의 오피스 개발과 고  거주지 개발들로 인한 도시의 추 다운타운이 공간 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 을 맞췄다. 반면, 어떤 연구자들(Hill&Feagin, 1989;Schmid, 

2006;Soja, 2000b; 한주연, 2003)은 세계도시 형성과정이 보다 넓은 지역  범 로 확 되

는 것에 해 분석했다.11) 캘리포니아 학  소자(Soja, 2000b)는 도시개발의 다핵 인 유

8) 마치무라(Machimura, 1992;1998)는 도쿄에서 세계도시 형성이 다양한 공  행 자들(국가와 지방  규모 모두에서)뿐
만 아니라, 국 , 국가 , 지방  기업들의 실제  후원과의 연 성을 보여 다. 실에서는 성장연합이 도시경제 발
의 형식과 지리  분배에 한 주요한 결정에 있어서, 일부 이해 계들을 제외시키곤 한다고 주장했다. 

9) 지방의 이해 계를 방해 혹은 용이한 ‘ 토  타 ’을 한 상을 끌어낸 취리히의 사례(Schmid, 2006)도 있다.

10) 주킨(Zukin, 1991:16;19)은 디트로이트에서 디즈니랜드까지 과정을 분석한 서에서 그녀가 정의하는 ‘권력의 경 ’
이란 시장(market)과 련된 자본의 사회-공간  차별화와 장소(place)에 의해 노동의 사회-공간  동질성 사이에 상징

-물질  매개이자 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본은 경 을 생산함과 동시에 괴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건조
환경을 둘러싼 통제이자 경제  권력이 국가와 토착  문화를 압도하는 과정이라 봤다. 

11) 공간 으로 본다면, 불균등발 과 사회 공간  불평등성은 악화시키는 패턴들(Hill&Feagin, 1989)도 존재하며, 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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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이 도시공간 형식의 통 , 단핵 모델들을 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체로 이 상들에 한 연구들은 세계화 과정이나 세계의 세계도시 권역(global 

city-regions) 내로 합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공통 을 보이고 있다(Scott, 

2001;Ohmae, 2001). 

세계화로 유인된 도시 재구조화는 다양한 유형들을 형성하곤 한다. 속하게 세계화되는 

도시의 센터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거주자들을 한 사회 조건들의 변화들이 수반되곤 한

다. 실제 생활에서 볼 때, 세계화된 도시화는 확립한 노동계 의 생활세계와 일상생활의 

공간을 하게 된다. 반면, 로 트 생활과 과시  소비처럼 ‘여피 취향’에 기 한 새로운 

라이 스타일로서 일상생활은 세계 으로 확산되었다. 결과 으로 도심회귀와 도시 재구

조화 로세스는 실제로 많은 안  도시 커뮤니티(1970년  동안에 강화되었던 불법거주

건물이나 자유로운 문화 지구, 그리고 술가들의 집단거주지 등)을 하게 되었다.12)

2) 연구문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성장연합과 경

그 다면 도쿄는 어떻게 세계도시를 형성해 갔던 것인가? 최근 30년간 도쿄에서 가장 

극 인 공간  변화는 바로 도쿄만 앞바다 매립지에 건설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Tokyo 

Waterfront Sub-Center development, TWSD 약칭)’13)이었다[그림 1-2]. 도쿄만의 수변공

간은 시 에 따라 다양한 얼굴로 변화되어 왔다. 에도시 에는 아시아의 베니스라 불리던 

에도의 서민문화가 남아있는 토착 (vernacular) 공간이었다. 근  이후 수출지향  공업

화를 통해 후 고도성장14)을 주도한 게이힌(京 ) 공업지 15)의 심이자, 도시집 의 불

이익이 축 된 ‘쓰 기 매립지’ 다. 반면, 탈공업화 사회에서는 ‘도쿄 디즈니랜드(Disney 

Land, 1985년 개장)’보다 더 인기 높은 지이지만, 여 히 도쿄도( 京都,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MG)에 막 한 ‘재정 자’를 안겨주면서, 1980년  버블이 양

지향 기업들의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통  도시의 심을 넘어서 확 되면서 형성되기도 한다(Schmid, 2006; Soja, 
2000b;Keil&Ronneberger, 2000). 

12) 세계도시들의 일상생활공간에서 치되는 시기에 나타난 운동의 특징은 하스와 헤스킨(Haas&Heskin, 1981)의 연구
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80년  반 LA에서 진행된 투쟁들이 로벌 경제와 로컬 커뮤니티 사이에 새로운 분리작
용임을 강조했다. 한편, 은이들의 폭동의 흐름에 한 취리히의 정치  특징에 한 쉬미드(Schmid, 2006)의 분석과 
소자(Soja, 2000b)의 암스테르담과 LA의 도시투쟁과 공간  결과에 한 비교분석, 그리고 세계화하는 도시들 내에서 발
생하는 새로운 갈등선(Keil&Ronneberger, 2000;Mayer, 2000)에 한 연구도 있다.

13) 공식명칭 도쿄임해부도심( 京臨 都心, 매립지 10·13호지), 애칭 인보우 타운(Rainbow Town)이나 통칭해서 ‘오
다이바(お台 , Odaiba)’라 불린다. 행정구역상으로 북부 미나토구( ), 서부 시나가와구(品川 ), 남부 고토구( )로 
나뉜다. 통칭의 기원은 1853년 페리흑선 내항 이후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해 ‘시나가와 다이바(品川台 , 포
의 포 )’가 건설되어 그 일부(제3·6다이바)는 재에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쿄만 매립사업은 에도( )시  이래 이미 
400년에 이르는데( 藤毅, 2004:785). 13호지, 10호지 그리고 ‘아리아 ( )’의 일부는 이미 70년 에는 공했던 것이
며, 재도 도쿄만 남단의 매립은 계속 진행 이다.

14) 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란 1955-1973년(오일쇼크 까지)까지 일본경제의 장기 인 호황을 일컫는다. 산업구조, 
융, 경제순환, 산업정책, 인 라, 노동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도  산업의 발 요인과 그것을 지탱하는 유통과 하청 

시스템 형성에 해서는 다음 연구(武 人, 2008;武 人編, 2011)을 참조. 

15) 일본 도쿄를 심으로 일본 최 의 공업지 로, 행정상으로는 도쿄·가나가와 ( 川 )·사이타마 (埼 )·치바
( ) 등 1도 4 에 이른다. 좁게는 도쿄·가와사키(川 )·요코하마( 濱)를 심으로 하는 도쿄만( 京 ) 서안 일 를 
가리키나, 넓게는 치바 의 도쿄만 연안 지역과 가나가와  서부의 내륙부·무사시노(武藏野) 지 지구·사이타마  남부 
지역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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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재개발의 상징이기도 하다. 재는 2016년․2020년 올림픽 개최 심지로서 개발의 청

사진들에도 불구하고, 3‧11 이후 도쿄직하형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그림 1-1]. 

[그림 1-1] 교통거 으로서 임해부도심
* 출처: The Waterfront City as a base of traffic(도쿄도 항만국 임해부도심 홈페이지)

그 다면 세계도시 도쿄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어떤 정치  

행 자들이 주도했으며, 건설된 경 은 어떠한 로벌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존의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연구들은 크게 정치경제학(토건국가)와 문화연구(공

간분석) 사이에서, 각기 ‘구조-행 ’(structure-behavior), 혹은 ‘스 일(scale, 국민국가-도

시)’의 논의가 주로 개되었다. 먼  도시의 정치경제학  에서 볼 때, 일본  특수성

을 강조하는 ‘토건국가론’은 정 재계의 연합(결탁), 즉 세계화 이후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인 ‘ 료지배’의 변화와 연속성에 한 비 이다(Johnson, 1982;Woodall, 1996;

志, 1994). 다음으로 각각의 공간소비를 둘러싼 비 (공간소비)과 재비 (소비주체의 

재구성)이다( 俊哉, 1987;Harvey, 1989a;Zukin, 1982;1991;1995). 이 쟁 은 자본주의 

도시화 속에서 도시공간의 행 자들인 ‘주체의 자기표 ’, 즉 문화연구의 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에 기반을 둔 선행 연구들은 다음 두 가지 문제 을 가진

다. 첫째, ‘분석단 ’에서 볼 때, 각기 ‘국민국가’나 ‘도심공간’ 단 로 분석하고 있다. 즉, 

‘도시정치’의 향 계 속에서 개발의 개-재검토과정이 연구되곤 했다. 따라서 탈공업사

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과거 수출지향  공업화의 진기지 던 ‘도쿄임해부’에 왜 그토록 

단기간에 물리 -문화  실천들이 집 되는지에 해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석단 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1980년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 일본  표  ‘국제화’)라는 

시  과제에 직면한 ‘성장연합-균열-재구성의 구조 환’의 역동성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민국가의 수도’가 아닌, ‘세계도시의 내외부의 결 ’인 

‘세계도시 도쿄’를 분석단 로 한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1980년  진행된 제3섹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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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진행된 거  도시개발 로젝트들  하나이다. 후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발이자, 도쿄도가 주도한 마지막 개발 사례이다. 1980년  이후 세계화에 직면한 일본이 

재구조화과정에서 ‘미래도시’를 목표로 경 (landscape) 만들기의 결과물이었다. 즉, 개발

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가진 행 자들을 끊임없이 추동해갔던 공간이었다. 고

 도시사회학의 개념을 빌려 본다면, ‘상품으로서 도시(city as commodity)’인 교환가치

와 사용가치가 립되는 정치 인 역이다. 한, 이해 계가 다른 행 자들이 서로 다른 

가치지향과 이데올로기가 경합하는 ‘집합의식’의 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 개발주의의 표 사례로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해서 성장

연합과 경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되었던 재구조화 과정

처럼, 도쿄도 역시 1970년  말 재정 기를 극복한 뒤, 1980년 에는 도시 재개발에 본격

으로 뛰어들었다.16)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도쿄’는 국민국가  스 일보다는, 도시 내부

(도심)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의 핵심축으로 부상해 나갔다. 시간축(1980

년 )과 공간축(도쿄)의 에서 논의한다면,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도시정치(성장연합)

와 건조환경(경 )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연구 질문을 재구성해 본다.

첫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과정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지배  경향과  

이론  문제 들을 제기한다. 한, ‘임해부’에 한 개발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

구분석틀을 도출하기 해서, 서구와 일본의 연구 성과들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상의 지역을 ‘도쿄도’17)로 보고, 장소-특수 인 에서 도쿄일극집  문제

(즉, 거 도시 정・부정론 혹은 집 의 이익과 불이익)를 살펴본다. 구체 으로는 도쿄의 

도심과 그에 인 한 임해부, 그리고 도쿄권역에 한 향 계를 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연구 상의 시기는 1979년~2012년까지로 하되, ‘개발주의’에 한 향 계를 

심으로 1980년 -90년 -2000년 로 구분한다. 정치-문화  에서 개발계획과 실행과

정에 한 재구성을 통해 도시공간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본다. 한, 도시공간의 소비에 

한 문화연구  해석의 한계를 도시 발생론 으로 극복해 본다. 정치-문화  역에서 

1980년  이후 일본의 개발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연구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도록 시도한다.

16) 1980년  세계화・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도시들’(global cities)은 도시의 인 라를 재정비하고 도시경쟁력을 갖
추고자 했다. 세계도시의 심에 거주하던 융-서비스업과 고소득 노동자들까지 몰려들면서, 세계 부동산시장의 속한 
팽창을 부추기게 되었다(Sassen, 1991:188). 그 결과 항만지역(낮은 지가·넓은 부지·조망권)을 둘러싼 도시개발의 열기는 
세계 으로 거 한 ‘도시재개발 로젝트들’을 움직이게 되었다.

17) 일본의 도도부 의 하나로서 일본의 수도이며 사법‧입법‧행정‧경제 심지이다. 면  2,189k㎡, 13,212,226명(2012년 8
월 재)이며, 구부( 部, 즉 도심, CBD는 도심3구, 는 도심5구), 다마( )지역, 도서부(이즈제도( 豆諸島)‧오가사와라
제도( 諸島))를 할하는 지방공공단체로, 기 자치체로서 23구( )‧26시( )‧5쵸( )‧8무라( )를 가진다. 수도권정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권’이란 도쿄 도의 구역  정령으로 정해진 주변지역 일체로 한 역을 의미한다. ‘도쿄권
(Greater Tokyo Metropolitan Region)’은 1도 근린 3 (치바 ( )‧사이타마 (埼 )‧가나가와 ( 川 ))을, ‘수도
권(National Capital Region)’은 주변 4 (이바라키 ( 城 )‧도치키 ( )·군마 (群 )·야마나시 ( ))을 더한 
1도 7 으로, ‘국토교통성’에서 매년 작성하는 『수도권백서( 都 書)』는 1도 7 을 다룬다. [부록-1] 국에서 본 도쿄
([ らしととうけい20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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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의 도시의 정치경제학의 경향들은 주로 경기변동과 개발계획과의 계를 단순 

상 계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결정론  근’은 개발을 둘러싼 정치  측면을 

간과하곤 한다. 세계  차원에서 볼 때 1980년  시작된 거 사업들이 1990년  불경기에 

왜 재착수되곤 하는가? 단순히 경제결정론 인 시각에서는 개발을 바라본다면, 모순  

상이 왜 지속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조업 심 사회’와 달리, ‘서비스업 심 사회’에

서는 부분의 개발들은 필연 으로 상업  투기성을 띠면서,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복

제・증폭시키곤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재개발 자체가 1980년  이후 거 도

시가 직면한 ‘정치  기’임과 동시에 ‘문화  과제’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통합과 배제와 련해서, 도시 재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재검토 자체가 일종의 

‘성장 략’이자 ‘경기조정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재개발의 ‘정치 인 효

과’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에 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상 으로 개발의 경기순

환 자체가 비교  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들이 왜 무리한 사업운 을 계

속해 나가는가하는 문제이다. 도시 재개발 방식은 도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종의 

게임으로, 일정한 유사성(특히, 동아시아)을 띠고 있기에 보다 과감한 이론  일반화가 필

요하다(Hall, 1991:506; Yeoh, 2005). 다시 말해서 세계도시들의 도시재개발 자체가 가진 

일반성과 특수성에 한 논의를 일본(동아시아)의 사례연구로 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공간에 한 분석과 련해서, 이 연구는 도쿄의 국내외의 변화들이 다시 도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일종의 공간 (물리 )-문화 (상상 ) 분석이다. 과거 논의

들은 주로 도쿄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징들을 주로 ‘국민국가의 수도’라는 행정  차원에서 

분석해 왔다. 그러나 세계도시를 지향해 나가는 도쿄에게 있어서, 더 이상 국내 도시들 간

의 공간  역할배분은 상 으로 그 요성이 감소되게 된다. 오히려 도쿄 도심은 외부 

세계도시들의 도심과 더 연결된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형성한 공간변화들에 한 문화  

분석이야말로 세계도시의 새로운 도시성(urbanism)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

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  사례로서, 본 논문은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해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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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선행연구의 검토

1) 세계도시 일본의 형성: 로벌 상호의존성과 도시 재구조화

일본(동아시아를 포함한)에서 진행된 로벌 상호의존성과 도시 재구조화에 한 쟁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Hill & Kuniko, 1993).

첫째, ‘ 로벌 상호의존성(global interdependence)’으로서, 한 세기 넘게 일본의 도시개

발은 세계체계 내에서 변화하는 지 와 직 으로 히 련되었다. 에도시 에 발달된 

도시체계는 메이지( 治) 시  이후 크게 근 화되어갔다. 1870-1920년 사이 일본의 외국

무역이 팽창 으로 확 되면서, 고베( )나 요코하마 같은 도시들은 표 인 무역항으로 

성장해갔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성장은 국가의 내부와 해안주변지역에서 ‘태평양 

벨트’로 확 되게 된다(일본의 독특한 도시 체계인 도쿄/요코하마, 오사카( 阪)/고베, 제3

의 도시 나고야( 古 ), 제4의 도시이자 일본의 문화자본인 고베). 

이윽고 1930-40년  군국주의와 시경제로 인해 정부와 기업이 한 계로 발 해 

나갔다. 2차  이후 1950-60년  ‘기업국가(enterprise nation)’라 불리면서, 속한 경

제성장과정에서 도시화도 속히 증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본사들은 도쿄에 집 되었

고, 상 으로 오사카의 경제  지 는 차 쇠퇴해갔다. 1973-79년까지 오일쇼크(생산기

지 해외이 )와 1985년 라자 합의 이후 격한 엔고는 일본 도시 내부에서 산업 재구조

화과정을 진시켰다. 그 결과 화학공업과 가공무역 심의 수출입국이었던 일본경제는 

이제 해외 생산 기지와 국내 소비 팽창을 특징으로 하는 탈산업사회로 환되어 나갔다.18) 

둘째, ‘유연  생산과 세계도시(flexible production and the world city)’로서, 로벌한 

향력과 일본 내의 도시발  사이에 상호작용은 외부의 정치-경제  요건에 부응한 것이

었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재조직하는 일본의 능력에 의해 매개되

었다. 생산체계는 하나의 사업단 (기술과 조직이 최종생산물의 생산과 연결됨)로서 근  

경제의 주요한 블록으로 변화되었다. 도시학자들은 로벌 경제 조직과 도시 발 과의 상

호작용을 이해하기 해서, 기업들이 리-생산 조직의 ‘입지’에 해서 연구해왔다. 즉, 

자본시장, 높은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미디어, 도시의 부, 직업구조와 교육수 , 

문화  복합성, 세 체계에 근 하려는 기업본사들이 세계도시들에 치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경제발 을 한 능력에 따라 기업들의 국  계가 결정된다는 세계도시

의 주장과 연결된다. 기업들이 생산으로부터 리를 분리하는, 명령활동에 한 지리  분

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계도시가 형성되는 과정

18) 킹(King, 1991)은 도시와 세계 경제 향력 사이에 연결이  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국과 그 지배  지역
과 연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를 따라 리머(Rimmer, 1993)는 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환되는 장기 인 
과정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역학 계를 보다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후 일본의 세계경제에 한 상호종속성
이 일본의 수출입과 벤처, 외국직 투자에, 과학기술이 한국과 국에, 동남아에서 호주, 뉴질랜드까지 연결된 서태평양 
지역의 도시개발(교통, 테크노폴리스 등)에까지 각각 상당한 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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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제조업의 세계  분산’과 ‘산업도시들의 쇠퇴’와 연 되게 되었다. 이제 도쿄는 일본 

국내에서 거의  분야에 한 네트워크에서 압도 인 심성을 가진 ‘세계도시’임과 동시

에, 일본의 국 기업들의 명령센터이자 세계기업들의 ‘산업  허 ’로 변화되어갔던 것이

다. 즉, 1970년  오일쇼크와 80년  엔고 이후 일본의 산업은 과거 ‘계획-헤게모니 인 

생산’에서 이제 ‘자본-헤게모니 인 생산’으로 변화되게 되었다.19)

셋째, ‘산업지구와 발 국가(industrial districts and developmental state)’로서, 민간 

기업들과 한 력 계 속에서 경제발 을 진하려는 체계 인 정부의 노력에 한 

역이다. 이는 로벌한 향력에 한 일본의 능력을 조정하기 한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

었다. 제조업의 조직화는 량생산에서 유연  생산으로 변화시켜, 소규모 제조업기업들은 

세계경제의 역동성의 새 심인 ‘지역산업지구’와 연 된다. 말하자면 비즈니스와 정부, 노

동과 지자체 사이에 새로운 력  약이 산업지구를 한 제도  틀을 구성해 나갔다.

일본의 산업지구들의 세 가지 유형은 크게 ⅰ) 나고야(염색)는 통 인 소규모 기업 산

업 지구를 구성한다. 이는 수많은 소규모 기업들(몇몇 기업 센터가 아니라)이 지방 으로 

제조  네트워크를 심으로 얽 있는 구조이다. ⅱ) 자동차산업의 나고야나 철강산업의 

가마이시(釜石)와 같은 기업도시들이 계 으로 하게 연결되어, 규모 기업과 많은 

소공 업체들이 산업  네트워크를 갖는 구조이다. ⅲ) 가나가와( 川) 등의 테크노폴

리스처럼, 연구와 개발 지향 인 도시가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기 한 규모의 모기업

과 소규모의 회사들이 집 하는 구조( 컨 , 제3섹터형 과학공원)로 구분된다. 

넷째, ‘모순과 갈등, 그리고 미래도시(contradictions, conflicts and the future city)’와 

련된 쟁 이다. 산업과 정부가 함께 돌아가는 일본의 독특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개

발은 내부의 사회  갈등과 모순들에 의해서 진되기도 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일상생활

의 환경 간의 일종의 ‘교환’(trade-off)의 긴 역사가 존재한다. 따라서 1950년  일본의 경

제부활 이후 일본의 도시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회  쟁 으로 논의되었다. 

ⅰ) ‘집 의 이익’과 련된 쟁 으로, 일본의 인구에서 도시부의 비율은 1950년  1/3

에서 1980년  3/4으로 상승했다. 1970년 까지 일본 인구의 반은 도쿄-요코하마, 오

사카-고베-교토, 그리고 나고야에 집 되었다. 기업의 집 과 높은 인구 도는 정부가 후

원하는 기업 체제에 ‘경제 으로만’ 합했다. 반면, 도시의 주민들은 환경오염, 지가폭

등, 주택부족, 소한 주택, 불충분한 공  서비스로 고통 받았다.20) ⅱ) ‘토지이용을 둘러

19) 컨 , 도요타(豊 )자동차는 피라미드 인 생산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해당 지역의 시장과 하청기업들이 연계된 모
델을 확립해 갔다. 가나가와 에서는 환경오염과 오일쇼크, 그리고 엔고로 인한 도시경제의 재구조화를 통해 정보강화 도
시로 변화되었고, 재는 하이테크와 규모 연구개발 사업들이 집 되게 되었다. 한,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사이
에서 노동의 공간  분업은 도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말하자면 도쿄에는 주로 연구개발 센터와 소규모 생산자 
서비스, 기업조사와 개발 실험실 등이 입지하는 등 이른바 ‘기업 본사의 심지’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20) 일본시장경제에서 경제  집 의 이익은 민간기업에 축 되었고, 고 도 생활의 사회  비용은 공  역이 부담해
왔다. 더구나 공  역은 ‘사회  소비지출’보다 오히려 ‘산업생산성’을 증진하기 한 사회투자를 강조했다. 그 결과 도
시의 학교공 과 탁아소, 병원, 공원, 그리고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공 의 측면이 지체되었다. 서구와 달리 일본의 ‘도넛
도시’(즉, 도심쇠퇴) 상은 심부의 쇠퇴가 아니라, 심부의 강화로 인한 지가상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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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투쟁’으로, 1980년 에 도쿄가 세계도시로 구조 환되는 과정에서 거주자들과 기업 사

이에 토지와 주택, 그리고 공 인 어메니티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표 이다. 지가상승

은 기업과 주민들, 즉 토지소유 여부에 따라 부의 재분배를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

었다. ⅲ) ‘재정종속’과 련된 쟁 으로, ( 앙정부로의) 재정집 은 일본에서 자율 인 지

역개발 노력을 방해했다. 일본은 과 도시들이 부분 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수는 

앙정부에 의해 독 되곤 한다. 공간 인 에서 볼 때, 일본의 도시와 지역문제는 모

두 ‘도쿄문제’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도쿄의 심성이 강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연구에 한 검토: 두 가지 이론  문제

이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선행연구들을 비 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선행 

연구들을 시계열 으로 볼 때, 1980년  반 이후 개발방향 제시와 련된 정책 제안들, 

1990년  버블붕괴와 개발에 한 비 , 그리고 2000년 의 개발과정이 낳은 문제 들을 

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학문  연구들의 쟁 은 크게 ‘정치-경제학  근’과 ‘사회-문화

 근’이다. 선행연구들이 논증하는 핵심  주장들과 이론  한계를 검한 뒤, ‘일본 개

발주의(발 국가론+공간소비)’라는 이 논문의 구체 인 연구문제들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1) 정치-경제학  근: ‘발 국가론’의 문제

도시사회학  에서는 ‘세계도시 도쿄’로 환을 모색하는 로젝트로 봤으나, 성장연

합의 에서 국가-지방 계와 세계도시의 성격에 해 의견을 달리했다. 

마치무라( 志, 1994)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둘러싼 정치과정에 해, 자유민주

당(自 主 , 흔히 自 )의 지배와 후원 속에 앙 료-지방공무원들-비즈니스 리더들

의 착된 네트워크를 ‘동원  포코라티즘’이라 규정했다. 1980년  구조 환기에 마치 민

간 개발자(developer)처럼 도쿄도가 일정한 주도권을 모색하는 개발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 志, 1994;O'Leary&Machimura, 1995). 반면, 사이토(Saito, 2003:303)는 뉴욕·런던

과 달리 도쿄를 ‘국가 심 ’ 세계도시라 규정했다. 일본에서는 ‘시장합리성’이 아닌 ‘계획

합리성’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는 한다고 봤다. 경제발 의 우선성과 같은 가치들은 앙-

지방정부가 모두 공유하듯이 ‘발 국가  특수성’이 강했다고 봤다. 특히, 임해부도심 개발

과 련해서 일본의 앙정부는 도쿄도에 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반면, 매코맥(McCormack, 1996:97-107)은 개발이 가진 정치  성격을 비 으로 봤

다. ‘토건국가의 병리’라는 장에서 ‘국가 수도 계획’의 에서 임해부도심을 분석했다. 에

도-도쿄의 연속선상에서 도쿄만의 매립사업은 지속되어 왔다. 1960년  고도성장기 량소

비시 가 만들어낸 량의 쓰 기가 인공섬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1980년  들어 종합 -

통합 인 질  계획으로 체된 것이 바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이라 봤다. 그러나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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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극집 에 한 안으로 ‘수도이 ’을 둘러싼 국 인 논쟁 속에서도, 새 부도심을 재개

발해 ‘수도 이 을 지하는 것’에 이 계획의 의도가 존재했다고 봤다. 그러나 도쿄의 팽창

과 함께 도시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졌고, 부동산투기의 국  열풍에 일조했음을 비 했

다.

행정학자 사사키( 々 信 ,　2003a;2004)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생성과정을 정치-

행정, 국정-도정 사이에서 흔들리며 형성된 독특한 정책사례로서, 도지사의 정권교 에 의

한 정책변화를 비 했다. 정책형성(피드백과정)을 크게 ⅰ) 사업계국(事 系 : 국장-부장-

과장의 3층 구조)에서 축 되는 방식(아오시마 지사), ⅱ) 방계국(官 系 : 보조기 ·자문

기 (조사회·간담회 등)의 톱다운방식(스즈키 지사), ⅲ) 도지사 주도에 의한 톱다운방식

(이시하라 지사)으로 유형화했다. 국가의 정치  압력, 거 개발로 변용과정(도시박람회), 

토지이용방식의 산과정을 추 했다. 도쿄도의 독특한 행정시스템에서 볼 때, 도지사는 

‘수상’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행정구조로 변화되었다고 봤다( 々 信 , 2011).

정치학  에서 스나하라( 庸介, 2009;2011)는 지방정부의 정책선택과정에서 거

사업의 확 과정과 함께 ‘계획재검토가 왜 불가능했는가’에 해 분석했다. 도쿄 임해부도

심 개발의 확 과정을 각기 아젠다 별로 분류한 뒤, 개발계획에 한 수정이 가능했던 시

기를 2회에 걸친 도지사 선거(1991년과 1995년)의 국면별로 구분했다. 도쿄도정에서 계획

결정은 ‘지사- 료조직’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서 도지사가 가진 ‘제안권(거부기능 포함)’에 

주목했다. 즉, 도의회가 조례안 제출과 부결권은 가지나, 산과 규모 계획책정의 문능

력을 가진 ‘ 료조직’까지 움직여 규모계획을 제안하기는 곤란한 구조를 지 했다. 

건축학자로서 임해부도심의 마스터 래 로 활동했던 히라모토( 一雄, 2000)는 기 

단계부터 2000년까지 개발을 둘러싼 정치경제역학에 해 연 기 으로 제시했다. 불모지

던 매립지에 ‘세계도시다운 미래도시’ 건설하고자 출발했다. 그러나 앙정부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규모가 확 된 데다가, 버블경제가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도시만

들기’가 아닌, ‘박람회’로 주역이 변질되면서 부정  의견이 높아졌다고 비 했다. 아오시마 

도지사의 참여형 도정은 정 이었으나, 박람회 지는 정치  포퓰리즘(populism)에 입

각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비 했다. 그러나 당  ‘정보도시’ 계획과 달리 ‘집객도시’로 

변화되어(재정문제가 있으나), 런던 도크랜드처럼 새로운 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3섹터 방식의 거 개발에 한 법률 인 재검토로서, 먼  개발사업 시작 직후 정책문

서를 검토해서 개발 구상과 문제 을 지 한 연구(寺 俊一, 1989;1991)가 있다. 도시계획

학자 나카야마(中 徹, 1996)는 80년  거 임해개발의 표 사례로 간사이(関 )공항 입구 

‘오사카·링쿠타운( 阪りんくうタウン)’과 ‘도쿄임해부도심’을 분석해, 버블붕괴 이후 발생한 

불량채권(부실채권)의 문제를 다뤘다. 그는 불량자산에 한 처리를 해 도민의 세 과 도

유지의 매각으로 손실을 보충했다고 봤다. 제3섹터방식을 활용한 민활형(민간자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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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자 계획(신토지이용방식, 개발자부담원칙, 기채에 의한 재원의 확보,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 등을 모두 비 했다. 한, 오 스페이스나 방재거 과 주택 등을 포함하는 

반 인 궤도변경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경제  에서 ‘재정문제’에 해서 모리(森裕之, 2004a;2004b)는 오사카 제3섹터와 

련된 임해개발의 실태를, 도쿄임해부개발의 재무상황을 개별 으로 분석해 산상황을 

명확히 했다. 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설명책임의 요성을 주장한 연구( 編, 

2000)도 있다.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직  이해 계자 건설회사에서의 직원 견 등을 

지 한 다시마( 島 , 1993)와 난립하던 제3섹터가 ‘지주회사’로 변화된 2000년  반

의 상황을 비 한 이노우에(井上徹二, 2007)의 연구도 있다. 특히, 아키야마(秋 義 , 

1996;2000;2001)는 당  망했던 수지가 빗나갔고, 도쿄도가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비 했다. 재정 으로 큰 산상황이 최종

으로 도민에게 부담을 가한다는 이와나미( 波一寛, 1992:22-5)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홋카이도( ) 도마토(苫 )건설을 시작으로 산처리의 상황을 비교분석한 야마다(

宏, 2006;2012)는 80년  버블경제기 일본 역에서 추진된 ‘임해형 규모공업기지(혹은 

신도시) 개발’의 부채는 약 300억 엔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제3섹터 채무처리에 이른 공통

요인들로 과도한 수요 측뿐만 아니라, 교통 근과 인 라 등에 약 도 많았다고 봤다. 버

블붕괴 이후에도 재검토 작업이 늦어졌고, 축소 없이 진행된 계획으로 부채가 증했다. 

입지업종을 제한하는 원칙(분양·임  목  변경 불가)은 기업들의 진입을 제약했다. ‘개발규

모’보다 ‘자본 ’이 부족했음에도 차입 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후카사와(深 司, 2005)는 

민 력방식이 과거 ‘제3섹터방식’에서 ‘PFI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21)으로 변화

된다 해도, 여러 험요인들을 회피한다면 같은 결과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월간 『지역개발( 域開 )』의 특집은 개발을 검하고 향후 방향을 다뤘다. 

종합환경연구실 표 미시마(三島富 , 2009)는 개발의 변천과 과제를, 공학연구자 오니시

( 隆, 2009a;2009b)는 토지이용방식의 실패와 교훈에 해 논의했다. ㈔도쿄자치체연구

센터 이토( 藤久雄, 2009a;2009b)는 개발이념과 회계의 변천에 따라 재정구조를 분석하

고, 국내외의 물류와 여객 네트워크에서 임해부의 요성을 재 검했다. 종합환경연구실 

사무국장 하타야마( , 2009)는 추진체제의 에서 개발이 하게 확 된 측면(올림

픽 등)을 비 하고, ‘부도심’이 아닌 ‘뉴타운’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NPO( ポッ

ト·Machi Pot) 사무국 오쿠다( 裕也, 2009)는 기 시민참여 부재를 비 하며, 활동, 선

언, 검토 원회, 공청회라는 쟁 과 함께 개발계획, 회의, 보도를 포함한 상세한 연표를 제

시했다.

21) 1992년 국 재무성장  라몽(Norman Lamont)이 의회에서 산안 제안설명 에 PFI라는 민자유치제도를 선언한 
이후 통용되는 용어이다. 탁(Contracting Out)과 민 화(Privatization)의 간개념으로 민 화에 근 한 개념이다. 제
공되는 서비스에 한 성격 규정은 정부가, 시설의 건설과 서비스 제공은 민간사업자가, 그리고 시설의 소유는 민간사업
자 는 정부가 하는 형태이다(출처: 국토연구원 국토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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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화  근: `

공산당 기 지 『신문 아카하타(新 · 旗)』 리스트 오카베( 部 三, 1993;1995)는 

거 이권 로젝트(약 10조 엔)22)를 둘러싼 정치· 료·재계가 착된 구조를 비 했다. 규

모의 재정 산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도쿄일극집 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 제3섹터

-건축가-제네콘(general contractor, 종합건설회사)의 담합구조를 비 하며, 도민을 배제

하는 성역화된 개발 신 안 한 생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衛)』

의 특집 기사에서 스즈키( 郁雄, 1989;1990;1993)도 형건설회사 제네콘(5 )과의 이권

네트워크의 유착 계(특히, 낙하산 인사)에 한 증언과 자료를 토 로, 자민당부총재 가

네마루(金丸信)의 개입을 강도 높게 비 했다. 버블붕괴로 인해 ‘신토지이용방식’이 거의 작

동하지 못한 채, 개발재정 부분이 도 재정으로 충당되어 ‘재정 자’로 이어졌다고 봤다.

도직노본부( 京都 員労働 , 흔히 도직노(都 労)로 약칭)에서 도직노항만지부 임

해부개발 문제 책 원( 앙 원·회계감사)이었던 미사와(三 美 , 1991)는 주택·복지·교

육 등에 충실한 도정으로 환을 역설하면서 도직노 의견과 신건축자기술자집단의 제언을 

소개했다.23) 과거 ‘ 신도정’이 안 ·효율을 해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수질정화·오염방지

와 함께 매립지의 교통시설에 충실하면서도 도민을 해 해상공원을 건설했던 반면, ‘스즈

키 도정’의 ‘도쿄 론티어’ 계획은 기업과의 심각한 유착뿐만 아니라, 주택건설도 도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등 도쿄일극집 을 가속화시킨다고 비 했다. 수도 재정 운 을 근

본 으로 재검토한 도쿄도의 재정재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학자이자 現미타카시(三鷹 ) 시장 기요하라( 子, 1996a; 1996b)는 1996년 실

시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간담회(1995년 9월-1996년 4월) 개발간담회 원으로 참여를 바

탕으로, 자치체 행정에 한 ‘주민참가’와 ‘정보공개’에 해 분석했다. 주민참가를 한 정

보공개원칙의 실 을 해 ‘방청제도’를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공개된 회의기

록을 검토해 보도하는 매스 미디어의 역할 등 주로 자치체의 정보공개와 행정의 정보화라

는 에서 평가했다. ‘지역만들기-사업의 결정 차-사업실시’ 과정에서 회의 공개와 행정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치체의 계획행정과 주민참가·정보공개가 가진 의의를 강조했다. 

문화론  에서 도시사회학자 우에노(上野淳子, 2000)는 (모던도시과 달리) 포스트모

던한 공간소비(‘디즈니랜드화한 공간’, ‘테마 크화된 환경’)란 역사 -사회  의미를 상실

한 채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는 과정이라 봤다. 포스트모던 도시의 메커니즘은 객의 

22) 도쿄도 공식 입장은 약 4조엔 내외의 규모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발에 투입된 체 비용에 한 정확한 집
계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자세한 논의는 제5장 재정 논의를 참고.

23) 리직 이외 부분의 직원을 조직하는 도노련은 행정직·노무직·기업직·교육직이지만, 지방공무원 법상의 직원단체와 
지방공 기업노동 계법상의 노동조합이 혼재해 있다.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지사부국과 특별구의 직원을 조직하는 도쿄도
직원노동조합(도직노, 후에 도쿄도청직원노동조합(都 )으로 발 )이, 도내 공립 학교 교직원을 조직하는 도쿄도교직
원조합(都 )이, 도립고교교직원을 조직하는 도쿄도 고등학교 교직원 조합(都高 )과 한층 더 도립 학‧도립단기 학의 
교직원을 조직하는 도쿄도립 학 단기 학 교직원 조합( 学 )이 있다. 지방공 기업노동 계법상에는 교통국 직원을 
조직하는 도쿄교통노동조합( 交)과 수도국‧하수도국 직원을 조직하는 수도( )‧도쿄수도노동조합( 労‧ 労)이 
있다( 延忠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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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과 계층-라이 스타일의 향인 ‘도심회귀·고 화’라 규정했다. 다이바지구에 치한 

도 주택, 도쿄도주택공 공사, 주택도시정비공단에서 ‘집합주택(분양·임 ) 거주자에 한 

조사’(1997년) 결과, 물리  경 과 이미지, 즉 거주지를 ‘ 객의 시선’에서 단하고 있

었다. 거주자들은 거주시설(집회소, 커뮤니티 라자, 아동  등)로 건설된 ‘공공공간’보다

는, 오히려 객과 공유하는 ‘상업시설과 공원’을 더 자주 이용한다고 봤다.

도시사회학자 와카바야시(若林 ,　2005)는 임해부도심을 미성지( )인 ‘여백화하는 

도시공간’으로 규정했다. 공간분석을 살펴보면, 심산책로에서부터 팔 트타운(palette 

town)을 연결하는 거 한 ‘유메노시마 다리( の島 )’는 도보로 건 기에는 무 멀어, 오

히려 텅 빈 공간의 느낌을 다고 평가했다. 1999년 8월에 개장한 ‘비 스포트’(Venus 

Port)는 일본 최 의 테마 크형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real city)로부터 분리-

단 된, 폐쇄 인 사드(Façade)라는 을 들어 임해부도심의 건조환경을 비 했다.

국문학자 사토( 藤泉, 2004)는 아쿠타가와상( 川賞) 수상자 히노 게이조(日野 三)의 소

설 『유메노시마( の島: 꿈의 섬, 1985)』( 술선장 수상작)를 분석하면서, 매립지에 한 일

본인들의 ‘집합기억’을 추 해갔다. 이 작품은 다량의 폐기물을 토해내면서도 증식·발 해 

나가는 도시문명을 비 한다. 고도성장기 쓰 기처리장이었던 유메노시마는 ‘냄새’가 없어

진 일종의 포스트 모던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갔다. 도시박람회를 산낭비라 비 했던 

이들조차도, 1995년 개설된 무인 차 유리카모메(ユリカモメ(붉은부리갈매기), 도쿄도의 심

볼 새(鳥))의 승차에 열 했음을 비 했다. ‘후지TV'와 [춤추는 수사선( る 査線) 시

리즈]에 담긴 90년  시 정신을 분석하면서, 행 자들(정치-경제-시민사회)의 다양한 집합

기억이 첩된 공간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도시계획학자 히라야마( 介, 2006)는 도쿄도시개조의 역사를 80년  앙정부의 

‘어반 르네상스(Urban Renaissance)’ 계획과 도쿄도정의 ‘마이타운도쿄(My Town Tokyo)’

에서 2000년  ‘도시재생’까지 조망했다. 후 일본이 캐치업 공업화(catch-up 

capitalism)( 廣 , 2000)를 통해 이룩한 고도경제성장의 방식처럼, 세계도시 도쿄의 략

은 ‘ 기’과 ‘경쟁’을 연료로 도시개조를 추진한 결과 ‘세계·정보·소비도시’만을 양산했다며 

비 한다. 생산기능이 축소한 소비도시에서는 기호를 편집한 ‘ 타지 스팟’(Fantasy-Spot)

을 디자인한 도시개발(디즈니랜드)이 정착했다. 그러나 ‘인용의 인용’의 공간을 생산해면서, 

오히려 우리의 시공간 감각을 분열시킨다고 비 했다.

3) 비  재검토: 발 국가론과 공간소비론

먼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일본 개발주의)의 구조 환이 가진 문제 역은 다음 [표 1-2]

와 같다. 가로축을 심으로 볼 때, 먼  ‘공간’이란 우리의 신체(body)에서 로벌 스 일

로 각기 층 으로 계층화된다. 따라서 거 도시-배후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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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선행연구의 비  재검토: 개발주의의 환(발 국가론+공간소비)

시지역’(global city-region)과 같이, 도시집 의 경향은 다차원 인 다 스 일의 에서 

근해야 한다(Scott eds., 2001;이재하, 2003).24) 지구화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역할 

 경제 , 사회  개입 형태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지역 /

공간  분업의 리, 그리고 시장 실패에 한 보완 등 다양한 모색들을 시도하게 된다. 

여러 스 일들을 재 합해 가는 스 일의 상 화(relativization of scale) 과정에서 탈국민

국가  경향성과 국민국가  (반)경향성이 뒤섞이게 되는 것이다. 

세로축을 볼 때 구조 강조 연구들은 ① 정치  은 세계도시를 목표로 한 구조 환

과정에서 개발의 주도권( 앙정부 vs 도쿄도)과 지방행정론 인 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변화에 한 분석들이다. ② 경제  은 세계화에 따른 도쿄개조 

논의는 도시 인 라 확충과 개발제안들과 연결된다. 지방재정의 에서 거 개발의 불량

채권의 처리와 제3섹터 회계-운 에 한 연구들이다. 행  강조 연구들은 ③ 도시계획과 

시민사회의 립을 심으로 재개발의 추진과 반 (‘개발 vs 생활’)를 비하거나, 생활주

권·시민참여 등 도정참여의 제도화에 한 연구들, ④ 상업·주거공간으로서 임해부도심에 

해, 문화연구·건축학  에서 공공건축·오 스페이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입장이다. 

그런데 많은 선행연구들 사이에서 1980년  가속화되는 세계화과정에서 개발을 둘러싼 

‘행 자들의 역학 계와 경 ’에 한 ‘통합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개

발주의가 소비사회에서 어떻게 형성- 개되는지에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 

선행연구들의 치설정[표 1-2]처럼, 정치-문화(①-③)의 역인 ‘일본 개발주의’에 주목해

야 하는 것이다. 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란 ‘자본축 의 매트릭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경제 인 경기순환과정과 한 연 성을 가진다. 특히, 지가변동에 매우 친화 인 성격

을 띠면서, 도시의 재개발의 추이도 변환되고 있다(Zukin, 1991:16-20, 268). 

24) 하나의 지리  스 일에서 확립된 정치  요구와 권력이 다른 스 일로 확장되는 과정(jumping scale)처럼, 새 규모
를 창출해서 기존 권력 계의 재편을 시도하려는 조 행 가 국가-지역 간의 역화(territorialization)를 가져온다
(Smith, 2000;박배균, 2005). 련 주체들(actors)에 따라 다양한 스 일로 개되어 정치주체들 간의 립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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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  도시권 도심부(상업지) 지가 변동률

이러한 경기변동과 커다란 상 계[그림 1-2]에도 불구하고, 왜 개발계획이 규모의 축

소 없이 지속되었는지에 한 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즉, 1980년  이

후 가속화된 세계화과 낳은 도시재개발은 다른 이해 계를 가진 행 자들의 상이한 계층  

실과 정치-문화  기 가 경합하는 과정으로, 과거와 달리 ‘도시정치’(urban politics) 자

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Jessop, 2002a; 지주형, 2009a:148-155;2009b). 따라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해서는 ‘정치-문화’를 연계하는 통합 인 근방식뿐만 아니라, 보다 

‘구조화된 이론구성’과 ‘공간분석’이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 도시개발과 메가이벤트는 사회 으로 시스템 으로 연결되면서 일종

의 ‘경제성장의 체험장’이었다. 그 다면 성장기에 규모 개발 로젝트들이 담당하는 정

치 -문화  의미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 후 일본 개발주의는 경제 성장을 체험하

고자 하는 소비지향  주의에 기반을 두었다. 반면, 1980년  이후 세계도시를 건설하

려는 개발 로젝트는 어떻게 형성되어 갈등하게 되었는가? 과거 고도성장시 에는 개발은 

곧 ‘성장’을 의미했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정치집단을 통해 유지-확 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성장시  생활정치의 이슈들(시민참여, 삶의 질, 환경, 공공공간, 안 ・안심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개발주의’가 변형되는 과정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부록-3].25)

25) 개발이론(development theory)의 에서 개발의 의미(meaning) 변화를 살펴보면, 1800년 는 고 경제학에서 진
보를 한 해결책, 캐치업, 1850년 는 식민지 경제의 에서 자원 리와 신탁통치(trusteeship), 1870년 는 후발주자
(latecomers)의 공업화와 캐치업, 1940년 는 개발경제의 에서 경제성장(공업화), 1950년 는 근 화이론의 에서 
성장, 정치-사회  근 화, 1960년 는 종속이론의 에서 축 (국가 , 자기 심 autocentric), 1970년  체개발의 

에서 인간번 (human flourishing), 1980년  인간개발의 에서 능력(capacitation)과 선택지의 확  등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ieterse,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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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자원과 연구분석틀

제1  이론  자원: 성장연합과 경 을 심으로

1980년  이후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구조 환과정, 즉 도쿄의 세계도시 만들기를 주

도한 도시정치(성장연합)와 건조환경(경 )을 심으로 이론  자원을 제시해 본다. 

먼  ‘성장연합’은 도시개발에 한 이해 계를 가진 지역엘리트연합으로, 계속 개발지

향  정책을 내걸곤 한다(Logan&Molotch, 1987;2007;Feagin, 1983;Gottdiener, 1985). 반

면, 해당 장소를 둘러싼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주민들은 反성장(이벤트)연합을 구성해 

립・ 항하곤 한다. 이러한 연합이 세계도시의 도시정치와 어떻게 연 되며, 일본  발

국가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신자유주의 인 로세스로 개되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 ’은 일종의 창조  괴의 과정으로서, 사회-문화-정치  생산의 상징

(symbol)이자 장소의 소비양식(교환가치 vs 사용가치)을 결정한다. 경 은 일종의 집합기억

의 장고이자, 경 을 둘러싼 이해 계는 립되게 된다. 1980년  이후 메트로폴리탄의 

경 변화는 이미지와 아이디어, 새로운 경험과 스펙터클의 생산을 가속화한다(Zukin, 

1991;1995;2010). 도심회귀・도시재생사업 등과 맞물리면서, 세계도시들에서 메가이벤트 

유치 경쟁이 차 심화되는 경향도 살펴본다. 

1) 성장연합: 세계도시·발 국가·신자유주의

도시사회학자 로건과 몰로치(Logan&Molotch, 1987=2007:17)는 1980년  이후 도시의 

변화에 해, ‘상품으로서 장소’(places as commodities)를 둘러싼 토지이용과 가격 결정, 

그리고 부의 재분배과정으로 봤다. 사용가치-교환가치의 갈등으로 ‘구조화되는 도시공간’이

라는 맑스(Marx, K.)의 도시론(Lefebvre, 1974=2004, Harvey, 1982)에 기 해서 도시의 

변화를 사회학  로세스(sociological processes)로 규정했다.1) 최  이슈가 ‘성장’인 도

시에서 정치가란 성장기제의 변인이자 집행자이다.2) 도시란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성장

추구집단과 장소의 ‘사용가치’(삶의 질)를 추구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산물인 것이다. 

문제는 ‘성장에 한 동의’가 ( )도시 인 것인 반면, 성장의 결과는 도시 체로 

1) 이들은 ‘시장’은 립 인 자유시장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집단의 이익추구과정을 통해 작동한
다는 을 강조했다. 도시공간의 구조를 자본축 과 계  재생산의 결과로만 설명하는 ‘맑스주의  근’을 비 하면서, 
각각의 행 자들과 제도의 략과 기획 등에 의한 도시공간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로건이 정치‧역사사회
학 인 배경을 가지고 월러스타인(Wallerstein, I.)의 향을 받아 도시의 교외화과정을 공간 으로 재구성해 분석했다면, 
몰로치는 인간생태학  도시모델의 향을 받아 도시 내 각 행 자들의 자발 인 의지, 특정 커뮤니티의 문화와 사회  
연 에 의해 구조화되는 도시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들은 도시공간에 한 양  이론인 시카고학 와 마르크스주
의  근의 문제 들에 한 발 인 통합을 시도해 나갔다. 모두 도시의 장소를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간주했기
에, 공동연구가 그들의 연구성과들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장원호, 2000).

2) 성장기제는 부동산 련 집단(business people)과 동조집단(성장정책의 집행자(정치집단), 매스미디어(지역신문), 공공
설비집단(utility))과 부수  집단(auxiliary players, 학, 로 스포츠 , 문화기 (박람회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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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리엘리트
P 문비즈니스서비스직(회계, 고, 융, 정보서비스, 법
무 등. 주로 남성).
C 사무직(주로 여성)
LSS 숙련 블루칼라·서비스직(주로 남성/혹은 외국인)
PS 생산자서비스직( 임 ) ↖

  주로 리엘리트나 문비즈니스서비스직, 
상층수요에 응(주로 여성/혹은 외국인)
CS 소비자서비스직( 임 ) ↙
I 제조업에 있어서 임 직(주로 외국인/혹은 여성)

[표 2-1] 주요 도시들에서 세계도시 재구조화(Friedmann, 1986:78)

되지 않는다는 이다. ‘성장의 혜택은 기 성장기제에게 부분 돌아가며, 일반 시민들

은 ‘성장이 주는 부담’을 주로 감수하게 된다. 더구나 도시성장과 련된 부동산 이익은 개

인별 계층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는 개인의 ‘계층  차이’를 재구성한다.3) 따라서 도시 

내의 각 엘리트들이 갈등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맞는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는 반면, ‘반성

장운동’과 같은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집단과 갈등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의 성장정책은 이

러한 두 연합 간의 갈등 속에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도시정치과정에서 행 자들의 연합이 직면한 세계화에 한 응에 해서, ‘세계

도시’의 특성과 유형론, 신자유주의  로세스를 심으로 살펴보자. 

‘세계도시(world city)’라는 용어는 1915년 기디스(Geddes, 1924)의 논의 이후, 도시계획

가 홀(Hall, 1966)이 “국제 으로 표기능들을 가진 국가별 심도시”라는 의미로 처음 사

용했다. 이후 공간의 재구조화는 1980년  반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사회과정들 간의 합이라는 주요 테마로 등장해 나갔다.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도시 내부의 변화들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경합한 결과, 하나의 시  ‘패러다임’처럼 

확산되어 나갔다(곽노완, 2008:65). ‘세계도시론’이란 1970년  이후 신국제분업(NIDL: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내에서 세계의 명령통제센터(global command-control 

center)로서, 말하자면 ‘공간  노동분업론’과 연결된다는 주장이 이 이론의 가장 핵심 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Friedmann&Wolff, 1982; Wallerstein, 1984;남 우, 2006).4)

선구 인 리드만(Friedmann, 1986) 분석의 장 은 [표 2-1]처럼 세계도시론을 통해 

도시화과정이 ‘세계경제의 힘’과 연결한다는 주장일 것이다(김인, 2005).5) 세계도시 내부의 

재구조화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80년  이후 세계도시 논의들은 다국  기업과 

3) 교환가치를 높이려고 많은 주거지와 상가 등을 개발한다면, 공기나 물의 오염, 교통의 혼잡 등 주거환경 면에서 주민
들의 쾌 도는 하락하게 된다. 말하자면 도시의 오랜 쟁 인 집 의 이익과 불이익과 련된 지 이다. 

4)  자본주의 발  동력은 ‘국민국가(nation)의 경제 단 ’가 아니라, 이제 ‘도시(city)’로 이동했다는 제이콥스(Jacobs, 
1984)의 주장과도 공명하는 한편, 정책 목표로서 ‘도시경쟁력 경쟁’로서도 상당한 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5) 이 과정에서 도시공간 내부에는 제3세계에서 유입된 이민노동자가 핵국의 도시 내에서 사회계층의 바닥을 차지
한 채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한다. 융시장의 변동의 충격과 투자의 험성을 이기 해 ‘생산자서비스(the producer 
service, 융·부동산업·사업소서비스 등)’가 집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심에는 고소득 문직층이 집 하는 한편, 
빌딩 리‧ 스토랑 등 하 서비스직종이 양극화된다. 세계도시 내부에는 제조업산업의 쇠퇴와 융붐으로 ‘ 산계 ’은 번
하는 한편, ‘하층계 ’의 상황은 악화되어 경제 -공간  격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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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장과 자본가 심형 국가와 정치 료 심형

표도시 뉴욕 도쿄/서울

지역기반 서 서양 동태평양

주도  집단
국  자본가 계 , 융 국  기

업, 수직 으로 통합된 기업
국가 료 엘리트, 은행을 통해 재계와 연결
된 정부 부처

주도집단의 
경제이념

자유주의, 자율  시장 발 주의, 략  국가이익

경제에서 목표 시장합리, 사유재산, 이윤극 화 계획합리, 국가의 힘, 유율과 고용 극 화

세계통제능력
도구 기업과 생산자서비스의 집 정부부처, 공기업, 정책연계망

산업구조
제조업과 그 본사의 도심에서 분산, 
서비스업 강세

첨단 제조업과 그 본사의 도심 집 , 서비스
업 약세

직업구조 양극화, 간층 없음, 심한 불평등, 
심한 주거공간 분리

두터운 간층, 극단  상하계층 음, 약한 
불평등, 약한 주거공간분리

외국인 약한 통제, 숫자 많음 강한 통제, 숫자 음

문화 소비지향, 여피(yuppie), 소수민족 생산지향, 월 쟁이, 사무여직원(OL)

도시와 앙정부 분리 통합

도시갈등 원인 단기이익, 시장 락, 양극화 국가의 자본통제, 과다규제, 앙집

비교우 유연성, 유동성 안정성, 계획성

[표 2-2] 세계도시 유형화(Hill&Kim, 2001, 김 우·안 진, 2010:4)

융자본 등처럼, ‘ 로벌한 행  주체’가 등장했음에 주목했다(Sassen, 1991).6) 둘째, 도

시 간 네트워크 속에서 도시들은 각자 계(hierarchy)를 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세계

도시들 간의 순 (ranking)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이다(Knox&Taylor, 1995; Taylor, 2004). 

셋째, 세계도시에 걸 맞는 형태로 각각의 도시들은 공간  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공

간의 내부는 공간 으로 ‘양극화(polarization)’된다(Sassen-Koob, 1984, Friedmann, 

1986). 넷째, 세계 인 계의 네트워크에서 세 도시들(뉴욕, 런던, 도쿄)이 세계도시들 

간의 강력한 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Ross&Trachte, 1983; Sassen, 1991;2001a).

1997년 말 동아시아 경제 기 이후 기존의 ‘발 국가(developmental state)론’을 재편성

해서, 세계도시론과 통합하려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표 으로는 [표 2-2]처럼 ‘시

장 심  부르주아’와 달리, 도쿄의 ‘국가 심  정치 료’처럼, 복수의 세계도시론(들)인 

앵 로색슨형과 동아시아형 세계도시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 다(Hill&Kim, 2001:2174-5;

김 우, 2007). 동아시아(도쿄·서울)는 생산자시스템의 배분과 함께 제조업의 심성을 가

진 세계도시라는 주장이었다. 말하자면 세계도시들 간에는 단순히 경쟁력의 랭킹이나 층

만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는 ‘내부  차이, 즉 산업구조의 차이(뉴욕-런던이 융업 심 vs 

도쿄의 제조업 심)’가 존재한다고 후지타(Fujita, 1991;2003)는 주장했던 것이다. 

일본의 법학자 가모( , 2003;2005)도 국제 융센터인 뉴욕·런던이 일종의 자 을 

집약해 소비하는 역할을 했다면, 1985년 ‘ 라자합의’ 이후 국내에서 비축된 풍부한 자

6) 사센(Sassen, 1991;2001a:79)은 80년  이후 ‘세계도시(global city)’ 논의들은 과거의 ‘월드시티’와는 완 히 일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로벌경제가 확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에 부가 인 도시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경험
 문제설정’(empirical problematic)이라 주장했다. 특히, 세계도시가 명령-통제기능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완 히 통제할 수 없다는 모순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모순의 구조는 도시의 외부경제의 힘에 기반을 둔 이해 계와 요구
들에 의해 세계도시의 내부가 형성·생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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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외로 공 하는 역할(money supplier)을 하는 ‘세계도시로서 도쿄의 역할’을 강조했

다. 이러한 주장들은 최근 계량  모델링과 연동된 ‘신경제지리학’과 합류하면서, 새로운 

공간입지론으로 확 ·재편되고 있다(Fujita&Krugman, 2004). 그리고 이러한 은 도쿄

에의 집 을 신의 기지로 보는 정책  시각이나 의도들과도 결합되었다(RIETI, 

2005;Waley, 2007). 따라서 1980년 -90년  반까지 도쿄에서는 ‘세계도시’는 ‘ 상’을 

표 하는 ‘실체개념’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주로 도시경쟁력을 주장하

는)에 근 한 당 개념의 성격이 더욱 강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志, 2006a:41). 

그런데 세계도시론의 가장 큰 설명력은 바로 국제 융기능- 로벌 리능력의 집 , 도시 

간 네트워크의 계, 도시공간 내부의 계층 양극화 가설, 새로운 권력의 공간  집 의 과

정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제시한 이었다( 志, 1995). 세계도시의 내부에서 사

회  양극화가 발생하는 구조  요인은 생산과정의 자본집 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직업창

출’에서 발견된다. 일종의 직업에 한 ‘생태학’ 인 과정으로, ‘ 문 리직-고임 층의 증

- 간계 의 감소-비숙련 임 층의 증 =계층분극화’과정이었다(丸 ,　2010:221). 

하지만 이러한 도식은 1990년  반 시 의 도쿄에서는 어떤 지표도 면 정하기는 어

려웠다. 이에 뉴욕과 런던과 달리, 도쿄의 도시공간에서는 단지 ‘양극화의 조짐’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志, 1994;Machimura, 1998; 部雅久, 2001). 

그런데 베버(Weber, M.)가 ‘부르주아의 공간’이나 르페 르(Lefebvre, 19974=2004)의 

1950-60년  ‘조직된 노동계 ’을 발견했던 것과 달리, 사센(Sassen, 2004)은 1980년  이

후 ‘세계도시’에서는 략 이고 정치 인 두 행 자들(‘ 로벌 회사 자본’과 ‘비국가화된 

엘리트’)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심도시들이 그 경제

기반, 공간조직, 그리고 사회구조에 있어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이다(Sassen, 

1991). 즉, 그녀의 세계도시론은 주로 런던·뉴욕·도쿄에 한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경

제 활동의 지리  분산과 체제 통합(system integration)의 향 계를 분석해 나갔던 것

이다(Sassen, 1994:48).  『Urban Studies』에서 힐과 김(Hill & Kim, 2000;2001)이 제

기한 동아시아 유형론에 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사센(Sassen, 2001c:2539)은 세 도시를 

단순 비교하는 수 의 질문이 아니라, 질  수 에서 ‘변화의 방향성’에 을 맞춰 일본

기업의 로벌 경제로의 응과정을 분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丸 ,　2010:223).

세계도시에 한 일종의 유형론을 가미해 수정한다 하더라도, 런던, 뉴욕, 도쿄(혹은 베

이징·상하이)를 세계도시의 ‘상 그룹’으로 구분하고, 일종의 ‘서열화’에 기반을 둔 세계도

시들의 네트워크와 유형화는 재도 타당한 듯하다(Alderson eds, 2010;Ancien, 

2011;Castells, 2010).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은 로벌한 자본이 가시 인 도시

개발 로젝트의 역에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한 반면, 사회  약자들은 도심회귀로부터 쫓

겨나면서 ‘직업과 주택문제’를 제기한다는 일 것이다. 세계체제의 심부인 세계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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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오히려 ‘새로운 주변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분열도시(divided city)’라는 강한 비

도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서구 도시연구에서 ‘신자유주의화하는 도시(neoliberalizing cities)’ 논의

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의 재편, 국가와 도시와의 계를 심으로 고찰하고, 도시사회

와 도시공간의 변화를 총체 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즉, 신자유주의를 단지 ‘이데올로기’만

이 아니라, ‘지정학 ‧지리경제  로젝트’(Brenner&Theodore, 2002:3-6)라고 본다면, 이

는 일종의 ‘정치  행  속에서 생산‧재상산되는 로세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eck&Tickell, 2002:36). 이러한 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가 로컬의 수 에서 나타나는 

방식, 즉 구체 인 ‘ 괴와 창조’가 요한 연구 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견고한 연합을 구성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약속

하는 정치 기반은 로벌한 신자유주의의 압력 속에서 작동한다. 도시이론과 국가론을 결

합한 제솝(Jessop, 2002b:123)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유시장이 약속한 ‘낙수효과(trickle 

down)’보다는, 오히려 경제  양극화와 사회  배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7)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재정에 한 논쟁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공유하는 집단에 한 사회  ‘통

합과 배제’사이에 존재한다.8) 정치학자 멜루치(Melucci, 1989=1997)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종말 따 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근본 인 재구성이다”라 주장했다. 

세계화는 사회운동의 분산화와 다차원화를 강화시키면서, 사회의 모든 역을 ‘하 정치’

에서 움직이게 만든다. 역사  기원이 다른 문제나 분쟁이 다원 으로 포함되면서도, ‘

재’라는 시간의 단일성 속에 네트워크화한다. 로벌한 맥락 속에서 일상정치의 확 를 생

각하지 않으면, 다양한 역과 형태로 나타나는 운동들의 속한 두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Beck, 2005).9) 다시 말해서 다양한 도시 거버 스의 타입과 경제성장의 양식들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불균등발 은 정당화되는 반면, 사회  긴장은 공존하면서도 립되곤 

한다(Jessop, 2002b:114-7). 도시 내부에서는 통치기구에 한 ‘정치  공동화’만이 아닌, 

정치 이나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부활’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980년  도쿄에서는 ‘범 ·정치도시/경제도시·통치형태의 립’ 등 쟁 이 부각되었던 

시기 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기존의 ‘모던도시 도쿄’의 특징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

나 재구조화과정에서 ‘모던 도쿄’가 가졌던 ‘공업기능·경제공간( 京)’의 변화는 계층의 

7) 제솝은 로벌한 신자유주의를 경제  조 양식의 재스 일화(rescaling)와 연 된 과정을 진/조정하는 4가지 략
(neoliberalism-neostatism-neocorporatism-neocommunitarianism)으로 구분했다. 네오 코포라티즘은 ⅰ)경쟁과 력
의 균형, ⅱ)조 된 자기규제의 탈 심화, ⅲ)사 , 공 , 다른 이해 계자들의 범 한 범 , ⅳ)공 -사  트 십의 
확장된 역할, ⅴ)자유경제에서 핵심경제 역의 보호, ⅵ)사회투자의 재정확보를 한 높은 세 으로 구성된다.

8) 국가론 인 에서 본다면, 혹은 인지언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Nation State, KWNS)에서 슘페터리언 근로
복지 짐(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 SWPR)으로 이행과정으로 이해된다. 근로복지 짐(SWPR)에
서 도시는 성장의 엔진과 웰빙-국제  경쟁력을 한 인  자본의 개발을 의미하며, 국가 스 일의 기 속에서 ‘하나의 
세계 도시 네트워크’의 출 과 트 십이 강조된다(World Commission, 2000). 

9) 도시  스 일을 넘어 이 과정을 본다면, ‘공업사회’에서 ‘ 험사회(risk society)’로 이행(Beck, 1996)이기도 하다. 루
만(Luhmann, 1986=2002:152)은 엄격한 요구를 지닌 생태학  주제가 정치  제한(국민국가(공간)과 선거(시간)) 속에서 
경쟁 민주주의와 정치의 코드화를 좌 시켜, 차 기존의 주제(낡은 사회정책)를 어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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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화·도시민 간의 각종 이해집단들을 출 시켰다. 즉, 단순한 개발의 정당화 도구만

이 아니라, 다양한 행 자들의 이해 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志, 1994:65). 그런데 

80년 에 가동되었던 개발 로젝트들은 버블붕괴 이후 90년  장기불황에 진입하면서 ‘정

책개념( 융도시 만들기)’으로서는 그 장 을 잃게 되었다(Kerr, 2002). 무엇보다도 경제발

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인구증가도 정 에 달하면서, 일본은 본격 인 고령화시 를 맞

이하면서 사회구조의 근본 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불황은 세계도시론이 가진 다양한 함의들은 탈각시키는 반면, 더 철 한 (신자유주

의 )조정을 한 논거로 사용되곤 한다(Harvey, 2005). 21세기 가속화되는 세계화는 도시

의 경제  자율성을 증 시키나, 앙정부의 정책형성능력은 차 약화시킨다. 2000년  

도쿄의 세계도시론은 경험 -이론 인 논 들(공간-계층  양극화, 융화 등)은 오히려 배

제되는 듯하다. 기존의 세계도시론이 가졌던 략  의미는 ‘도시의 경쟁력’으로 축소되어 

버렸으나, 여 히 세계도시 논의도 짧아진 경기변동 속에서 하나의 ‘정책목표’로서만 부활

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듯하다(Machimura, 2003). 요컨 , 세계도시 도쿄를 목표로 진

행된 도시재개발 계획은 자본의 집 (agglomeration)과 이동(mobility)의 흐름에 직 인 

향 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Sassen, 2001a:24, Nakamura, 2008). 

2) 경 : 시각성·도심회귀·메가이벤트

도시사회학자 주킨(Zukin, 1991:16-20)은 경 (landscape)이란 자본주의의 막 한 축

의 재 이자, 교환가치  시장과 의미부여  장소 사이의 깨지기 쉬운 일종의 타 의 상징

이라고 규정했다. 경 을 단순히 물리  환경이라는 통상 인 지리  의미뿐만 아니라, 물

질  사회  실천과 상징  재 의 앙상블이자, 일종의 ‘상상력(imagination)’이라 봤다. 르

페 르(Lefebvre, H.)는 ‘공간의 생산’에 해서, ‘공간의 실천(경험)―공간의 재 (지각)―재

의 공간(상상)’이 변증법 인 계이자 극 인 긴장의 받침 이 된다고 봤다(Gregory, 

1994). 그러나 요한 은 공간  실천은 그것이 작용하는 ‘사회  계의 구조’를 통해서

만 사회  삶에서 효력을 나타낸다는 하비(Harvey, 1989a:270-6)의 지 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도시’라는 용어와 개념이 ‘실제 세계’가 있다면, 문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이론에서 제기하는 ‘세계도시의 공간’을 재구성해야만 한다. 

“도시가 상상력의 환경을 구성한다”고 본 도시사학자 킹(King, 1996)은 세계도시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담론, 상징, 은유, 환상 등이야말로 사회과학의 요한 과제라고 지 했

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도시가 재해석된다고 봤다. 첫째, 도시의 물리  공간

 건조환경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계의 재해석, 즉 사회  계의 공간화 는 구

체화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시각 인 재해석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세계도시의 장소들

은 경제, 정치, 문화  힘의 총체를 나타낸다. 각기 해당 장소・형상・건축물 등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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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부여된 일종의 ‘상징  자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킹(King, 2004)은 세계도시 경 의 특징을 공간의 다양성을 높이기 한 이벤트·페스티

발, ‘스펙터클 도시’와 건축(디자인)이 강조된 ‘기능복합화’라 규정했다. 1980년  이후 등

장한 세계도시의 ‘공간성(spatiality)’은 ‘공간 내의 장소의 차이’를 높여 자본을 유인한다. 

세계문화(global cultures)란 특정의 국가나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나 가변성 

등을 수용한 양식(포스트모던 건축)으로 변화되고 있다. 사회학자 어리(Urry, 2000:12)도 

역시 세계화의 주요형태(main forms)를 략, 이미지, 이데올로기, 정치  동원의 기반, 

그리고 스 이 (scape)와 흐름(flow)으로 구분했다. 스 이 란 다양한 사회 안 에 치

하면서 복잡한 네트워크로서, 표 인 조직된 로서 뉴욕, 런던, 도쿄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도시들은 생산자서비스들의 집 이 장소  이익을 유도한다. 다국  기업들은 산업

과 련된 서비스 복합체에 의존하는 범 한 융‧법률‧사업서비스를 한 하부구조를 갖

춘다. 자통신이 구비된 오피스 환경과 도심회귀의 분 기와 함께 이동을 한 다양한 설

비들(텔 포트, 국제공항, 통신망, 인텔리 트 빌딩이 설비된 ‘오피스’를 배치한다(Harvey, 

1989a:359). 한, 수많은 들이 함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규모의 집객시설(리조

트, 테마 크 등)이 건설된다. 이처럼 ‘문화의 산업  측면들’에 을 맞춘 ‘문화 략

들’(cultural strategies)이 활용된다(Miles&Paddison, 2005).10)

이제 도시문화의 시각성(visuality)의 재 , 도심회귀의 메커니즘, 그리고 성장시  메

가이벤트의 부활과 련된 쟁 들을 심으로 ‘세계도시의 경 ’을 논의해 보자.

첫째, 근 의 도시역사는 마치 역사  진보의 가시  증거를 보여주는 만국박람회장과 

오스망의 도시계획에서 출발한다. 리의 지하세계, 테크놀로지, 철과 유리의 건축물 등은 

세계로 확 되었다.11) 도시공간에 한 창조  괴(creative destruction)인 오스망식 도

시계획의 원형과 변형에 한 ‘메타포’는 여 히 유효하다(Zukin, 1991:25). 컨 , 뉴욕에

서 모제(Moses, R.)의 개발(고속도로)과 항담론으로 장소성을 시하는 제이콥스(Jacobs, 

1961)의 립은 존재했었다(Flint, 2009). 근 의 경 을 선험성, 제도성, 상성 속에서 일

종의 ‘인식틀’이라 규정한다면(김홍 , 2005), 탈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생태, 제, 쾌 함의 

‘이미지’야말로 서비스경제의 소비과정에서 요한 ‘기 ’이 된다. 시각성이란 근  인식

론의 토 로서, 출 -디지털 매체까지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화된다. 도시는 상품의 물신  

성격만이 아닌, 이상주의 미학의 미 가상이자 매혹  이미지들로도 확 되어갔다(김홍 , 

10) 창조도시(Landry, 2000;2006; 々 雅 , 2001) 논의가 지역발 의 유인책으로 제한되면서, 문화의 다차원 인 측면
들과 문화의 갈등들을 축소시켜버리는 한계와도 연 된다. 이 과정에서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가 아닌, ‘시각  소비라
는 보편 인 퍼토리’로서, 시·해석되고 재생산되면서 ‘팔리는(salable)’ 문화  생산물(cultural products)로 환된다. 
이러한 문화 략들의 공통 은 경 에 새겨진 미학 -역사  가치와 특정 그룹들이 갖는 집합  재 을 강조하는 한편, 
술가들과 요리사 등에 의한 문화  생산의 심지역이 갖는 의미들도 요해졌다는 이다(Zukin, 1995:271-8). 

11) 집단무의식에 깃든 물신의 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 즉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 자체의 휘에 한 독창 인 
분석을 시도했다(Gilloch, 1997). 19～20세기  많은 해항도시들은 랑스를 모방해, 웅장함을 극 화하한 화려한 원형의 
아 이드를 건설해 나갔다. 벤야민은 19세기 리의 오스만화(Haussmannization)의 개발과정에 해 진보의 타스마고
리아에 사로잡힌 근 성 일반을 분석하면서 일종의 각성을 구했다(Harve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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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이창남, 2010:10). 감각 에서 가장 높은 지 를 리는 근  인식론의 토 이자, 

출 -디지털 매체까지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화되고 있는 것이다.12) 

그런데 과거 모던 도시의 엄격한 공간·지역 간 계구분이나 도형태가 해체되면서, 도

시 형태의 반이 ‘다 화·유동화’되고 있다. 포스트모던한 도시형태의 출 은 직업 활동과 

구입 가능한 주택, 그리고 교통에 한 근성 등처럼 새로운 생활기회가 재배분된 결

과임과 동시에 계층간·인종간·세 간 사회  분화가 보다 심화된 결과 다(Knox, 1993). 세

계도시에 내재된 불안과 자기만족이 뒤섞인 이 심리 속에서 홈리스나 하 계

(underclass)은 주변화되고 국  자본주의를 한 성벽과 요새와 같다. 따라서 포스트모

던 상이 보편화되는 오늘날 지구상의 도시는 모두가 ‘포스트모던 도시’라는 소자(Soja, 

1989;2000a)의 주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13)

‘포스트모더니티 도시화’는 성찰  축 에 따른 기호, 담론, 주체성을 확산시켰고, 세계

화-지방화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확산은 기존의 모던 도시의 형태마  변화시켰다

(Lash&Urry, 1994). ‘고정 인 오락제공시설 형태’에서 스토랑과 호텔, 각종 이벤트 공

간 등처럼 ‘상징  소비를 연결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이제 장소는 하나의 미디어(media)

를 구성하게 되었다. 화, 방송, 음악, 가이드북, 잡지 등 비장소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해당 장소를 소비하게 된다. 기 단계부터 객의 시선을 ‘ 술·문화’에 결합한 개발수

법들이 정착되었다. 장소에 한 소비  재구성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마치 

하나의 ‘문화생산물’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14)

그런데 공유된 의미 혹은 기회내용들로 이 진 하 문화는 체(공동체)의 기반을 무시

하기도 한다. 상황 ‧우연  윤리를 한 토 가 되며, 소비자본주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

는 표  개인주의의 기본원칙이 된다(Lash, 1994=1998:213).15) 세계화에 따른 ‘ 객의 

시선(tourist gaze)’은 월경하는 로벌 미디어가 제공하는 기호의 수집자(collector)로서 

12) 어리(Urry, 2000)는 로티(Rorty, 1980)를 인용해 과거 수세기간 시각  헤게모니(Ocularcentrism, or the hegemony 
of the eye)를 가지는 시기로 규정했다. 

13) 젠크스(Jencks, 1984)는 포스트모던 건축의 뿌리를 두 가지 기술변동에 찾고 있다. 첫째,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
한 ‘통상 인 시간 경계’가 무 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신제국주의’ 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형태의 ‘분산·이심·탈집 ’
을 기술 으로 가능하게 했다. 둘째, 신기술(컴퓨터 모델링)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건축 재료들의 완벽한 모조품들이 값
싸게 조달되게 된 것이다. 즉, 라스베가스나 비타운처럼 갖가지 취향을 끌어 모아 다양성을 추구할 뿐, 진  해결책
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건축은 원칙 으로 ‘反아방가르드’이기도 했다. 

14) 문화지리학자 미첼(Mitchell, 2000:315)은 역시 쇼핑몰에서 기호를 구매하는데, 일종의 미학, 권력, 그리고 좋은 생활
에 한 ‘기 로서 경 ’을 소비한다고 봤다. 녹스(Knox, 1993)는 “건조환경은 의존 인 동시에 조건을 형성하며 투자, 
생산, 소비 역학의 결과인 동시에 그 메커니즘”이라 봤다. 경제에서는 정보와 의사소통 구조를 류하는 ‘정보의 흐름’은 
더욱 요해지고 있다. 이제 장소의 소비기 은 기존과 다른 차이 을 만들어가는 ‘차별성의 략(디자인, 기호, 내러티  
등)’이 요해지게 되었다. 오락의 형태에서도 ‘고정 인 오락 제공 시설’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스토랑과 호텔, 각종 이
벤트 공간 등 상징  소비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15) 미학  성찰성은 정보양식의 권력/지식 복합체로 부분 국가기업과 연결된다. 개념  상징들의 축 은 성찰성의 
조건을 형성하며, 문화산업의 상품화된 지 자산으로서 탈산업주의  권력 집합체에 귀속된다. 이러한 측면은 하비
(Harvey, 1989a)가 ‘문화  내의 순환성’의 종류라고 지 하는 쟁 과도 연결된다. 문화 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화폐력에 종속당하면서, (사회  정체성을 보여  표식으로 문화  산출물) 상 으로 부유
한 소비자들에게 속박당하곤 한다. 새로운 사회계층들( 융, 부동산, 법률, 교육, 과학, 사업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화이트
칼라 직종과 문화 이 출 한다( 컨 , 리 인상  화가들을 먹여 살린 규모 고객층처럼). 문화 은 이미지를 생
산함으로써 상징  질서를 정의하는 사업에 종사하는데, 사회에서 이들의 정치는 매우 요하게 된다( 컨 , 랑스 
신 인 좌  신문으로 시작했으나, 신  문화  기업가주의를 표방하는 랑스 ‘리베라시옹’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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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을 재편성한다. 특이한 망의 구성, 조망지 의 개발 등은 특이한 장소로 유인하

는 데 이용된다. 장소의 소비는 물리 인 함과 유배되는 환경(자연풍경과 원자력발

소, 험물질과 오염), 사회  오염(즉, 알콜 독, 홈리스 등), 일상/비일상의 경계, 그리고 

역사 인 환경 등을 특징으로 재구성된다(Urry, 1995).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심이 ‘일본의 차이의 소비’에도 싫증나게 되면서, ‘차이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해갔다. ‘탈산업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소비는 단지 수동 인 행

만이 아니라, ‘창조 인 퍼포먼스’가 되어갔다.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의 사회의식은 70년

 ‘1억 총 류 시 ’(一 総中 代)에서 80년 에는 ‘1억 총마 터 시 ’로 변화되어갔

다.16) 80년  후반 마 에 의해 ‘기호의 장’이나 ‘ 고의 무 장치’처럼, 생활공간은 

하나의 미디어가 되면서 상징 인 소비로서 장소가 ‘문화의 심’으로 발 해 갔다.17)

도시공간의 행 론  에서 본다면, 80년  반부터 도시기호론과 련된 연구들은 

주체가 생산-추상화되는 자리에 일종의 ‘정치성’을 발견했다( 口 ‧ 編, 1984). 사

회학자 요시미( 俊哉, 1987:342-3)는 도시문화를 하나의 텍스트만이 아닌, 정치성을 포

하는 이른바 ‘도시의 드라마투르기(dramaturgia)’18)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일본의 주

체형성의 연속성이 연 기 으로 사회  장( ) 안에서 구성‧탈구축되는가를 보면, 80년  

시부야( 谷)라는 거리문화에서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80년  도쿄에서 ‘차이의 소비’와 ‘장

소의 소비’가 결합되어, ‘유연한 공간(flexible space)’의 생산을 한 ‘소비의 장소’로서 재

구성된다. 즉, 소비의 장소에서 우리가 주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에 한 논의 다.19)

둘째, ‘도심회귀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세계도시에는 독 자본의 리기능(노동분업에

서 구상기능이나 자본순환기능)이 집 된다. 세계도시 내부의 이 시티(inner city)에는 빈

곤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  국 의 하층계 들이 모여들게 된다. 미권의 연구들은 

도심회귀를 이 시티에 한 재개발을 통해, 도시의 물리  복구  개선되는 상으로 규

정했다. 그러나 단순히 ‘건조환경의 고 화·재활성화(revitalization)’처럼 물리  변화(Gale, 

1984)뿐만 아니라, ‘주민의 변화’(neighborhood changing, displacement)를 수반하는 주

거공간을 둘러싼 경쟁이었던 것이다(Atkinson&Bridge, 2005). 실제로 빈민주거생활구역이

었던 곳이 상류층 주거지  상업복합지구로 탈바꿈해 나갔다(Sassen, 1991:275-6). 

비 지리학자 스미스(Smith, 1996)는 뉴욕의 ‘뉴 런티어(New Frontier)’ 정책은 마치 

16) 80년  이후 ‘도시공간과 고’의 계와 그 변화에 해서는 그 상징 인 사례가 ‘( 르코(パルコ)에서 시작된) 세이
부( 武) 유통그룹의 고 략’이었다. 가로나 고를 자신의 일상에 착한 실용정보만이 아니라, 상의 상으로서 수
용하기 시작하는 시기 다.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얻은 정보를 각각의 ‘감성’에 따라 개성(부드러운(연기하는) 개
인주의)으로 표 하게 되었다(難波 士, 1996:235-249).

17) 그러나 도쿄의 각종기호의 범람은 연극 인 것으로 스펙터클하기도 했으나, 의미의 과잉화와 유동화를 낳으면서 시
각  피로나 혼란 등 소비의 부작용마  지 될 정도로 란한 것이었다(篠 一郎, 1982:137). 

18) 사  의미에서는 드라마제작수법, 극작론, 연극론을 의미하지만, 1980년  고 만(Goffman, 1959=1987)이 주창했
던 의미는 역할연극‧인상 리(role player)처럼 도시의 번화가라는 공간을 해석해 내고 있다. 

19) 여기서 ‘유연화(flexibilization)’란 기존의 공간이용 형태를 백지화해서 새로운 공간창출에 의한 균질화된 도시공간을 
확 하는 것이다. 즉, 공간이용의 유동화, 기능의 유연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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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개척 시 나 리코뮨(Paris Commune)의 바리 이트 철거처럼, 황폐한 도심에서 살

아가던 기존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실지회복주의(Revanchism)’라고 비 했다. 재구조화과

정에서 발생한 지 격차(rent gap theory)를 쫓아서 개발이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 인 

도시는 국제 인 수요에 맞춰 사업과 소비에 충실한 공간들을 확 시켜 나갔다(박진

빈, 2009). 이처러머 도심회귀란 세계도시의 개발양식으로 ‘세계화’되어 되는 ‘신자유

주의’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Smith, 2002). 도쿄에서도 기존의 토지소유자나 세입자들 

부분은 개발과 이 을 꺼려했기에 개발에 항했다. 도시 커뮤니티의 항을 진압하고 

재개발 진을 해, 부동산 폭력단 ‘지아게야’(giageya, 上げ )20)가 동원되기도 했다.

한편, 뉴욕과 런던 등 다른 세계도시들과 유사하게 1980년  도쿄만 연안(쇠퇴되어 가는 

강 하구와 해안지 (스미다강∼도쿄만))도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재개발 러시를 맞게 되

었다(Nakabayashi, 1987;Sassen, 1991:277). 도쿄도심부의 규모 재개발 로젝트들에 

향을 받으면서 도시기능뿐만 아니라, 도심과 근 한 공장‧창고지 인 임해부 지역도 

격하게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워터 런트 문화는 도시재개발 로젝트로 격히 수렴되

어 나갔다. 본 논문의 분석 상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런던의 도크랜드를 모방했는

데,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과정은 반부터 런던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진행되었다. 

이처럼 세계도시의 도시경 은 계속해서 세계화(globalizing)되면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 론의 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게 진되는 문화  과정들도 존재한다. 

주킨(Zukin, 1982)은 뉴욕 그린 치 빌리지 로 트 거주자(Greenwich Village loft 

Dweller) 다. 그녀는 주거지 이 (displacement) 자체에 한 과도한 경제-문화결정론과 

인과 계를 지양하면서, 도시생태학  에서 분석했다.21) 로 트 문화에 기반을 둔 이

과정을 침입(invasion: risk taker, artists, artisans)과 계승(succession: local 

government, financial, corporate institution)의 두 단계(wave)로 구분했다. 로 트 문화

의 경향이 강화되면, 정책입안자나 공무원들에 의해 토지와 빌딩의 가치가 보존·향상되는 

과정으로 개되게 된다.22) ‘로 트 문화’란 융 심지 맨해튼이 남쪽지역까지 흡수해가는 

20) 일본의 공식 용어로는 ‘폭력단’(暴 団, 즉 야쿠자(やくざ))이나, 문  등에서는 landsharks, real estate 
gangsters, land price-raising specialist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거나 지칭되고 있다. 1982년에 최 로 신문기사들에
서 밝 지기 시작했는데, 지역사회의 항을 억 르기 한 술책들은 실로 다양했다. 사소하게는 한밤 에 화나 건축
장의 큰 소음과 음악, 세입자 열쇠구멍 막기와 같은 것에서부터, 심각하게는 박 화, 방화, 트럭으로 상 이나 집에 돌
진하거나 살해  등마  행해졌다. 특히, 인근 공 목욕탕 센토( ,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 당시만 해도 일본 서민의 
집에는 목욕탕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를 매수해 폐쇄하곤 했다. 1964년 도쿄의 센토 수는 2,650개소 으나, 1986년이 되
면 단지 39개소로 폭 감소되었다(Obara, 1987). 지아게야의 사례는 세계화의 요구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려는 이들 
사이의 도시공간을 둘러싼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Douglass, 1993:97;Sorensen, 2003).

21) 주킨(Zukin, 1982:178)은 1960년  이후 미국의 융자본이자 생산의 ‘ 술  양식 뉴욕’으로 환을 해, 합한 
사회 -건조환경 인 략으로 변화되었다고 봤다. 다섯 가지 범주로는 도시형식의 변화(낡은 산업의 세계에서 새로운 
융산업의 세계, 생산 인 경제활동의 역에서 비생산  경제활동으로의 변화, 지방 노동시장의 변형, 하류계층 사람들의 
기 , 산업사회가 가진 문제해결의 즉각성의 감소, 낡은 도시산업 인 라로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듦)로 구분했다.

22) 런던 융가(The City of London)와 이스트 런던(East London) 도크 랜드 재개발(Hoyle eds, 1988;Ogden eds. 
1992)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시장 주도  재개발의 한계와 재정 자 등 침체를 겪었다(Brownill&Chapman, 1990;윤일
성, 1997;박우룡, 2012). 2000년  이후 다시  융도시 런던의 호경기를 타고, 유치에 성공한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
기로 ‘커네리 워 ’ 등은 환기를 맞이했다. 한, 올림픽 ‘주택유산들(housing legacy)’을 활용하기 해서, ‘부담가능주
택(affordable housing)’의 비율의 증 를 구하기도 한다(Bernstock, 20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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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화(manhattanization)’과정이기도 했다(Flanagan, 1993:71;Harvey, 1989a:117).

세 번째, ‘ 성장시  메가이벤트의 부활’이다.23) 스포츠 메가이벤트인 올림픽의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 진국 진입 이벤트’(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격이 강했었다. 그러

나 최근에는 리·뉴욕·런던 등 세계도시들이 경쟁 으로 메가이벤트의 유치경쟁에 뛰어들

고 있다. 과거에 규모의 물리  도시계획과 도시 인 라(도로, 상하수도 등)의 단기간의 

건설에 치 했던 반면(64년 도쿄, 88년 서울), 최근 개최 도시들에서는 재정, 장소 , 안

, 도시재생,  등 도시 리  측면을 시하고 있다(Coaffee, 2011:143-7).

최근에는 올림픽 개최를 통해 ‘단기 인 스포츠 시설들’의 건설뿐만 아니라, 쇠퇴된 도시 

인 라를 재정비하려는 목표들이 결합되고 있다(Preuss, 2004:93-4). 도시문제(주택수요)뿐

만 아니라, 해당 도시의 발  방향 설정과 커뮤니티 응집 등 범죄 감소와 환경문제 등에 

한 향력도 강조된다. 그 결과, ‘총체  국가 개입 로그램의 성격을 띠거나, 사회통합

인 ‘도시재생사업’을 지향하게 되었다. 스포츠 이벤트를 분석할 때 사회분석(사회통합)이 

결여되는 문제를 지 하는 스포츠사회학의 연구들은 ‘도시재생’의 흐름과 결합된 사례연구

를 제시하곤 한다. 컨 , 올림픽 개최에 따라 스포츠시설의 민 화(privatization)가 진

되면서, 과거 사회복지 인 측면에서 소외집단과 커뮤니티에 한 스포츠 투자는 오히려 

감소되는 등 사회  배제를 조장한다고 비 했다(Gratton&Henry, 2001). 

그런데 문제는 올림픽의 유치-개최-사후 리는 개최도시민들의 생활마  할 정도

로 막 한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이다( 컨 , 솔트 이크, 아테네, 바르셀로나, 런던 

등)(Lenskyj, 2008). ‘메가이벤트’인 올림픽은 련 시설과 도시인 라 건설 계획을 추진하

기 해서 다양한 세력들을 규합해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반면, 시민사회 역시 다양한 

단체들은 이벤트연합(event coalition)’(Boykoff, 2011:45-7)을 구성해서, 메가이벤트가 가

져오는 사회  향들에 해서 ‘반 운동’을 개한다. 

흔히 이벤트연합은 탈 심 이고, 비 계 이며, 반귄 주의  동맹인 ‘올림픽 항네트워

크’를 구성한다. 올림픽 유치활동이 련 기구와 자본의 참여로 ‘제도화-상업화’되었다면, 

올림픽반 운동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 하는 ‘수평 인 조직’을 통해 개된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반 운동은 ‘투덜 는 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의 실체(표면

으로만 게임)에 해 장기 -공  교육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24) 이벤트연합은 동

질성을 강요하거나 지속성을 과장하는 ‘사회운동’보다는, 일종의 ‘운동의 융합(a 

convergence of movements)’인 것이다.

메가이벤트를 ‘공공성’과 련해서 살펴보면, ‘공공공간’에서는 ‘소비와 억압’이 결합된 

23) 메가이벤트란 근 사회의 거 한 퍼 이드와 쇼로서, 거 한 규모의 문화 (상업 /스포츠 포함) 이벤트로 드라마틱
한 성격과 규모의  소구력, 그리고 국제  요성을 갖는 이벤트로서 ‘공식 (official)’ 버 을 가진다. 목표의 범
에 따라 엑스포, 올림픽, 월드컵(축구) 등 메가(mega)―컨벤션·회의 등과 같은 스페셜(special)―지역명을 따르는 홀마크

(hallmark)-공동체 이벤트(community event)로 구분한다(Roche, 2000:1-4). 

24)  ‘이벤트연합’ 개념에 해서는 다음 연구(Tarrow, 2005; Donatella&Tarrow, 200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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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통해서 도심의 안  보호와 함께 페스티벌이 진행되곤 한다. 앙의 통제 강화와 

지역의 정치-경제  조, 즉 일종의 ‘로컬 코포라티즘(local corporatism)’이 부활된다. 

사 인 조직들(‘도시재생사업’에서 상업 진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s))

이 도시경 을 재구성하는 힘은 보다 깊게 도시의 소비문화를 진하곤 한다. 따라서 우리

는 이벤트의 경제  편익을 강조하는 연구의 ‘입장’뿐만이 아닌, ‘방법’  한계(기능주의)를 

극복하고 탈-재문맥화해야 한다. 경 과 련된 소비양식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도시와 

이벤트의 계를 보다 큰 맥락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Roche, 1992:574). 

그런데 메가이벤트와 도시 은 도시문제들을 감추는 등 일종의 정치  통합(국민, 민

족 등) 효과가 기 되곤 한다. 즉, 갈등하는 정치  힘들을 통합할 뿐더러, 고용창출과 도

시재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Shaw&Williams, 2002:345). 그러나 세계도시의 경

제구조는 높은 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기 한 사회  격차는 

공간  양극화에 따른 다양한 갈등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 유치와 련 개발과

정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불평등한 사회 계와 립(인종, 계 , 젠더, 지배-구속)을 오히려 

노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Gotham, 2011).25)

3) 연구문제의 도출: 일본 개발주의(성장연합과 경 )

선행연구들은 주로 1980년  반의 개발계획의 사회  배경과 이후의 재정 문제를 비

했다. 특히, 발 국가론  특성에 입각한 성장연합의 구심력과 균열에 한 논의로 이어

지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경기변동에 따른 응책으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계도시 형성과정에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둘러싼 행 자들이 참여-

배제되는 시  국면과 쟁 에 해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 임해부를 둘러싼 도시개

발이 선택과 집 형으로 환되고 있는가에 한 ‘구조 -공간 인 분석’이 필요하다.

(1) 성장연합: 개발추진의 특수성과 구조

성장연합에 한 근은 1990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국 으로 과열되었던 

거  개발 로젝트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주로 개발구상이 가진 ‘실 가능성’에 한 재검토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도 1980년  개발계획의 규모 확 에 한 비 이 많았다. 그러나 ‘제3섹터 방식’의 재개

발 계획이 1980년  버블경기에서 다양한 행 자들을 ‘이익유도형 정치’로 유인했던 반면, 

1990년  들어 ‘부담공유형 정치’로 환되면서 기존의 연합에 균열이 발생했던 것이다.

25) 한편,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1937년 일 쟁으로 지되었으나 이미 1940년 기원
2600년을 기념한 만국박람회와 도쿄올림픽 비의 일환으로, 강변과 항만지역을 따라 흩어져 살던 재일조선인들의 집
거주지를 철거(slum clearance)하고, 도쿄도가 ‘간이집합주택’을 건설해서 강제이주시킨 것이 에다가와( 川) 조선인 집
거주지역이었다.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도쿄도와 고토구( )는 총련계 민족학교(도쿄조선제2 학교)를 
‘공유지 불법 거(Squatter)’로 고소했고, 거액의 토지료(1억7천만 엔)를 화해 으로 지불해 불하받았다. 좀 더 자세한 내
용은 포스트 콜로니얼한 에서 분석한 필자의 졸고(김은혜, 2010)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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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 국가론에 한 비 -일본의 일반성과 특수성: 1980년 에 왜 개발주의가 비정상

으로 증폭되었는가를 보다 거시 인 스 일에서 질문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도

시’가 개되는 과정에서 발  국가  특수성에만 집 하면서, 서구사회와 어떠한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음을 간과하곤 한다. 이러한 원인들  하나는 도시공간에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한 공간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1980년  이후 거센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도쿄에서도 세계도시를 목표로 융도시 건설계획으로 실화되었다. 개발을 주도

하는 지배엘리트와 지지층 모두를 동원 으로 버블경기로 유인했으나,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성장연합의 강도는 약화되어갔다. 따라서 198년  이후 가장 주도권을 가진 집단

(도쿄도)이 직면했던 기와 기회에 한 ‘장기 인 시계열 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b) 개발추진구조에 한 비 -연합과 균열에 한 재검토: 1990년  버블붕괴 이후 곧

바로 개발계획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다지 큰 축소 없이 지속되었다. 선행연구들은 개발

의 구심력을 ‘도쿄도지사+ 료’의 결합된 구조로 보면서, 도의회나 시민사회가 개입할 여지

가 소했다는 을 주로 비 했다. 1995년 도지사는 정권교체와 개발재검토 과정에서 시

민참여의 증 로서 정 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재검토과정이 ‘경제  타당성’

보다는, 왜 의사결정의 ‘정치  정당성’에 주로 집 되었는가에 한 심층 인 분석은 부족

했다. 2000년  들어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개발을 추진하려는 도지사를 부활시켜, 

압축 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재정 탄으로 ‘민사재생’까지 신청하게 되었다. 이는 개발이 

가진 상징 인 특성인 성장에 한 기 와 환상이 단지 호경기에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

는 아이러니가 낳은 결과 다. 즉, 개발계획 자체가 ‘실수요에 기 한 경제  생산-소비과

정’보다는, 오히려 ‘정치  과정’을 통해서 추진-확 되는 과정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2) 경 : 가치지향(개발 vs 복지)과 공간해석

1980년  이후 스즈키 도정에서 지속되었던 도시개발에 해서, 시민사회는 크게 도정

에 한 ‘시민참여’를 구했다. 주로 ‘개발’에서 ‘복지’으로 정책방향의 환을 요구하는 

비 이 표 이었다. 그런데 성장기에 한정된 재정 속에서 수요창출을 한 개발과 경

제  안정을 한 복지의 균형은 더욱 어려워진다. 반면, 개발이 가진 성장에 한 환상은 

여 히 강력하다는 에 한 분석은 부족했다. 한, 문화연구의 에서는 개발과정에

서 건설된 건조환경과 경 이 가진 포스트모던한 공간에 한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1980년  도심회귀와 고 화 상과 련해서, 개발계획이 생산해 낸 공공공간과 상업공간

에 한 이용행태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을 둘러싼 행 자들이 갖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행 를 통한 주체의 해석과 표 에 한 분석은 미비했던 것이다.

a) 가치지향에 한 비 -개발계획의 이 성: 앞서 지 했듯이 개발추진을 둘러싼 구심

력에 해서 ‘도쿄도지사+ 료’와 ‘건설업계(+건축가)’의 담합구조가 성역화된 개발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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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다고 비 했다. 개발추진체계의 폐쇄성뿐만 아니라, ‘개발정책’ 지향  도정은 상

으로 ‘복지・주택정책’의 축소된다는 비 이었다. 물론 타당한 비  논 이긴 하나, 왜 

성장추구  개발이 지속되었는가에 해서는 원론  비 에 그치고 만다. 개발계획이란 성

장에 한 미래의 환상(투기  시선)이 형성·변화되는 과정이다. 즉, 개발비용/이익을 둘러

싼 기 는 비정상 으로 확 되나, 실제 으로 개발이익이 직 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구

조를 갖게 된다. 물론 매립지인 임해부에는 원주민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도 요한 조건

이 된다. 결과 으로 공간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직  련된 일부 행 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들은 개발에 한 무 심과 체념의 양가감정이 개발을 둘러싸고 증폭되기 쉬운 

구조 기 때문이었다.

b) 공간해석에 한 비 -공공공간과 상업공간: 공간해석에 한 연구들은 개발계획이 

‘서구모델’을 기 으로 계획-건설되었던 공공공간(public space)과 상업공간(commercial 

space)에 한 해석이 많았다. 흔히 1980년 -90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도시공간이 

소비공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한 분석들은 ‘공공성’에 한 비 이 부분이었다. 아니

러니하게도 상업성이 공공공간에 어떻게 침투하는지에 한 논의들은 주로 과거 ‘도시공동

체론’에 입각한 ‘커뮤니티론’에서 비 의 논 을 찾고 있다. 테마 크화된 공간에 해서 

일본의 ‘토착성’보다는, 서구를 캐치업하려는 ‘인용의 공간’이라는 비 은 타당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행 자들이 소비공간을 매개로 한 주체성의 표 과 의미를 담은 략들에 

한 행 론  분석은 결여되게 된다(Low&Smith, 2006). 결과 으로 임해부도심에 한 

기 와 비 이 첩·교차되는지에 한 문제 역은 논의되지 못한 채, 여 히 텅 빈 상태

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 , 주로 ‘구조’를 강조하는 근에서 정치  은 공간의 재구조화에 따른 정치과

정을 심으로 ‘지방행정론’이, 경제  에서는 ‘내수확 책’에 한 일종의 경제수요의 

확 와 련된 ‘사회  배경’ 분석들이 부분이었다. 반면, ‘행 ’를 강조하는 근에서는 

시민사회  은 시민참여와 복지‧환경에 입각한 비 들이, 문화  은 포스트모던 

도시의 공간분석과 건축설계 등에 한 이른바 ‘공간해석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제 우리가 1980년  이후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해서는, 도쿄를 

무 로 개되었던 도시정치의 성장연합이 생산해 낸 경 에 담긴 해석과 의미를 보다 ‘통

합 인 이론  자원’으로 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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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분석틀: 성장연합과 경 을 통해 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제2  연구분석틀

1) 연구분석틀: 행 자(성장연합)과 경 (이데올로기)을 심으로

이 논문은 1980년  이후 세계도시 형성과정에서 개되었던 일본 개발주의의 표  

사례로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해서 성장연합과 경 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 개발주의가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과정을 통해, 세계화라는 시  과제를 도쿄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구 해 갔는가를 보고자 한다. 후 고도성장기부터 정· ·재계가 결합된 

성장연합을 구성해서 많은 공공사업들이 행해져왔다. 개발붐 조성을 한 메가이벤트를 기

획해서, 개발규모를 확 하는 것이 일본 개발주의 메커니즘의 형 인 구조 다.26) 

1980년  이후 일본의 개발주의의 표 사례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해, 세로축-

연합의 정도와 가로축-경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2-1].27) 세로축인 연합의 정도는 세

계도시라는 목표로, 재개발 로젝트에 참여한 행 자들을 ‘성장연합’과 ‘이벤트연합’으로 

구분한다. 성장연합은 정 재(정치+ 료+재계) 연합이며, 이벤트연합은 상 으로 소규모

26) 후 일본 고도성장기의 표 인 로서는 도쿄올림픽(1964년 10월/시설정비: 1959-1964년)), 오사카만국박람회
(1970년 3월-9월/1967-70년), 삿포로동계올림픽(1972년 2월/1967-70) 등 국가  메가이벤트를 ‘지렛 ’로 삼아 회장·시
설의 정비사업과 함께, 련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인 라를 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도시 체의 계획
까지 단기 -사업 으로 실 시켜 가는 방법을 의미한다(石 , 2004:216).

27) 이 논문의 연구분석틀은 2008년 12월 18-9일 이틀간 도쿄에서 열렸던 ‘ISA-RC21 Tokyo Conference 2008, 로벌 
어버니즘의 망: 권력, 주변화, 창조성의 경 , Landscapes of Global Urbanism: Power, Marginality, and 
Creativity)’(http://www4.ocn.ne.jp/~mmaru/schedule_j.htm)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부터 출발했다. 발표 섹션은 “20-2 
Landscapes of Tourism, Projects and Events: Imagineering "Development" and Materializing "Public" Space” 다. 
필자가 발표한 제목은 “The Dynamics 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Globalized Landscapes: Tokyo 
Waterfront Sub-centre Development (TWSD)” 다. 국제사회학회(ISA,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연구
원회21, 도시와 지역개발 사회학(RC21, Research Committee 21, Sociology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는 1970년 설립된 이후, 사회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건축학, 도시계획 등 도시·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
자·실천가에 의한 국제학회로서 발 해 가고 있다. http://www.isa-sociology.org/rc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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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소유자나 소상공인 등처럼 상 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이들의 범 한 민간연합

이다. 이 두 연합은 각 국면별로 공존하거나, 쟁 별로 갈등하기도 한다. 개발계획이 진행

되는 속도와 강도는 ‘성장연합’에 정비례하는 반면, ‘이벤트연합’과는 반비례하면서 개발주

의에 향을 미친다. 개발주의를 둘러싼 행 자들의 연합의 정도에 해서, 서양 세계도시

와의 연속성과 발 국가  특수성, 그리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특성을 심으로 

분석해 본다. 

가로축의 ‘경 ’(Zukin, 1991)은 자본축 을 한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상품공간’과 사

용가치를 추구하는 ‘생활공간’ 사이의 사회  긴장(social tension)으로 구분한다. 세계도시

의 경 가치는 도심회귀, 시각성, 그리고 메가이벤트 심으로 분석한다. 경 을 둘러싼 가

치지향은 명시 이면서, 잠재 인 특징이 있다. 문제는 교환가치가 격히 상승해 토지가

격이 상승하면, 기존의 커뮤니티를 괴하며 갈등을 낳아 해당 도시의 생활비를 상승시킨

다. 즉, 단기  경제  이해 계를 우선하는 개발 로젝트들은 개발의 장애가 은 지역

들(공유지, 매립지, 폐쇄된 공장부지 등)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공간  

불균형이나 불균등한 개발이 오히려 증가되기도 하는 것이다(Machimura, 1992:126-7). 

이와 같은 연구분석틀에서 본다면,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과정은 ‘1980년  버블형 개발

주의-1990년  성찰  개발주의-2000년  포스트 개발주의’로 개되어 갔던 것이다.

(1) 1980년  버블형 개발주의- 융도시(1979-1990년): 1980년  스즈키 슌이치( 俊

一) 도정은 신보수주의  ‘재정재건’을 통해 축 된 재정으로 ‘개발자(developer)’로서 개발

시장에 등장했다. 1985년 라자 합의 이후 엔고로 인한 자본을 통해 민간활력론이 두되

었다. ‘마이타운’ 정책은 ‘도쿄개조론’(주로 도심)에 입각한 도시 재개발 로젝트들을 가동

시켰다. 로 트문화(카페, 크루즈 등)는 출 ·문화계가 주도했던 ‘에도도쿄학’은 수변공간에 

한 심을 가속화시켰다. 도시재개발의 심축이 도심(23구)으로 회귀되면서, 도쿄만

(10·13호지)에 한 국내외에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80년 의 팽창된 ‘이

익유도형 정치’에 한 기 는 개발 규모를 10배 이상 확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 1990년  성찰  개발주의-생활도시(1991-1999년): 90년  장기불황은 개발주의를 

비 하면서 ‘생활정치(life politics)’를 요구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공명당 등)이 두되

었다. 1995년 무당  아오시마 유키오( 島 ) 도정은 도시박람회의 개최를 지했다. 그

러나 오히려 장기 인 망 없이 박람회 개최만 단되었다. 이후 개발계획은 의사결정과

정과 개발추진 세력들 간의 다양한 이해 계만 노출하게 되었다. 1990년  말 아시아 융

기로 발된 도쿄의 도시경쟁력 하락은 도정의 재정사태에 한 앙정부와 재계의 불안

과 결합되었다. 그 결과, 오히려 2000년  확 ・강화된 물리  개발을 발하게 되었다. 

(3) 2000년  포스트 개발주의-(복합)집객도시(2000-2012년): 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이시하라 도정의 ‘카지노구상’과 결합된다.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도시재생’사업으



- 35 -

로, 고양된 ‘미니버블’로 일시 인 개발러시를 맞았다. 토지이용방식마  매각으로 변경되

면서, 임해부도심에 많은 상업  공공시설들이 건설되었다. 불황의 타개책으로 다시  도

입된 공공사업들이 이 지역에 집 되었다. 그러나 재정 산을 맞아 2006년 민사재생을 신

청했고,  제3섹터들은 지주회사 ‘도쿄임해홀딩스’로 차 통합되어 갔다. 그런데 재정문제

의 해결과 개발붐을 재조성하기 해서, 다시  도쿄올림픽이 추진되는 모순 인 국면으로 

어든 것이다. 3·11 이후 다시  도시경쟁력과 부흥  재건에 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로의 경로의존성과 새로운 방향설정 사이에 다양한 모색들이 분출하고 있다.

요컨 ,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과정은 1980년  버블형 개발주의는 ‘ 융도시’를 건설하

고자 했다. 정 재계의 동원  코포라티즘을 통한 ‘ 범 한 성장연합’과 뉴욕・런던과 유

사한 ‘경 만들기’가 상승작용한 결과 다. 1990년  버블붕괴 이후 ‘개발’ 자체에 한 성

찰이 불가피해졌다. 성장연합에 한 비 (즉, 도정의 정권교체와 개발 재검토)은 일시 으

로 ‘생활도시’라는 성찰  국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장기불황 속에서 로벌한 경 의 소

비과정은 모순된 양가감정(침체+기 )을 생산해냈다. 1990년  말 아시아 융 기 이후 

도쿄의 도시경쟁력에 한 불안은 증가했다. 문화 을 통한 ‘집객도시’를 표방하는 ‘도쿄 

도심 심의 성장연합’인 보수정권을 재등장시켰다. 즉, 압축  도시 인 라 향상을 한 

메가이벤트 올림픽 유치는 로벌한 경  건설의 견인책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사례분석과 세계도시론

연구방법은 1980년  이후 도쿄가 세계도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행 자들의 연합

이 형성해갔던 임해부도심에 한 사례분석(case study)이다.28) 일반이론의 정립보다는, 

사례 자체에 심을 충족시키기 해서 선택된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러나 이미 정립된 이

론  명제들에 기 하여 진행한다는 에서 볼 때, 단순 사례연구와는 다른 ‘해석  사례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범 로서 ‘도시정치(urban politics)’와 ‘도시공간(urban space)’

에 한 분석을 통합하고, 보다 경험 이면서도 역사 인 근을 시도할 것이다. 

도시론의 과제에 해 종래의 도시론을 재검토한 연구(Smith&Tardanico, 1987)를 

살펴보면, ‘ 로벌 정치・경제의 거시  연구를 도시・정치의 미시  연구로 연결시키는 이

론  종합화’로 설정하고 있다. 의 수많은 이론들에 해서 도시발달을 연구 상으로 

하는 시각은 ⅰ) ‘사회내  시각’(intra-societal viewpoint: 입지론, 근 화론, 구조주의 도

시론, 도시실천론), ⅱ) 이에 한 비 에서 출발하여 사회 간 생산과 교환의 측면에서 

근하는 사회간  시각(inter-societal viewpoint: 종속학 와 세계체제론)으로 구분된다. 

사회내  시각에서 도시실천론은 사회구조와 인간활동을 층 으로 악하여, 사회구조

를 인간의 의식과 실천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의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있다. 즉, 도시를 구

28) 여기서 사례분석은 단순(atheoritical), 해석 (interpretative), 가설창출 (hypotheses-generating), 이론확증
(thoery-confirming), 이론논박용(theory-infirming), 이례(deviant) 사례분석으로 구분한다(Lijphart, 19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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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미시  요소로서 지방정치와 가정의 일상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

고 있다는 에서 큰 장 을 가진다. 그러나 도시생활의 일상  행동과 로벌 자본의 활

동을 결부시킬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반면, 사회간  시각인 종속

이론과 세계체제론은 로벌 계층구조가 ‘지역(도시)간의 잉여 이 ’을 통해 형성되며, 종속

지역의 정치-경제-사회가 외 인 향에 향을 좌우된다는 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세계경제 내에서 한 도시의 지 는 그 도지 자체만으로는 충분

히 설명되기 어렵다. 오히려 도시가 배태된 공간-경제들(space-economies, 일반 으로 보

다 범 한 지역 -국가 )과 도시 내부에서 복잡하게 경합하는 사회-경제  로세스나 

략들의 한 표 이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세계도시들에 한 연구가 제기하는 방법

론 인 도 의 핵심은  세계 경제에서 활동한 일반  역할들이다. 한, 그 도시의 독

특한 역사와 지리, 정치경제와 발  궤 들(trajectories)에 해서도 고찰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서 세계도시론은 세계  자본의 축 구조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어서 주체들의 활

동은 언제나 국제 인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에서 장 을 가지는 것이다. 

이론 으로는 미시 ・거시  시각에서 좀 더 통합 으로 야한다. 오늘날 세계  국제

분업이 개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 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컨 , “세

계 각지에 치한 도시의 사회・경제  변화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국제분업이 도시

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지방정치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말하

자면 세계도시 이론은 단일한 일반 모델을 향한 도시 정치-경제와 공간  구조의 ‘융합

(convergences)’만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 재구조화의 일반 , 국가들 사이의 경향들과 주

요 도시들 내의 장소와 토-특수  결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해독하는 하나의 ‘방법

(means)’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이론  심축 의 하나인 세계도시론은 1980년  이후 도시화 연구

를 한 하나의 ‘기본분석틀’이다. 이론을 넘어서 ‘일종의 방법론’으로서, 크게 네 가지 측

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세계자본주의 경제를 큰 틀에서 하나의 ‘설명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세계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계도시-권역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셋째, 기능 ・ 토  양 측면에서 통합되어 상충된 측면(국민국가 vs 국  기업의 

이익연계-상충)을 변증법 으로 설명가능하다는 이다. 넷째,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 속에

서 세계도시의 지  획득과정에 한 역사  근이 가능하다는 이다(남 우, 2006). 

3) 연구자료의 재구성: 성장연합(행 자)와 경 (이데올로기)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이라는 ‘단일사례’에 해서, 시계열 인 분석(구조 환 과정)을 진

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사례연구를 해 보다 구체 인 분석단 로서, 개발을 주도

했던 행 자들의 연합과 그들의 추구하는 각기 다른 경 에 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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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추진하기 해 ‘연합’을 구성하는 행 자들의 역학 계와 경 에 한 집합의식

의 상호작용을 심으로 개발주의의 환과정을 살펴본다. 분석의 은 크게 도쿄도의 

정책(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행 자들(actors)의 역학 계와 도시문화이다. 특히, 도시문화

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각 자료들(문학, 화, 사진, 가이드북, 지도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분석은 시간축과 공간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  시

간축의 에서 연합의 환과정을 시계열 으로 분석해서 구조의 변화를 확인한다. 다음

으로 공간축의 에서 건조환경에 한 청사진과 공간에 한 해석을 분석해 본다. 

첫째, 연합의 행 구조를 분석하기 해서, 개발에 여한 각각의 행 자들의 역학 계

의 구조를 상정한다. 임해부도심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행 자들은 주로 앙정부, 도쿄도, 

도의회, 민간자본, 시민사회로 구성된다. 경기순환(호황-불황)과 도시환경을 변화시키는 개

발주의를 둘러싼 이해 계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국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한다. 교환가치 추구집단과 사용가치 추구집단 간의 갈등은 기존의 각 집단간 계층  상황

에서 비롯되게 된다. 따라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층  상황이 

개되는 과정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요한 은 도쿄라는 도시공간

이 어떤 동력에 의해 구조화되는가에 한 ‘이론  근’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다. 

둘째, 도시문화와 시각자료를 재구성하는 연구방법으로, 재 도시사회학과 지역연구, 그

리고 지리학 등에서 시도되고 있다. 먼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계획에 련된 도시계획·

건축가들이 제시한 제안서 등을 통해, 세계도시 도쿄를 지향하는 이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에도-도쿄( - 京)’ 연속성의 부활에 한 논의가 어떻게 ‘수변공간’ 개발과 결합하는지 

분석해 본다. 각종 미디어들(인쇄출 물과 상물 등)은 도쿄거주자와 ‘ 객’의 시선을 통

해 재구성되는 지 을 살펴본다. 특히, 경 의 소비과정에서 주목할 은 90년  장기불황

기에 재검토되는 국면일 것이다. 이 국면에서 들의 심이 도쿄의 ‘시티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객의 시선에 의해 경 을 어떻게 재배치하는가를 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연구방법으로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참여 찰’을 들 수 있다. 필자는 

도쿄 지에서 2년 이상 체재하는 동안, 련 세미나, 에도도쿄포럼, 그리고 도쿄도 시정조

사회, 정책설명회 등에 참석했다. 도시문화 담론을 주도하는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도정의 

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과도 교류했다. 특히, 도쿄도정에 한 문헌자료(도쿄도립도서

( 京都立図書 (中 ･ )))와 함께, 임해부도심과 련된 다양한 행사들에 해 직  

참여 찰했다. 개발과 련된 련자들과 만나, 직·간 으로 교류할 기회도 가졌다.

처음 체류는 2007년 9월-2008년 8월까지(12개월), 2010년 7-8월(2개월)는 주로 도쿄도

청에서 주도하는 2016년 도쿄올림픽과 련된 세미나  비행사들(‘도쿄마라톤’ 등)에 참

여했다. 올림픽반 운동 시민그룹들이 진행하는 반 운동과 련된 설명회와 집회, 견학회

도 참여 찰했다. 도의회의원, 개발반  시민운동 등과도 라포(rapport)를 형성해,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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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고(김은혜, 2011b)에 반 했다. 다음 체류는 2011년 4월-2012년 3월(12개월)까지는 련

된 정책자료들(주로 도쿄도청 도민정보룸(3층), 도쿄도립도서 (中 ･  등)을 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병행했다. 임해부도심에서 개최된 다양한 페스티벌들(후지TV행사, 올림픽 

비 이벤트, 조깅코스, 부 행사 등)에 참여・ 찰해 공간의 소비를 찰했다.

연구자료는 주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둘러싼 성장연합과 경 과 련된 자료들에 

기 했다. 이러한 과정을 입체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자료의 범 ’를 확 해야 한다. 

최근에 도시계획과 디자인의 역뿐만 아니라, 도시사회학과 지리학, 그리고 문화연구에서

는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행 자들의 통합과 균열이 교차했

다는 사실에 입각해, 련 자료들을 연 기 으로 재구성해 본다. 정치-경제  측면에서 

임해부도심과 련된 각종 통계자료들을 극 으로 활용했다. 개발계획과 향을 미쳤던 

행 자들의 회고록과 인터뷰 기록, 그리고 련 신문 기사들을 통해 검토하도록 한다. 

① 정치 역( 앙-도정): 일본의 도시재개발은 1960년 부터 시작되지만, 1970년  다나

카( 中角 , 1973) 내각의 ‘일본열도개조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앙정부의 국토건설성(国 建 )의 ‘ 국총합개발계획(젠소’( 総)라 약칭, 1-5차 젠소)의 

흐름을 살펴본다. 1980년  이후 ‘민활노선’과 ‘어번 르네상스’의 움직임을 주도했던 련 

기 들(특히, JAPIC29)) 과 자민당형 이익유도형 정치(박철희, 2011a:489;박철희, 2011b)를 

뒷받침했던 각종 원회들과 족의원(族 員)30) 등도 살펴본다. 

주로 ·장기계획인 [도정(정책)보고서](아젠다·비 )와 단기계획인 [액션 랜]( 략·방안) 

에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항만국(매립·개발), 재무국(재정·회계), 생활문화스포츠국(이벤

트))과 련된 자료들을 살펴본다. 후 도쿄도의 정치  성향(‘보수와 신’)은 ‘생활 시

(소 트 시)  경제 시(하드 시)’라는 진자운동[표 2-3]처럼 교차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부록-4]( 々 信 , 2011:31).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30여년(1985-2015) 기간 동안 련

된 도지사31)로서, 스즈키( 俊一, 1986;1990;1994;1997;1999), 아오시마( 島 , 1998), 

이시하라(石 郎, 1998;2001;2004;2011) 도지사의 회고록도 살펴본다.32) 

29) ㈔일본 로젝트산업 의회(Japan Project Industry Council, JAPIC)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한 도시계획법과 건축기
법, 지도요강 등과 련된 규제 완화, 건설・부동산에 한 인·허가의 간소화, 지방자치체 독자규제의 재고 등을 요청하

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30) 족의원이란 일종의 문분야를 가진 정책통 국회의원으로서 정책결정과 련된다. 정 업( 官 ) 삼각구도에서 정치
자 과 선거에서 표를 요구하고,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는 계성청의 정책결정에 역을 발휘하는 의원을 말한다. 행재정
개 , 공공사업개 뿐만 아니라, 성청 재편안 형성에서도 성청의 이익을 변하면서 항했다. 자민당의 경우, 의원이 각
기 선택한 문분야에 한 정무조사회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련 성청의 정무차 이 된다. 이후 당의 정조부회장이나 
련 국회상임 원장, 각료가 되어 발언력을 늘려가는 구조 었다. 이노구치·이와이( 口孝· 井 信, 1987)는 족의원이 

갖는 두 가지 얼굴로 정책분야의 문가성과 특정 정책 역이 갖는 이익 변자라는 측면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에서 긴축재정이나 경제재정자민회의의 권한강화 등으로 족의원의 향력은 하되었다. 소선거구제로 변
화되면서 족의원으로 표되는 ‘ 문성’보다는, 지역구의 모든 이익을 장하거나 표하는 ‘ 범 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조회 부회에 3개 참여 제한을 철폐해, 어느 부회라도 자유롭게 참여하게 되었다. 부회의 참가자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정책 내의 이익주장이 강해지며, 과거 족의원의 수장격인 의원들의 이익조정도 과거보다 어려워졌다(진창수, 2009:39).

31) 1968년 메이지유신( 治 新)으로 같은 7월 에도부( )에서 10월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여 도쿄부( 京 ), 시구개
정을 통해 1989년 도쿄시( ), 1943년 시를 폐지하고 도쿄도(都)로 변화되었다. 1945년 6월 10일 지방총감부 설치와 함께 
도쿄도장 은 간토신에츠(関 信 )지방 총람을 겸임했다. 1947년 5월 3일 지방자치법시행을 기 으로 이 에는 도쿄부장

, 시행 이후에는 도쿄도지사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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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료 (美濃部亮吉, 
3 , 12 )(1967-79)

 (鈴木俊一, 
4 , 16 )(1979-95)

시마 
(青島幸男, 

1 , 
4 )(1995-99)

시하라 신타 (石原慎太郎, 4 , 
16 )(1999-2012), 후  
나 (猪瀬直樹, 2012-)

가 
계

결형(기채소송) 강조형(민활노선) 립형(고군분투) 선도형(배기가스규제)

도
 

계

사‧공 여당 자・공・민이 여당 여당 없음(때에 따
름)

자‧공 평온한 여당

재
운

공공요 의 억제 수익자부담 정화 세  용도 시 민간경 수법 도입

본
상

장과 맑은 하늘의 도쿄 
구상

마이타운 도쿄 구상 생활도시 도쿄 도쿄구상2000: 세계도시

실행
계
(  )

도

� 도쿄도 기계획‘68
� 도쿄도 기계획‘69
� 장과 푸른 하늘의 도

쿄구상(시안, 71)
� 도쿄도 기계획‘71
� 도쿄도 기계획‘72
� 도쿄도 기계획‘74
� 행재정3개년계획‘76
� 행재정3개년계획‘77
� 성장사회와 도정(78)

� 마이타운구상간담회보고서
(80)

� 마이타운도쿄‘81: 도쿄도총
합실시계획

� 도쿄도장기계획(82)
� 마이타운도쿄‘83
� 마이타운도쿄‘85
� 2차도쿄도 계 (86)
� 마이타운도쿄‘87
� 마이타운도쿄‘89
� 제3차도쿄도장기계획(90)
� 마이타운도쿄‘91
� 마이타운도쿄‘93(92)
� 도쿄도2015년장기 망: 활

력과 여유있는 도쿄로

� 도쿄도종합3개
년계획: 도쿄
랜‘95(생활도시
도쿄를 목표로)

� 생활도시도쿄구
상(97)

� 생활도시도쿄의 
창조: 요계획
(97)

� 생활도시도쿄도
의 개: 개정
요계획(98)

� 기돌 - 략 랜: 21세기로의 제1스
텝(99)

� 도쿄구상2000: 천객만래의 세계도시를 
목표로(99)(추진 랜)

� 2002년도 요사업(01)
� 요시책 2003년도 사업(02)
� 2004년도 사업(03)
� 요시책 2006년도 사업(액션

랜)
� 2007년도 사업(06)(액션 랜)
� 10년후도쿄: 도쿄가변한다(06)
� 10년후도쿄실행 로그램2008(07)
� 10년후도쿄실행 로그램2009(08)
� 10년후도쿄실행 로그램2010(09)
� 10년후도쿄실행 로그램2011(10)
� 2020년도쿄실행 로그램2012(11)
(2008년부터 모두 액션 랜 제시)

책
� 공해방지 정
� 노인의료비조성제도
� 쓰 기 쟁
� 공선구청장
� 과과세
� 공 도박 폐지
� 보건소 구로 이
� 오키나와 반환
� 일평화우호 정 조인

� 행재정개
� 지가 책
�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 도청 신주쿠 이
� 지하철12호선
� 도구제도 개
� 정보공개조례

� 열린 도정
� 교제비 반환
� 코스모신용조합 

문제
�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재검토
� 사업계 쓰 기 

유료화
� 리사이클 도시 

구상

� 재정건 화
� 행정개
� 요코타미군기지 반환 요구
� 수도이  반
� 은행세 도입
� 하네다공항 국제화
� 디젤차 규제
� ER 등 의료개
� 신은행 도쿄 산
� 올림픽 입후보
� 츠키지시장 이  용지(도요스(豊 )) 

확보

+평가 복지 시‧도민참가 재정재건‧도청이 도시박람회 지‧클
린

도정 개 ‧실행력

-평가 인기몰이‧방만재정  개발지향‧도민부재 지도력 없음‧무책임 독재 ‧선호

*출처: 도지사 이미지 분석( 々木信 , 2003:15), 도쿄도계획책정의 경 (東京都都知事本 )을 기 로 필자가 보완

[표 2-3] 후 도쿄도지사별 특성 개요: 보수와 신 노선의 진자운동

한, 도지사 선거별(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추천 정당별로 개발과 련

된 매니페스토(manifesto)를 검해 본다.33) 도정의 내부구조와 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정책결정 로세스를 검토한다. 도의회는 도지사의 계획에 한 추진과 반 가 가능한 ‘유

일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권한을 가진다. 각 회기별 ‘도의회회의록’과 도의회 선거에 나타난 

공약을 살펴보고, 정당별 구성과 연합을 심으로 정치과정을 재구성한다[부록-5, 6]. 

② 시민사회: 먼  아오시마 도정에서 개발재검토를 해 실시된 간담회에 해서, 「도

32) 후 도쿄도지사로는 야스이 세이이치로(安井 一郎, 1947-59년, 3기, 12년)는 후부흥기(일본국헌법, 지방자치법 시
행, 자지체 경찰, 교육 원회 발족, 후부흥, 그 이트 도쿄구상, 수도건설법, 제1차 샤우  권고, 구장 공선 폐지)를 주
도했다. 아즈마 류타로( 郎, 1959-67년, 2기, 8년)는 도시개발기(뉴욕과 자매제휴, 도 지하철 개통, 복지사무소 구
로 이 , 학교군제도 도입, 장기계획 수도고속, 신칸센 개통, 도쿄올림픽, 도의회 자주 해방, 다마 뉴타운 결정)를 각기 주
도했다( 々 信 , 2011:35). 미노베는 ‘ 신도정’의 표로서, 많은 비교 상으로 등장하기에 첨가했다. 신자치체와 시
빌미니멈(civil minimum)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이지원, 1999;한 혜, 2004)을 참고. 

33) 도쿄도 부지사는 도쿄도지사를 보좌함과 동시에 실질 인 행정업무를 거의 주 하는 역할을 한다. 한, 흔히 다음 
도지사 선거에서 이  부지사를 역임했던 인물은 강력한 ‘도지사 후보’라고 생각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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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 임해부도심 개발간담회보고서(총17회)(1996년)」를 심으로 A안(부분재검토)와 B안(종합

재검토)사이에서 립되었던 쟁 들을 살펴본다. 도민참여를 해 실시했던 「1일 도민 임

해간담회(1996년 3월 8일)」보고서와 도민의 참여경험을 기록한 에세이 등을 검토한다. 재

정 산의 실태와 처리방향에 해 검토하기 해, 1989년 10월 2일 결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는 ‘임해부개발문제를 생각하는 도민연락회’(臨 部開 を える都 )의 자료

들도 참고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서 도정에 해서 가능한 이의제기 방식은 크게 ‘정

보공개의 요구’와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 제게’ 등도 각기 살펴본다. 

공간  변화의 궤 을 재 하는 ‘시각자료들(visual materials)’을 종합 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사회-문화 인 측면에서 도시공간을 소비하는 행 에 해서 보다 입체 인 분석

에 구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이란 규범화된 공

간이 재 하는 일방향 인 스펙터클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에 한 

다양한 소비양식들(거주· )이 낳은 공간  실천들에서, ‘ 항’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

서 수변공간의 붐을 주도하면서 공간소비를 진했던 인 자료들을 살펴 야 한다.

③ 경제 역( 융-건설-건축가): 각종 민간 연구소들과 도시개발  부동산회사, NPO단

체들 등의 제안서들을 살펴본다. 후 일본이 주도했던 건축운동 메타볼리즘(metabolism)

을 표하는 건축가 단게 겐죠(丹下 三, 1913-2005)34)는 ‘도쿄계획1960’(1959-61년), ‘도

쿄계획86’(1986년) 등 임해부도심 개발의 청사진과 계획에도 히 여했다. 한, 건축

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1941-)35)는 ‘성숙도시·도쿄’를 지향했던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

원회 이사로서 올림픽 계획의 총  건축가 다. 그는 열섬 상을 방지하는 ‘녹지도쿄(緑

の 京)’ 모 실행 원회로 활동하면서, 매립지 최남단 ‘바다의 숲( の森)조성사업’의 사업

원장으로 활동 이다(安藤忠雄, 2008a). 이 두 건축가가 임해부도심에 구 하고자 했던 

‘청사진’이 가진 도시구조의 미래상과 의미에 해서도 비교-검토해 본다.

④ 문화 역: 1983년경 오기 신조( 新 , 1986·2005)를 심으로 일군의 도시사학자

34) 오사카 출생(유소년기 상해 거주. 이후 일본으로 귀국)으로 도쿄  건축학과에 입학했다. 한때 화감독을 지향하거나 
맑스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으나, 결국 1941년 르 코르뷔지에 제자 던 마에가와 구니오( 川国 )사무소에 들어간다. 후 
일본 고도성장기에 일본과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인 건축가로서 ‘세계의 단게’(혹은 미스터 단게)라 불렸다. 메타볼리
즘 사상은 도쿄  도시공학과 단게연구실에서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로시마( 島)평화기념공원(1955년), 도쿄올
림픽이 개최되었던 국립요요기(代々 )경기장(1964년), 오사카만국박람회장 종합설계(1970년), 도쿄도청(1991년), 후지TV
본사(1996) 등 국가  로젝트뿐만 아니라, 해외(재해를 입은 마 도니아 수도 스코피에(Skopje)도심부재건계획(1963년), 
미국 볼티모어도시재개발(1973년), 이탈리아 볼로냐 개발계획(1984년), 동, 남미 등)에서도 많은 작품을 설계했다. 1980
년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여한 것과 1991년 도쿄도청 완공이 버블붕괴와 맞물리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재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표건축가’에 한 질문에는 부동의 1 (2  안도)로 일본건축계의 독보 인 존재라

고 할 수 있다. 五 郎, 『日 科 書』, 学   참고.

35) 건축가. 오사카 출생. 공업고교 졸업 후 로복서를 거쳐 독학으로 건축을 배워, 1960년  일본 국여행과 유럽여행
을 통해 다양한 건축을 체험했다. 1969년 자신의 이름을 딴 건축연구소를 설립해, 1976년 에도시  서민주택인 나가야
(長 )를 으로 새롭게 해석한 설계(콘크리트· 정)로 주목받았다. 기본 으로 르 코르뷔제(Le Corbusier)와 루이스 
칸(Louis Kahn)의 모더니즘을 계승해, 다시 극복하려는 시도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1980년  기울여진 지형을 살린 
롯코( )의 집합주택(1983, 1993, 1999) 등처럼, 자연과 건축을 조화시킨 작품으로 건축계에서 부동의 지 를 확립했다. 
재는 주택뿐만 아니라, 각종 박물 , 교회, 섬 개발(나오시마(直島)) 등 다양한 형태로 그 명성을 확장하면서 도쿄 학 

교수(재직기간, 1997-2003)로도 활동했다. 건축계를 넘어 다양한 사회  향력을 가진 건축가로서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녹지를 늘리자는 ‘효고( ) 그린 네트워트 운동(Hyogo Green Network Movement)’ 등 일종의 ‘사회개 가’로서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五 郎, 『日 科 書』, 学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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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에도도쿄학’을 역설했다. ‘물의 도시 도쿄’(‘아시아의 베니스’), 즉 에도-도쿄문화의 

보 과 부활을 목표로 한 에도도쿄박물 의 건립 등을 주창하는 다양한 술가-학자들이 

‘(일반 공개)포럼을 재도 이어가고 있다(Jinnai, 1990;陣 秀信, 1992; 京都, 1991:130). 

에도-도쿄의 비/연속성을 다룬 출 물들(문학, 팸 릿, 사진, 그림, 여행 가이드북 등)을 살

펴본다. 『뉴요커(The New Yorker)』를 모델로 1986년 창간한 월간 『도쿄진( 京人)』은 수

변공간에 한 시각  이미지들을 주도했다. 90년  불황의 경 에 한 집합의식은 후지

TV계 드라마와 화들( 표 으로 『춤추는 수사선( る 査線)』(드라마시리즈(1997), 

화시리즈(1998;2003;2010))과 로 이션 박스(Location Box)의 활동도 참고했다.

에도시 의 조망권은 도쿄 서쪽을 따라 발달한 스미다강(隅 川)-도쿄만의 수변공간들이

었다. 표 으로 일본 화 우키요에( 世 ) 「명소에도백경( )」 등에 나타나듯

이, 후지산(富士 )이나 도쿄만, 그리고 니혼바시(日 ) 등을 조망했다. 조망가능한 경

을 그 로 명칭으로 한 지명들(富士 台, 후지산이 보이는 언덕)이 도쿄만 주변에는 많았다

(中 重美術 編,　2003).36) 이러한 이상 인 경 조망에 한 흐름은 도쿄도와 각 자치

구별로 에도・근 건축물 등 ‘명소 백경( )’ 선정의 기 가 되었다. 의 1926년 

동(関 ) 지진 이후 건설된 스미다강의 교각들과 모던 도쿄(‘도쿄타워’와 ‘고층빌딩’, 

1964년 도쿄올림픽 시기 건설된 수도고속도로의 고가), 포스트모던 도쿄(수변공간의 고

층빌딩群과 록본기힐즈( Hills))로 연결된다. 임해부도심은 도쿄의 다양한 여행상품들

과 루트, 그리고 이벤트들(2016·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이 개최되는 공간이다.

36) 우키요에 거장 화가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 重, 1797~1858)가 그린 ‘명소에도백경( 체 118 )’은 1852-6년까지 단
기간에 제작된 놀라운 작품이다. 극단 인 원근법에 기반한 과감한 풍경화와 섬세한 필치로 제작된 4계 의 연 행사와 
풍경을 담고 있다. 특히, 에도막부 말기의 도시 에도의 경 과 시 상황을 담고 있어서, 재까지도 인 인기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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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일본사회론의 재구성

1) 후 일본사회의 구조 환: 개발주의의 세 측면

‘개발주의(開 主義, developmentalism)’라는 용어에는 층 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의 한 유형으로서 보는 도 존재하며, ‘기업사회  통합+자민

당의 이익유도형 정치’, 혹은 ‘성장 진국가’나 ‘기업사회국가’ 등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다. 

개발주의에 담긴 사회  의미로서는,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통합과는 다른, ‘일본의 사

회의 유형론’으로 보는 시각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발주의가 가진 ‘기업사회  

통합의 측면, 정치  측면, 물리  측면’이 가진 다차원 인 측면을 제시해 보고, 이것을 

통해 후 일본사회의 변화를 개발주의의 구조 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  ‘개발주의 국가+기업사회  통합’이라는 측면, 즉 후 일본의 국가  특징을 잘 

표 한 개념일 것이다( 辺治ほか, 2002a:43-4). 첫째,  일본정치가 추진하고 있는 신

자유주의개 의 일본  특징이 바로 ‘개발주의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서구 신자유주

의 개  상이 ‘복지국가’라면, 일본의 경우는 ‘개발주의 국가’인 것이다.37) 따라서 구조개

의 논의는 개발주의 국가가 가진 복지국가  측면에 한 과도한 비 이 오히려 사회

계(혹은 역)에 한 비 으로 이어지는 ‘이 성’을 가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둘째, 후 

캐치업형(혹은 후발 자본주의)의 국가기구의 측면인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개발

의 우선성’과 련된다. 말하자면 캐치업이 끝나면 그러한 국가기구를 없애면 된다는 식으

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었다.38) 따라서 후 일본사회는 개발주의국가 혹은 개

발주의국가 체제, 즉 ‘개발주의 국가+기업주의 통합’의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  측면을 살펴보면, 일본 자민당 보수 본류의 정책  근간은 바로 ‘발

국가론에 입각한 정책추구’ 다. 후 고도성장기에 국력향상을 해 경제성장에 매진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 주도를 통한 산업정책  융정책을 통해 발 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1970년  반 이후 복지국가 인 요소를 가미해서 자원을 국 으로 분배하며, 

사회  약자에 한 일정한 보호 조치 등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 인 재분배로 

인해, 재정 자  공  부문의 팽창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1980년  규제개 과 민

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 하고, 성장을 재가동하고자 했다(박철희, 2011b:485-8).

우리는 일본 국내 정치·경제  정책 노선을 심으로. 정책  립축의 이행에 해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2-2]. 먼  복지국가  이상을 내세운 신과 발 국가론  정책을 

주장한 자민당 보수가 A형태 립축을 이룬 것이 1955년 체제(발 국가론 압도  우 형)

37) 컨 , 개발주의 국가와 련된 문제의 역은 막 한 료규제나 료의 강한 재량권한, 청의 수직  행정, 정·
·재 유착구조, 자민당의 이익유도정치, 호송선단방식, 업계 횡  체질, 거액의 재정투자융자에 의한 민간 융의 압박, 
료의 낙하산 인사를 한 특수법인, 지방의 공공사업 의존, 보조  의존의 체질 등을 들 수 있다. 

38) 개발주의 국가에 한 비 을 통해 이러한 구조가 해체되기 보다는 오히려 개입주의 국가(혹은 다국 기업지원형 ‘국
가독 자본주의’처럼)로 재편성되는 과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주의, 기업주의, 효율주의가 기
형 으로 팽창되고, 이에 항해 균형을 맞추려는 사회  세력은 극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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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본 정책 립축의 이행(박철희, 2011b:488)

다. 그러나 1970년 에 자민당 온건 보수 세력은 ‘복지국가론  요소’를 가미하면서, B형

태 립축과 같이 종축에서 간 으로 이동과 복귀를 반복했다. 반면, 이에 한 수정을 

가하려던 나카소네 시 는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 기  시도’ 다. 이후 1990년  정책 

립축은 ‘발 국가론’을 심으로 개되었다. 이에 한 본질 인 정책 수정은 고이즈미 

시 에 들어서, 신자유주의  개 을 통해 진행되어, C형태 립축을 변화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리 인 개발정책’이 가진 특징에 해서는, 마치무라( 志, 

2011:11-7)의 논의를 통해 종합해 보자. 그는 일본의 개발주의를 ‘개발정책(동원)’과 후

계몽으로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방 인 집합  실천으로서 ‘개발운동(주체화)’

로 규정한 뒤,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개발주의의 구조 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39) 

첫째, 제도의 확장( 짐의 시 )의 시 에서 ‘토건국가론’에 해 재검토하면, 우리가 흔

히 사용하는 ‘토건국가(Construction State)’라는 개념은 일본의 거  공공사업( , 항만, 

도로 등)에 한 ‘비  유용성’을 지닌다(홍성태, 2005; 박배균, 2009). 즉, 일본의 주요 

산업인 건설업과 공공사업만이 아니라, 료와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직권남용과 부패라는 

망으로 결합시킨 유착의 회로이다. 구체 으로 보면, 많은 공공사업들은 업체들끼리의 ‘담

합(談 )’과 ‘낙하산인사( 下り)’로 상징되는 료·정치·건설회사 간의 연계를 통해 이 졌

다. 다시 말해서 도시재개발을 둘러싼 권력의 재생산과 이윤의 분배과정인 이익유도형 정

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박세훈, 2004;Calder, 1988;McCormack, 1996). 

그러나 도시개발과 개발주의, 발 국가론(developmental state) 등 리즘에서 사용하

는 ‘공공사업 비 론’과도 결합된 혼재된 개념이기도 하다(장달  외, 2003). 일본의 ‘55년 

체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균GDP성장률보다 두 배에 가까운 성장률과 함께  

39) 고도성장기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체제를 제로 하는 개발주의 체제 혹은 국가”이며, 속한 화학 공업화를 
향해 과거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국가 개입이 행해진 사례이다( 藤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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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는 ‘토지신화’가 이를 지탱해 왔던 구조 다. 즉, 일본의 ‘정치․경

제  외성’은 정부가 국가의 경제  자원할당에 체계 으로 여함으로써, 정치경제  

이해 계의 집합체를 형성해 온 결과 다. 1920년  후반 이후 일본의 경제발 은 ·

후의 연속성 속에서 료(통산성, MIT: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의 

산업정책이 결정 인 역할을 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Johnson, 1982:50).40)

둘째, 형태로서의 확장(공업·도시개발)으로, 일본의 이 인 정치경제체제는 ‘발 국가·

후견국가’ 체제의 결과물이었다는 비 이다. 우달(Woodall, 1996)은 일본이 외 으로 ‘발

국가’이며, 국내 정치는 ‘후견국가’라 규정하고, 일본의 도시-농  간의 불균형은 국제부

문-국내부문, 경쟁부문-비경쟁부문 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봤다. 고도성장기 일본

체제는 장기고용, 연공서열, 내부자 거버 스, 메인뱅크 시스템, 정부-기업 간 계 등 하

제도는 쟁 비  수행과정에서 빅뱅(big-bank) 식으로 서로 긴 하게 연결되었다. 어

쩌면 ‘유익한 쟁’(useful war)(Dower, 1994)이라는 표 되듯이, 시( )에 형성된 

‘1941년  체제’41)가 고도성장기에는 효율 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세계화와 성장의 

시 에는 시 착오 인 체제라 비 받고 있다(野口 雄, 1995; 손열, 2003 재인용).

셋째, 공간의 확장(스 일)으로서 80년  나카소네(中曽 康 ) 내각에 의한 ‘행정개 ’은 

크게 민 화·규제완화와 민간활력 정책이 수립되었다. 1987년 총합보양지역정비법(일명 리

조트법) 이후 재정재건과 행정개 을 한 방안으로, 여러 분야에서 민간 탁과 민 동

인 ‘제3섹터’는 개발의 안이자 수습책으로 활용되었다(정진성, 2001:250). ‘나카소네 민활

정책’의 핵심인 규모 공공사업(제3섹터 방식)에 해서, 민간의 자 과 기술을 도입했다. 

이러한 사고는 재계(특히, 건설업계)에게는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계(官系)에는 자 압박

의 해결책으로 매우 환 할만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정 재계의 ‘철의 삼각형’은 산 (‘공

공사업’) 배정을 둘러싼 유착 계인 거시  차원과 공공사업의 발주(‘지명경제입찰제’)인 미

시  차원이 결합된 구조 던 것이다.42) 이러한 구조는 앙정부의 재정문제 해결을 한 

40) 일본의 개발주의가 가진 특징인 개발이라는 국가 목표, 국가 주도 형태, 그리고 권 주의 체제 등은 아시아 국가들에
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곤 했다( 育 , 2001). 

41) 쇼와16년 체제(1941년 체제)란 료주도가 완성된 시기, 즉 등학교 령이나 제국 국책 수행 요강이 형성된 시기를 
일컫는다. 자 과 물자의 통제를 통해 규격 량생산을 확립-확 하기 해 자 을 계획 으로 투입하 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제령(당시는 칙령)만으로 경제를 통제하는 권한을 료에서 부여할 수 있는 법률이었다. 
둘째, 모든 분야에서 철 하게 규격 기 을 만들었는데,  등 (5등 ), 술(3종류), 공업제품(라디오, 구 등의 규격화), 
국민복(1940년 11월 국민복령, 카키색, 2종류 정도) 등이다. 셋째,  국민을 규격 량 생산에 합한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다. 쇼와 16년 3월에 공포된 등학교령과 엄격한 통학구( 등학교, 학교(고등 소학교))가 지정되었다. 규격 량 
생산에 합한 참을성 강하고 조 이며, 공통의 지식과 윤리 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 이었다. 넷째, 
수도 도쿄를 머리로 지방을 손과 발로 삼는 유기  지역구조를 지향했다. 즉, 국 인 산업 경제의 추 리 기구나 정
보발신 기능, 문화 창조활동을 집 시키려고 했다. 결과 으로 의 이러한 계획이 후에 맹렬히 진척되면서, 규격
량생산에 합한 지역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一,　2002:98-101).

42) 료와 업계의 연결고리가 ‘규제’와 ‘낙하산( 下り)’이라면, 정치가와 업계의 연결고리는 ‘혼맥’으로 연결된 정치자
의 루트이다(Johnson, 1986). 다나카( 中角 )부터 다 시타(竹下 )-가네마루(金丸信)-오자와( 一郎)로 연결되는 자민
당의 핵심부는 건설족(族)의 보스 이다. 특히, 다 시타는 5  건설회사  하나인 다 나카 공무 (竹中工務 ), 니가타
(新 )를 근거지로 한 후쿠다구미( )와 혼맥이며, 오자와 역시 다 나카 가(家)와 인척 계이다. 한, 제네콘 가지마
( 島) 건설은  수상 나카소네(中曾 康 )과 사돈지간이다. 이처럼 건설부문에서 업계와 정치인, 료 사이의 유착 계
는 ‘철의 삼각형’의 형 인 사례로 지목되곤 한다(Woodall, 1996;손열, 20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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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책이자, 오히려 ‘ 앙집권화’를 통한 성장주도형의 발 략을 확 시키게 되었다.

넷째, 상징의 확장( 임과 은 이데올로기)으로서 개발주의’(공공사업+메가이벤트)의 

구조를 살펴보자. 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거 이벤트-도시재개발’라는 순환

구조의 원형  메가이벤트는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다. 

후 일본에서 고도성장의 꿈인 풍요로움(‘소득배증계획’의 결과)을 확인하는 개발정치가 바

로 ‘(만국)박람회(Expo)’ 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1970년  오사카만박( 阪万 )에서 

2005년 아이치만박( 知万 )까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다( 勇人)내각의 장기소득

배증계획(10년간 실질국민소득 2배) 이후 목표를 상회하며 성장했다. 즉, 이 시기에 안보투

쟁의 후유증으로 지친 의 정치의식을 교묘하게 ‘소득배증’의 꿈으로 끌어들여, ‘풍요로

움’에 한 욕망을 순식간에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俊哉, 1992;2005:16).43)

후 일본에서 실제로 참가자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이벤트들(주로 지방박람회를 심

으로)이 얼마나 자주 개최되는지를 살펴보면, 1947-2006년까지 112건(만국박람회 5건, 올

림픽 3건(하계1건+동계2건)이었다. 이는 지난 60여 년간 어도 110건 이상, 즉 평균 매년 

2건에 가까운 수의 규모 이벤트가 개최되었다는 놀라운 통계 수치이다. 특히, 1989년에

는 국 38개 도시가 ‘시제( ) 100주년’을 맞았고, 15곳에서 각종 박람회가 개최되었

다.44) 그러나 증가하는 지역이벤트에 한 국가  통합 리를 해서, 1989년 ㈔일본이벤

트산업진흥 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여기서 ‘ 팬엑스포제도’를 설치한 뒤, 일련의 ‘심사과

정’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박람회 제도로 통합되게 되었다(宮 宗治, 2008). 

2) 사례의 선정: 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인가?

그 다면 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이라는 사례가 1980년  이후 일본 개발주의의 변화

를 나타내는 표 인 사례인가? 이 사례의 표성과 상징성을 과연 무엇인가?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무엇보다도 1980년  이후 공공사업의 구조가 ‘빅 로젝트’이

자 ‘도쿄 개발’로 심이동을 상징하는 개발이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과 이른바 ‘생활 국

론’이 결합되면서 공공사업의 총액확 , 즉 ‘민활(민간자본 활용)’을 가져왔다. 흔히 ‘경기회

복형 혹은 토건 인즈주의’라 불리는 ‘공공투자의 일상화’가 1980년  후반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개

발주의 체제에 한 비 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다. 크게 자민당의 이익유도형 정치가 가진 

재정의 비효율성(특히, 리쿠르트 사건45) 등)과 료기구(통산성과 장성), 재계와 기업 시

43) 박람회국제사무국(BIE: The 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s)은 1928년에 체결된 국제 박람회 조약(BIE조약)에 
근거해 설립되어 랑스 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여기서 승인된 박람회만이 국제법상 ‘국제박람회(만국박람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종류는 크게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구분된다.

44) 시제 100주년이 된 1989년 국 각지에서 개최된 박람회로는 요코하마 박람회, 세계디자인박람회(나고야시), 아시아
태평양박람회(후쿠오카시), 바다와 섬 박람회(히로시마 시) 등이다.

45) 규모 정보산업체인 리쿠르트사가 1965-1986년에 걸쳐 자회사인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미공개주를 나카소네(仲曾
), 다 시타(竹下), 미야자와(宮 ), 아베(安部) 등 자민당 수뇌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매각하게 큰 매각차익을 얻게 한 

것이 밝 져 정-재- 계를 뒤흔든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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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사회보장에 한 공 지출과 공공사업비( 辺治ほか, 2002a:15)

스템 등이 순차 으로 비 의 상이 되었다. 즉, 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 개 과 개발주의 

해체과정(혹은 재구성)’의 이 화 속에서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辺治ほか, 2002b:61).

이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 표성’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보자. 

첫째, ‘80년  버블과 90년  복합불황’의 구조  변화로, 사회보장에 한 공 지출과 

공공사업비와 계이다[그림 2-3].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갖는 정치  함의’에 

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고도경제성장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정치 으로 배분

하던 ‘이익유도형 정치’46)가 1990년 를 기 으로 격히 변화된다. 공공사업비와 사회보

장에 한 공 지출의 비율은 1972년 무렵부터 격하게 하되었다.47) 바로 년의 비율

도 3.5에서 4라는 수치를 나타낸 뒤, 하경향은 1980년  반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80년  반부터는 그 논리가 격히 환된다. 1985-90년까지 

단 5년 사이에 ‘공공사업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던 시기 다. ‘헤이세이( )경기’라 불리

는 이 6년은 흔히 ‘버블경제기’라 부르는 시기로, 명목 GNP 6.0%, 실질GNP 4.7%의 연평

균 성장을 기록했다[표 2-4]. 특히, 건설투자는 명목가격을 10.3%, 실질가격으로도 7.4%의 

연평균 증가를 기록해 다시 거시경제 성장률을 능가했다. 민간건설투자의 경우는 명목 

12.5%, 실질 7.4% 증가를 보 다. 특히, 오피스텔 건축 붐으로 인해 민간 주택건축 증가

율이 명목 14.8%, 실질 11.7%로 20년  고도성장기에 버 가는 증가추세를 보 다.

46) 정치학자 오타  히데오( 嶽秀 , 1999:41-56)는 마스미 노스 ( 之 , 1969)의 조어 던 ‘1955년 정치체제’
가 이익정치‧ 권정치라는 에서 일본정치이해의 구조를 이해하는 용어라 봤다. 이익정치 체제의 특징은 집 화( 앙-
지방), 화(이익 심의 고양), 이익화(국회의원과 계열화된 지방 원의 상호의존‧이해,), 상징화(매스 미디어에 의한 이
미지 략), 조직화(이익단체에 의한 집표, 이익단체의 기능)이며, 사회론에 기원을 가진 개념으로 규정했다. 

47) 1960년  후반은 공해문제와 과 ( 도시)=과소(농 )문제 등으로 나타나는 고도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이 매우 
격하게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던 시기 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재화되어 개발주의 체제가 큰 수정을 가하기 시

작했던 것은 1970년  후부터 다. 공해와 도시문제, 과소문제, 지방 경제활성화 요구의 증  등에 해서 처함으로
써, 산업기반투자가 지방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도시부에서는 생활기반 시의 공공사업에 한 규모의 
환이 발생하면서 사회보장수 이 고도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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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60-73년 1974-79년 1980-85년 1986-90년 1991-94년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GNP 16.2 9.1 11.6 3.9 6.3 3.7 6.0 4.7 2.7 1.3

건설투자 20.6 13.1 8.9 1.0 0.7 -1.2 10.3 7.4 1.5 -0.2

민간 21.2 12.7 6.5 -1.0 0.8 -0.9 12.5 9.4 -4.0 -5.9

주택 23.1 13.2 7.9 0.6 -0.1 -2.4 11.7 8.5 0.2 -1.8

주택 19.9 13.5 3.5 -3.8 3.7 1.6 14.8 11.7 -6.4 -8.3

정부 19.3 11.9 13.7 4.7 0.5 -1.5 6.4 4.0 10.9 9.2

[표 2-4] 국민총생산과 건설투자의 변동 추이(정재하, 1995:41) 
(단 : %, 연평균증가율)(자료: 일본건설성)

그런데 1990년 주가와 지가의 폭락으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건설부문은 1970년

 오일쇼크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91-4년 사이 불과 4년간 연평균 GNP성장률은 

명목 2.7%, 실질 1.3% 둔화했고, 같은 기간 연평균 건설투자증가율도 명목 1.5%, 실질 –

0.2%로 마이 스로 돌아섰다. 특히, 민간건설투자가 감소(명목 –4.0%, 실질 –5.9%)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붐이 종식되면서, 자본스톡의 과잉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물론 4차례에 걸친 공공투자 확 정책을 추진하면서 진정되기도 했으나, 불황은 거의 20여 

년간 장기 으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90년  장기불황은 단순한 경기순환에 의한 변동과정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버블경제의 붕괴인 ‘복합불황’이라 불리게 되었다.48)

정치 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일본은 보수  반규제-신경제이

데올로기, 수출무역의 과잉과 수입증 에 한 국책  압력이 높았던 시기 다. 이익유도

형의 공공사업 로젝트에 한 정치-경제  압력에 의해,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이 형성되

어갔던 시기 다(Sorensen, 2002:273). 도쿄는 도시재개발과 소비문화의 산업  측면을 결

합한 규모 로젝트들로 들썩 다. 후 일본의 이익유도형 정치(자민당 장기집권)가 민

간활력 노선과 결합되면서, 버블경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다(三 路 , 2010). 1980년  이

후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ism)’, 즉 경제  자유주의(시장기능을 강조)와 보수주의

( 통  가치의 강조)가 통합된 정권들이 세계 으로 등장했던 시기 던 것이다.49)

둘째, ‘도시재생과 도쿄도심개발’이라는 변화에 해 살펴보자. 농 공동체의 약화와 인

구의 도시화로 인해, 자민당의 기반인 도·농간의 균형을 지향하는 지역개발은 유지하기 어

려웠다. 즉, 집표조직을 동원하는 선거 략만으로는 다수당의 지 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

48) 버블경제 붕괴에 이어 불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미야자키 요시카즈(宮 義一, 1992)의 서에서 기인했다. 이 불황
의 특징은 단순한 경기순환 인 로의 재고조정만이 아니라, 버블붕괴에 의한 주가와 토지, 건물 등 스톡의 조정과정이 
복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는 복합불황을 버블의 형성과정(제1국면)-버블의 팽창기(제2국면)-버블의 붕괴과정
(제3국면)으로 구분하고, ‘ 융자유화와 국제화의 귀결’로서 복합불황에 해 논의하고 있다. 

49) 이건 정권은 노동과 가정, 지역과 교회 등 통  가치를 재확립하려는 철학(Palmer and Sawhill, 1984:2)을 가졌
고, 처 정권은 복지기능을 해체하기 해서 가정에 있어서 ‘성  역할’(Hall, 1983) 혹은 ‘도덕주의, 국인답게 되
기’(Hall, 1988=2007:105)를 강조했다. 일본의 1970년  말-80년  반 이른바 ‘복지 재검토 운동’도 ‘일본  통․미덕’ 
등 통  가치에 호소하곤 했다(新川 , 1993=2001). 물론 역사  배경에 의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양자  강조 의 
차이는 있으나, 이건- 처-나카소네 정권은 모두 ‘행정개 ’의 이름 아래 공무원 수의 축소, 국 기업의 민 화, 범
한 역의 탈규제를 내세웠다. 한, 도시나 개발의 역에서는 민간주도의 규모 ‘도시재개발’ 로젝트가 가속화되는 
도시계획에서의 ‘뉴 라이트’와 히 연 되었다(Allmendinger&Thomas, 1998; Makot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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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장기  시 에서 보면, 자민당의 이익유도형 정치는 딜 마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고효율의 인 라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지기반’이 약화된다. 반면, 경제 으로 비효율

인 공공사업을 집표목 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藤淳, 2010). 

따라서 1980년  내수확 책은 비효율 인 ‘지방의 공공사업’과 도시의 ‘ 규모 민활 

로젝트’는 규모 불량채권과 90년  불황으로 이어져 자민당 지지층의 하락을 가져왔다. 

결국 1990년  앙정부는 산업진흥정책과 도시기반 등 정비로 ‘기업사회’를 지탱하면서

도, ‘기업복지’에서 락된 주변층과 지역에는 공공투자의 형태로 재분배를 시행했다. 그러

나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 ’은 ‘분배형 시스템’을 ‘효율형 시스템’으로 이행시키는 개

이었다. 2001년 6월 26일 각의 결정된 ‘ 후 경제재정운   경제사회의 구조개 에 한 

기본방침’50)에서 경제재생을 한 불량채권 처리와 규제개 의 요성을 역설했다. 동시에 

비효율 인 부분으로서 ‘사회자본정비’, ‘사회보장’, ‘국가와 지방의 계’ 등에 한 구조개

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공공사업의 재검토와 국가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국고보조

부담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결과, 국가로부터의 재분배기능은 오히려 축소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 요한 변화’가 발견된다. 국 으로 ‘국가로부터의 재분

배’는 축소되었으나, 도시로의 집 투자는 증 된 것이다. 공공투자 총액은 1990년  후

반부터 일 되게 축소되어, 국의 공공투자 총액의 비율은 거의 답보상태 다. 그러나 ‘도

쿄도’만은 버블 붕괴 이후 감소경향이 2002년도를 최 로 증가로 환되었다는 이다. 

2002년 시행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도시도심부에 ‘도시재생긴 정비지역’을 설정했

다. 민간기업의 재개발을 진하는 규제완화, 세제 공제, 공공투자를 집 시켜 공공투자비

율의 변화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51) 

여기서 도쿄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등한 원인이 도시재생의 핵심인 ‘도쿄재생’(특히, 도

심부)과 련된다는 이다. [그림 2-4]처럼 공공투자액과 비율의 변화를 도쿄도와 홋카이

도를 비교해 보면, 이미 국가의 방침이 ‘국토의 균형발 ’에서 도쿄로의 ‘선택  집 ’으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반부터 시작된 세계도시 도쿄 형성과정(인 라+도시계

획)에서 나타난 도쿄의 도심집 을 살펴보자. 도쿄의 도로는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

춰, 수도권 도로교통의 골격인 ‘3환상 9방사(3環状: · 環·中 環状)’ 네트워크(방사4

호선 완성(1964년 7월 1일), 수도고속도로 1호선 개통(8월 1일), 하네다(羽 )공항과 도심으

로 연결되는 모노 일 등)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규모 계획들의 일부만 건설된 채 미완

50) 일본경제 재생 시나리오를 해, 첫째, 구조개 과 경제의 활성화, 둘째, 신세기형 사회자본 정비: 효과와 효율의 추
구,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개 : 국민의 안심과 생활의 안정을 지탱한다, 넷째, 개성있는 지방의 경쟁: 자립하는 국가와 
지방 계의 확립, 다섯째, 경제재정의 장기 재검토와 정책 로세스의 개  등 과제가 제시되었다. [今 の 財 営
及び の構 に関する基 方針(2001-06-26)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1/honebuto/0626keizaizaisei-ho.html

51) 도쿄의 변화는 국 도크랜드 재개발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한계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인 라와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잉 리시 트 십(English Partnerships)으로 변화되는 과정
과 유사하다(양도식&화이트헤드, 2009). 2008년 국주택공사(HC)와 도시재생기 (EP)을 통합한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모델로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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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의 공공투자액  국에서 도쿄도 투자 차지 비율
* 국민경제계산에서 일반정부에 의한 고정자산형성의 지출액을 ‘공공투자액’으로 함, 일반정부란 일
본정부, 도도부 , 특수법인 등을 포함, 한, 토지가격 등을 포함하지 않음. 
* 자료: 内閣 (2008),　『 経 計 』에서 작성(上野淳子, 2010:206 인용)

으로 그쳐, 상 으로 불충분한 인 라 속에서 불안정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80년  

도쿄개조론과 2000년  올림픽 유치활동은 도시경쟁력 향상을 한 도시인 라 건설론, 즉 

‘도시개조론’을 심화시켰다( 京都, 2008b:25, 国 交 ·関 方 ).

1980년  말-90년  반에 ‘도쿄일극집 ’이 낳은 문제 들로 인해, 일본에서 ‘수도이

’에 한 비 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런데 역설 으로 도쿄도는 수도를 재개발함

으로써 수도의 이 을 지하려는 목  하에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계획했다. 도쿄의 

팽창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졌고, 국 으로 된 도쿄의 부동산투

기 열풍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McCormack, 1996:98). 물론 개발의 목표는 과거 ‘일 집

형’에서 ‘다심형 도시구조’로 환하는 과정에서, 국제화·정보화에 한 일종의 응이었

다.52) 일자리와 같은 직주근 (직장과 주거가 근 한 형태, 즉 ‘도심회귀’를 의미하는 일본

식 조어)의 미래형 도시 도쿄를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임해부도심 개발이 진행되었다.

셋째, ‘제3섹터 개발이 가진 한계’에 해서 살펴보자. 1980년  버블시 에 건설된 제3

섹터 방식의 규모 공공사업들( , , 지역·도시개발 등)의 도산이다. [표 2-5]처럼 

악화된 재정상황은 ( 앙정부+지자체)과 민( 련 기업들)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  압박으

로 작용하고 있다.53) 1990년  반 조사를 보면 국에 약 9,300여개의 제3섹터들은 

부분 2000년  들어서 ‘법 정리’가 가속화되었다( 域 , 1997).54) 1980년 에 

52) 1950년  고도성장 이후 도쿄로의 입인구는 계속 증가해 항상 과 한 상태 다. ‘수도권정비법’(56년) 등 지속 으
로 분산정책과 직장과 주거의 균형을 맞추는 ‘다심형도시구조( 도심과 타마( )지구)’로 정책방향이 환되어갔다. 

53) 매립지(혹은 인공섬)는 과거 공장지 와 도시 인 라(발 소, 쓰 기처리장 등)가 입지했다면, 최근에는 메가이벤트의 
유치(올림픽처럼 콤팩트한 회 개최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IOC처럼)가 일종의 매립지 처리방식(인 라 시설 자를 메우
기 한 재정문제 해결책)으로 선택되고 있다. 컨 , 2008년 올림픽 후보도시 던 오사카시 마이시마( 阪 ･ ), 
2016년 올림픽 후보도시 던 후쿠오카시 하카다만( ･ ) 등이 해당된다. 2001년 가을 2008년도 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오사카시는 5개의 후보도시  가장 먼  탈락했다. 결국 오사카시는 올림픽 유치활동에 약 50억 엔을 쏟아 부
으면서 많은 비 의 상이 되었다.

54) 경 악화로 채무반제가 불가능한 회사를 심으로 사  정리(채무자간 정리)와 법  정리(재 소 하에서 다수결에 의
해 강제 인 형태)로 구분된다. 다시 청산가치와 재생가치의 비율에 한 비교작업을 통해, 청산형 처리(사 청산, 법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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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상태 소재지 기업명 채무액 자본 업종

97/9 민사조정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코스모폴리스 607 10 지역개발
99/9 특별청산 홋카이도 토마고마이동부개발㈜ 1,423 60 공업단지개발
00/9 특별청산 아오모리 무즈오가와라개발㈜ 1,852 60 공업용지조성개발
01/2 회사갱생 미야기 패닉스리조트㈜ 2,762 3 리조트시설경
01/3 민사재생 도쿄도 ㈜다마뉴타운개발센터 384 18 상업빌딩임 · 리
02/10 민사재생 홋카이도 이시카리개발㈜ 651 20 부동산취득·조성·분양
03/2 회사갱생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2,289 30 테마 크운
03/6 특정조정 오사카부 ㈜오사카월드트 이드센터빌딩스 982 94 빌딩임 · 리, 망  등
03/6 특정조정 오사카부 아시아태평양트 이드센터㈜ 1,263 221 빌딩임 · 리 등
03/6 특정조정 오사카부 ㈜미나토마치개발센터 554 80 복합교통센터의 운  등
04/11 특정조정 오사카부 크리스타나가호리㈜ 320 19 지하상가·주차장 운
04/11 특정조정 오사카부 ㈜오사카시티돔 511 97 다목 돔 등 경
05/3 민사재생 도쿄도 도쿄패션타운㈜ 898 172 빌딩임  등
05/3 민사재생 도쿄도 ㈜타임24 497 25 빌딩임  등
05/4 회사갱생 오사카부 링쿠게이트타워빌딩㈜ 463 150 빌딩 리·운
05/5 민자재생 후쿠오카 ㈜스페이스월드 351 20 테마 크 운
06/5 민사재생 도쿄도 ㈜도쿄텔 포트센터 1,170 176 빌딩·시설 리, 정보통신
06/5 민사재생 도쿄도 도쿄임해부도심건설㈜ 1,440 220 빌딩임 · 리운
06/5 민사재생 도쿄도 다 시바지역개발㈜ 1,190 150 빌딩임 · 리운

*비고: 1.　 国データバンク、東京 工리서치 등에 의해 작성, 2. ㈜이즈미사노코스모폴리스는 민사조정 성립 
후, 1998년 10월에 특별청산을 신청, 3. ㈜오사카시티돔의 특정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2005년 10월 회사갱
생으로 이행되었음. 출처( 宏, 2006:2). 
※  부분은 도쿄임해부도심과 련된 제3섹터들(흔히 임해5 로 불림).

[표 2-5] 주요 제3섹터 도산(부채액 300억엔 이상, 단 : 억엔, 2006년 재)

시작되어 90년 까지 확장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은 2000년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압박(불량채권)55)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80년 의 잘못된 

수요 측에 한 재검토 없이 90년  버블붕괴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방 한 재정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규모 공공사업이 ‘제3섹터 방식(조직‧재정)’으로 진행되며, 도민과 의회가 

이 방식에 한 근본  비 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결과, 80년  버블시기 일본 역에 

건설된 ‘임해 개발 로젝트들’의 재정상황에 한 일제 검이 실시되었던 것이다.56)

제3섹터의 어려운 경 상황이 표면화되면서, ‘공  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004

년 4월부터 지방분권일 법 시행 이후, 메이지유신 이래 130여 년 간의 앙집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시정 통합’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재정문제의 도피

산), 재생형 처리(사 재생, 법 재생)으로 구분된다. 일본에서 법 정리 기 에 의하면, 청산형 처리는 산과 특별청산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채권자의 에서 본다면 모두 채권이 어드는 방식이다(深 司, 2008).

55) 불량채권(不 債 )이란 은행 등의 출   채무자로부터 이자나 원 의 반제가 정체된 것을 일컫는다. 법률상으로
는 두 종류( 융재생법에 기 한 융재생법개시채권, 은행법에 의한 리스크 리채권)의 불량채권이 있다. 불량채권의 발
생 배경에는 제1단계(80년  후반- 당  90년  반)로 기업 은행에서 부동산 련 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기업
의 출이 확 되었다. 즉, 버블경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과 주가 상승과 락 등의 불안정, 그리고 신용 리스크를 불충
분하게 리한 것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제2단계(90년  후반- 재까지)는 일본경제의 성장, 디 이션으로 인해 일반 
물가수 이 지속 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자산 디 이션인 지가, 주가 등이 지속 으로 하락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즉, 
1단계 불량채권은 부동산, 건설, 서비스, 도소매 4업종이 부분이었으나, 2단계는 상 으로 불량채권이 었던 제조업
까지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日 総 編, 2003:164-5).

56) 2011년 12월 22일 「제3섹터 등 상황에 한 조사결과」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출자  출연(이하, 출자)하고 있는 제
3섹터, 지방3공사, 지방독립행정법인(이하, 제3섹터 등)의 출자  경  등 황을 악했다. 제3섹터 등 법인수와 업무 
분야 등 트 드, 경상수지의 상황 등 재정 면에 해서, 보조 이나 탁료 등 공공재정 지출상황과 함께 통폐합이나 출
자 인양, 법  정리의 상황이 공표되었다. 각종 통폐합 등으로 2010년도에 폐지 129건, 통합 44건, 출자 인양이 33건이
다. 한, 제3섹터수도 216 법인이 감소했고, 법 정리를 신청한 13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3, 회사법 법인9, 지방주택공
공사1)이었다. 総務 (2011), 「 三セクター の状況に関する調査 」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zaisei06_02000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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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스즈키( 木) 스즈키( 木) 아오시마( 島) 이시하라(石 )

*시기 1989년 4월 1991년 11월 1997년 3월 2006년 9월

계획명 임해부도심사업화계획 재검토에  기 한 도의 방
침

임해부도심지역만들기추진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일부 
변경

시동기 1989-1993년 1989-1995년 동일 동일

창설기 1994-1997년 1996-2000년 1996-2005년 동일

발 기 1998-2000년 2001-2003년 2006-2015년 동일

성숙기 2000년  이후 2004년  이후 2015년 이후 동일

토지
련 신토지이용방식 장기 부방식(1993년)

장기 부방식과  정기차지
방식, 잠정토지이용사업

장기 부방식과  정기
차지방식, 매각방식
(2000년)

개발
면

40ha(텔 포트구상)
440ha(기본구상)
228ha(사업화계획)

448ha
　
　

442ha
　
　

442ha
　
　

취업
인구

11만5천명(기본구상)
11만 명(사업화계획)

10만6천명
　

7만 명
　

9만 명
　

주거
인구 6만 명 6만 3천명 4만 2천명 4만 7천명

* 2008년 12월 재 취업인구: 4만 6천명, 거주인구: 8,100명(출처: 도쿄도항만국 '숫자로 보는 임해부도심'), 
* 2008년 7월 재 하루미지구C2구획의 토지가격(출처: 도쿄도항만국 '진출기업모집요강'에서) 1,153,700엔/㎡, 
* 공공시설면  232ha(53%)=도로 113ha(26%)+공원, 녹지, 심볼 롬나드119ha(27%), 
업무·상업·주택 등 택지면  194ha(43%), 방재거 용지 16ha(4%) 출처: 도쿄도항만국 홈페이지

[표 2-6] 임해부도심 개발사업계획의 변천(三島富茂, 2009:3 인용·재구성)

책(보조  획득)처럼 추진되는 사례들도 발견되기도 한다(조아라, 2010).57) ‘제도와 상징의 

확장’으로서 ‘개발주의’를 행 자와 경 을 심으로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서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58) 1980년  신자유주의의 

에서 개발이 경제성장을 한 구조개 , 탈규제, 자유화, 민 화를 의미했다면, 1990년

는 권 주의  공학기술과 재해를 낳은 개발주의를 성찰하게 되었다. 반면 2000년 에는 

새로운 니엄 개발을 목표로 한 ‘구조개 ’의 의미로 다시  변하고 있는 것이다.

3) 시기구분: 개발주의(성장연합+경 ) 재구성

임해부도심의 개발계획은 [표 2-6]와 같이, 크게 1기(1989-95년), 2기(1996-2005년), 3기

(2006-15년)로 구분된다. 

1986년 11월 ‘제２차 도쿄도 장기계획’에서 제7번째 부도심으로서 설정된 이후 개발계획

의 더욱 확 · 개되었다. 빌딩의 임 · 리 등 분야에서 ‘제3섹터 5 ’는 1987-1993년까

지 설립되었다. 민간기업의 입지는 1990년 11월에 공모에 의해, 제１차 진출기업이 내정되

었다. 1990년  반 버블경제 붕괴로 인해서, 도쿄도가 권리 과 차지료를 평균 36%를 

인하 등으로 응했다. 그러나 최종 으로 진출2그룹들  다수가 진출을 포기하게 되었

다. 결국 1996년 5월 세계도시박람회의 개최 지가 결정되어, 1995년 7월에 련 문가 

57) 2009년 8월 30일 제45회 의원 선거에서 ‘생활정치’를 내세운 민주당은 50여년만의 ‘정권교체’를 이 냈다(김범수, 
2009). 민주당은 ‘개발 vs 생활’(슬로건이 되었던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이라는 자민당과의 정책 립축을 심으로, ‘
앙정부-도쿄도’, ‘도의회’의 역학 계도 변했다. 그러나 2012년 다시  자민당의 정권탈환 이후 아베 정권은 ‘경기부양’
을 한 공공사업을 면에 내세우면서, 강력한 국가주도 인 개발주의로 회귀되고 있다. 

58) 개발의 단 와 목표’는 국가와 민족의 경제력과 경쟁력의 확  강화 는데, 제2차  후 발 도상국의 동향에서 
‘개발’, ‘개발주의’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속에 폭넓게 침투되었다. 공업화의 추진을 축으로 개인·국가·
지역사회가 아닌, 국가와 민족의 이해를 최우선하기 해, 물 ·인  자원의 집  동원과 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일종
의 ‘이데올로기’ 다고 할 수 있다( 廣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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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으로 구성된 ‘간담회’가 설치되었다. 

1996년 7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기본방침’을 결정한 뒤, 사업화 계획을 재검토했

고, 1997년 3월 ‘임해부도심지역만들기추진계획’을 책정했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사업은 

도쿄도 공식통계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역교통기반 1.51조엔, 도시기반 0.49조엔, 건축 

시설(상등품) 2.14조 엔으로 합계 4.14조 엔이었다. 도시기반은 원칙상 진출 기업으로부터

의 토지의 권리 , 차지료 등에 의한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개발자부담, 역교통기반은 

‘공공부담’과 ‘개발자부담’ 방식으로 정해졌다. 당  개발 반에는 개발지역의 토지가 도쿄

도의 ‘공유지’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투기를 배제하기 해 

‘장기 부방식’ 등을 가미해 나갔으나, 결국 2000년부터는 매각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59)

물론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른 시기구분은 개발계획의 변화과정은 매우 명확하게 분류되

는 장 이 있다. 첫째, 각 시기별로 개발의 청사진이 담긴 이상들과 계획이 가진 상세한 

분류(시동기(~1995년)-창설기(1996~2005년)-발 기(2006~2015년)-성숙기(2016년~)는 해당 

시기별 장기  망이 무엇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60) 컨 , 스즈키 도정이 

1989년의 시 에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어떻게 계획해서 사업화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가장 요한 특징 의 하나인 ‘매립지(즉, 도유지)’의 

성격에서부터 기인한다. 토지 소유자 도쿄도는 개발과정에서 일종의 ‘수익모델’로서 버블경

제기의 독특한 형태인 ‘신토지이용방식’을 크게 선 하면서 진행되었다.61)

그런데 이러한 개발 계획의 청사진과 재검토에 따른 명확한 분류는 그 장 으로 인해서 

오히려 단 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류는 행 자와 경 이 각기 어떤 

지 에서 개발주의를 가동- 단-강화시키는지에 한 시간  후 계를 표 하기 어렵다. 

개발을 둘러싼 행 자들의 역학 계가 가진 ‘역동성’에 해서는 충분히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1989년 개발계획이 임해부도심의 구체화되기 이 에 어떤 세력들이 

무엇을 기 하면서, 동원・ 력했는지에 해서는 거의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한, 1980

59) ‘도쿄항 항만시설 용지의 부에 한 규칙’에 기반을 둔 ‘도쿄도임해지역개발규칙’에 따르면, ‘장기 부방식’이란 
부, 매도, 양여, 교환·신탁 혹은 출자의 목  등에 의해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으로는 매도에 따르지만, 철도의 터

·고가도로 등처럼 한정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매립지의 가격은 공정하게 지불되어, 처분이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 정한 가격에 의해 평정된 가격으로 한다. 공모는 매립지를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는 
원칙 으로 공정을 기하기 해 공모방식으로 하되, 기본 인 사항(응모의 자격  매립지의 용도 등)을 정한다. 처분
의 지불은 원칙 으로 계약체결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5년 이내 
연기를 인정하도록 한다. 요한 공간인 매립지를 도의 행정을 해 유효하게 활용하기 해서는 매립지의 구체 인 처
분에 해서는 도쿄도의 청( ) 으로 구성된 심의기 인 ‘도쿄도임해지역용지 리운용 원회’의 뜻을 경유하도록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京都 , 2011:140).

60) 도쿄도 항만국은 도시의 개발상황과 시설의 정비상황에 맞춰 10년 단 로 구분한다. 유연하게 단계 인 개발을 기본
으로, 5년 단 로 변화되는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도심으로서 이 지역이 완성되기까지 장기 인 계획
이지만, 역교통기반정비가 완료되는 2015년까지를 사업기간을 삼고 있다( 京都 , 2011:151-3).

61) 토지임 료를 통해 개발의 자 을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토지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토지신화’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기업에 60년간 도유지를 여하고, 신주쿠부도심의 지가상승률을 참고해서, 부도심이 완성되는 25년 후에 지가를 니
혼바시(日 , 1㎡당 1,300만엔) 수 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로 한 25년간 매년 8% 정도 지가를 인상한다는 일종의 ‘버
블방식’이었다. 여할 때 산정지가(지가·권리 을 산정하는 기 가 되는 지가)는 평균 253만엔, 도심의 1/10 정도로 렴
한 가격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1990년에 실시한 제1차 기업공모에는 77개 기업 그룹, 즉 394사가 응모하기도 했다. 그
러나 이는 도쿄도가 개발재원을 염출하기 해서 국에서도 유래가 없는 방식이었기에, 버블붕괴 이후 진출기업의 사퇴
가 발생하면서, 도쿄도의 버블식 토지계산법도 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部裕三, 199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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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개발주의를 심으로 한 시기구분

년  스즈키-1995년 아오시마-1999년 이시하라 도정으로의 정권교체는 장기 으로 본다면 

‘보수- 신 갈등’의 진자운동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80년  격한 세계화과정에서 본다

면, 과거 1960-70년  ‘보 갈등’과는 질 으로 다르다. 오히려 기존의 갈등구조 자체를 

분열시키는 보다는, 진  변화들을 내포한 채, 사회  긴장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6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단 을 통합 으로 극복하기 해서, ‘개발주의(행 자와 경

)’를 심으로 한 시기구분[그림 2-5]에 의해 연구문제를 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장 을 가진다. 첫째, 개발주의로 근하

는 1980-1990-2000년 로 구분한 시기는 단순히 ‘10년 단 ’의 시기구분이 아니다. 오히

려 개발계획과 도시정치와 경 의 변화를 둘러싼 문화  변동이 어떠한 상 계를 갖는가

라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시기구분인 것이다.63) 둘째, 연합에 참여하는 행 자들이 개발

계획의 후 계를 통해, 개발이익을 둘러싼 행 자들이 각 국면별로 어떠한 이해 계 속

에서 참가여부를 결정하고 재구성되는지에 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고정된 계획

으로 수렴되기 이 에 개발을 둘러싼 선행조건에 한 분석으로, 이미 1985년-1995년

62) 도시계획사학자 이시다 요리후사(石 , 2004)는 사회과학 인 비  성찰들이 담겨있는 『日 近現代都 の
開(1868~2003)』에서, 일본도시계획을 아홉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시기 구분  1980년  이후를 살펴보

면, 제8기(반계획·버블경제기, 1982~1992년)와 제9기(주민주체·지방분권의 도시계획을 향해, 1992년 이후)로 구분한다.

63) 페인슈타인(Fainstein, 1994;2001;강 수, 2009)은 1980-2000년  런던과 뉴욕의 부동산 개발에 한 풍부한 인터뷰
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서, 도시재개발을 둘러싼 민  트 십을 비 했다. 1980년  개발붐(boom)으로 조성되기 시작
한 부분의 로젝트(런던의 커네리 워 나 뉴욕의 타임 스퀘어)은 1990년  반(burst) 불경기에 실패를 경험했다. 이
러한 개과정에 해서 단순히 개발자나 잘못된 약속, 공실률, 산 개발자 등의 문제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많
은 문제 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말(revival) 부동산 시장붐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 다는 에 주목했다. 
즉, 1980년  방식의 민  트 십을 폐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배려 등을 통해 확 (런던)하거나, 심 인 재개
발 지역이 이동(뉴욕)하는 등을 통해서 개발은 지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민 트 십 개발의 흐름에 해서 ‘도덕
 근거’로 단순히 거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다 나은 사회  결과를 해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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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후로 사회경제  조건이 변화된다는 을 반 할 수 있게 된다는 이다.

한편, 보다 거시 인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기업의 로벌화에 의해 본격화된 개발주의

의 구조변화를 심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주의의 구조에 한 해체와 재구성

을 심으로 살펴보는 정치학자 와타나베( 辺治ほか, 2002b:62-4)는 제1기(조화에서 개발

주의에 한 공격기, 1983-1993년), 제2기(개발주의 국가구조에 한 공격, 1993-8년), 제3

기(개발주의 공격의 재검토와 재가열, 1998-2001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의 시  배경은 일본기업의 세계화로서, 기존의 강력한 개발주의 시스템을 국제

으로 조화시키는 의미에서 해체의 압력이 작용했던 시기 다. 일본기업의 다국 화와 내

수확 론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기존 자민당의 이익유도형 정치 시스템의 변경

(정치개 )으로 이어졌다. 제2기는 료구조에 한 비 으로, 가속화되는 로벌화에 의해 

다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격화된다. 그 결과 개발주의 인 료구조와 해체론이 두된

다. 행정개 과 앙의 성청 재편성이 과제가 되었다. 기존 개발주의의 일환이었던 농정과 

도시자 업의 보호정책에 해서도 재구성되었다. 제3기가 되면 개발주의와 항세력은 타

하면서, 공공사업의 내용이 크게 변화된다. 즉, 료구조가 극 인 개발주의의 재편성 

계획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인 국가’, 즉 ‘다국 기업지원형의 국가구조’로 변화되어갔다.

이러한 개발주의에 한 분류를 통합해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재구성해 본다면, 

1995년을 기 으로 크게 반과 후반으로 구분된다. 버블붕괴 이후 1990년  반의 변화

들이 개발을 축소시켰다면, 1990년  후반에는 오히려 압축된 개발로 변한 환기 다. 

그러나 결국 1990년  반 후의 변화는 1980년 부터 시작된 도쿄재정의 구조가 다시

 기를 맞게 된 결과 다. 무엇보다도 1998년 IMF아시아 융 기 이후 도쿄재정 기

로 빠져드는 과정에서, 2000년  왜 다시 개발계획이 팽창되었는가에 해서는 단순한 계

획이 아닌, ‘개발주의’라는 통합  시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64) 따라서 본 논문은 1980

년 부터 일본에서 팽창하게 된 경제  조건들이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서 어떻게 상징

으로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기존 연구들이 갖

는 경제 결정론 인 분석과 일본  특수성에 한 환원주의 인 연구를 발 으로 극복해 

보도록 한다.

64) 도시계획학자 소 센(Sorensen, 2003)은 1950-60년 를 속한 경제성장기의 약한 도시계획 체계로, 1960-70년 는 
디벨로퍼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균형이 환하는 시기로 봤다. 그는 1980년  이후 세계도시 도쿄 만들기 과정에 해서, 
도시공간을 둘러싼 세계화와 갈등을 심으로 악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일본의 도시계획법’을 심으로 시기를 구
분해 본다면, 1980년 를 탈규제(deregulation: 나카소네 민활정책) 시 에서 1980년  말과 1990년   버블붕괴 이후
를 재규제(reregulation: 1989년 토지기본법,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시정 도시계획마스터 랜’)의 시 로, 2000년 를 
인센티 (incentives: 2002년 도시재생법)의 시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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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980년  버블형 개발주의(1979-1990): 융도시

제3장에서는 1980년  시  변화를 해결하기 해, 성장연합과 경 이 결합된 버블형 

개발주의가 어떠한 구조로 처했는가를 살펴본다. ‘세계 융도시’1) 건설을 목표로 계획

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구상  청사진’의 내용을 심으로 분석한다. 1985년 후

의 시  과제로서 세계화 과정이 어떻게 ‘장소-특수 ’으로 도쿄를 변화시켰는지 살펴본

다. 1960-70년 의 개발주의 속에서 도쿄집 이 ‘수도’라는 상징성과 역할배분이었다면, 

‘1980년  이후 도쿄일극집 ’은 ‘ 로벌한 스 일’인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이었다.

제1 에서는 토지버블의 특징을 민활형(민간자본 활용) 도시재개발의 메커니즘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1985년 무렵 재정재건(국내)과 국제화(국외)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

시재개발과 민활이 연결되는 정치  과정을 살펴본다. 도시재개발과정에서 고층화(복합화), 

정보화, 그리고 스타 건축가의 결합이 도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제시해 본다. 단 6년간

(1985-90년)의 버블경제기 동안, 도쿄는 역사상 경험해 본 이 없는 지가폭등과 도심공동

화를 동시에 경험한다. 특히, 유휴지 개발(특히, 국유지)과 부동산의 증권화가 진행되는 과

정에서, ‘임해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기업들의 주가 폭등 등에 해서도 살펴본다.

제2 에서는 1980년  도쿄도의 경제 재구조화과정에서, 워터 런트의 유행이 가진 의

미를 살펴본다. 일본에서 거 도시 정론의 일환으로, 도시재개발과 거 이벤트가 결합된 

구조를 분석해 본다. 1960-70년  건축운동을 표하는 메타볼리즘(도시의 신진 사)의 이

념이 실 된 ‘오사카만국박람회’의 사례를 제시하고, 도쿄의 팽창을 견한 청사진 ‘도쿄계

획60’이 1980년 에 부활하게 된 배경도 살펴본다. 세계도시 뉴욕의 사례를 지향하면서도, 

도시정체성을 자문하는 ‘에도도쿄학’의 움직임과도 결합되었다. 그 결과, 과거 산업사회 생

산기지 던 ‘임해부’에 새로운 재개발 로젝트들로 채워지는 과정을 분석해 본다.

제3 에서는 개발지향 인 스즈키 도정이 런던과 뉴욕과 같이 ‘텔 포트’를 기획한 이유

를 살펴본다. 다양한 정치  행 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도쿄 런티어(도쿄 임해부도

심 개발=7번째 부도심+도시박람회)로 10배나 확 된 원인을 분석해 본다. (제2차)‘임조의 

표본’이라 평가된 스즈키 도정은 재정재건에 성공한 이후, 안정  보수연합을 형성해갔다. 

도쿄의 공공시설들은 개발지향 인 ‘마이타운 도쿄’ 구상을 통해 건설되어갔다. 제1, 2 에 

분석되었던 두 가지 선행조건인 ‘토지버블과 공간의 재구조화 과정’ 이후에, 왜 버블에 

한 일종의 안정화기제로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계획을 책정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개발 경 에도 불구하고 개발행 자들이 확 되면서, 정 재계의 ‘동원  코포라티즘’ 인 

구조 속에서 개발계획의 팽창하는 과정(‘도쿄 런티어’, 즉 도시박람회)을 살펴본다.

1) 세계 융도시란 런던과 뉴욕과 같이 국  기업들의 본사(headquarter)가 치한, 세계경제의 명령과 통제기능의 
융센터를 의미한다. 이 융센터는 24시간 증권거래가 가능한 정보화시설과 사무시설(OA)을 갖춘 오피스빌딩과 규모 
  시설, 그리고 범 한 생산자 서비스(productive services)로 구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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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토지버블: 민활형 도시재개발

1) 1985년 무렵의 과제: 재정재건(제2차 임조)과 국제화(내수확 책)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구상이 부상했던 1985년 즈음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과제(‘재정재

건을 한 행정개 ’과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내수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했었다.2) 이 두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민간활력에 의한 도시재개발’이었다.

첫 번째 과제인 ‘행정개 ’은 70년  오일쇼크와 복지재정이 가져온 심각한 재정 기에 

직면한 앙·지방정부가 주도했다. 보수 정치인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신공공 리’ 정

책을 도입했다. 1981년 3월 16일 ‘임시행정조사회’(약칭 ‘제2차 임조)3)가 약 15년 만에 설

치되어, “재정개 과 행정의 효율성”을 표방했다. 1980년 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도시 지자체에 의한 ‘도시재개발방침’ 책정을 의무화하고, 재개발의 시행조건을 완화했다. 

1983년 4월 경제 책각료회의는 “앞으로 경제 책은 규제 완화책에 의한 민간투자의 추진

책”, 도시 심부의 고도이용을 높이는 ‘어번 르네상스’(urban renaissance)라 명명했다. 

1983년 7월 건설성 보고 이후, ‘도시 책추진 원회(이후, ‘민간활력검토 원회’로 개칭)’

가 발족되어, 규제완화 등 도시개발 진방책을 한 정책 틀이 착수되었다(五 ･

川 雄, 1993:96). 1985년 국토청(国 都 , 1985)은 도쿄도 구부( 部)만도 2000

년까지 약 5,000ha( 고층빌딩 250동에 해당)에 이르는 엄청난 오피스 수요를 측하고 나

섰다.4) 1986년 5월 ‘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 정비 진에 한 임시조치

법’(즉, ‘민활법’)이 제정되었다. 경제기획청이 민간활력 원회를 설치하고, 도시재개발사업 

심의 민활사업을 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수출편 형 경제구조’는 ‘내수확 형 경제구

조’로 환되어갔다. 결과 으로 도시재개발’5)은 제2차 임조에서는 ‘민간활력의 공공사업에 

한 도입(민활)’이 최  테마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6) 

2) 정치학자 펨펠(Pempel, 1998(=2000):188)은 1970년  앙정부의 부채수 이 증함으로써, 자민당은 재정문제를 압
박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1980년  더블선에서 지지율 회생에 성공한 자민당은 ‘생활양식 정치’(lifestyle politics)에서 ‘재
정억제’(fiscal restraint)로 환하게 되었다고 지 했다.

3) 1980년 에 임조가 내각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다(1960년 에 설치된 것을 ‘제1차 임조’라 칭함). 이
후 1980년  9월 12일 각의에서 제2차 행정조사회의 설치를 결정했고, 11월 28일 ‘임시행정조사회설치법’이 성립되었다. 
제2차 임조에 경단련 회장 도코 도시오( )가 취임한 것은 1981년 이미 세제개정에 의해 법인세율이 2% 인상한 상
태 기에, 재계로서는 이 이상의 법인세율 인상을 피하기 해서라도 경단련 회장의 취임은 바람직한 것이었다. 

4) 그런데 국토청의 이러한 견은 오히려 토지버블을 부채질한다는 비 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1987년 11월 
1986-2000년까지 도쿄 구부의 오피스 수요 측을 1,600-1,900ha로 폭 수정하기도 했다.

5) 일본에서 도시재개발이란 1960년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건물의 높이나 용 률)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 보조
을 투입해, 거 빌딩을 건설하는 새로운 수법을 이르는 개념이다.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의 작성은 제2차 국총
합개발계획의 시 는데, 여기서는 반  도시개발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일본열조개조론( 中角

, 1973)’ 이후 도시가 ‘비즈니스의 장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인 듯하다.

6) ‘그룹 1984년’(グループ1984 , 일본 보수  지식인의 익명그룹)은 1974-7년까지 잡지 『문 춘추( 芸 秋)』에 총 7편
의 논문을 발표했다. 1975년 2월호에 게재된 논문 「일본의 자살(日 の自殺)」은 로마제국~  국까지를 분석해 문명의 
몰락이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 붕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  일본의 내부붕괴 징후’란 일본 후 민주주의를 
일종의 ‘자살 이데올로기’(사회  책임과 자조의 정신을 상실  해 권리(즉, 복지)만을 주장)이며, 사회는 이기 이며 
정신 으로 쇠약해져간다고 주장했다. ‘제2차 임조’의 도코 회장은 이 논문에 감명 받아서, 이후 주  사람들에게 복사본
을 배포했다고 한다(新川 , 1993=2001: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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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엔  달러 비율 장기추이
* 출처: 内閣 政 統括官室(2011), 日本経 2010-2011: 「再 動」の条件, p. 57

두 번째 과제인 ‘국제화’는 일본의 자동차나 자산업의 성장이 가져온 국제수지의 속

한 흑자(1986년 14조엔)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 후부터 시작된 일미간의 무역마찰은 

1979년에는 자동차 마찰 등으로 차 악화되었다. 일본을 타깃으로 시장장벽의 철폐를 

한 ‘포 무역법안’이 미국의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미국은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환되

어, 일본과의 경제마찰은 심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내수 심의 국제 조형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최  목표로, ‘일종의 국제 인 공약’처럼 강조했다. 국제수지 악화의 원인을 환율

비율(달러 비  엔화)로 본 미국은 융자유화와 엔의 국제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당시 미국의 목표는 달러약세로 수출경쟁력을 높여 심각해진 무역 자를 이는 동시에, 

성장력을 가진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국제수지개선의 방책으로서 일본

에 한 수출자유규제와 수입 진을 요구했다. 1985년 ‘ 라자합의’7) 이후 참가 각국들은 

달러약세에 한 조행동으로, 달러에 해 참가각국의 통화를 일정한 폭으로 상했다

[그림 3-1]. 그 결과 거액의 무역흑자는 기업의 ‘돈과잉 상( 高Merit)’을 낳게 되었다. 

1986년 말 국제환율시장에서 본다면, 런던(23.3%)에 이어 세계 제2 (15.0%)를 하는 ‘국

제 융도시’를 향해가고 있었다. 1986년 12월 도쿄 ‘오 쇼어 시장’(offshore market)의 

개설로 표되듯이 융-자본시장의 규제완화들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외국의 융기

들이 거로 일본에 진출해 오면서, 해외와의 융-자본 거래가 비약 으로 증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구조의 환과정은 ‘두 가지 공간  변화’를 가져왔다. 먼  일본 국

내외 기업 본사와 비즈니스 기능의 ‘도쿄집 상’이다. 당시 한 계약과 정보량에 

7)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선진 5개국(미국, 일본, 서독, 국, 랑스) 재무장  회의에서 이루
어진 달러고(高) 시정을 한 합의. 발표 날에 1달러 240엔 정도 던 엔-달러환율상장은 같은 해 연말에 200엔에 이르
는 수 이 되어, 1988년 에는 120엔 까지로 엔화 강세-달러 약세가 진행되었다. 라자합의와 함께 일본의 다국 기
업화가 진행되었다. 1985년 세계최 의 순채권국이 되는 등 자본수출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1984년 5월 『일미엔‧달러
원회보고』를 기 으로 융의 자유화‧국제화가 진 되어, 환율‧증권‧자  등을 24시간, 세계의 주요 융시장에서 거래하는 
융 역에서 로벌화 확 를 한 국제 융정보도시를 목표로 차례로 규제완화가 행해지게 된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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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려면. 경제  지배력을 가진 도쿄에서 시간소비가 이었다(Waley, 1991:8-9). 도

쿄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기업을 향한 의사결정, 융자본, 국가무역, 교육, 그리고 미디어

산업까지 일본의 국민생활  역에 지배력을 가졌다. 마치 에도시  도쿠가와막부(徳川

)가 행했던 ’참근교 (参勤交代: alternate attendance)'8) 제도가 다시 도래했다고 비

유될 정도 다(Hatta and Tabuchi, 1995:86). 이처럼 1980년  일본의 도시변동을 추동했

던 요한 요인이 바로 ‘도쿄일극집 ’인 것에는 폭넓은 학문  동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Sorensen, 2002:258). 

둘째, 도쿄를 시작으로 국 인 ‘도시재개발 투기’가 발되었다는 이다. 1986년 4월, 

일본은행 총재 마에가와 하루오( 川 雄)를 좌장으로 구성된 국제 조를 한 ‘경제구조

조정연구회’(수상의 사  자문기 )에서는 「마에가와 리포트」를 제출했다. 정부도 4월 도시

재개발을 큰 축으로 하는 ‘경제구조조정추진요강’을 결정하고 8월에는 ‘추진본부’마  설치

했다. 일본은행은 2.5% 내외의 공정보합( 定步 , official bank rate)9)을 계속 유지하며, 

국내 경기를 회복시켜 나갔다. 해외자본도 일본 국내 증권·부동산시장에 투자했고, 일본 역

사상 례가 없는 ‘자산버블’로 발 했다. 자본시장에서 자  조달 원천을 구하던 기업들은 

출비용의 상승으로, 차 주식시장의 역학과 지배구조로 편입되어갔다. 이처럼 1980년  

후반 불과 수년 만에 부동산 투기를 발하는 ‘ 융버블’은 국 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응하고자 스즈키 도정은 1986년에서 세계도시 도쿄를 내걸고 ‘제2차 

도쿄도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앙정부의 ‘국토심의회계계획부회’도 1986년 12월 1일 ‘도시

문제소 원회’의 토의와 ‘국토정책간담회’의 의견을 수용한 ‘조사심의경과보고’를 발표했다. 

그런데 기존의 정책목표(균형발 )에서 완 히 방향 환된, 이른바 ‘4 총’은 ‘세계도시화’

(경제 로벌센터화)를 목표로, 도쿄개조를 한 ‘유연한 공간’을 창출해 나갔다. 4 총 이후 

2000년까지 국토기반 투자액은 토지 가격을 빼고도 1천조 엔에 육박한 규모의 국 인 

재개발로 확 되어갔다.10) 정부․자민당의 ‘열도개조형 도시개발노선’은 정‧재계에 해, 실

질 인 압력(특히, JAPIC의 도시개발 원회)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앙정부와 자치체의 공공투자는 약 500조엔 규모 다. 공공투자는 지방에 으로 

배분해서, 도시권에는 민간활력을 도입한다고 규정했다. 과거 ‘정부’가 공공사업의 가이

드라인과 정책을 수립했던 것과는 달리, 80년  민활노선은 ‘ ·민이 력하는 형태’로 각

8) 에도막부 다이묘( )통제책 의 하나로 모든 다이묘들이 에도와 자신의 지에 1년 교 로 거주시켰던 것으로 1635
년 무가제법도(武家諸法 ) 개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엄청난 거리를 왕복하는 교통·운반과 에도 택을 유지하는 경비는 
다이묘재정을 압박하면서 상당한 통제책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반면, 교통의 발달과 문화의 국 인 교류를 진하는 등 
각 방면에 엄청난 향을 미치면서 에도의 심성을 강화했던 제도라고 평가된다(竹 , 2000).

9) 일본 앙은행이 융기 에 출할 때에 용되는 기 리로서 단기 융시장의 리 상한의 역할을 부과했다. 1994
년까지 경기의 조정을 정책 리 던 공정보합의 조정에 의해 실시해 왔다. 1994년에 융 자유화에 의해 공정보합과 

리와의 직 인 연동성은 상실되면서, 정책 리는 공정보합에서 단기 융시장을 표하는 리인 ‘무보증 콜 리’(
担保コール翌日 金 , uncollateralized overnight call rate, 혹은 担保コールO/N )로 변경되었다. 2006년에 일본은
행은 그 명칭을 ‘기 할인율  기 부이율’로 변경했다. 출처 [マネー  m-Words] http://m-words.jp/

10) 1980년  도쿄일극집 을 시정하는 ‘다극분산형 국토의 형성’을 기본이념으로서 한 ‘제4차 국총합개발계획’(이하, 
‘4 총(四 総)’, 1986-2000년)이 책정되었다. 과거 ‘3 총’에서 도쿄 등 거 도시의 ‘한계성’을 역설했으나, 4 총에서는 
‘도쿄는 이제야말로 일본인 모두의 공유재산이 되었다’는 역설 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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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경제동우회,11) 의회 등 련 기업들과 해외에서까지 제안이 몰려들었다. 특히, 련 

분야(개발, 융, 개발, 부동산 등) 민간 기업들의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작성된 개발제안

서들이 경쟁 으로 발행되게 되었다.12) 

그런데 이러한 민활방식은 행정개 ·작은 정부론(주택․도시정비공단의 축소․민 화)에 기

반을 두고 있었다. 이에 무원칙 인 규제완화방식이나 안이하게 국공유지를 취 한다는 비

 의견들도 다수 제기되게 되었다. 구체 으로 민활법이 용된 규모 로젝트만 해

도, 간사이(関 ) 국제공항, 도쿄만 횡단도로 등 44개에 이르 다. 1985년 개최된 고베유니

버시아드 회는 ‘자원 사’나 ‘민활’의 회라 불리곤 하는데, 거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와 

지역활성화라는 테마가 하나의 틀이 결합된 회 다. 당시 고베시장은 도시 만들기와 이

벤트를 [인용]과 같이 언 하고 있다( , 2006:23; 宗 , 2002:50 재인용). 

[인용] 고베시장: “일본형 이벤트의 특징들  하나는 이벤트를 하나의 계기·목표로서 사고해, 
도시시설의 정비, 도시환경의 개선을 꾀하려고 하는 정책지향성이 강하다는 것이다…일본의 낮은 
도시시설의 수 이나 사회자본의 부족은 이벤트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과하게 되었다…뉴타운 건설
과 한 세트의 생활환경정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종합 으로 시행되는 진제라 할 수 있다…도시
만들기의 시 에서 볼 때, 이번 유니버시아드는 단지 체육시설의 정비에 그치지 않고, 뉴타운만들
기(강조 필자)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宮 辰雄, 1984:8-10).

요컨 , 오이타 ( )　히라마츠( 守 , 1990) 지사의 ‘지방 활( 方官 )·도쿄민활

( 京 )’이란 표 처럼, 지지율 하락을 고심하던 80년  반 자민당은 도쿄재개발이라

는 유인정책이 실했던 상황이었다( , 1995). 실제로 지방도시의 민소득은 낮더라

도 축률이 높은 반면, 도쿄는 소득과 지출이 높아 지방의 자 을 모두 흡수해 버리는 구

조 다. 즉, 도쿄의 개발사업이 이자가 붙는 민활방식으로 진행되면, 거기서 약된 공공사

업비를 다시 지방개발에 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도쿄-지방’ 간의 교환은 국 인 버블

형 공공사업의 메커니즘이 바로 1980년  방식이었다. 도시기반은 ‘공공의 수단’이나, 건축

물은 ‘민간자본의 방식’(시가지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정비방식으로 진행된 이익추구 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1990년   버블이 붕괴되면서, 많은 한계들을 노

출시켰다. 결과 으로 1980년  버블형 재개발은 1968년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이래 지속

되던 계획노선을 역류하는 ‘반계획의 시 ’로 비 받게 되었다(石 , 2004:272). 

11) 공익재단법인 경제동우회(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는 일본의 기업경 자 단체로서, 일본경제단
체연합회(흔히 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경제3단체  하나이다. 1946년 4월에 제2차  이후 일본경제의 부흥
을 목표로 은 경 자들의 모임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경제직능인으로서 일본경제에 기여하기 해, 정치색을 띠지 않
는 입장이었다. 회원도 모두 개인으로, 활용내용은 경 자상호의 의견교환과 친목을 목표로 경 자 클럽 인 면도 있으
나, 회합을 시하는 것은 경제직능인으로서 경 자 이데올로기의 구축, 국민경제  입장에서 경제문제에 한 의견과 제
언을 표명하는 등 향력이 매우 크다. 이데올로기나 제언의 내용도 재개에서는 진보 인 것이 많다고 하나, 최근 회원의 
연령구성이 높아지면서 동우회의 본래 통이 약화되었다는 비 도 있다. [日 科 書( 学 ), 執 ：森 三 ]. 

12) 이 당시 재계는 경제동우회(민간활력에 도시개발의 효과  진), 건설업 회(민간활력의 활용방책), 도시개발 회(도
시개발 등에의 민간활력의 도입), 부동산 회(공공  사업분야에 한 민간활력 도입방책), 자민당에서는 7월에 정책조사
회에 ‘민간활력도입특별조사회’를 설치해, ‘(빌딩의 고층화에 얽힌) 공 권( 中 )문제에 한 원회’, ‘ 로젝트에 련
된 원회’, ‘첨단산업 등 지방개발에 련된 원회’를 만들어, 도시재개발과 련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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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도시의 경 : 고층화(복합화)·정보화‧스타 건축가

1980년  산업재구조화 속에서 진행된 도쿄의 격한 경  변화는 정보화와 고층화(복

합화), 그리고 유명 건축가들의 기용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세계도시의 경 ’을 지향했

던 과정이었다. 과거 1926년 동 지진에 의해 괴멸 인 피해를 입었기에, 도쿄의 고층화

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1961년 건축기 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정가구제도’와 1963년 ‘용

지구제’에 의해, 비로소 고층빌딩의 건축이 법 으로 가능해졌다. 최  고층 빌딩은 

1968년 ‘미츠이·가스미가세키(三井 が関) 빌딩’으로 당시 큰 화제가 되었다.13) 1980년  

버블경제기에 들어서야, 이후 제4차 총(1985-2000년) 시기에 도쿄23구 사무실 면 이 

1,800ha가 증가할 것이라는 측이 나왔다. 이처럼 2012년 재 도쿄 고층빌딩군(특히, 수

변공간)은 부분 1980년  후반 버블경제기 형 재개발 로젝트의 결과 던 것이다. 

신주쿠 서쪽 출구 ‘부도심 건설’이야말로 80년  고층화의 상징  로젝트 다. 과거 

마루노우치(丸の ) 도청사(이후 ‘도쿄국제포럼’( 시‧공연장·국제회의장) 건설됨)는 1970년

에 이미 비좁은 건물과 노후화로 인해 업무건물들도 분산되어 있었다. 스즈키 지사는 도

청의 신주쿠 이 계획을 강력히 추진했다. 1985년 9월 도의회에서 “도청의 치를 정하는 

조례”가 가결되어, 10월 말에는 지명 설계 경기 참가자가 결정되었다. 1986년 4월 단게 겐

조(구조설계 무토 기요시(武藤 ))의 설계안이 채택, 1988년 4월 착공해 1990년 12월 완성

되었다(신주쿠 크타워 빌딩도 단게의 설계). 1991년 4월 개시한 새 청사는 제1본청사(4호

지), 제2본청사(1호지), 도의회의사당(5호지) 세 동으로 구성되었다. 버블경제가 한창이던 

1988년 착공되어, 버블붕괴 이후 공되었다. 당시에는 ‘바벨탑’, ‘버블의 탑’ 등 투입된 세

(1,569억 엔) 때문에, ‘텍스타워(Tax Tower)’라는 거센 비난과 아유를 받기도 했다.14)

물론 고층화와 라이 스타일과 련되어 이른바 ‘문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의 성공  모

델’로 평가받는 ‘모리빌딩(森ビル)’의 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민간에 의한 도시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최 의 규모의 복합빌딩(지상 37층, 지하 4층)으로서, 1986년 ‘아크

힐즈(Arch Hills, 뉴욕의 트럼  타워(Trump Tower)처럼)’가 완성되었다(Sassen, 

1991:275), 그러나 주변지역과 잘 융합되지 못하면서, 모리빌딩의 개발방식 자체가 여론의 

비난을 받는 등 재개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 롯본기6쵸메(

6丁目, 약 11ha) 재개발은 무려 17년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  7년간은 토지소유자들(3

백여명)을 설득해 개발의 택지 경계를 확정하는 데에 소요되었다. 이후 ‘직주분리’에서 ‘직

주일체’이자, ‘ 고층화와 문화도심’을 연결시킨 도시재개발의 ‘하나의 모델’로서 자리 잡게 

13) 지상36층·지하3층, 부지면  16,319㎡, 건축면  6,138㎡, 연면  153,223㎡, 높이 147m, 공기(1965년 3월~68년 4월
까지 36개월)로, 가지마( 島)건설과 미츠이(三井)건설KK가 시공했다(石 , 2004:217).

14) 단게의 후기 표작들  하나로, 제1본청사는 구조는 리 노트르담 성당, 사드는 ‘컴퓨터 칩’을 이미지화했다고 
한다. 요도바시(淀 ) 정수장 철거지 재개발로 탄생한 신주쿠 서쪽 출구 고층빌딩 거리의 서남쪽에 치하고 있다. 제
1본청사는 높이243m로 완공된 1991년 당시 이 부쿠로( 袋) 선샤인60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고층빌딩이었
으나, 이후 1993년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296m), 2007년 롯본기 미드타운타워(248m) 등 계속 높아져갔다. 그러나 도청
의 무료 망실은 여 히 국내외의 방문객들이 찾는 도쿄의 표  명소이기도 하다.



- 61 -

#1 요도바시(淀橋) 
정수장 부지(1968년)

#2 신주쿠부도심(1991년) #3 인텔리젠트빌딩의 이미지(東京
都, 1988:23)

신주쿠재개발 후(森ビル都 再 プロジェクトチーム, 2003:51)

[그림 3-2] 1980년  고층화와 정보화

되었다.15) 

한편, 공공건축의 역에서 복합화는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80년  당시 도심

구부의 지가가 비정상 으로 상승해서, 거주자들의 커뮤니티의 붕괴가 우려할 정도로 ‘

격한 인구유출’이 격했다. 만성 인 재정난의 지자체들은 한 공유지의 취득도 어렵

고, 행정개 의 요청도 겹쳤다. 시설목 이 다른 복수시설을 한 건물에 결집시키는 ‘복합건

축’이 도입되었다. 공유지를 효율 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 리의 일체화나 효

율  배치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복합화의 이 별로 없는 각기 다른 용도의 

시설들이 층 ·병렬 으로 일체화되어, 특정 부지의 토지이용을 최 화하기도 했다.

둘째, 1986년 일본 건설성은 건설, 부동산, 정보통신 등 주요 각사와 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 트 빌딩 연구 원회’를 발족시켰다. 인텔리 트 빌딩의 정의나 기능기 의 책정, 

그리고 행정상의 응을 검토한 결과, 1995년까지 10년 동안 30조엔 규모의 시장이라는 

측마  나왔다.16) 인텔리 트 빌딩이란 건물 체를 모니터 등을 통해 리하고, 자화

된 시스템(ID카드, CATV, fax, 화상회의 등)을 통해 오피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

다.17) 정보화란 원래 분산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 로 ‘다른 사람보다 먼 ’ 요한 정보를 

입수할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면  의사소통이 오히려 요해졌다. 그 결과 다국  기업

들뿐만 아니라, 지방기업들마  도쿄 진출이 많아진 것은 정보화가 낳은 일종의 아이러니

다. 한, 정보화의 진 은 오피스 사무원의 1인당 소요면 을 증 시켜, 오피스 자체의 

15) 국과 동남아시아에도 모리빌딩의 도심개발 아이디어를 활용한 건물군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데, 표 으로는 
2008년 上 環 金融中心(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2008년 行 (Hang Seng Bank Tower), 1996년 
련( )의 오피스빌딩(森 ) 등이 있다(森 , 2004:238-243).

16) ‘인텔리 트 콤 스 추진 의회’에서 지역개발구상인 ‘인텔리 트 시티 구상(86년 22지역, 87년 14지역, 88년 15지
역)’을 추진해 정책화했는데, 당시 인텔리 트 빌딩은 수도권에 65%, 그  도쿄23구가 44%를 차지했다. 

17) 인텔리 트빌딩이란 용어는 1984년 미국 코네티컷州 하트포트에 UTBS(United Technology Building System) 가 
건설한 시티 이스(City Place)에서 입주자 모집을 한 PR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텔 커뮤니 이션(통신)과 사
무자동화(OA. Office Automation), BA(Building Automation)기능뿐만 아니라, 빌딩 리, 보안시스템, 에 지 약 기능을 
일원 으로 리-운 하는 빌딩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고도정보화시 에 맞춰 OA기구의 설치를 제로 쾌 한 
집무환경과 자기구 작동환경의 확보를 목 으로 이 창, 이동 가능한 티션 등 기능 인 공간배치와 자동제어 시스템
에 의한 공간, 정비, 방재 리 등을 배려한 건물로 정의해 사용된다( 京都, 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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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 트화나 어메니티화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어메니티 문화를 추구하는 상들 의 하나가 바로 ‘건축설계’의 역이었다. 도

쿄를 심으로 형 재개발, 규모 오피스 빌딩이나 고층주택 설계 등에는 국내외의 ‘스

타( 랜드) 건축가’(starchitect)를 기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스타  외국 건축가들의 기

용은 버블경기의 엔고( 高) 메리트  하나 지만, 일본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을 수

용한 것이기도 했다[표 3-1]. 수도권의 지가폭등으로 말미암아 건설비의 부분을 ‘토지 가

격’이 차지했기 때문에, 설계에 돌릴 비용이 충분하지만은 않았다. 변하는 도쿄에서는 화

제가 된 건축도 곧 잊히거나, 불과 몇 년 뒤에 철거될 험도 높았다. 일부 외국건축설계

자 에서는 지방도시까지 이동하는 경우들도 등장했던 것도 버블기의 특징이었다.18) 

이름 건축가/출신국가 개 요

랜드마크타워(미츠비
시 부동산)

휴 스터빈스(Hugh 
Stubbins Jr.)/미국

요코하마MM21 지구의 상징으로서 25가에 건설, 높이 296m, 70층 
빌딩,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등 1993년 4월 완공.

요코하마 포트사이
드지구 고층주택
(주택도시정비공단)

마이클 
그 이 스(Michael 
Graves)/미국

요코하마역 하가시구치(東口) 재개발지구 주택도시정비공단 27층 
고층주택, 그 이 스는 포스트 모더니즘 표  건축가

아즈마바시( 妻橋)
홀(아사히맥주)

필립 스탁(Philippe 
Starck)/ 랑스

아사히맥주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 스미다구 아즈마바시 에 있
던 비어홀을 개축, 1989년 11월 완공

센트리 타워(센트리 
토지건물주식회사, 
1991년)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국

분쿄구 혼고(文京 ・本郷) 트 타워 오피스빌딩, 포스터는 홍콩상
하이은행 설계자, 1991년 3월 완공

도큐(東 ) 문화
(도쿄덴테츠(電 ))

장 미셸 빌모트(Jean 
Michel 
Wilmotte)/ 랑스

도큐(東 )그룹이 시부야( 谷)의 문화발신기지화를 목표로 건설한 
콘서트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 1989년 9월 완공

선필드 골 클럽(히
노(日野)기획）

 베이 
요르겐센(Flemming 
Bay-Jørgensen)/덴
마크

군마  후지오카시(群馬 ・藤 ) 골 장에 만든 클럽하우스, 
1989년 8월 완공

에이신가쿠인(盈 学
) 히가시노(東野) 

고등학교(1985년)

크리스토퍼 
알 산더(Christoper 
Alexander)/미국

사이타마  이루마시(埼玉 ·入間 ) 소재한 고교, 미국인이 설계했
으나 교사( )는 기와를 이은 2층 건설로서 인공연못에는 홍 다
리도 놓임, 1985년 완공

*출처: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작성, 牧野 ·三菱総 所(1991:64)를 바탕으로 필자가 보충함.

[표 3-1] 외국인 건축가에 의한 수도권의 주요 건축물(미완성도 포함)

  

1985-91년까지 도시권의 지가는 거의 3배가 되어, 어떤 곳은 수십 배에 이르는 비정상

인 지가상승마  발생했다. 토지 담보가치의 격한 상승은 건축에도 향을 미쳤다. 당시 

리 정책으로 과잉된 융기 의 자 은 민간섹터 융자로 향했다. 그 결과, 토지 소

유자에게 빌려  ‘ 먼 돈(アブク )’이 부동산 투자로 향했던 것이다. 버블경제기에 건설

비의 인 이션도 있었으나, 란상태 던 지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미미한 것이었다. 특

히, 토지에 한 융자인 ‘연간이자’와 ‘건설비’가 거의 동일한 액이 되는 비정상 인 사태

가 자주 발생했다. 만약 개발 로젝트가 시작한 후 완성할 때까지 기간이 1년일 때, 그 

사이 출에 한 리부담액으로 건물이 통째로 1동 세워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 다. 

18) 표 으로 나이젤 코츠(Nigel Coates, N.)는 삿포로( ) ‘노아의 방주’, 오타루( )의 오타루 호텔, 이탈리아의 알
더 롯시(Aldo Rossi)에 의한 후쿠오카( )의 ‘호텔 일 라 (Hotel Il Palazzo)’ 등이다. 국에서는 건축설계자 돈벌이
를 해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나이젤 코츠 효과’(Nigel Coates effect)라 야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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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허구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게 된 이 도시가 ‘머니게임’에 유린되었다. 그 끝에 낳지 않
으면 안 되는 ‘도깨비’처럼, 숙명 지워진 건물의 선과 창녀와 장난치듯이 즐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도 허구 안에서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시 을 
구성해 처해야만 할 것인가(磯 新, 1991:180;日埜直 , 2003 재인용).”

80년 와 일정한 거리를 두던 메타볼리스트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 新)의 언 [인

용]은 80년  버블의 굴 한 맥락에서 당시 건축가가 직면한 상황을 표 한 것이다. 버블

기에는 시간을 들여 설계를 가다듬어 건축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도, 단 으로 공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요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공기 단축이 어도 클라이언트의 

명목상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던 시기 다. 즉, 섬세한 노력과 모색을 더하

기 해 시간을 들여 건축을 만들어내던 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단번에 기세를 부려 재

주로 만들어낸 건축이 바람직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버블경제기의 건축 분 기’ 던 것

이다. 물론 조잡한 건축물의 증가를 단순히 버블경제와 직  연결시킬 수만은 없다. 그러

나 당시 건축가가 매우 모순 인 치 음을 짐작할 수 있는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재개발 로젝트의 거 화와 랜드 건축가의 계를 건축의 순환과정을 살펴보면, 

한 부지를 매수하기 해서는 막 한 비용이 들어간다. 공사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보상

하기 해서는, 재차 자 을 투입할 필요가 발생한다. 결국 고액의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해서는, 행정당국에게 규제완화를 요구해야 한다. 한, 그 장소에 통상 인 연면 을 상

회하는 고 도나 고층의 건축물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부지의 거 화에 따라서 

로젝트 체의 입체  규모는 몇 배로 거 화될 수밖에 없는 순환 고리를 갖게 된다. 이

처럼 ‘도시의 거 화’란 개발이 실질 으로 필요한 자 획득의 수법으로 변질되게 된다. 

로젝트를 증권으로 분할해서 투자가를 모집하는 방법 등처럼, 자 조달의 테크놀로지는 

1980년  이후 비약 으로 발달해 나가게 되었다(隈 ･ 野 美, 2008:21-22).

요컨 , 로벌 자본이나 미디어와 하게 결부된 ‘스타 건축가’의 유명성 자체는 도시

에 가져오는 경제 ‧사회  향, 정치  결정권이나 책임소재의 추구 등은 요한 테마로 

떠오르는 것이 이 시 의 특징이었다. 건축가의 유명성 자체가 생산자/ 개자/수용자를 통

해 구축, 유지, 소비되는 과정과 결합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스타 건축가의 존립 양태가 건

축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이해 계 하에 있다는 을 문제제기해야 한다. 미디어에 

의해서 소비되는 ‘건축 리즘’을 통해, 스타 건축가가 산출되는 건축의 ‘문화자본화’는 

속히 진행되어갔다( , 2006:70-1). 역설 으로 거 한 로젝트는 건축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 한 자본의 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던 시 다. 도시나 건축의 계획

을 둘러싼 환경에서, 건축가는 이제 더 이상 ‘단일한 정치  주체’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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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시기 매각물건 소재지 면 (㎡) 낙찰가격
(억엔)

낙찰가격
(1㎡당, 만엔)

주변공시지가
(1㎡당, 만엔)

1984-03-14 시가나와(品川)역 화물부지 시나가와
·미나토구(品川· )

46,044 1,011.50 220 52

1985-08-08 (紀尾井町)사 연
지

치요다구( 代 ) 6,786 575 847 310

1986-03-06 구단(九段)구철 사부지 치요다구( 代 ) 575 62.6 1,089 228

1986-12-01 롯본기(六本木)임야청 사
부지

미나토구( ) 11,600 882 760 320

1987-02-04 에 지마(越中島) 내용지 고토구( 東 ) 6,237 203.8 327 54.5

1987-03-03 다 타(田端)철도병원 지 기타구( ) 5,802 339.6 585 90

1987-03-06 가마타(蒲田)역 지 오타구( ) 4,822 656.5 1,362 862

1987-03-06 리(大森)역 지 시나가와구(品川 ) 1,124 102.2 909 205

[표 3-2] 국공유지 매각 지가와 주변 공시지가( 藤美紀 , 1991:268)

3) ‘지가상승’과 ‘도심공동화’: 유휴지 개발과 부동산의 증권화

제조업 심의 산업사회에서 도쿄도심은 정 기계와 부품 생산 등과 련된 크고 작은 

공장들이 집 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생산기지의 해외이 이 가속화와 

함께 ‘지식-서비스경제’로 이행하면서, 도심의 주간인구 증가 폭은 잠시 감소하게 된다. 소

자고령화에 의한 소득 노년층을 비롯해, 주택-공장 혼재 지구, 도시마구(豊島 ), 나카노

구(中野 ) 등 목조 임 주택 집지구나 외국인 거류지구(집합주택) 등은 1980년  도시재

개발의 상으로 부각되었다.19) 그런데 도쿄 도시권역은 1980년 에도 인구증 가 계속

되었고, 도쿄23구의 고용과 GDP는 80년  말까지도 확 되었다( , 2005:116). 

그런데 주목할 은 일본  특유의 주택상황과 인구구조의 문제가 공간 으로 공존했다. 

즉, 도심 심부의 지가는 상승하나, 주변부는 공동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

쿄의 공간  해결책은 로벌한 리기능의 도심부로의 집 , 국내 리기능의 선별과 선

택  집 , 그리고 지역 리기능의 외부이 으로 응해갔다( 志, 1994:190). 도쿄도

심의 ‘지가상승’과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한 민활론은 더욱 확 되었다. 즉, 새로운 

‘유휴지 개발’ 로젝트는 ‘부동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와 결합되어 확 되어갔다. 

나카소네 수상의 ‘민활정책에는 1984년 2월에 국의 국유지 163건과 이 의 국철부지 

10건이 채택되고, 10월에는 도쿄도내의 12개소가 추가되면서 부동산은 더욱 과열되었다. 

이에 민간 개발자들조차도 나카소네 수상에게 계획 인 재개발을 통해,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유지 할이 다수의 성청에 걸쳐 있었기에, 일 으로 

계획 인 개발이 곤란해지면서 나카소네 수상은 오히려 소극 인 태도를 보 다. 이처럼 

충분한 계획이나 조정 없이, 국유지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면서 지가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실제로 국유지는 주변의 공시지가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에 낙찰되곤 했다[표 3-2]. 

19) 1970년  이후  도쿄의 도심3구(都心3 , 치요다구( 代 ), 쥬오구(中 ), 미나토구( )를 말하며, 신주쿠구(新
宿 )、시부야구( 谷 )를 더해서 도심5구라 함)나 야마노테선( 線) 안쪽, 오사카( 阪) 도심3구, 고베( )의 도심4구 
등에서 야간인구가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자 거주 인구가 증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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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蔵 )에 따르면, 88년 말까지에 국유지 113개소, 추가분 12개소 가운데 4개소, 

합계 160ha가운데 80ha가 처분되었다.20) 결국 1987년 임시행정개 심의회가 이 의 심의

회를 이어받아, 같은 해 7월에 정부는 지가 등 토지 책에 한 의견을 요청하는 토지 책

검토 원회(흔히 ‘토지임조( 臨調)’)를 설치했다.　‘토지임조’란 1987년 임시행정개 추진

심의회에 ‘지가 등 토지 책’에 한 자문 결과, 10월 12일 심의회는 ‘당면의 지가 등 토지

책에 한 답신’과 10월 16일 ‘긴 토지 책요강’이 각의결정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가상승의 원인으로 오피스 실수요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부동산업자 등의 토

지구입이 재테크나 세 책 등으로 이용되는 이 문제로 지 되었다. 지가폭등은 토지수

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므로, 수용의 분산과 공 의 확 로 토지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침을 제시했다.21) 토지 책의 원 인 ‘토지의 헌법’이라 불리는 토지기본법(1989년)도 성

립되었으나, 80년  개발 러시라는 지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특히, 국철( 재 JR)의 

방 한 채무의 상황을 해, 매각과 불하 형태로 도시재개발은 가속화되었다. 

일본은 미국이나 국보다는 조  뒤늦게 ‘부동산 증권화’가 진행되어갔다.22) 과거 자산

으로서 토지를 보유하는 것은 일본의 법인세제 상의 장 이 많았다. 일본의 기업들은 이익

을 내어 주주나 종업원에게 배분하기보다는, 토지의 취득에 힘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했다. 

제1차 오일쇼크 인 1970년부터 지가폭등이 본격화되기 직 인 1985년까지 15년 동안의 

명목GNP의 연평균성장률은 10.3%이다. 같은 기간의 국 시가지가지수( 街 )의 

연평균성장률은 7.5%로서 명목GNP의 성장률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1985년 이후의 명목

GNP성장률이 연평균 6-7%와 비교해서, 도쿄권의 주택지  상업지 지가는 5-6년 사이에 

연율 20-25%까지 등했다. 즉, 토지가 ‘담보’라는 토지본 제( )가 최고조 던 

1980년 는 토지가 돈을 무한 로 흡수하는 ‘블랙홀화’가 한층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지가상승으로 인해 나타난 공간  변화가 바로 ‘백오피스(Back-Office)’ 상이었

다. 지가폭등은 기업의 유휴지 활용의 방아쇠가 되었는데, 도쿄로의 일극집 과 더불어 지

가폭등이 기업입지의 변화를 유발시켰다(이정훈, 1999). 도심에 치한 기업 가운데에는 본

사의 특정부문을 도쿄 밖으로 옮겨, 도심의 오피스를 감량화해 나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

서 기업들은 남은 공간을 다른 기업에 임 해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즉, 기업들은 생

산부문을 입지비용이 싼 지방으로 이 한 뒤, 그 자리에 새로운 오피스 빌딩을 건설해갔

20) 건설성 주택국 조사에서는 도구부에 1ha이상의 국-공유지가 1,380ha(스미다구 면 (1,382ha)에 필 )이며, 만일에 
일률 으로 용 률 400%로 재개발하는 경우, 단순계산으로 5,520ha, 즉 가스미가세키빌딩 333동분에 해당된다.

21)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양  한정-이동 불가능성” 등의 을 감안해, 시장 메커니즘에 하여 공  개입이 불가
결함에 해 5원칙을 제시했다. 1) 토지 소유에는 이용의 책무가 따른다, 2)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는 공공의 복지가 우선
한다, 3) 토지 이용은 계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
다, 5) 토지의 이용과 수익에 맞게 사회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구체 으로는 ‘국철청산사업단’이 개발한 a)부동산 환 부 방식(부동산의 공유지분권( 權)으로 환하는 
약권(豫 權)이 있는 장기 리차입)으로, 이 방식은 오사카( 阪)의 니시우메다( )나 신주쿠(新宿) 앙병원 등 간규
모의 토지에 용되었다. b)주식 환 약권부 사업단채( 換豫 權付事 債) 방식(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
사의 주식으로 환한다는 약권이 있는 리의 사업단채 발행)이 그것이다. 시오도메( ) 등 자산가치가 매우 높고 국
가  사업이 될 만한 로젝트처럼, 일본에서 부동산의 증권화 상은 이 시기에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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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도쿄의 높은 오피스 수요에 응해 개는 용 률을 가득 채운 ‘고층 인텔리 트 

빌딩’이 주로 건설되었다. 결과 으로 수익률이 낮은 ‘생산시설’ 신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 외자계 융기  등처럼 ‘지가 부담력이 큰 기업들’이 도심을 촘촘하게 채워나갔다.23)

이미 부동산회사 등의 개발업자들은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의 토지활용사업만으로는 그

들 스스로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표 토지를 소유한 기업에 해 극

인 근을 시작했다. 토지신탁이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방법도 등장해서, 기업으로서는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임해부의 공장자리’( 재의 조업용지도 포함)뿐만 아니라, 내륙의 공장용지에도 다양

한 재개발 구상이 진행되었다. 오피스를 심으로 아 트, 쇼핑센터, 호텔 등의 고층복합시

설의 건설이 ‘기업보유용지의 재활용’ 형태로 도쿄 각지에서 추진되었다. 1980년  왕성한 

오피스 수요로 인해 도심의 인 지구까지 오피스 입지 면 은 차로 확 일로 다.24)

그런데 이러한 오피스 부족은 융 자유화와 국제화에 의한 외국기업의 진출과 정보화

의 진 뿐만 아니라, 도쿄의 기업 추업무기능의 집  등은 이른바 ‘산업 재구조화’에 따

른 결과 다.25) 오피스 수  부족이 임 료의 폭등을 래했고, 도심부의 빌딩 사업용지의 

매 을 유발했다. 토지의 붐이  다른 붐을 부르는 형태처럼, 매차익을 노린 가수요는 

증폭했다. 도심부의 지가폭등뿐만 아니라, 토지매각자의 환지 상이 된 주변부의 고 주택

지 등도 차로 상승했다. 도쿄 도심의 경우, 버블경제 5년 사이 지가상승은 거의 3-4배의 

수 이었다. 이처럼 도쿄 도심에서 시작된 비정상 인 지가폭등은 차 국 으로 되

어 ‘사회문제’로까지 번져갔다. 

1980년  일본경제의 국제화, 정보화, 서비스화 등 사회  구조 환과 머니게임(money 

game)에 한 의존이 복합되어 생긴 이른바 ‘지가폭등’이었다. 즉, 리의 상승, 주식시장

의 폭 반란, 새 토지세제를 포함한 지가 책 등으로 지가폭등 요인의 버블 형성 부분은 

1990년  차 소멸되어갔다. 장기 , 거시 인 지가의 움직임은 명목 GNP의 움직임과 

한 계를 가진다. 1985년 이후로 속히 증가한 오피스 착공은 1988년에는 517ha로서 

역  최고를 기록했다. 1980년 후에는 200ha를 돌던 것을 생각한다면, 착공면 이 2.5

배를 과하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증가 다. 도쿄 도심에서 왕성한 ‘오피스 수요=국제 

23) 기업보유용지의 고도활용을 부추긴 것은 정부가 추진한 ‘토지보유에 한 과세 움직임’이었다. 도쿄도의 조사에 의하
면, 1988년 재 도내의 미이용지 면 은 ( )공업지역 9,500ha의 5%에 해당하는 500ha 가량, 공업지역 1,330ha의 
8% 가량에 해당하는 100ha 가량, 공업 용지역 1,170ha의 30%에 해당하는 약 350ha으로 합계 950ha에 이른다.

24) 도심오피스가에 인 한 간다( ), 오차노미즈(お の )에서는 소규모의 인쇄공장이나 상 이 문을 닫고, 소규모
의 오피스가 숲을 이루게 되었다. 한, 하마마츠쵸( )의 도시바( ), 도쿄가스, 는 오사키( ) 역 의 재개발, 
최근에는 다마치( )의 닛폰덴키(日 電 , NEC) 등 JR(Japan Railway Companies), 지하철역 근처로의 입지 다. 90년
에는 도쿄 임해부 개발을 비롯하여, 삿포로맥주 에비스( 比寿) 공장터, 텐노즈( 州) 베이 시티 구상, 국철청산사업단 

시오도메( ) 화물역 부지 등 많은 계획들이 진척되었다. 국토청 조사는 형 로젝트에 따른 공 은 사업화가 측되
는 것만도 1,750ha(도쿄 임해부 주변의 개발 로젝트들(1,500ha) 미포함)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25) 1985년 4월 시 에서 도쿄도심의 오피스 공실률은 0.2%까지 하락했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8%정도와 비교해서 비정
상 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오피스 부족이 심각했다. 마루노우치(丸の )의 본가( 家)라 불리는 미츠비시지소(三菱 )의 
경우, 입주 기 기업리스트만으로도 형빌딩 몇 동분이 넘는다는 이야기마  흘러 나왔다. 마루노우치 등 일본의 근  
도시계획이 가진 이  특징에 한 자세한 내용은 김백 (200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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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역 주변 시오도메( ) 주변 임해부(10·13호지) 주변

지역의 특성

국철(JR）본사, 
야에스(八重 ) 출구(국제
회 ) 등, 

미츠비시지소(三菱 所), 오
테마치( 手 ), 마루노우치
(丸の内), 야에스(八重 ) 주
변 빌딩

1986년 국철 화물역 폐지, 
1872년 일본 최  철도 개
설(요코하마~신바시역 기
이 개설됨, 도쿄의 이 
됨), 1914년 도쿄역 완성 이
후 기  변경, 이후 화물
용역)

하루미( )와 시바우라(
) 사이에 도쿄도와 민간기

업의 토지로서 13호지1과 
오이( 井)부두 상업문화존, 
아리아 (有 ) 등

개발 규모

개발면  10ha, 빌딩연면  
100ha, 가스미가세키빌딩 7
동분, 200m  고층빌딩60
동

개발면  17ha, 빌딩연면  
80ha, 가스미가세키빌딩 5동
분

임해부 지역 공 가능 연면
 1,200ha, 가스미가세키빌

딩 80동분

개발의 특징
1988년 1월 19일 ‘마루노우
치 맨해튼 계획’(용 률 
2,000% 발표)26)

국공유지 활용 모델 로젝
트(투기성 지가 상승)

도유지+민유지(일부), 제3섹
터방식(민간자본 활용)

개발의 난
효과 미비, 폭등하는 지가와 
하수·교통 처리, 도쿄역 재건 
문제

자기폭등, 도로용지(환상 2
호선) 수용의 문제

규모 개발(개발자 , 개발
의 청사진 등)과 막 한 인
라 건설비 등

2012년 재
2000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개발 완료

95년 재개발 시작 이후 완료
(시오도메 시오사이드
(siosite))+일부 진행

1990년  반 도시인 라 
완성 이후 진행 

[표 3-3] 도쿄민활 로젝트 세 지역(작성 필자)

융도시’로서의 기능 확 나 정보화의 진  등을 배경으로, 정치-경제의 도쿄일극집 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민간활력도입특별조사회(아마노 코세이( 野 ) 원장)’는 민

화와 도시재개발 로젝트들을 결합시켜 나갔다. 1986년 4월에 ‘민간활력도입 로젝트 추

진에 해서 긴 제언’에 의해, 도쿄의 민활 로젝트 세 지역이 발표되었다[표 3-3]. 

그런데 시오도메 화물역 부지는 국철재건을 한 매각 등으로 인해, 1평 1억엔은 할 것

이라는 억측마  나오면서 오피스빌딩의 수지타산에 한 의문이 일었다. 게다가 도라노몬

( ノ門)-신바시역(新 駅) 방면까지는 부지의 정 앙을 통과해 츠기시마( 島)로 통하는 

‘환상2호선’의 재건이 필요했다.27) 한, 도심의 핵심지역인 도쿄역과 시오도메 지역은 

은 규모에다가, 계획발표 이후 지가가 상승하는 등 개발의 난항이 상되었다. 결국 보

다 ‘안정기제(stabilizer)’로 작용할 넓은 규모의 토지로서, 도쿄만의 임해부에 해 심이 

높아졌다. 요컨 , 다심형도시구조를 제창한 도쿄도가 임해부를 ‘7번째 부도심’으로 지정하

면서, 민활 로젝트들  심의 은 자연스럽게 ‘도쿄 임해부’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26) 1987년에는 도쿄역 콘서트가 성황이어서, 같은 해 12월 12일 ‘빨간 벽돌의 도쿄역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レンガ
の 京駅を する の , 발기인 360명, 회원수 1,484명)’도 발족했다. 1988년 4월에 도쿄역 주변지구 재개발조사 원
회( 원장 야스시마 요시노스 ( 島 之 ,　도쿄  명 교수)가 보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도쿄
역 주변의 재개발은 무산되었다. 1988년  국토청으로부터 ‘ 재 토지에서 형태보 ’이라는 방향이 표명된 후, 1945년 
공습으로 손실된 돔 부분과 3층 부분의 복원을 목표로 한 운동이 지속되었다( レンガの 京駅を する の 編, 

1992). 2000년 가을 도쿄역과 JR동일본과 합의에 의해 ‘빨간 벽돌 역사’의 복원이 결정되었고, 2003년 4월에는 요문화
재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25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의 보존운동의 결실로서, 2014년 건축 100주년을 앞둔 도쿄역(1914년 
건립)은 복원  개축작업을 통해 2012년 10월 1일 공하게 되었다. [ レンガの 京駅を する の ]
 http://www.toshima.ne.jp/~akarenga/.

27) ‘환상 2호선(일명 맥아더(Macarthur, D.) 도로)’은 후 1946년 미 령군이 도쿄항 선창에서 일직선으로 도심으로 
인원을 이동하기 해, 인가 집지역에 책상 에서 선을 그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즉, 도로용지의 매수가 용이하지 않
았기에, 실제로 개발이 실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1996년 11월 지역만들기 의회 창설). 재 모리빌딩이 
도쿄도 건설국의 탁을 받아 ‘환상2호선 로젝트(II街 )’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층빌딩이
며, 빌딩 아래로 지하터 을 뚫어 도로를 내는 ‘입체도로방식’(1989년 제도 창설)을 채용한 최 의 사례이다.
[環状2号線プロジェクト] http://www.mori.co.jp/projects/kanjo-2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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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공간의 재구조화: 워터 런트의 유행

1) 거 도시 정론: 메타볼리즘‧오사카만박70‧도쿄계획1960

1960년 5월 7-16일까지 27개국에서 건축가와 디자이 들이 모여 국제교류의 장을 목표

로, 규모의 ‘세계디자인 회’(World Design Conference)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28) 횡

(3섹션: 그래픽‧산업‧환경)-국제  연결을 지향하며 일본의 디자인을 해외에 알렸던 ‘

신’을 건 이벤트 다. 이는 일본에서 ‘디자인’이 처음으로 사회 으로 인식되어, 디자이 들

이 활약하는 계기로서, 각 분야의 ‘상호 조’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활용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은 이 회의를 계기로 ‘메타볼리즘’(metabolism, 유기체  건축물)

이라는 새로운 건축운동이 결성되었다는 이다. 이들은 1920년  근 건축회의(CIAM)29)

를 획일  기능주의라 비 하면서, 후 경제성장으로 팽창해가는 도시와 사회에 응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메타볼리즘/1960』(부제: ‘새로운 도시론의 제안’)을 출 하고, 

“건축과 도시는 닫힌 기계여서는 안 되며, 신진 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유기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축운동이념을 제시했다. “도래할 시 가 인간의 권  있는 생활의 확립을 

해서 보다 한층 더 강력한 인간의 상상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디자이 에 부과된 책임이 한 것을 자각한다”는 ‘도쿄선언’이 채택되었다. 

시간과 변화에 따라 성장하도록 디자인된 ‘건축물로서 도시’라는 메타볼리즘에 한 

심은 주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일본과 국에서 활발했다(Barnett, 1987:188). 이 건축운동

의 원 은 ‘히로시마 후부흥계획’30)의 건축가 단게와 아사다 다카시( 孝) 다. 후에 

토화된 일본의 도시와 문화의 재생을 새롭게 발 된 일본의 산업기술의 토  에서, 과

거와의 단 을 통해 유토피아 이고 실험 인 도시건축 운동으로 발 해갔다.31) 스승격인 

단게는 선언에 직  참여하지 않는 신, [도쿄계획1960]을 통해 메타볼리즘 거 구조 원

리를 제시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에 용된 이후, 메타볼리스

트들의 계획들 부분은 실에서는 거의 실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동남아시아에 

한 향력과 일본 최 의 국제 인 건축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 다면 후 고도성장기에서 진행되었던 도시계획(‘메가이벤트-도시개발’)의 원형으로

28) 헤르베르트 바이어(Herbert Bayer), 오틀 아이허(Otl Aicher), 솔 바스(Saul Bass), 루노 무나리(Bruno Munari), 
루이스 칸(Louis Kahn) 등 재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계 인 건축계의 거장들이 거 참석했다. 

29) CIAM(Congrè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이란 기디온(Giedion, S.)과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주
축으로 한 1928년 스 스에서 열린 회의를 말한다. 건축을 사회 , 경제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자세를 확립한 
이후, 주로 주택·도시계획을 테마로 논의를 거듭했다. 제4차 회의 결과로 ‘아테네 헌장’은 도시계획의 원칙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결국 1956년 제10차 회의로 해산되고 일부는 ‘ 10’으로 이어졌다(相 武 ‧ 室 , 2002:134).

30) ’히로시마평화센터(1955년)‘의 설계안은 재의 (現)히로시마평화기념 과 평화기념공원으로 설계되었는데, 원폭돔과 
령비에 시선을 향하도록 남북으로 배치해서, 역사의 기억을 계승하도록 한 설계는 매우 유명하다. 

31) 아사다 다카시, 가와조에 노보루(川添 ), 기쿠다  기요노리(菊竹 ), 구로카와 기쇼(黒川 章), 에구안 겐지( 久庵
憲司), 아와즈 기요시( )을 창설 멤버로서(마키 후미히코(槇 , 1928-)와 오다카 마사토( 高正人)도 참가), ‘탑장(
状)도시’, ‘해상( 上)도시’, ‘신주쿠(新宿)터미 재개발계획’ 등 로젝트들도 수록되었다. 
現代美術 ・Metabolism[執 : 巳] http://artscape.jp/dictionary/modern/1198474_16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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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의 탑과 축제 장의 2층 
지붕] #2 [오사카만박 회장]

#3 [1970년 오사카 
센리( 阪・ 里)뉴타운]

[인용] “회장 속에 삽입되어 있는 기간시설은 지하의 배선배  등을 포함해, 미래도시의 기
간시설, 바로 그 자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국박람회 회장이 가진 이러한 기간  측면을 
효과 으로 이용한 새로운 미래도시로서 발 해 가리라 기 하고 싶습니다(丹下 三, 1970).”

[그림 3-3] 메가이벤트-도시재개발의 원형: 오사카만박과 센리 뉴타운
(五 郎‧磯 雄, 2010:19,39)

서 ‘오사카EXPO1970’의 개발구조를 살펴보자. 1970년 3월14일-9월13일, 183일간 오사카 

센리( 里)구릉 일 (자연상태+인공뉴타운 인 지)에서 열렸다. 아시아‧일본 최  국제만국

박람회로서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테마로 77개국과 6천4백만 명(외국인 170만 명에 불과, 

당시 1970년  일본인구) 이상이 참가했다. 통산산업성 료 사카이야 다이치( 一, 

1935년생)32)에 의해 제안되어 기획‧실시되었고, 2  회장은 스즈키( 俊一, 이후 도쿄도

지사) 다. 종합설계는 니시야마 우조( 三)가 단게와 립하면서 물러났고, 이후는 단

게와 메타볼리트들(이후 ‘오키나와( )해양박람회(1975년)’에 의해 진행되었다.

단게의 [오사카 엑스포70(1969)]은 많은 시들을 수용하는 빌리온들을 분산배치하면

서, 다수의 시설을 계획 으로 배치하는 도시개발의 수법[인용]과 연결되었다. 특히, 스페이

스 임 지붕의 앙 ‘상징지 ’(symbol zone)[그림 3-3, #1]와 하부 장들은 내부공간

이자 외부공간으로서 공공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요소로 작용했다. 즉, 보행자 도로들의 연

결이 교통의 흐름을 담당하면서, 몸통과 기의 역할의 유기체 인 구조를 완성시켰다[그

림 3-3, #2]. 각각의 시 들은 기에서 피어난 꽃처럼, 인공호수 주변으로는 작은 시

을, 바깥쪽으로는 큰 시 을 배치함으로써 체 으로는 지형에 순응한 구조 다. 

그러나 박람회장 자체가 원래 자연상태의 구릉과 인공 뉴타운이 인 해 변화가 극심한 

지역이었다. 본래 언덕과 계곡, 작은 연못 등 자연지형과 울창한 나무숲은 모습을 감췄

고, 메타볼리즘이 발호하는 철 한 인공의 미래도시가 출 하게 되었다. 오사카부·기업국

( 阪 · )이 추진한 ‘센리뉴타운(1958년-)’(약 1,160ha 개발면 , 15만명 인구규모, 

1962년에 제1기 입주 개시)은 신주택시가지개발법이 용된 ‘첫 사례’로서, 이후 시작된 

32) 작가· 료·박람회 로듀서, 소설 『단카이 세 (団 の世代), 1976년』) 자. 과거 일본이 ‘최 공업사회’를 목표로 
시 하 도체제는 일본의 표 화와 도쿄일극집 을 가져오면서, ‘일본 체의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제 으로 비
효율 인 사회’가 되었다고 봤다. 1980년  이후 더욱 심화된 일극집 상은 도쿄의 경제·생활·문화 등에도 큰 손실이라 
비 했다. 2010년에는 ‘오사카유신의 회( 阪 新の )’ 지원단체인 ‘경제인·오사카유신의 회’의 최고고문으로, 2012년에는 
‘유신정치학원( 新 治 )’의 명 숙장으로 취임하는 등 하시모토 시장과 함께 핵심 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70 -

‘뉴타운개발’에 상당한 향을 끼치게 되었다[그림 3-3, #3]. 도시 인 라(도로, 철도)의 질

뿐만 아니라, 당시 서민들에게 선망의 상이 되어 ‘단지족(団 族)’이라는 유행어마  낳게 

되었다( 武史‧重 , 2010). 이처럼 일본 고도성장기에 개최된 국가  이벤트들은 도시

권의 주택부족 해소를 목표로, ‘교외 신도시 개발’과 극 으로 결합해 나갔다.33) 다수의 

건축가들과 술가들을 기용하고, 미디어를 통해 국민을 ‘총동원(mobilization)’하는 열  

속에서 개최되었다. 헌법을 통해 쟁을 포기한 일본이 1970년  오사카만박에 온 정력을 

쏟아, 안 한 부흥과 빛나는 미래의 사회를 제시했던 메가이벤트 는지도 모른다.34) 그러

나 패 을 망각하고 고도성장하는 경제 국 일본이 가진 강박 념의 소산이기도 했다.35) 

오사카만박 이후 단게는  일본열도를 거 구조로 연결하는 계획을 출 했으나, 1972년경 

이미 거 구조로서 도시개념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쇠퇴했다. 

그런데 단기간에 수십만 명이 생활하는 구조물의 건설에는 정부지원과 행정조치만이 아

닌, ‘정치  문제’도 내포하게 된다(Barnett, 1987:195). 미래도시 비 으로서 거 구조라는 

계획에는 ‘규모’와 ‘동원’ 모순이 내재되어 있었다. 1970년은 건설업 상  843 의 수주액

은 3조8천억엔으로, 년 비 33%로 사상최 의 증가 다. 그러나 1971년 5월 철공업생산

지수는 월 비 4% 감소, 30년 이래 최 의 마이 스지수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하락

했다. 어쩌면 ‘미스터 단게(애칭)’ 시 의 끝자락이자 일본건설업계로서는 일종의 환기로

서, ‘규모의 모순’을 드러냈던 것이다( 貞次郎, 2005:237). 평론가 이시가와( 川雅, 

1970)는 『SD』는 1970년 8월호 특집 「인스턴트 시티의 환상과 실」에서 히틀러(Hitler, 

A.)와 같이 “엑스포에 3천만 명이 간다면, 매스 미디어를 통해 국민동원령을 내리는 것과 

같아 동아공 권의 부활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며 ‘동원의 모순’으로 비 했다. 

셋째, 단게의 [도쿄계획 1960: 그 구조개 의 제안]은 ‘거 구조’(Megastructure)라는 기

능요소와 기능의 구조화를 도입했다. 정치‧기업‧생산‧소비‧문명‧문화의 리 추로서, 1천만 

명 규모의 도시를 도쿄만 에 건설하는 센세이셜한 로젝트 다. 도시‧건축‧교통을 유기

으로 연결시켜서, 높은 인구 도를 3차원 으로 해결하는 안이었다. 도쿄도심에서 바다

로 확장된 새 도시축과 다단계 순환  고속교통체계를 제안하고, 수직으로 근가능한 수

상( 上) 거주‧업무지역을 설계했다[그림 3-4]. 도시팽창을 제로 해서 도심 집 을 피하도

록 새 철도와 부두, 공항과 공업지역의 시스템도 도시 외곽에 제시했다. 새 해상도시가 기

33) 후 일본에서 ‘내구성소비재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  패  후 3종 신기(흑백TV(신입사원 50개월 월 에 해
당), 기냉장고, 기세탁기), 1960년  말 3C(컬러TV, 쿨러, 카), 1970년  마이홈 붐으로 지방 출신자들의 회사 기숙사
나 사택을 나와서, 주택단지(단지족, 행복의 상징)에 입주하는 꿈이다. 1970년  이후 이상 인 주택상은 다시  ‘단지’에
서 ‘교외 단독주택’(一 建て)에 한 소유에서 다시 ‘도심의 맨션’으로 변화되어 나갔다( 一,　2002:141-2).

34) 1940년 황기2600년 기념식 (원래 1935년, 1940년으로 연기)과 도쿄올림픽은 일 쟁으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었다. 
기원 2600년 만국박람회 매표는 1970년 오사카만박회에서 사용되었다. 1912년 일본 박람회를 아오야마( )~요요기
(代々 )를 회장으로 개최할 계획도 있었으나, 러일 쟁 후 불경기로 흐지부지되었다( 野衣, 2005).

35) 1970년 ‘공해문제국제심포지엄(도쿄)’나 개최기간  발생한 화학스모크(도쿄) 등처럼, 고도성장기의 명암이 교차하
던 시기 다. ‘안보투쟁’에서 의 심을 돌리려는 지배체제가 놓은 덫이라는 비난도 있었으나, 문제는 마치 립 인 
축제인양 만박을 수용했던 들의 일상의식 그 자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매스 미디어와 기업 빌리온은 ‘미래도시
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제시했던 사실에 주목해 본다면, 20세기 동안 ’국가‘와 ’생산‘에서 ’기업‘과 ’소비‘의 박람회로 변모
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오사카만박을 치지어야 한다는 요시미( 俊哉, 2004:249-288)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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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단게 겐조의 [도쿄계획1960]                          *출처(石田頼房, 2004:231)

존도심을 효율 으로 체해 재정비되도록 했던 것이다(丹下 三, 1975;권제 , 2009).

그런데 도쿄만과 련된 도시구상은 이미 1959년 주택공단총재(1955년)‧치바 지사

(1962-3년)로도 근무했던 가노 히사아키라( 久 , 1886-1963)에 의해 제기되었다. 도쿄

만 2억평을 매립하고, 청과 황거( )를 일부 이 하는 ‘도쿄만 매립에 의한 신도쿄건설

제안(1958년)’를 기획했다. 반면, 단게의 [도쿄계획1960]은 ‘매립’이 아닌, 철 한 ‘철과 콘

크리트’에 의한 도쿄만 의 해상계획이었다. 도쿄도심에서 건 편 치바 까지 사다리형(梯

子状)의 교량과 같은 ‘교통용 구조물’과 해상에 오피스빌딩군을 건설하는 도심축과 직교하

는 기에 주택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결국 이러한 청사진들은 거 도시의 문제란 도시규모에 비해 부족한 시설에서 기인한다

는 ‘거 도시 정론‧도시재개발정비론’으로 발 해 나갔다. 1965년 경제동우회가 발표한 

[도쿄에 모아지는 기 와 제언: 도쿄재개발의 기본방향]도 [도쿄계획1960]과 일치된 이

었다. 거 도시 정론의 에서 책정된 1968년 제2차 수도권기본계획은 이후 도쿄를 ‘업

무 리 추기능’으로 특화하자는 의견이 주류가 된 계기가 되었다. 1980년  버블기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청사진’은 바로 이 [도쿄계획1960]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게는 

‘민활3 로젝트(도쿄역-시오도메화물역-임해부)’에 해서도 상세한 [도쿄계획1986]을 제안

했으나, 실에서는 실 되지 못했다(石 , 2004:230-2). 이후 단게의 도쿄주의는 

1990년  불황기에 잠복했다가, 2000년  부활된 세계도시론(즉, 도쿄 팽창론)과 재차 조

우하게 된다( はじめほか,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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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변과 녹지의 도시 에도(1849-1865년) #2 까지 잃어버린 수변과 녹지

[그림 3-5] 에도-도쿄의 녹지와 수변의 변화(森ビル都市再生プロジェクトチーム, 2003:73)

2) 워터 런트의 유행: 에도도쿄학·로 트문화·리버시티21

에도는 ‘동양의 베니스’라 일컬어질 정도로 수상네트워크와 그에 따라 발달한 오락문화

가 발달해 갔던 ‘수상도시’ 다. 한, [그림 3-5]처럼 도시를 둘러싼 외호(濠)·운하의 수변

과 다이묘 별장과 사찰 등 녹지도 풍부한 원도시 다(陣 秀信, 1992;Jinnai, 1990). 료고

쿠 히로코지(両国･ 路)36), 정취 있는 정원의 다이묘 별장, 강 하구나 창고 등  도시기능

들이 복합되었다. 교통기능 이외에도 어업과 축제의 장소,  공간으로 애용되었다. 

그런데 ‘에도에서 도쿄’로 세월이 흐르면서, 수변공간이 가진 도시  기능도 크게 변화되

어갔다[표 3-4]. 메이지 이후 다이묘 주택은 청과 학의 용공간으로 민간에 매각되면

서, 과거 에도의 풍부한 녹지는 차 자취를 잃어갔다. 1920년경에는 공장, 창고가 스미다

강을 따라 입지하면서, 해수욕장이나 유흥업소(三 )37) 등 새 오락거리로 등장했다. 도시

기능의 종류는 달랐으나, 에도시 와 같이 산업, 생활, 유흥의 요소가 혼재되었다.

제2차 의 공습으로 발생한 잔해처리를 한 매립과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후 

수도고속도로 건설과 방조제의 건설 등으로, 외호( 濠)나 운하의 수면과 수변공간은 자취

를 감추고 말았다. 후 산업화과정에서 강변과 주변이 공존하는 에도의 정취는 사라져갔

다. 스미다강과 그 주변지역은 거 한 방조제로 차단되었다.38) 각종 생활·공장 하수와 쓰

기로 인해 악취로 근조차 어려워서, 박테리아마 도 생존할 수 없을 정도 다[그림 

36) 근세 도시에서 보통보다 폭넓게 건설된 가로(街路)를 일컫는 용어로, 마치제( )가 행해진 도시에서는 연소방지를 
한 방화 ( 除 )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카마치의 발 에 의해서 번화가(盛 )가 되어, 에도 후기에는 구경거리

( 世 )나 포장마차가 서거나, 한여름에는 깊은 밤까지 사람들이 군집하는 장소가 되었다. 

37) 요릿집( ), 찻집( ), 기집(芸 )의 3업종이 모여 업하던 지역의 속칭. 공안 원회(제2차 까지는 경찰
서)의 허가가 필요한 것과 3자가 합류해 삼종조합(동업조합의 일종)을 조직한 것으로 구분되는 특수지 로 나타났다. 
기의 알선이나 요 결제 등 사무처리 때문에 권번을 두는 경우가 많다. 삼업에서 찻집을 뺀 이업조합을 ‘이업지’라 하는
데, 화류거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이 지역은 20세기 반 도시의 주요한 유흥지 를 이루게 되었다.

38) 스미다강 연안의 공장지 (소화30년~45년까지) 연간20m씩 지반침하를 기록한 ‘제로미터지 ’의 문제도 발생했다. 개
발지역과 강과의 에는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는 완만한 제방과 안 을 한 수퍼제방도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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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수변에 입지한 도시기능의 변천(東京エコシティ 実行委員 編, 2006:115)

3-5/#1].39) 이처럼 산업화로 인해 일상생활과의 련성이 소멸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에서

도 수변의 존재도 거의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런데 1980-90년  탈산업화와 함께 환경

에 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메워졌던 수로를 재정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세계도시 도쿄로 발 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도심에 있는 강변은 도시의 귀 한 재산으

로 재평가되게 되었다.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스미다 강 주변은 규모 공장이  부

지나 창고의 유휴화 등으로 새로운 철거지가 출 하게 되었다.40) 이처럼 산업공동화의 결

과, 산업시설을 카페나 티장소 등으로 재이용하는 ‘로 트문화’가 개되어갔다(#3).41) 

어쩌면 수변의 페가 생기거나, 창고나 공장에서 고층 빌딩 맨션으로 환되면서, 수변공

간은 차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회복되었다( 京エコシティ 実行委員 編, 2006:114).

문화사학자이자 에도도쿄학 제창자인 오기 신조( 新 , 1924-2007,  에도도쿄포럼 

원장)는 에도-메이지-도쿄를 연계한 ‘서민사’(庶 史) 공자로 유명하다. 그는 1983년 

무렵 일본의 근세-근 라는 변 을 연구하기 해서는, ‘에도-도쿄’의 연속성을 ‘도우

이시 ( 亰 代, 메이지 원년~메이지20년경까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新

, 1986=2005:106). 이러한 그의 주장은 차 힘을 얻으면서, 1980년  스즈키 도정의 다

39) “스미다강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뚜껑 없는 하수구다”(1971년 3월 도쿄도가 발간한 『도쿄는 오염과 싸운다』 에
서처럼, 고도성장기 도쿄의 육수와 연안 해수의 오염은 매우 심각했다(Huddle eds, 1975=2001:166).

40) 일본은 1960년  미나마타병( 俣病)을 시작으로 국 으로 심각한 공해문제가 안이 되었다. 도쿄에서는 1969년 
‘도쿄도공해방지조례’를 제정해 환경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보 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도쿄 도심의 
규모 공장들이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 출해 나가게 된 계기로도 함께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41) 이른바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에 의해 단순히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 한 
강변 환경의 복권이나 에콜로지를 의식한 에 지 약형 도시시스템의 구축도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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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미다강 악취에 손수
건으로 입가를 가린 수상버
스 승객들(東京エコシティ
実行委員 編, 2006:31)

#2 [뉴요커]와 [도쿄진]
( 木俊一, 1986:12)

#3 시바우라( ) 운하,　
Ink Stick와 Tango
(東京都文 , 1987)

#4 도쿄크루즈-스미다강 라
인(東京都文 , 1987)

[그림 3-6] 워터 런트 유행: 탈산업화에 따른 변화

양한 문화 련 시설들의 건립의 기 가 되었다. 그는 국립역사민족박물  교수를 역임한 

뒤(86년), 에도도쿄역사재단 이사(88년)을 지냈다. 무엇보다도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건

립되었던 ‘에도도쿄박물 ’에서  장(98년)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역사학, 향토사학, 도시계획‧공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을 포 하는 연구조직인 

‘에도도쿄포럼’42)으로 발 해갔다. 재까지도 도쿄의 도시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활동

과 박람회 등을 지원·개최하고 있다. ‘에도도쿄학’의 유행은 역사, 문화, 풍속, 건축물, 문

학, 풍경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출 물도 쏟아내었다. 도쿄 도시문화의 진흥을 해서는 

‘뉴요커(The New Yorker)’를 모델로, 1986년 도쿄도를 소개하는 잡지 『도쿄진( 京人)』

(#2)을 창간했다. 하드한 시설과 동시에 소 트한 면을 진흥하기 한 목표로, ‘도쿄문화진

흥회’(도쿄도 출자+민간 출자의 결합형태)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출간하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출 물들 가운데에서도, 추 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오늘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  반 스미다강에는 스토랑이나 갤러리도  없는, 이른바 ‘갱 화’의 무  

정도 다. 그러나 80년  반 이후 운하를 따라 라이  하우스 ‘잉크 스틱’나 스토랑 바 

‘탱고’(3년 한정 물건) 등이 개 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다.43) 창고에도 화랑 ‘갤러

리 우에다(上 ) 웨어 하우스’44)가 생겨나, 하나의 ‘문화트 드’로서 자리잡아갔다. 한, 

와세다-게이오(早 - 應) 조정 경기와 에도시 부터 역사를 가진 불꽃놀이(花 ) 회45)

42) 이 포럼은 에도를 바탕으로 발 한 다 도시도쿄에 포함된 역사 ‧문화  의미나 지역특성을 발굴·보편화하고 있다. 
국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풍요로운 거주환경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기 하며 개최하는 공개포럼을 표방하고 있다. 

1986년을 시작으로 공개연구포럼의 개최  출 사업 등 지속 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総 / 京 まい方フォーラム 録 http://www.jusoken.or.jp/publish/edotokyoichiran.html

43) 1980년  카페 붐과 워터 런트 붐을 주도했던 인물로, ‘공간 로듀서’라 불리던 마츠이 마사미( 井雅美, 1950~)가 
기획한 공간이었다. 사진가·편집자로 활동하는 츠즈키 쿄이치(都築響一, 2006:72-4)는 시간과 함께 형성해가는 기존 카페
들의 방향성과 달리, 처음부터 ‘스토리가 있는 연극  시공간의 연출’이었다고 평했다. 카페 고객들도 디자인 단계부터 상
정한 소비자들과 그 공간을 소비하는 이들처럼 되고 싶은 소비자들로 구성되었다. 워터 런트 공간과 결합된 새로운 소
비양식의 하나로서, 이러한 공간소비야말로 형 인 ‘버블시  워터 런트의 상’이기도 했다. 

44) 미술품의 기획 시  매를 하는 회사로 건축·도시공간에 해서, 미술과의 복합에 의한 행사기획  제작하고 
있다. 1978년 설립되어 1982년 미츠비시소코(三菱 : 물류업+부동산업) 내에서 오 했고, 1987년 오카와바타( 川端)재
개발 실시로 인해 폐쇄, 이후 다시 합병을 거쳐 2012년 재 ‘갤러리 우에다’로 업 에 있다.

45) 스미나강하나비 회(隅 川花 )는 1700년  반에 발생한 기근과 콜 라로 발생한 사망자들에게 조의를 표
하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이후 잦은 화재나 메이지유신, 2차 , 교통사정의 악화(1961-77년) 등으로, 몇 차례에 걸쳐 
단되었다. 그러나 1978년 재의 명칭으로 부활되어, 매년 7월말 개최되면서 100만 명의 이 려드는 도쿄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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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활하고, 에도시 의 야가타부네( : 지붕·다다미방을 갖춘 연회 배) 등도 유행했

다. 스미다강을 가르는 수상버스(스미다강-도쿄만 코스, #4)에 한 시민들의 인기도 상승

해갔다. 이처럼 역사나 문화면의 활용의 흐름은 기존의 공업단지 심의 황폐한 지역 이미

지를 변화시켰다. 그 결과 다양한 ‘도시 재개발’ 움직임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도쿄도에는 1987년 8월 ‘스미다강미래상 원회(隅 川 像委員 )’가 발족되어, 1989

년 6월에 ‘스미다강의 미래를 향하여’라는 기본구상이 마련되었다. 재개발사업으로 연결된 

첫 로젝트가 바로 오카와바타( 川端)의 ‘리버시티21’이었다[그림 3-7]. ‘인구유출’로 고민

하던 오구(中 )가 72년에 책정한 ‘오카와바타계획’에서　비롯된다. 이 명칭은 라쿠고(

)에 기원을 둔 것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이미지 만들기’도 장소마

의 략들 하나 다. 스미다강의 교각들에 한 보수와 주변의 정비계획과 수상버스, 연안

과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도로의 정비 등 보완계획도 잇달았다. 워터 런트개발의 기본 략

은 도심근 지역에 규모 부지를 활용해서, 공장·항만시설 등 노후화된 생산·물류공간을 

업무·상업공간, 주거· 크 이션을 보유한 ‘도심형 생활공간’으로 환하는 것이었다.

#1 체계획도, 미츠이부동산 『RIVER POINT 
TOWER』*출처: 牧野 ·三菱総 所(1990:81)

#2 도쿄도/주택‧도시정비공단/민간에 의한 워터
런트 선행  개발(東京都, 1989:105)

[그림 3-7] 리버시티21: 워터 런트 개발의 신호탄

 주택-도시정비공단이 개발주체로 강변을 살린 고도의 문화-상업기능과 미래형 도시주

택(인텔리 트 빌딩군)을 양립한 시가지 조성이 추진되었다. 여름의 스미다강 불꽃놀이

회, 동쪽의 도쿄디즈니랜드, 서쪽의 후지산 등을 조망하는 ‘ 고층 호화주택’으로 고되었

다. 이 지구는 개발규모(17.2ha)와 도심과 인 성(긴자( )) 등으로, 스미다강 연안개발의 

‘ 표 인 이미지’가 되었다. 81년에 ‘도쿄도의 장기구상’에 포함되어, 82년에는 건설성의 

특정 주택시가지 종합정비 진사업의 승인을 받는 등 스미다강 주변의 사업규모는 12조

엔 이상으로 확 되었다. 말하자면 ‘임해부도심’도 도심에 인 한 지리  이 을 살려, 취

업과 거주, 를 복합시킨 지역으로 재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발이 수변에 

친화 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후 수변이용에 한 ‘환경  재평가’가 요구되게 되었다.

행사들  하나이다. 2011년 3·11의 자숙 분 기로 단 논란도 있었으나, 재도 지속 으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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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산업사회 도쿄임해부의 변화: 개발 로젝트 러시

도쿄항의 신 에도미나토( )는 소비물자의 유통거 으로서 요한 역할을 해왔다.  

막부 말기 요코하마항(도쿄항은 아직 개항 )이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다. 메이지시  도

쿄는 스미다강 개량공사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축항이 시작되었다. 매립공사는 주로 

조카마치(城下 )의 지역 만들기( づくり)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장을 목

으로 형성되었다. 1926년 동 지진 때에 육상교통망의 붕괴를 겪으면서, 도쿄항의 

요성이 인식되어 본격 인 부두건설이 진척되게 되었다. 1925년 히노데(日の出), 시바우라

( ), 다 시바(竹 ) 부두가 완성되어, 1941년 5월 20일 ‘도쿄항’은 비로소 개항되었다. 

매립공사는 집  토사나 오니토의 설뿐만 아니라, 그 수로의 설작업에서 발생한 

량의 토사를 처분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토사 처분으로 생겨난 매립지를 다시 산업용지

로 활용하는 등 순환  과정을 통해, 근  도쿄 앞바다의 츠키시마( 島)와 시바우라( )

에 한 매립조성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제2차 과 후 연합군(GHQ)에 의한 수기간

까지 도쿄항은 거의 정지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후 일본 국내의 산업부흥과 함께 항만시

설(도요스(豊 )석탄부두, 하루미( )부두)) 등은 1950년  후반 본격 인 해안매립사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1960년 에 들어 컨테이 화(1967년 시나가와(品川) 량물부두가 완성

됨)에 응하면서, 국제무역항으로 비약 으로 발 했다.46) 1960년  후반 물류거 인 항

만시설들의 건설이 규모화되면서, 이 일 는 최 의 성기를 맞게 되었다.47)

이 시기 매립지의 토지이용은 항만기능과 거 기업 공장지 인 콤비나트군(郡)으로 확

되어 나갔다. 1970년 에는 임해부는 도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에 지 공 시설(석유화

학, 철강, 발 소), 매립지는 도시활동(부두, 물동센터, 선창 등)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장과 

쓰 기장(소각·매립)48) 등 도쿄권의 생활과 산업을 뒷받침하는 무  뒤 역할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에서 도쿄 임해부는 부두, 창고 등의 항만물동 시설이나, 소재형산업(

)의 생산시설들이 차지했다.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으로도 부분이 공업 용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임항(臨 )지구 면 만 해도 5,800ha에 이르 다. 그런데 도심에 인 한 

매립지라 해도, 오염에 항의하는 어민들의 항 등으로 단발 인 심이 모아질 뿐이었다. 

이 당시 매립지란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 존재마  잘 인식되지 못했던 지역이었다.49)

46) [ 京 ･ 京 の歴史] http://www.kouwan.metro.tokyo.jp/yakuwari/rekishi/main.html

47) 1960년 이후 매립한 6항(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 요코스카( 賀), 치바( ), 기사라즈( 更 )) 내부의 토지이용 
상황( 체 9,900ha)은 공업용지 약 40%, 부두-항만 련 용지 20%, 교통기능 용지 10% 등이다. 군데군데 녹지와 주택지
구, 상업지구의 용도가 흩어져 있고, 도쿄만의 석유정제능력과 LNG 장능력은 국에서 가장 높았다. 

48) 쓰 기에 의해 매립된 도쿄만 주변지역은 크게 고토구( )의 유메노시마( の島), 와카스(若 ) 앙방 제 내측‧
외측의 매립처분장 등이 있다. 이미 1960년  말부터 ‘쓰 기 쟁(1973년 소각장이 치한 고토구에서 소각장 입지 선정
에 반 한 상류층의 스기나미구( 並 )의 쓰 기 트럭을 막아선 사건)’의 사례처럼, 쓰 기의 발생량과 처리방식, 지역
별 처분지 등은 커다란 사회문제들  하나 다. 이에 도쿄도는 도쿄만에 소각장과 매립지를 더 확장해 건설하는 형태로 
쓰 기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이것이 바로 매립지가 확 된 가장 큰 원인들  하나이기도 했다.

49) 와카바야시(若 子, 2000)는 『도쿄만의 환경문제사』에서 일본의 무질서한 매립사업에 의해서 자연해안이 소멸되어
갔다고 봤다. 그러나 1970년  후반 이후 ‘임해공업지 의 형성’에서 ‘도시재개발’로 매립사업의 목 은 그 궤도가 수정되
었으나, 여 히 국 각지에서 매립이 계속되었다고 비 했다. 특히, 도쿄만 매립의 개발사업(특히, 어업권)을 둘러싼 
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950년  반 해안 매립사업이 시작된 이후, 도쿄도는 어민 4,817명에게 총 보상 액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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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기존 제조업 공장과 기반시설들은 (매립지의 특성상 지가부

담의 으나) 주택과는 혼재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도시에 차 모습이 사라져갔다. 

결국 부분의 생산기지가 국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거나,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상

품(고도기술제품)으로 환되어 나갔다. 1980년  이후 국제화, 정보화, 하이테크화, 어메

니티화를 강조하는 시 가 되면서, 새롭게 국제정보거 , 연구소, 주택, 친수공원, 폐기물 

처리장(생활, 건설 쓰 기 처리 등)에 한 심이 생겨났다. 매립지는 낮은 지가와 은 

법  규제로 인해,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주변의 풍부한 활용 가능한 자연환경이 장

이었다. 그 결과 ‘워터 런트’의 도시 재개발에 한 기 는 상승하게 되었다.50) 

이처럼 임해부가 커다란 기 를 모았던 배경에는 도쿄의 일극집 에서 ‘다도심형도시’로 

구조 환이라는 의도가 있었다. 말하자면 ‘도쿄’라는 도시(생활)와 항만(산업)의 기능이 가

진 요구들이 복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시(생활)로서는 국제 융센터의 형성을 한 일종

의 수용력과 토지공  측면에서, 지가 책, 수변을 생활공간으로서 회복하자는 기운이 높

아져 갔다. 한, 산업사회의 항만기능의 쇠퇴, 연안의 이  등으로 인해, 도시 재개발이 

더욱 주목되게 되었다. 도쿄임해부에 쏟아지는 기 는 공 의 개발 구상들의 러시 상, 즉 

·민의 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구상들이 제안되었다.51) 재구조화과정에서 임해부는 기존

의 노동의 공간이자 도시를 지탱하는 거추장스러운 시설(인 라, 오시설)의 입지장소에

서,  도시생활자의 여유와 창조의 공간(도지재개발)으로 변화에 한 기 가 높아져갔다. 

[그림 3-8]처럼 도쿄에서 시즈오카까지 170km가량이 해안선의 연장지역이 존재한다. 이

곳에 약 40건 가량의 로젝트들이 업무, 연구개발, , 주택, 공원 등의 용도로 하는 개

발계획들이 추진되게 되었다.52) 이에 편승한 도쿄도는 1987년 [도쿄도항만계획의 기본방

침]을 발표한 뒤 연이어 1988년에는 매립지(13호지·10호지)와 아리아 ( )지구를 업무

심·도시형주택·도쿄텔 포트·국제컨벤션 크처럼, 문화-스포츠- 크리에이션 시설 등 국제

인 복합기능도시로 하는 [임해부부도심개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쿄만 임해부에서 

정된 로젝트들에 공 될 업무공간 면 은 1,500ha로, 도쿄도 23개구와 ‘업무핵도시’의 

모든 로젝트에서 공 될 업무공간의 약 반에 해당했다. 즉, 1985년 말에 이미 매립지

로 완성되었으나, 미개발된 토지가 720ha(도쿄디즈니랜드 10개 건립분)나 되었던 것이다.

억엔(평균보상액 680만엔, 1962년 재)을 지불하고 어업권을 매입했다. 이처럼 도쿄만의 매립사업을 통한 공업화와 도시
재개발은 어업권의 흥망과 교환한 역사이기도 했다(若 子, 2000:152;Huddle eds, 1975=2001). 

50) 오피스, 연구소, 주택, 시설, 공원 등이 경쟁 으로 개발되는 분 기 속에서, 도쿄만 임해부는 도쿄권에 남겨진 
몇 안 되는 규모의 개발 정지 다. 1980년  후반에 들어서 도심의 확  압력이 강화되는 속에서 항만시설의 노후화, 
규모 공장의 유휴화 등으로, 량의 용지가 일거에 주목을 끌어 ‘도시개발 구상’이 잇달아 제시되었다. 동시다발 으로 

진행된 도쿄임해부 주요 로젝트들 개발 상지 총면 은 2천ha가 넘었다. 기존의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
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은 ‘최신의 정보발신기지’로서 재개발하려는 움직임으로 격히 확 되어갔다.

51) 서구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수변공간‧항만지역’에 한 개발붐이 확 되었듯이, 일본도 도쿄만의 항만지역도 이러한 변
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나 정책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다(日 開 行都 開 グループ 編, 1987). 

52) 상업-오락계통의 로젝트들로는 우라야스( 安) 도쿄디즈니랜드, 후나바시( ) 라라포트(ららポート), 요코하마 오
산바시( ), 핫 이지마( 島) 개발, 요코스카( 賀) 시 도우(Sea Window) 등 도쿄권의 거 시장을 상으로 수
요창조형의 공간개발이 개되었다. 유통계통으로서는 도쿄의 츠키지(築 ) 시장의 재개발, 오타( ) 시장 신설, 요코하
마의 다이고쿠( 黒) 부두 종합물동터미  등 도쿄배후권의 교통망 정비에 맞춰 임해부의 항만기능도 재편성되었다.



- 78 -

[그림 3-8] 도쿄만 임해부에 발표되었던 주요 구상         *출처(東京都, 1989:104)

그런데 도시부의 공공공사는 용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산의 부분이 용지매입비로 소

비되고 만다. 이 당시 일반 으로 공공공사에서 차지하는 용지비는 15% 정도인데, 도시부

에서는 70-80%에 육박하곤 했다. 도심부에 도로를 만들자면 산의 99%가 용지비로 소요

되기에, 필요성이 높아도 계획 로 공사하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도쿄권의 높은 지가로 인

해서, 오히려 한 공유지 임해부에 도쿄도와 민간 기업들이 주목했다. 1980년  임해부 

개발은 기존의 공업기지 건설과 달리, 업무기능과 국제 시장, 회의장이나 주택을 곁들인 

복합형의 도심조성을 특징으로 했다. 업무거 의 형성을 해 ‘세계도시 도쿄’를 한 13호

지의 도쿄임해부도심, 도쿄의 업무기능 분산을 한 요코하마의 MM21, 치바의 마쿠하리

( ) 신도심 등 규모 재개발 로젝트들이 비슷한 시기에 경쟁 으로 추진되었다.53) 

1986-7년 사이 도쿄만 임해부 개발계획은 당  도쿄도의 계획보다 확 되었다. 1987년 

반 당시 약 6개월간 도쿄만 주변 워터 런트에 토지를 소유한 기업들의 주식은 비정상

일 정도로 3-4배가량이나 폭등했다. 비단 도쿄 임해부의 도쿄가스, 도쿄 력, 이시카와지

마하리마 공업(石川島 磨,  ㈜IHI), 오노다( 野 )시멘트( , 태평양시멘트), 미츠비시

제강(三菱製 ) 등)과 오카와바타( 川端) 재개발(미츠이(三井)부동산·미츠비시소코( )·스

미토모소코( 友 )), 덴노즈 재개발(미츠비시상사( 事), 일본우선(日 郵 ), 아사히 그라

스(旭 子AGC), 우베(宇部)흥산, 동양수산( ) 등), 하네다공항 이  련(에바라(

53) 오사카만 주변에서는 테크노포트(Techno Port) 오사카를 비롯해, 다카미(高 ) 지구, 규사카이코(旧 ), 이즈미오즈
(泉 ), 기시와다(岸 ) 등 구항 재개발계획과 그 핵심인 간사이(関 ) 국제공항과 린쿠(りんくう)타운, 고베( )에서
는 롯코 아일랜드, 메리  크, 고베 하버랜드 계획, 고베 포트 아일랜드 2기 등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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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월 1986년 4월 1986년 7월 1986년 10월 1987년 1월

최고가 최 가 최고가 최 가 최고가 최 가 최고가 최 가 최고가 최 가

시 지마
하리마 공 159 150 212 174 429 321 664 355 500 404

다시 트 330 310 465 400 575 510 610 415 648 530

도쿄 력 3,000 2,690 4,160 3,420 6,070 4,030 8,290 5,800 8,450 7,740

도쿄가스 311 277 450 361 860 493 1,230 755 1,220 1,050

일본 134 128 150 133 257 185 346 180 273 228

미츠비시제강 434 320 429 366 615 485 630 472 610 500

도쿄증권
일본경제평균
주가

12983.21 15481.85 17740.61 16880.1 19265.27

[표 3-5] ‘워터 런트’ 주가(출처: 『 社四季報』　東 経 新聞社)

)제작소, 아사히(アサヒ)맥주, 이시이(石井)철공소 등)뿐만 아니라, 가와사키, 요코스카, 치

바 등으로까지 확 되었다( 一雄, 2000:113).54) 임해부에 토지를 소유한 기업들(철강, 

가스, 력, 조선 등)은 지가상승으로 장부 외 자산( 資 )이 증가했고, 확보된 높은 

담보력은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새 사업을 추진하기 쉬운 조건이 되었다. 

본래 임해부개발은 도심부 오피스 부족의 해결을 해, 계획 으로 규모 개발을 통해 

오피스를 공 함으로써 도쿄지가의 진정화(안정화) 효과를 기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86년 4월에 자민당의 ‘아마노 구상’이 표면화되었을 즈음, 도쿄만 임해부에 토지를 소유

한 기업(흔히 ‘워터 런트 ’로 칭함)의 주가가 등하게 시작했다[표 3-5]. ‘워터 런트 ’

에는 자를 낼 정도로 본 사업이 부진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주식을 구입하려

는 주문 열기는 바로 장래 개발 기 에 따른 토지에 포함한 이윤획득에 있었다. 어쩌면 지

가・주가 버블이 정책 으로 형성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즉, 은행, 증권회사, 기업의 경

행동도 실태를 상회하는 팽창이 비정상 으로 진되게 되었다(石井 , 2011:285). 

요컨 , 이러한 임해부 개발러시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도쿄 일극집 에 따라 도쿄

권의 비즈니스 찬스가 세계 으로 확 되면서, 도심에 가까운 임해부의 개발 잠재력은 

상승하게 되었다. 둘째, 임해부는 공업과 항만의 재편에 따라 ‘유휴지’가 생겨, 건설·일반폐

기물의 최종처리장으로서, 매립된 토지는 개발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 되었다는 이다. 

셋째, 임해부는 만안도로, 횡단도로, 하네다공항의 해안 이  등으로 인해, 도로-항공의 편

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이다. 그런데 업무기능 심의 임해부개발은 체의 토지이용

에서 보면 매우 이질 인 면이 내재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개발이 가진 향후 

방향(도시기반의 갱신)과 문제 (재해발생률)처럼, 이처럼 상반된 임해부의 속성은 이후에 

개발과정에서 문제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野 ·三菱総 , 1990).

54) 주목되지 않았던 하루미( )-도요스(豊 ) 지구 역시 도쿄임해부도심과의 근 성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아졌다. 토지
소유권자인 도쿄가스나 도쿄 력 등은 직장-주거-문화 기능 등 복합신도시 개발을 계획했다. 기업보유용지를 효율 인 
활용을 해서, 일부 기업들은 사원들의 주택난 해결을 해 사원주택과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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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스즈키 도정: ‘도쿄 론티어’ 계획

1) 스즈키 도정 1‧2기(1979-86년): ‘재정재건’에서 ‘마이타운 도쿄’ 구상으로

도쿄에 한 ‘도시개조’의 압력 속에서 ‘지방정부로서의 도쿄도’가 어떻게 응해 나갔는

가를 살펴보자. ‘신도청건설(신주쿠부도심)’이 정식 결정된 것은 1985년의 일이었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이 처음부터 거 했던 것은 아니었다. 반 도쿄도는 민활 로젝트들에 

해서, ‘ 인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80년  도시개조를 해 구체 인 

로젝트로 확 되면서, 개발의 ‘주도권(initiative)’을 발휘하려는 의지도 강해졌다. 일정한 

‘정치  배경’과 도쿄가 갖는 독특한 ‘도시구조상의 배경’에서 비롯된 뒤, 도쿄도가 정부, 

경제계, 정계를 개발에 끌어들 던 정치과정으로 차 발 해 나갔다.

먼  정치  배경에서부터 살펴보면, 1970년  도쿄도지사는 신정당과 도정당의 연

합(사회당, 공명당, 공산당, 민사당)이 지지하는 ‘미노베 유키치’ 다. 미노베 도정은 도쿄의 

최  신도정으로, 복지나 환경에 을 둔 정책을 개해 왔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도

쿄도정은 거 한 자를 껴안게 되면서, 마치 ‘뉴욕시’처럼 심각한 재정 기를 겪었다. 

1979년 도지사 선거에서 구 내무성/자치성 출신 료경력의 ‘스즈키 슌이치’의 당선되

어, 총 16년(1979-1995년, 4선(제9-12 )이나 도쿄도지사를 역임했다. 스즈키는 고도성장

기 일본이 차 팽창되던 시기에, 도쿄의 물리  건조환경과 련된 ‘제도 -실무 -행정

 조건’을 구비해 나갔던 인물이었다.55) 스즈키는 고도성장기 도쿄개발(즉, 도시 인 라와 

메가이벤트)에 정통한 ‘ 료’로서, 보수 도연합(자민당·공명당·민사당)의 지지로 당선되었

다. 1970년  말 국내외 체 으로 보수주의화의 경향과 함께, 일본 국내에서 신정당들

이 퇴조했다. 그 결과, 스즈키 도정의 정치  기반은 례가 없을 정도 확고해졌다.56)

도시부에서 강했던 신층은 이미 1970년  말부터 도시부에서 표를 잃어갔다. 수도권

에서 보수- 도가 안정된 세력을 확보하게 된 배경은 1970년  후반부터 일본경제가 오일

쇼크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고용자의 의식이 서로 융합된 결과 다. 1980년  자

민당은 경작면 이 축소되고, 의 자유화 등으로 종래 정치기반이던 농 에서는 그 정치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면, 1980년  후반 일본의 경제 국화에 따른 풍요가 가구당 자

산을 증가시키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상류층의 의식이 확 되었다. 오히려 도시지역에서 

보수화 경향의 지반이 확장된 시기 다 할 수 있다. 게다가 도의회 여당의원의 비율도 선

55) 그의 경력에서 주목할 은 내무성 료 출신( 방장 까지), 도쿄도 부지사, 그리고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사무
총장이다. 도쿄도의 지방자치 련법들과 제도를 정비했는데, 1959-1967년까지 도쿄도 부지사(당시 도지사는 아즈마 류
타로( 郎))로 근무했던 8년간, 도쿄올림픽(1964년)과 련된 개발계획의 정리 등처럼, 고도경제성장기 도쿄도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1970년  개최된 오사카박람회 사무총장으로, 이후 수도고속도로 이사장으로 근무했다. 

56) 자본과 노동의 제도 인 권력 계로 ‘일본형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을 설명한 신가와(新川 , 1993=2001)는 1960
년  일본은 약한 노동과 강력한 자본의 계를 반 한 ‘보수연합’(자민당 정부, 국가 료, 자본 사이에 자본축 을 목
으로 한 권력연합)이 형성되어 최소한의 공  복지가 나타난 ‘잔재 인 복지국가의 시 ’라 평가했다. 1970년 는 보수

연합의 기로 복지정책이 성장해서 제도 인 복지국가가 보 던 시 라면, 1980년 는 복지정책의 확 를 지지하는 
세력( 신자치체, 좌익노동세력 등)의 쇠퇴로 복지의 개정(신보수주의 인 략)이 나타난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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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때마다 70%를 넘는 등 압도 인 세력을 획득했다. 도의회에 의한 심의와 결정은 매우 

형식 이었고, 도지사를 심으로 행정 측의 주도성은 차 강해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도시구조상의 배경으로는, 첫째, 스즈키 도정이 직면한 최  과제는 바로 임 

신도정(1967-1979(3선, 미노베)이 남긴 ‘재정 자’ 다. 1978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도쿄

도의 지방채는 3,493억 엔으로서 세입총액의 13.8%를 차지했을 정도 다.57) 신도정의 

성과로 평가되었던 직원정원의 삭감, 인건비의 억제, 복지수 의 수정 등 다각도의 재건재

건 방안들을 지속 으로 실시한 결과, 2기(1983~7)에는 재정이 흑자로 환되어갔다. 

도쿄일극집  심의 경제성장은 도의 재정을 호 시켰다. 1984년 재정흑자가 300억 엔

을 돌 하면서, 도시개발에 착수할 만큼의 재정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85년 라자합의 

이후 도쿄일극집 이 가속화되면서 세  수입도 증가했다. 1988년 지방채는 910억엔으로 

1.6%로까지 었다. 일반재원(도세,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의 합계(단, 도쿄도에 재는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음))은 1979~1988년 사이 2.5배로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에 행정

투자액은 1.8배에 불과했다. 보통회계의 약 70%이상을 지방세수입으로 조달했는데, 1988

년도에는 세입 체의 78.8%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세 총액의 19%를 차지했다.58) 

도쿄도의 입지한 많은 수의 기업들로 인해, ‘법인2세’(법인도민세, 법인사업세)의 약 30%

를 도쿄도  시정 ( )이 차지했다. 국에서 도쿄도 인구비율이 9.5%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세수는 한 혜택을 받고 있었다. 호경기로 인한 막 한 립 은 도쿄도가 

‘ 극 인 개발행정’으로 나아가는 조건이 되었다(기업활동에 과잉의존하는 구조는 ‘90년  

격심한 타격’으로 나타남). 그런데 세수증가에 비해 공공투자가 억제된 결과, 일극집  

상으로 인한 도로혼잡, 쓰 기 처리시설의 부족 등 ‘빈약한 기간시설’이 문제시되었다. 

두 번째의 배경은 세계 으로 일본의 경제  지 가 높아지는 가운데, ‘독  경제센

터’로서 도쿄의 향력이 국내·외로 확 된 것이었다. 1980년  국제경제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뉴욕, 런던, 도쿄를 세계삼극구조(世 三 構 )로서, 국가 견인력 차원에서 도쿄가 

충분한 역할을 가진다는 의견이 유행했다. 즉, 국제 융업의 활황 속에서 지구상의 3극 세

계도시(뉴욕, 런던, 도쿄)의 계가 정해지게 되었다. 융을 심으로 한 경제의 로벌화

나 일본기업의 다국 화는 ‘국제 인 추 리 도시로서 도쿄의 지 ’를 크게 향상시켰다. 

아시아의 도쿄는 미국의 뉴욕과 14시간, 유럽의 런던과는 9시간의 시차가 있지만, 이 세 

57) 맑스주의( , 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学 ) 제2  원장)에서 향, 미래학을 제창했던 고야마( 一, 1978)는 
1970년  미노베 도정을 ‘ 민주주의’ 하에서 ‘무책임한 방만재정’이라 단죄했다. ‘오물세의 무료화를 시작으로 재정을 
무시한 무책임한 [무료화정책]을 추진해, 자립과 참된 인간연 의 정신을 황폐시켜 인기몰이식으로 당장의 이익을 개했
다’고 비 했다. 리스트 가미노고(上之郷 )도 논문 [ 신자치체의 과 비참( 新自治 の と悲惨, 1975)]에서 
‘ 신=모성, 보수=부성’의 도식으로 부권  사회에의 동경, 즉 ‘복지=모성=유치( )=이기주의’라는 도식을 제시했다. 그
러나 정치학자 신가와(新川 , 1993=2001:231-251)는 도쿄도의 인건비, 복지 계비, 생비 등의 항목을 볼 때, 도쿄도
의 재정방만을 질책한 근거는 없다고 비 했다. 자민당은 1974년 보수진 의 탈환을 해 고안된 반 신 캠페인인 
‘TOKYO작 ( 표  신자치체인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교토, 요코하마)’은 도쿄도가 주도했던 복지정책(노인의료무료
화, 기채신청, 법인사업세 인상 12%에서 14%로)에 한 일종의 반격이었다고 반박했다.

58) 스즈키 도정에서 재정균형을 한 다양한 시도들은 ‘복지후퇴’라 비 받았으나, 국정 벨의 세출삭감과 산편성 등
으로까지 확 되어갔다. 1981년 제2차 임조 회장 도코( )는 스즈키 도정을 국정의 ‘행정개 의 모범(行 の )’
이라 극찬했고, 1982년 임 인상 억제(ベアゼロ) 방침이 국 지방자치체에도 확 되었다( 貴, 199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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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는 24시간 끊임없이 융시장이 열렸다. 그 결과 융이나 정보 등 기업본사들이 

도쿄에 일극집 하면서, 일본 국내의 지역구조에도 커다란 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도쿄

는 이미 단지 ‘일본의 수도’만이 아닌, 뉴욕이나 런던과 나란히 ‘세계도시’가 되었다는 목소

리가 이즈음 정재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로벌화나 고도정보사회의 도래에 걸맞은 도쿄

의 도시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고가 생겨나게 되었다. 

스즈키 도정 반에는 공공투자에 해서도 엄격한 억제책이 취해졌다. 그 결과 ‘세계도

시 도쿄’의 지  향상과 달리, 도쿄일극집 의 진 에 걸맞은 ‘기간시설’의 확충이 따라가

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도쿄도심부에서는 국공유지( 컨 , 국철민 화방침

(1987년), 공장철거지, 교통이 좋은 지역의 고층화 등 ‘도쿄 개조계획’이라 일컬어질 정도

로 규모 로젝트들을 더욱 부추겼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버블이 한창일 때 계획된 이

들 로젝트들은 도쿄의 지가 상승의 열기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확 되어 ‘ 형 로젝트

들’로 구체화되었다. 

셋째, 임해부개발 상지의 부분이 ‘도쿄도의 소유지’ 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토지매수를 둘러싼 민간기업과 교섭하거나, 주민단체로부터 반 를 받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이, 기본 으로 개발 문제를 부 행정 내부의 로세스로 취 하는 것이 가

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귀 한 도유지의 이용형태에서 ‘폭넓게 시민의 참가를 살려 

결정해 간다’는 시 을 애 부터 포함되지 못했던 결정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

경 속에서 스즈키 도정은 제1차 도쿄도장기계획으로 [마이타운도쿄-21세기를 목표로(82년)]

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리・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거리・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거

리”를 내걸고, 4기 도정 내내 이 계획을 지속해 나갔다( 京都, 1981;1982). 

이후 제2차로 이어지면서 [마이타운도쿄-21세기에의 새로운 개(86년)]를 책정하고, 제3

차 도쿄장기계획으로 [마이타운도쿄-21세기를 열다(90년)]으로 지속 으로 이어나갔다( 京

都, 1990b;1991). 제1차 도쿄도장기계획을 구체화한 [마이타운 도쿄 구상(83-4년)]은 도쿄

를 “국제 융과 정보기능을 심으로 거 한 집 이 상되는 세계의 추  도시”로서 

치 지었다. 이 계획은 “인구와 서비스산업을 심으로 한 산업이 더욱 집 해 간다”고 단

언한 뒤, “도쿄는 국토의 활성화를 진하는 고차도시기능의 거 ”이라 주장했다. ‘마이

타운’구상의 특징은 크게 ‘문화 역’을 시한 과 ‘세계도시’를 내걸었다는 데에 있었다. 

스즈키 도정은 1980년  12월에 ‘도민생활국’의 명칭을 ‘생활문화국’으로 변경해, 물질과 

정신면 모두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른바 ‘행정의 문화화’를 추진했다. 1983년 10월 ‘문화진

흥조례’를 제정해 “민주 으로 문화 인 국가를 건설해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려고 하는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기 으로”라는 시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디자인 문

화사업에 매년 1억엔 정도씩 산을 투자하고, ⅰ) ‘에도도쿄박물 ’과 ‘ 술문화회 ’ 등처

럼 문화시설의 건설 비, ⅱ) ‘정원미술 ’의 개 , ⅲ) 도 시설에 문화 인 디자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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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뉴멘트를 설치하기 한 문화디자인 사업, ⅳ) 유서 깊은 교각과 거리 등 명칭 보존, 

ⅴ) 역사와 문화의 산보로의 설정・신도쿄백경의 선정,  ⅵ) 술 페스티벌, ⅶ) 도시 미(美)

의 추진모델 실시지구의 조성, ⅷ) (도민의 날) 고향 도쿄 축제 등을 실시하면서, 많은 건설

계획들이 제시되거나 추진되게 되었던 것이다( 俊一,　1986:258-274).

무엇보다도 ‘ 융‧정보 등에 의해 고차기능으로 도시기능의 갱신’을 진행시킨다는 ‘세계

도시’ 노선을 [도쿄도 제2차 장기계획]( 京都, 1986)에 반 하게 되었다. ‘마이타운 구상’은 

크게 기본 으로 도쿄일극집  문제를 해소하기 한 안으로 ‘다심형도쿄구상’에 기반하

고 있었다.59) 추 리기능을 가진 도쿄도심으로의 일극집 을 시정하기 해서, 역다심

도시복합체로서 ‘다극분산구조’로 변경되게 되었다. 그런데 ‘ 도시확 구조’의 도식은 도심

과 부도심의 역할분담을 명시하고, 3차에 걸쳐 책정한 ‘도쿄도장기계획’( 京都, 

1982;1986;1990)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재생산되게 되었다. 

특히, 제4차 국총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책정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1987년)’에서

는 업무핵도시 등을 키워드로, 도쿄도시권상은 “인류사상 최 의 도시기능집 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도시구조가 제시되었다(川上秀 , 1990:15-19). 다심‧방사동심원형의 도시구조

가 최 로 명확해진 것은 ‘제3차 수도권기본계획’(1976년)으로, 이때 이미 도쿄권은 인구 3

천만 명을 넘어 ‘거 연담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도권계획은 다심형 도시구

상이 일 해서 추구해서, ‘방사( )’와 ‘환상(環狀)’이라는 축이 조합된 ‘ 심’을 창조해서 

도시의 발 을 이끌자는 것이었다. 특히, ‘업무핵도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기본구상을 

국가가 승인하는 형태도 진행되었다. 정비주체는 제3섹터에 해 일본개발은행의 융자, 

NTT주식매각 수입에 의한 무이자 융자, 세제특례조치 등이 용되었다. 

그러나 ‘ 도시 도쿄의 확 ’라는 방향 자체는 끊임없는 계획을 통해 집 이익을 도모하

는 ‘자본’이 그 에 자리하고 있었다. 즉, 집 불이익의 극복을 내걸고 일 되게 호소했던 

것이 바로 ‘다심형도시구조’를 베이스로 하는 도쿄계획이자 수도권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계획이 도시의 개발‧건설을 다시 정당화하고, 수도권이 

탁월한 흡인력을 한층 강화시키면서 집 을 더 유도해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었다. 

심각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기 ‘다심형도시구조’가 추구되지만, 그 구조 자체는 ‘분산-집 의 

나선  순환 시스템’을 구동하는 장치처럼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 으로 이러한 메

커니즘으로 인해, 오히려 ‘ 거  도쿄 도시권’의 집 은 날로 가속화되었던 것이다(武

秀 , 2007:48-52).

59) 후 도쿄도시개조는 그 이트 런던(The Great London) 계획을 모델로 ‘ 도쿄(The Great Tokyo)와 수도정 권비
(1955년)’에서 출발했다. 자립  소도시로의 분산을 심으로 한 거 도시의 부정·도쿄의 성장억제론이 도입되었다. 그
러나 다심‧방사동심원형의 도시구조에 의해, 도쿄의 확 ‧강화라는 형태로 미묘하게 수정되어갔다. 1963년 3월 ‘ 도시
개발문제간담회 제언’(건설 신‧이이 마(飯沼一 ) 회장)에서 나타난 도시구조의 개념도에서는 ‘ 도시를 더욱 거 화하
게 하는 요인을 사무소  업무시설의 집 ’이라고 했다. 이후 방사동심원형 도시구조를 확 ‧강화해서, 그 결 을 부
도심으로서 정비하는 ’계획론’으로, 지 까지도 일본의 도시정책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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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원  코포라티즘: 확 된 개발행 자들‧추진체계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최  규모’의 도시개발 로젝트라는 뿐만 아니라, ‘정책결

정과정’에서도 가장 상징 인 사례이다. 1980년  ‘도시개조’에 정책  우선권이 부여되게 

된 과정에서 형성된 계획이었다. ‘ 앙정부·재개·자민당의 연계(‘정 재( 官財) 복합체’)’에 

의한 ‘엘리트주의’와 ‘코포라티즘’이 뒤섞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정 재계의 압력에 

도쿄도가 종속되어 갔다는 평가도 있으나, 많은 압력들 속에서 오히려 도쿄도가 자체의 이

해 계를 추구했던 일종의 반격이기도 했다. 즉, 매우 지배 인 구조인 정 재계 행 자들

의 공통된 이해가 도쿄의 ‘도시개조’에 집약된 이야말로 80년 가 가진 특색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성장연합의 성격에 해서, ‘동원  코

포라티즘(mobilizing corporatism)’ 개념을 용해 보도록 하자( 志, 1994). 

정 재계(행 자들)로의 확 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이자, 계획이 확 된 분기 이 

된 사건에 해 알아보자. 1986년 9월 25일 부총리(민활담당 신) 가네마루(金丸信)은 건설

신, 국토청장 , 운송정부차 (운송 신 리) 등과 함께 스즈키 도지사의 안내로 선상(

上, 京丸)에서 ‘도쿄만’을 시찰했다. 이후 9월 30일 가네마루가 청해 발족한 사  자문

기  ‘민간활력활용추진간담회’(좌장 경단련 회장 사이토( 藤英四郎))가 개최되었다. 이 간

담회에는 각 주요센터를 표하는 멤버들과 도쿄도와 앙정부를 포함한 이례 일 정도로 

강력한 포진으로 개발의 ‘추진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이 간담회에서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기반정비에 한 기본틀이 정해

졌다. 공공섹터가 건설‧정비한 후 민간기업의 창의를 살리는 업무‧주택의 건설 등을 개발의 

주요 골자로 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된다( プロ

ジェクト 編, 1987:261-4). 이 간담회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면, 자민당과 ‘건설족

(族)’을 표하는 정치가, 재계단체의 톱, 앙정부의 료, 그리고 도쿄도지사가 함께 했

다. 이 ‘자문기 ’와 ‘간담회’를 통해서, 임해부도심 개발의 그림이 정해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자문기 을 둘러싸고 련된 이해집단은 큰 폭으로 확 되게 되었다..

이 시기 주요한 재계단체, 연 업계, 주요기업그룹, 민간싱크탱크 등에서, 도쿄도임해부

개발에만 한정해도 10개 이상의 개발의 제안이나 랜이 나타났다[표 3-6]. 수억 엔에 이

른다고 얘기되는 수많은 개발의 제안과 랜의 목 은 바로 개발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찬스’를 얻기 한 것이었다. 특히, 앙정부의 성청만으로 살펴보면, 1986년 12월 정부의 

계 7성청(국토청, 통산성, 운송성, 우정성, 건설성, 자치성, 내각 방특명사항담당실)은 도

쿄도와 국철, 그리고 민간활력활용추진간담회의 의견에 입각해서, 자민당민활특별조사회 

‘긴 제언’(동년4월)에 한 ‘ 응방침’을 정리했다. 여기서 ‘조기착수를 모색해야 할 로젝

트’로 언 된 지역이 바로 ‘13호지‧10호지1’ 던 것이다. 한, ‘조기착수의 비를 진행시

켜야 할 로젝트’로 ‘아오미( )‧도요스(豊 )‧아리아 ( )‧덴노즈( 州) 지구’가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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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체 명칭 발표시간 비고

종합개발연구회
(노기사카(乃木 )연구회)

도쿄국제화계획 1986년 4월 정부계기 , 도쿄도, 싱크탱
크 등에서 멤버 참여

도쿄만내측종합개발조사
연구 원회

도쿄만내측종합개발조사연구보고 1986년 9월 ㈶일본지역개발센터 설치, 
JAPIC·경제동우회 탁

경제동우회
도쿄개조 로젝트 원회

세계의 심도시‧도쿄의 실을 
해( 간보고)

1986년 10월

일본 로젝트산업 의회(JAPIC) 내수확 를 한 로젝트 추진
에 한 제언

1986년 10월

경제동우회사회문제 원회 도시문
제소 원회

정보 고감도 도시(인텔리 트시
티)의 형성을 해 1986년 11월

도쿄만워터 런트
로젝트연구회

아리아 (有 )하버시티 구상 1986년 11월
미츠비시(三菱)상사·미츠이
(三井)물산을 표간사로 
하는 기업 11사

덴노즈( 王 )종합개발 의회 덴노즈지구 마스터 랜 1986년 11월
미츠비시상사외 지구내지권
자 22사

일본 로젝트산업 회의(JAPIC)
(도쿄만지역개발 원회)

도쿄만임해지역 재정비에 해서 1986년 11월 제9회 정례간담회에서 강연

하루미( )를 발 시키는 모임 하루미아일랜드계획 1986년 12월
하루미지구 법인지권자32
사

일미무역확 진 의회 국제  구상 1987년 1월

경제단체연합회‧민간활력 원회 도쿄임해부개발 진에 한 제언 1987년 2월

21세기 일본과 도쿄만의 장래구상
원회

21세기 일본과 도쿄만의 장래구
상(도쿄만코스모폴리스구상)

1987년 4월
건설·토목· 랜트 등 민간
기업의 멤버가 참여

그룹2025 도쿄개조계획의 긴 제언 1987년 5월

* 출처: 『東京人』(緊 中間・東京ウォーターフロント特集号, 1987 ), プロジェクト 編　『 間 の 入』( 成出
版 ,　1987 ), 東京都 編, 『調査資料　東京 』(東京都, 1987 ), 日本プロジェクト , 『 団法人日本プロジェ
クト 』(日本プロジェクト ,1989 ) 등에서 작성( 村敬志, 1994:147 인용).

[표 3-6] 도쿄 임해부 개발에 한 민간 측의 계획‧제언들

언 되었다( プロジェクト 編, 1987:268). 결과 으로 완 하게 민간 베이스가 된 

‘덴노즈 지구’를 밴 모든 지역이 도쿄도와 련된 ‘임해부 개발 로젝트’로 수렴되었다. 

여기서 ‘1986-8년 임해부도심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책정이 추진된 각 단계들에 

해서 살펴 야 한다. 이해추구를 목표로 각 행 자들의 움직임이 격렬했던 버블경제의 피

크기의 특징들에 해서, 도쿄도는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응해 나가게 되었다.

첫째, 도쿄도는 새 정책형성 단계마다 수많은 사  자문기 (간담회, 원회 등)을 설치

했다. 각종 민간기업의 표나 각성청의 료경험자, 문  지식의 제공자를 끌어들 다. 

표 인 것들만 해도 ‘도쿄텔 포트구상검토 원회’(85년7월-87년3월), ‘도쿄도산업진흥정

책간담회’(85년6월-86년10월), ‘도쿄도장기계획간담회(85년11월-86년10월), ‘도쿄항의 장래

검토 원회(86년2월-10월) 등에 이르 다. 물론 공식 인 자문기 의 목 은 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이해 계를 조정한 뒤에 정책형성에 반 하는 것이었다. 주로 일본에

서 ’자문기 ‘이 실질  정책형성을 심의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개는 행정안( )에 

한 인정 정도의 형식 인 기 에 불과한 경우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발 로젝트의 내용과 방법에 해서, 도청의 종합추진조직 내에 만들어진 다수

의 테마별 로젝트 들을 심으로 실질  검토가 진행되었다. 각 성청들이나 그 외의 기

과의 의견조정도 방의 실무자 벨에서 추진되었다. 로젝트 에는 각기 건설 련 

제3섹터기업과 련 민간기업 등 실무담당자들도 참가하고 있었다. ‘원안’이 도청 내 부장

 직원들로 구성된 ‘임해부부도심개발계획(이후 추진)회의간사회’, 즉 국장  직원들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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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임해부부도심개발계획(이후 추진)회의’로 발 해 나갔다. 여기에 정부의 성‧청을 엮어낸 

‘도쿄임해부개발추진 의회’ 등의 의과정을 거쳤다. 결정된 개발계획은 ‘민간의 의사표시’

로서, 직  혹은 간 으로 정치가를 통해 앙정부  도쿄도에 해졌다. 즉, 민간의 다

양한 실무담당자들이 의견을 내고, 그것에 해서 앙-지방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셋째, 경제계와 민간기업은 정치가, 자문기 , 각종단체의 제언, 그리고 직 의 의견교환

의 기회 등 다양한 루트들을 매개로 도쿄도에 달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개발계획에 한 

의사결정에 일정한 향을 미치곤 했다. 컨 , 개발의 방향과 련해서 ‘주택용’이 아닌, 

‘비즈니스용’을 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다. 한, ‘ 민 력’을 ‘자 ’ 측면뿐만 아니

라, ‘개발의 조직’까지 확 하는 것 등이 표 이었다. ‘도쿄임해부개발추진 의회’와 ‘경

단련’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쿄도에 민간의 이해 계가 그 로 달되게 되었다. 

컨 , 1986년 4월 자민당 국회의원들로 조직된 ‘일미무역 진 원회’의 는 80년  

국내외의 상황에서 볼 때, 매우 형 이고 특수한 측면이 공존한다. 이들은 외국인 ( 国

人 )건설계획(아리아 국제 ( 国際 ))을 도쿄도에 달했는데, 도쿄도 자문기  ‘도쿄

항의 장래상 검토 원회’에서도 이 안이 채택되었다. 결과 으로 ‘외국인비즈니스맨, 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을 한 주택’ 정비로서, [최종보고서(1986년10월)] 속에서 포

함되게 되었다( 京都 , 1987), 이후 이 정비계획과 구상은 임해부도심계획의 ‘주택계

획’에도 상당한 향(도민<외국인)을 미치게 되었다(三 美 , 1991:64-5).

넷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도민들의 이해 계를 반 할 수 있는 루트는 체 으로 매

우 었다. 개발이 정된 ‘토지’가 갖는 속성(매립지)으로 통합된 시민운동이 거의 없었다. 

개발의사결정과정인 ‘조직’(행정기구‧자문기 )이 가진 ‘폐쇄성’이 도민들의 심과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도시개발자 이외에 이해 계를 둘러싼 ‘논쟁’이 거의 없었다. 

주택공  물량에 해서는 도의회 소수 야당들(사회당‧공산당)은 ‘비즈니스센터’만이 아닌, 

‘주택‧공원’을 한 토지이용 등을 항  계획으로 제출했다(ex>1988년 1월 사회당 ‘물과 

녹의 해변주택구상’). 그러나 반의 개발 추진기에는 거의 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1980년  말 격한 지가상승이 지속되던 도쿄에서, 일반노동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일반 서민들이 가진 ‘공공주택건설’에 한 요구는 매우 뿌

리 깊은 것이었다. 스즈키 도정을 지지한 보수 도연합  공명당 지지자들은 주택‧복지정

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청 내부도 정치  안정을 유지하기 해, 일정한 정치  타 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일정 정도로 수용해갔다. 1987년 6월 ‘기본구상’ 단계에서 주거인

구 규모(4만 4천명)는 12월 ‘임해부부도심개발기본계획의 기본  사항’에서 5만 1천명으로

([都 新 , 1987-12-18]), 다음해 3월 ‘기본계획’에서는 6만 명으로 차 늘어났다. 기본 

토지이용계획은 변경되지 않은 채, 고층‧고 도 주택에서 주거인구를 수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90년  공명당 심의 더 큰 개발논쟁(제4장 제1 )으로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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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추진체계(1990년 6월)

요컨 , 나카소네 수상과 같이 스즈키 도정도 다양한 ‘자문기 들’을 자주 기용하는 정책

형성방식(‘ 인 정치’)은 취했다. 이러한 방식은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서도 외가 아니

었다( 々 信 , 1991). 문제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의회’가 아닌, 행정 측에 의해 선발

된 ‘자문기 ’과 ‘청내 조직들’만으로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조라는 이었다. 이러한 

구조가 ‘도쿄도의 강한 리더십’을 상징했던 반면, 도민들에게 제 로 알려지기 어려운 ‘개

발조직의 폐쇄성’을 상징하기도 했다[표 3-7]. 체 으로 보면 많은 행 자들의 개입하고, 

다수의 청사진과 계획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최후로 남은 것은 도쿄도가 강한 주도권을 

가졌던 ‘도유지 심의 개발안’이 되었다. 그 결과, 일시 으로 유행했던 수많은 워터 런

트 개발들은 도쿄도에 의한 ‘도쿄임해부부도심(텔 포트 타운)계획’으로 수렴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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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지 10·13호지: ‘텔 포트’에서 ‘도쿄 런티어(세계도시박람회)’로

「도쿄항21세기구상(rainbow plan)」의 책정 작업이 진행되었던 1983-4년 무렵, 일본은 

뉴미디어 제1차 정보화 시 라 일컬어지던 기단계 다. 1984년 2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

된 ‘제1회 세계텔 포트회의’에서 ‘텔 포트(The Teleport)’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성장과 

개발의 비장의 카드라고 간주한 국의 런던도 이 분 기에 편승해갔다.60) 그 결과, 1985

년 4월 4-5일 ‘제2회 세계텔 포트연합총회(세계텔 포트연합 창립 총회)’를 도쿄에서도 개

최하게 되었다[그림 3-9, #1]. 이후 1986년 스즈키 도지사의 자문기  ‘도쿄텔 포트구상검

토 원회’가 ‘ 간보고’에서 처음으로 약 40ha규모로 등장하게 되었다. 텔 포트란 라포

라 안테나(a parabolic antenna)의 기지,  수신한 정보의 처리시설을 의미한다. 그 이상

의 오피스빌딩 등의 계획은 오히려 일종의 부 인 시설이었던 것이다[#2].61)

#1 제2회 세계텔 포트회의(( 木俊一, 1986:180) #2 통신 성을 통한 네트워크(東京都, 1988:88)

[인용] “도쿄에는 융을 비롯해 기업본사 등 추 리기능과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기
능이 집 해 있고, 국제 간 정보 결 으로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
제화의 진 으로 도쿄는 국제정보 추도시로서 지 를 한 층 높여 가리라 생각됩니다. 국제
화의 진 에는 필연 으로 국제간 기통신수요를 증 시켜 가야 합니다. 이 국제간의 기
통신수요에 처하기 해, 도쿄에서도 텔 포트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4월 4일 텔 포트 총회 [도쿄텔 포트구상] 연설에서-( 俊一, 1986:180).

[그림 3-9] 도쿄 텔 포트: ‘회의’에서 ‘건설’로

‘도쿄텔 포트구상’을 살펴보면, 13호지(약 300ha) 에서 ‘항만기능용지나 교통기능용지 

등’을  뺀 텔 포트 용지는 약 40ha정도에 불과했다( 京都 , 1985:17). 1984년에 도

쿄도시계획국의 [다심형 도시구조로의 개에 한 조사보고서]에는, 13호지를 ‘부도심’으

로서 개발한다는 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 발상이 결국은 ‘텔 포트’의 사고와 합류하게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京都都 , 1984). 1985년 7월 도지사 사  자문기 으로서 ‘도

쿄텔 포트구상검토 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이 시기까지는 아직도 ‘텔 포트’ 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당 의 랜과 달리, 거  로젝트인 반 인 임해부개발로 확 되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임해부개발은 도쿄도만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한 테마가 아닌,  

60) ‘텔 포트’란 성을 이용한 고도정보통신망 기지로, 텔 커뮤니 이션(telecommunication, 통신)과 포트(port, 항구)
를 연결한 성통신 안테나, 통신제어시설, 고속 량통신회선이 설치된 ‘지구국’을 심으로 고도정보업무시설이 배치되
고, 기업이 고도의 통신기능을 즉석에서 이용하도록 계획되었다. 

61) 해외에서도 텔 포트에 한 건설 구상은 단순히 ‘통신기지’ 사례를 포함해, 매우 다양하게 건설되어 존재하고 있다
( 京都テレポート構想 委員 編, 1987:148-151;長谷川 雄編,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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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 계의 행 자들이 경쟁하는 ‘정치 로세스’로 확 되어갔다.

당  ‘아오미’ 북측에 치한 ‘다이바’지구(즉, 후지TV 등)에 한 건설계획은 없었다. 이

미 항만정비의 일환으로 ‘오다이바해변공원’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62) 해안도로의 소음을 

숲으로 차단한 하얀 모 와 해변은 원드서핑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미 주변에는 보트, 식

당, 주차장 등이 건설되었고, 다이바 지구에서는 도쿄타워나 고층빌딩 등을 조망할 수 있

었다. 마치 뉴욕의 ‘강변카페’나 로워 맨해튼(lower Manhattan)처럼 탁 트인 해방감을 주

는 경이었다. 즉, 바다를 하고 바라보면서, 교각과 도심의 빌딩군을 조망하고 야경을 

즐기는 장소 다. 그러나 개발 계획 이후 정보통신기지와 다수의 인텔리젠트 빌딩이 늘어

선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로서 ‘국제화’ 계획의 심지로 변화되어갔다[인용]. 

[인용] “시바우라( )  시나가와(品川)에 이르는 수역조망을 갖춘 도시형 리조트 호텔이 입지
하고, 그 서쪽의 13호지 공원( 재 시오카제(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휴식과 수변을 즐긴
다…제3다이바를 정면으로 오다이바해변공원에 한 일 는 세계 각국의 요리와 바다의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스토랑,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카페 덱스, 패 리 스토랑 등 음식  외에 각종 
문 , 회랑 등 개성있는 상 을 연결해서 번화한 거리를 만든다…바다를 조망하는 산책로부터는 

도쿄만 연결교( 재 인보우 리지)나 도심의 빌딩군을 멀리 조망한다([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기
본계획], 1987년 6월).”

[제2차 도쿄도 장기계획]에서 기성시가지의 고도이용과 임해부도심(7번째 부도심)을 건설

하기로 했다. 1988년 3월에 ‘부도심개발 기본계획’ ‘하루미-도요스 개발 기본방침’을, 1989

년 4월에는 [부도심개발 사업계획’ ‘하루미-도요스개발 정비방침]을 공표했다. 한편, 정부는 

도쿄도와 계성청으로 구성된 개발 의회를 설치한 뒤, 1988년 3월에 [지역개발  역

 근간 시설 정비 등에 한 기본방침]을 확정하면서 ‘임해부도심구상(448ha, 남북 2.0㎞, 

동서 3.4㎞)’으로 격히 팽창되었다.63) 신주쿠부도심개발(34ha)이나 도쿄역 주변의 도심 

비지니스개발(오테마치, 마루노우치, 히비야, 56ha)에 비해, 엄청난 규모 던 것이다.

정 재계 행 자들이 개입하고, 수많은 싱크탱크에서 쏟아지는 개발구상(100여건)처럼, 

임해부도심은 미의 심사로 부상해갔다( 部裕三, 1993;1995).64) 1988년 2월 2일 도

쿄도 산안 결정 기자회견에서, 스즈키 도지사는 “도쿄에서 만국박람회를 개최하자는 목

소리가 있다…사회자본의 속한 정비에는 만국박람회는 효과 ”이라 언 했다.65) 스즈키 

62) ‘배 과학 ’( の科学 )은 1974년 7월에 공・개 한 매립지13호지에 건설된 최 의 건축물이었다. 선박이나 해운, 
해양개발, 해상보안을 심으로 시한 박물 이다. 1978-9년(1, 2기) 우주과학박람회가 개최되어, 1,100만 명의 람객
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았다. 2011년 10월부터 본  시는 휴 하고 있으나, 재도 남극 측선 ‘소야(宗谷)’
의 옥외 시와 체험교실 등 각종 이벤트는 계속 실시되고 있다. 

63) 스즈키 도지사는 반에는 오히려 신주쿠부도심개발에 가려서 미미한 개발계획에 불과했으나, 나카소네 정권의 내수
확 와 민활정책과 조우하면서 속하게 화려한 계획으로 확 되었다고 주장했다( 俊一, 1987).

64) 쓰 기 매립장으로 나쁜 이미지가 강했던 매립지에 멋진 경 을 만들어, 은 커 부터 년의 부부까지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장소마 의 문제 다. 따라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박람회 개최’라 생각되었다. 고베의 매립지에 건설한 
신도시 ‘포트 아일랜드’를 알리고자 ‘1981년 포트피아 박람회’를 개최해 성공한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 요코하마시(

)가 매립지 ‘MM21’에서 ‘요코하마박람회’를, 매립지 치바( ) 마쿠하리( ) 지구에 ‘마쿠하리멧세(견본시)’처럼 폭넓
게 확 되었으나,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재의 ‘도쿄 빅 사이트( 京Big Sight, 견본시 시장)’도 임해부도
심 구상 직 까지는 원래 하네다공항이 바다 쪽으로 이 한 뒤 남은 공터에 건설되려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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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도쿄 텔 포트 구상(40ha) 도쿄임해부도심 구상(448ha)

공개년도
담당부서

- 1985년 10월 구상(항만국)
- 1986년 08월 간보고(기획심의실)

- 1987년 06월-기본구상
- 1988년 03월-기본계획(제2차 장기계획)

계획주도 -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담당(기획심의실 조정
부 내 7명)(+미츠비시총합연구소 )

- 건축/설계-단게 겐조(丹下 三)(스타 건축가)
- 박람회-사카이야 다이치( 一)(통산성)

모델도시 - 뉴욕 맨해튼, 런던 도크랜드 등 세계도시 - 미래도시 + 박람회(체험숙박시설 30만명)

부분
- 조망: 랑스 라데팡스(개선문/샹제리제),
- 설계: 맨해튼(수면의 빌딩군, 센트럴 크)

- 설계: 건설 인 항구시설을 시(사카이야)
- 설계: 인공도시(철과 콘크리트, 단게)

- 미디어산업복합체(후지TV 정), 정보화/복합화/고층화, 공기단축(30년에서 10년으로)

실 된 
경

- 조망: 텔 콤센터~도쿄타워(배치, 시티뷰),
- 설계: 수면 빌딩군, 일부 녹지

- 철과 콘크리트, 공동구(열공 , 배선 등)67)

- 축상 센트럴 크(지하인공지반 건설)

비실 된 
경

- 축상 센트럴 크 구상의 축소(녹지 축소) 박람회 지, 공기단축 실패

[표 3-8] 계획 확  후 구상 비교(*출처: 平本一雄, 2000 참고해 필자 작성)

도지사는 제3단계로 기획 원회 최종보고서(1988년 9월 13일)에 국제  이벤트로서 ‘도쿄

세계도시박람회(가칭)’를 기재했다. 결국 1989년 12월에는 ‘도쿄 론티어추진본부’가 설치

되어, ‘세계도시박람회(300일간, 1994년 정, 이후 1996년으로 연기)’라는 명칭의 ‘도쿄 

런티어’로 확 되었다[표 3-8]. 1970년  오사카만박을 주도했던 인물들인 스즈키 도지사

(만박 회 사무총장), 단게(건축 로듀서), 사카이야(통산성 료)가 면에 배치되었다.66) 

건축가 단게는 1979년·1983년 도지사 선거지원단체인 “마이타운이라 부를 수 있는 도쿄

를 만드는 회(マイタウンと べる 京をつくる )” 회장 등도 역임했다. 임해부도심의 구상 

기에는 도쿄도 신청사(신주쿠)의 설계에 념하고 있었는데, 도쿄도의 마루노우치(丸の ) 

소재의 구 도쿄청사도 그의 설계로서 상당한 애착과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단게는 

가네마루 민활간담회와 아마노 제언으로 진행된 이른바 ‘도쿄민활 3 로젝트’(시오도메 화

물역 철거지, 도쿄역, 도쿄임해부도심)에 한 상세한 개발구상인 [도쿄구상1986]을 발표했

다. 매우 구체 인 제안이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실화되지 못하게 되었다. 

단게는 해외 산유국이나 신흥국가들에서 권력자나 정부기 의 강력한 의지-후원과 설계

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국가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도시설계와 기념비 인 건축물들을 남

겼다. 그러나 정작 도쿄의 재개발에는 직  계된 이 거의 없어서, 임해부도심 구상에 

해 더욱 극 으로 개입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도쿄 런티어로 확 된 임해부도

심개발은 ‘강력한 후원자(스즈키 도지사)-설계자(단게)’ 구도에서 진행되게 되었다.68) 원래 

65) ‘도쿄르네상스기획 원회(좌장 아시하라 요시노부( 義信, 무사시노(武蔵野)미술 학 교수))’에서 1990년에 도쿠가와
(徳川家康) 에도 입성(1590년)이래 400주년을 맞아, ‘에도도쿄400년기념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제1단계는 도쿄항개항50
주년, 제2단계 신도쿄청사, 도쿄 술극장(( 袋)), 에도도쿄박물 (両国)) 등 마이타운 정책에서 추진해왔던 형 공공시설
들의 완성기념행사로 막을 내릴 계획 등 이미 많은 로젝트들은 순차 으로 연동된 상태 다.

66) 1964년 도쿄올림픽을 해 당시 부총리 가와지마 쇼지로(川島正二郎)의 의뢰를 계기로, 스즈키는 도쿄도 부지사에 취
임했다. 즉, 올림픽의 혜택이 었던 도쿄의 동부지역과 치바의 일부를 매립해서 만국박람회를 개최해서, 도로정비도 실
시하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다 하야토( 勇人) 수상이 아즈마 류타로 도지사에 오사카에 양보해 주길 바란
다는 요청으로 오사카로 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도쿄만국박람회 개최’ 구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67) 공동구(  pipe utility conduit)란 통신  력 이블, 가스 과 상하수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해 지하에 개설한 시설을 말한다. 임해부도심지역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공동구로 매설되어 있
는데, 매립지라는 지반 조건 속에서 공동구의 개설은 공사비를 높인 주요 원인들  하나 다. 

68) 임해부도심에 한 표  비 서 리스트 오카베( 部裕三, 1995:159-161)는 도쿄도의 도청사 건설과 련해서 
정 재 유착구조의 핵으로 스즈키 도지사-단게 겐조 건축가( 련 건축설계연구소)-이시카와 로쿠로(石川 郎,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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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박람회 메인 회장(TMG, 1991:26) #1 세 거 에서 면개발방식(東京都, 1988)

[그림 3-10] 도쿄 런티어: 메인 회장과 면개발방식

세계도시박람회란 고베( ) 포트아일랜드박람회(Port Island Expo, 1981년)처럼 1996년 

3월 24일-10월 13일까지 ㈶도쿄 런티어 회 주최로 204일간 개최하고, UN과 해외 46개 

도시와 일본 국내 122여개 자치체가 참가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핵심시설로는 텔

콤센터, 국제 시장이 1993년 공에 맞춰 건설되는 등 세계도시박람회의 개최와 민간의 

업무-상업시설의 건설을 계획했던 것이었다[그림 3-10]. 

스즈키 도지사는 도시박람회에 상당한 애착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특징 인 것은 항구

시설을 심으로 구성된 ‘미래도시 만들기’의 로세스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잠재 체

험 박람회’로서, 도시라는 고 도의 장소에서 새로운 ‘도쿄모델’이라 이야기될 만한 도시

만들기의 실험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에 있습니다”라고 언 할 정도 다( 俊一, 

1990:122). 일종의 ‘도시건설의 체험장이자 실 도시개발의 장’을 만들려는 계획으로, ‘도

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기폭제’로 삼은 뒤 행사가 끝난 부지는 기념공원으로 할 정이었다

(#1). 결국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쿄항 연결교, 새 교통시스템, 순환2호선-하루미로의 연

장, 해상수송시스템, 게이요센(京 線)의 여객화 등 역교통기반 정비가 진행되었다. 

체 개발의 지면  442ha는 크게 네 지구(다이바(台 )지구, 아오미( )지구, 아리

아 북( )지구, 아리아 남( )지구)로 구분된다. 개발은 오다이바 역(워터 런

트, 左上)과 텔 콤센터 주변(정보화, 左下), 국제 시장 주변(국제화, 右下) 3개 거 을 제1

단계로 개발한 뒤, 제2단계에 차 주변부로 확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당히 먼 3개 

거 을 동시개발하면서, 개발의 양과 속도 모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정 으로 개발

의 기 인 ‘도시인 라’도 제1기부터 면 으로 개되어야만 했다(#2). 따라서 반부터 

지 된 이 개발방식의 문제는 압축된 개발 스 이 더해지면서, 각  간의 조정이 불충

분한 채 진행되었다( 一雄, 2000:82-90). 결국 개발의 본질이란 도로와 철도 등 역 교

통기반 정비가 완성될 1990년 의 건설 붐을 기 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島, 제네콘 종합건설회사) 회장, )일본상공회의소·도쿄상공회의소 회장)의 ‘철의 삼각형’이라 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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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소결: 워터 런트, 융도시의 추진과 확

제3장은 1970년  주도로 메가이벤트와 도시재개발이 결합된 개발주의가 세계화의 압

력 속에서 다시  버블형 개발주의로서 어떻게 확 ・재생산되었는지를 분석해 봤다. 

제1  1980년  반 일본이 직면한 두 가지 과제는 ‘국제화’와 ‘재정안정화’ 다. 1985

년 라자 합의 후로 발생한 엔고는 돈과잉 상을 가져왔다. 량의 과잉 자 들은 일

본 국내의 내수확 책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투기처’인 도시재개발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

에 제2차 임조는 내수확 와 재정재건을 동시에 추진하기 해서, 도쿄의 도시재개발에 

‘민간활력(민활)’을 활용하고자 했다. 국제화에 응하고자 도쿄는 뉴욕과 런던과의 경쟁

계 속에서, ‘세계도시다운 경  만들기’를 해 다양한 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용 률을 높이는 고층화로 진행되었고, 지가 상승 속에서 활동해야 했던 ‘스

타 건축가’는 ‘문화자본화된 정치  주체’로서 개발과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건설성은 인텔

리 트 빌딩에 한 높은 수요 측을 내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보화의 확 에도 불구하

고, 신속한 정보네트워크와 교환하는 로벌 센터 기능의 강화는 도쿄일극집 을 한층 강

화시켜나갔다. 일본의 버블경제 속에서는 도심 일부지역의 지가는 상승하나, 낙후지역은 

공동화되는 상이 공존하게 되었다. ‘오피스 수요= 융도시’라는 민활의 표 로젝트인 

‘도쿄역-시오도메-임해부도심’가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해부도심은 일종의 ‘지가상승

의 안정기제( 량 오피스 공 책)’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처럼 역설 이게도 개발에 한 

항과 난 들을 회피하려는 도시재개발은 새로운 공간  지형을 형성했던 것이다. 

제2  공간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워터 런트가 유행하게 되었던 경제  배경과 함께, 도

쿄 임해부도심 개발과 련된 경 의 청사진이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일찍이 이미 

1960년 부터 팽창해가는 도시와 사회에 해 기능주의를 넘어서 ‘기능의 구조화’를 강조

하는 건축운동인 ‘메타볼리즘’이 출 해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한 공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메타볼리스트들이 심이 된 오사카만박(메가이벤트-도시재개발)이 크게 

성공하면서, 이러한 개발방식은 규모 도시재개발의 ‘원형  모델’처럼 신도시개발에 용

되면서 국 으로 확 되게 되었다.

건축가 단게의 ‘도쿄계획1960’의 기본구상은 ‘도쿄의 팽창’에 한 일종의 건축 ·도시계

획  해결책인 ‘해상도시의 건설’이었다. 이후 1980년  버블기와 2000년  세계도시론과 

같이 도쿄가 팽창하려고 할 때마다 부상했던 개발계획이었다. 1980년 는 호황기는 도쿄의 

문화  정체성을 재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세계도시로서 로 트문화(갤러리, 카페 

등)뿐만 아니라, 에도도쿄학으로 표 되는 일종의 서민문화 등은 워터 런트의 유행으로 

확 되어 나갔다. 결국 이러한 유행들은 도쿄만을 따라 형성된 게이힌 공업벨트를 워터

런트 개발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른바 ‘워터 런트 ’의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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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1980년  스즈키 도정은 도시지역의 보수 인 범 한 지지(자민당-공명당-민사

당)와 도의회의 형식  기능 속에서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재정재건’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1980년  반까지 별다른 도시 인 라의 확충 없이 추진된 것이었다. 한, 뉴욕, 

런던과 같이 도쿄의 삼극체제는 도쿄에 다국  기업들의 본사나 일극집 을 증 시킨 결

과, 도쿄도의 세수(특히, 법인 2세)를 증 시켰다. 이러한 안정된 재정기반을 보유하게 된 

도쿄도는 세계도시 도쿄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도쿄도 장기계획(1986년)’에 반 했다. 이미 

매립이 완료된 도쿄도 소유의 한 매립지에 한 다양한 계획들은 수렴되었다.

세계도시 도쿄와 정보화, 그리고 건설붐 등 다양한 목표를 모두 포함시키는 텔 포트 건

설계획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도쿄도는 앙정부에 의한 민활 정책과 재계의 다양한 요

구들을 끌어들 다. 결국 개발의 성장연합은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7번째 부도심)으로 10

배 이상으로 확 시켜 나갔다. 이러한 도쿄도의 개발주도권이 장기계획과 비 에 기반을 

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다양한 행 자들을 끌어들지 

않고는 거 한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규모의 팽창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도시재개

발 자체의 메커니즘 속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가진 행 자들의 이해 심이 개

발계획에 투 되면서 개발의 규모가 확 되어 나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버블형 개발주의가 지향했던 ‘ 융도시 도쿄’는 공간 으로 ‘오피스 수요 증 ’라

는 물리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세계도시, 즉 ‘ 융도시(센터)’를 향한 제도  개

은 늦어진 채, 오히려 융센터화라는 공간  목표를 ‘이식’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물론 

다른 서구 도시들에서도 워터 런트 부동산 개발붐이 가져온 폐해는 실로 막 했으며, 개

발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들을 노출시켰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정상 인 버블경제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1990년  반 버블붕괴와 함께 장기불황이 시

작되면서, 개발의 성장연합에도 일정한 균열을 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컨 ,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앙정부는 경기부양을 한 내수확 책을 해, 재개발 

과정에 ‘민활’이라는 형태로 민간자본을 유도했다. 이익유도형 정치는 자민당을 심으로 

한 정 재계의 이해 계 속에서, 일종의 ‘동원  코포라티즘’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개발규모는 더 증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70년  ‘규모와 동원의 모순’을 내포했던 

일본형 개발주의(즉, 메가이벤트+도시재개발)와 추진주체들(오사카 만박)이 다시  도쿄 임

해부도심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쩌면 1980년  버블형 개발주의를 추동해 갔던 임해

부도심의 성장연합은 기존의 ‘발 국가  모순’이 그 로 내재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모던

 일본의 사회구조 속에 ‘세계도시’라는 포스트모던 인 이상을 모두 담으려 하면서, 흔히 

거  개발 로젝트들이 가진 문제 들을 더욱 증폭시켰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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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990년  성찰  개발주의(1991-1999년): 생활도시

제4장에서는 1990년 를 성찰  개발주의로 규정하고, 개발 계획을 둘러싼 재검토과정

에서 제시된 ‘생활도시(life city)’1)라는 목표가 정책 으로 환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1990년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부작용과 문제 들이 노출되었다. 

불황이 시작되면서, 개발계획을 주도하는 성장연합에서 재계는 가장 먼  이탈했다. 그러

나 주도권을 가진 도쿄도는 장기 인 시 을 더욱 강조해 나갔다. 

제1 에서는 90년  장기불황기에 도시재개발이 재검토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흔히 지

되는 이른바 ‘버블붕괴의 삼단논법’(국제무역수지의 개선-내수확 -민간개발투자 활성화)

의 문제 을 제시해 본다. 90년  반 제기된 ‘수도이 ’ 논쟁에서, 도쿄도가 수도이  반

책으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활용한 측면을 살펴본다. 공명당이 개발주의 도정을 비

하며 형성한 정책축의 특성(복지・주택정책)을 검해 본다. 1991년 도지사 선거에서 당

선된 스즈키 도정은 개발계획의 일부 재검토를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러나 단기  

재검토 이후에도 ‘개발의 미래지향성’을 내세운 채, 개발 규모는 축소되지 않았다. 

제2 에서는 임해부도심의 도시박람회 지를 내걸고, 1995년 도지사에 당선된 아오시

마 도정이 추진한 개발 계획의 재검토 과정을 살펴본다. 이후 개발에 한 문가와 도민 

간담회 등 ‘재검토’ 차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도 불구하고, 왜 개발은 크게 

축소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는가를 살펴본다. 개발로 형성된 건조환경은 일종의 ‘고정자산’

처럼 간주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개발을 진해 나가는 논리를 정당화했다. 신자유주의  

구조개 을 진행하려던 앙정부와 생활도시를 지향하던 도쿄도(‘재정 기 선언’)는 갈등하

게 된다. 무엇보다도 1998년 융 기는 도쿄의 도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높아진 사회 불

안(즉, 기업사회  통합)은 오히려 강력한 정치  리더십에 한 기 로 이어졌다.

제3 에서는 1990년  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임해부도심의 도시인 라와 상업시설 

이 어떻게 소비되는가를 제시해 본다. 버블경제를 상징하는 경 인 고층빌딩과 매립지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도시 인 라에 한 집합의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도쿄만에 집 되었

던 조망경 이 1980년  고층화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경 의 토착성과 세계성이 교차되

는 지 도 제시해 본다. 버블경제의 상징 인 개발이 되어버린 불황의 공간인 임해부도심 

지역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양가감정의 의미작용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베

지진(1995년)과 NPO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환경·시민참가를 지향한 아이치만국박람회

(2005년) 이후 메가이벤트가 ‘자본 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제시해 본다. 

1) 생활도시, 즉 주민들에게 친숙한 도시(resident-friendly city)를 의미한다. 1980년  ‘마이타운 구상’이 실제로는 물리
 도시재개발에 집 했던 것을 비 하면서 아오시마 도정이 제시된 개념이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생활’은 도쿄에서 생

활하는 평범한 거주자들의 생활에 기반을 둔 도시 만들기로 환을 의미한다. 특히, 1995년 후로 국내의 고베 지진
(1995년)과 아시아 융 기(1998년)을 기 으로 생활도시의 개념은 다시  도시경쟁력과 도쿄도의 재정문제에 한 불안
으로 인해서, 도시박람회 지라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  의미는 퇴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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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90년  장기불황: 개발의 재검토

1) 버블경제 ‘삼단논법’의 붕괴: 증하는 불량채권

1980년  버블경제의 메커니즘인 이른바 ‘삼단논법’(국제무역수지의 개선-내수확 -민간

개발투자 활성화)의 논리는 90년 에 들어서자마자 구조  한계를 노출했다(石 ,　

2004:278).2) 규제완화・민활정책은 토지버블의 붕괴로 지어져, 장기 으로는 심각한 불황·

정치경제의 혼란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野 之・レイコ·ハベ·エバンス, 1992=2000:71). 

80년  도쿄의 규모 개발방식에는 정부( 앙‧지방정부)와 자본, 그리고 주민들마  경쟁

으로 참여하며 확 되었다.3) 규제완화정책에 의한 지가폭등은 맨 처음 도쿄 도심을 시작

으로 도쿄의 교외주택지, 지방도시 등까지 국토로 확산되는, 이른바 ‘부동산 투기’를 

래했다. 일본에서는 1955년 이후 물가는 2배 상승, 지가는 128배 상승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체 으로 주가는 1990년부터, 지가는 1991년부터 하락으로 환되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융자에 한 ‘부동산융자총량규제’(흔히 ‘총량규제’, 1990년~) 등 여러 가지 지가 책

을 취했다.4)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해서 1989년부터 일본은행은 융억제로 환했으나, 

1991년 7월부터 융완화로 환했다. 정부는 속한 경기악화에 응하기 해서, 1992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기 책을 강구했던 것이다. 1993년 10월 일시 으로 회복하듯

이 보 으나, 실제로는  다른 하락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기회복과 함께 재정균형을 회

복하기 해서 구조개 이 큰 과제로 등장했다. 버블붕괴와 구조개 은 서로 립 혹은 견

인하면서, 90년  불황을 심화시켜 나갔다. 재정개 노선 동결과 자국채의 량발행을 

가능  한 ‘재정구조개 법’을 실시했다. 그러나 공공사업비 증 , 사회보장비 증 , 형 

감세조치 등처럼 지방의 건축  토목업자, 지방원들의 충성도를 높임으로써, 자민당의 지

배기반을 지켜나가자는 발상은 여 했다.5)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지방에 집 하는 것은 도

시 산층  유동층의 지지에 기반을 둔 자민당 내 도시부 의원들의 반발을 불 다. 

1991년 7월 1일 재 기 지가가 도쿄와 오사카의 주택지‧상업지에서 하락한 것이 토지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다. 지가는 1990년 를 통해 장기 인 하락기로 들어갔다. 국‧ 용

2) 외경제 계의 개선(내수확 정책)을 한 민간건설투자의 활성화가 결국 “철과 시멘트의 소비 증 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혹독한 비 마  터져 나왔다. 속한 엔고 상에 의한 도쿄의 지가, 임 이나 물가는 상승해서, 기업
과 생산자에 무거운 비용압박이 되었다. 리 정책은 국민과 융기 에 의한 과도한 출로 과잉유동성을 불러 오면
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3) 마치 50년  빌딩붐, 60년  고도경제성장기, 70년  민간도시개발의 방임과 난개발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버블
기에 토지를 사들인 것은 단지 토지를 개발하려는 부동산업‧건설업만이 아니었다. 많은 기업들이 토지를 매해 이익을 
올리거나, 고가의 토지의 담보가치에 기 하는 불건 한 동기에서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결과 으로 부동산업의 자회
사를 갑자기 만들어, 토지개발‧재개발에 착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4) ‘부동산융자총량규제’란 1990년 버블경제에서 토지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장성( , 재무성)이 융기 의 부동산융
자에 해서 행했던 규제로, 부동산 융자의 신장률은 융기 의 총 출의 신장률 이후로 억제하도록 지도했다. 

5) 1990년 는 55년 체제의 종료와 정치체제의 혼란의 시기로 사회당·자민당의 합종연횡을 통한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등 
정치 으로 불안정했다. 오부치( 淵惠三) 정권과 모리(森 ) 정권이 선택한 자민당 지지 공고화 략의 실체란 자민당
의 지지자들에게 재정  혜택을 주고 이탈을 방지하는 정책들을 취했다. 그러나 장기 인 에서 본다면 90년 의 이
러한 이익유도형 정치를 평가해 본다면, 자민당이 공공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지확보는 재정부담을 후세에 가한 일종의 
‘ 실회피형 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철희, 2004: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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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부동산시장의 자  유입(1991년 6월 재)(단 : 조엔)
*출처: 蔵 ( 藤隆敏ほか, 2002 図5-6) * 선은 간 출을 의미함

도평균 지가는 1991~2003년까지 12년 연속 하락했다. 버블기 상승분의 손실에 그치지 않

고, 버블기 이 의 지가까지 추락하게 되었다(日 の 他編, 2003:262-65). 도

쿄구부의 상업지 등에서는 1993-6년에는 10%를 넘는 하락폭마  보이면서, 말 그 로 ‘거

품’처럼 사라져갔다. 이후 21세기에 들어선 시 에서 (도시재생에 의해 지탱되는 도쿄도심 

등 외 인 지 을 제외) 지가는 거의 1980년  버블 이  수 까지 하락하게 된다.

버블기 은행 출의 추이를 보면, 1985-9년 사이에 국은행의 출은 42.9%가 확 되었

다. 부동산 계 출은 95%가, non-뱅크(후에 문제가 된 주  등을 포함)에 한 출은 

101.4%가 각각 증가했다. 비율을 살펴보면 1985년에는 부동산 계는 8.9%, non-뱅크는 

11.9%이었지만, 1989년에는 각기 12.1%, 16.7%로 높아지게 된다. 장성의 자료[표 4-1]

에 의하면, 1991년 6월 시 에서 부동산시장에는 120조엔의 자 이 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에 59조엔이 은행에서, 50-55조엔이 non-뱅크에서 각각 출된 것이었다. 

특히, ‘주 ’( , 주택 문 융회사) 문제는 심각한 수 이었다. 주 이란 주택임 회사로

서 농업 동조합에 가까운 형태로서, 농림성에 부과된 몇 가지 책임을 지면서 장의 규제 

리 하에 놓여 있었다. 버블경제는 토지를 담보로 한 과잉의 융자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라서, 버블붕괴는 융자본에 매우 큰 타격(주 의 산)을 주는 것이었다(Pempel, 

2001:305). 이후 최종 으로는 ‘공 자  도입’이 결정되어, 불량채권의 회수체제가 정비되

었다. 그러나 주  사태가 늦게 처리되면서, 공 자  도입에 한 항감은 이후 불량채

권처리정책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0년   팽창되었던 버블이 터지면서, 순환구조 자체는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게 되었다. 지가하락이 동반한 토지문제, 토지정책과 도시농 계획은 구조  논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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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다. 1990년  일본경제는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버블발생과 붕괴를 맞아 다

양한 측면에서 이른바 ‘구조개 ’을 향한 처가 시작되었다. 융 면에서는 이 시기에 다

양한 융시장개 이 행해졌다. 증권거래 등 감시 원회가 발족하고, 융감독청 설립의 

비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기 한 일은법(日 法) 개정 등 융자유화가 진 되었

다. 둘째, 디 이션의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5년 1달러 80엔 의 극심한 엔고

다. 디스인 이션(disinflation)이 진행되어, ‘주가하락’처럼 융의 가격 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셋째, 기업의 로벌화 진 이 본격화되면서 엔고는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에 큰 타격을 미쳤다. 생산기지의 해외이 이 증하면서, 도쿄의 산업공동화에 한 우려

도 더욱 심화되어갔던 것이다( 峰隆 · 子, 2011:373-4; , 2005:122).

1993년에는 기업업 도 히 하하면서, 1994년에는 본격 인 재구조화가 개시되게 

되었다. 도쿄나 오사카의 성장은 둔화·정지하면서, GDP증가도 지되거나 성장으로 환

되었다. 도쿄의 제조업은 고용만이 아니라, 제조품 출하액에서도 감소를 보 다. 도쿄도의 

지역GDP도 1991년을 정 으로 해서 하락과 정체에 빠져 들게 되었다. 서구와 달리 산업형 

세계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던 도쿄에서는 융, 자본시장의 규제가 남아 있었다. 도쿄에 

입지한 융기 의 경쟁력도 약해지면서, 도쿄의 융센터기능도 90년  반까지 명확하

게 하되었다. 결국 90년  들어 도쿄의 세계도시 략 자체는 일시 으로 후퇴되었다. 

정부가 지자체들을 끌어들여 개한 공공사업도 경기회복과 연결되지 못했다. 결국 

2000년  ‘도시재생정책’에서 규제완화․민활정책으로 회귀되고 있다고 본다면, 1990년 는 

‘잃어버린 10년’이자 ‘일종의 환기’ 던 것이다. 앙정부의 세계화에 한 방침은 1993

년 자민당 정권 붕괴 후 잠시 불명확해지면서, 도쿄의 도시정치도 변화를 겪었다. 1996년

에 등장한 하시모토( 郞) 내각은 도쿄를 ‘자유롭고 공정한 로벌한 융시장’, 세계

의 일 의 경제센터로서 부활시키기 해서 ‘일본 빅뱅’의 방침을 내세웠다. 

도시계획의 규제를 무원칙 으로 완화하면서 개된 민간 주도의 80년  도시개발들은 

부동산투기에 의한 지가 등이라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지가상승은 1991년부터 

장기 으로 폭하락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 으로 시행되었던 규모 공공사

업과 도시의 재개발 로젝트들은 량의 ‘불량채권’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부동산이나 도시개발에의 자 유입은 격히 감소했고, 단기 으로 사업을 확 했

던 부동산기업들은 경 곤란에 직면했다. 기존의 개발계획들이 갑자기 단되면서, ‘벌  

먹은 공지’( 食い, moth-eaten)처럼 방치된 토지들은 황량한 분 기마  느껴졌다. 특히, 

버블에 편승했던 방식으로 계획된 규모 재개발 로젝트(도쿄임해부도심과 요코하마

MM21, 치바 마쿠하리( ) 등)에 미친 타격을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많은 미이용지를 남

기면서, 각 지자체들과 기업들에게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겨주게 되었다(Hall, 19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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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0년  수도이  논의: 선택  기능분산론, 임해부도심

후 수도이  논의는 ‘도쿄일극집 ’, 도시경제의 오랜 테마인 ‘집 의 이익과 불이익’

의 문제 다.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의 입지조건과 국토의 발 략의 배분과 조정에 한 

주제 역이었던 것이다.6) 그러나 1970년 에 국토균형발 정책과 도시권 성장억제정책

에도 불구하고, 도쿄로의 집 상이 지속되어갔다. 그런데 1980년  세계도시들 간의 경

쟁은 새로운 국면의 분산과 집 의 형식(dispersal and new forms of centralization)을 

가져왔다(Sassen, 2001a:23-36). 도쿄는 세계 인 융센터를 지향할수록 집 은 증가되었

던 반면, 지방도시들의 경제는 갈수록 쇠퇴되었다. 따라서 1980년  이후 ‘도쿄일극집 ’의 

찬반론의 등장은 세계도시들의 계(hierarchy)와의 연 성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 

1990년  수도이  논의의 발단은 당 의 국회의원과 문가로 구성된 ‘신수도문제간

담회(회장 가네마루 신(金丸信), 1975년 2월 발족)’에서 비롯되었다. 수도 이 은 1987년 

책정된 ‘제4차 국총합개발계획’에서도 국토정책의 요과제로 부상해 나갔다. 1988년 

‘수도기능의 이 에 한 조사회(회장 국토청 회장)’에서는 55만 명 규모, 면  8,100ha, 

이 비용 8조 8천억엔 규모의 ‘신수도구상’을 내세웠으나 그다지 진 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 국회결의 직 에, 의원들(230명)이 신수도문제간담회의 멤버가 되었다. 

특히, 통산성 료 출신 사카이야( 一, 1990)는 1990년 7월 ㈔사회경제국민회의 ‘신도

건설문제특별 원회’( 원장, 사카이야, 유일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 참석)에서 새로운 논의

들이 개되었다. 구체 으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개도( 都: 매립)· 도( 都: 

수도기능 확 )·분도( 都: 수도기능 이 ) 등과 같은 수도 자체를 이 하는 ‘환도( 都)’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신에 소규모의 ‘신도(新都: 20만 규모, + )’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 일본의 행정기구와 기능도 보다 ‘유연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오자와 이치로( 一郎)도 도쿄일극집 의 비 과 지방분권의 추진을 해 ‘환도의 진

’을 제안하며, ‘  하나의 도쿄’가 아니라 철 한 행정의 지방분산을 주장해 나갔다(

一郎, 1993). 11월에는 국회 개설 100주년 기념해, ‘21세기에 합한 정치·행정기능’의 확

립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康, 1991). 같은 해 일본 국회는 ·참 양원 본회에서 ‘국

회 등의 이 에 한 결의’하고, 1992년 ‘국회 등의 이 에 한 법률(이하 이 법)’을 공

포해 시행했다. 이처럼 앙정부와 도쿄도는 도쿄권에의 일극집 을 시정하려는 정책을 

면에 내세우고, 도쿄의 수도이 방안(정부기  일부 이 을 포함)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가네마루는 1990년 4월 19일 녁회의에서 수도이  문제에 소극 인 도쿄도의 력을 

6) 천도론의 계보를 살펴보면 1960년  기무라 에이이치(磯 英一, 1903-1997, 도시사회학자)가 발표했던 후지산 기슭(富
士 ) 천도, 1964년 건설상　고노 이치로(河野一郎, 1898-1965, 자민당)　등이 건설성을 끌어들여 정리한 ‘신수도건설의 
구상’(하마나 호수( , 후쿠오카  하마마츠시 고사이시( · · ) 부근에 백만 규모 도시 건설), 1971년 
도 마 고이치( 沼 , 1933-, 도시계획가), 건축가 요시자카 다카마사( 阪隆正, 1917-1980) 등이 제안했던 신수도북상
경계획(新 都 上京 ,　다극분산화를 해 도호쿠( )에 25만 명 정도 소도시를 건설), 1987년 도카이( )은행에 
의한 나고야( 古 )천도론(경제 으로 유리한 기존 도시 병치형)나 ‘ 도시문제워킹그룹’에 의한 센타이 도(仙台重都)구
상(도쿄재해에 비한 제2수도를 설치) 등이 있었다( 川宏雄, 1999=2004). 1959-1995년 사이 주요 수도이 론의 경 는 
다음 URL을 참고 http://shinto.jpc-net.jp/database/sedhks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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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다. 스즈키 지사는 “다핵다심형 도시분산을 이해한다”며 ‘일부 수도기능 이 ’에 

해 이해의 뜻을 밝혔다. 스즈키 도정은 도쿄일극집 에 한 비 (토지/주택)에 해 ‘도쿄

임해부도심구상’과 ‘업무핵도시’7) 정책을 내걸고 ‘선택  기능분산론’으로 응했다. 선택  

기능분산론이란 “세계도시로서 필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고차의 추 리기능과 국제 융

기능, 고도정보통신기능이라 할 만한 기능에 해서는 앞으로 도쿄에 있어서 필수 이기 

때문에 그 확충과 정비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 던 것이다( 俊一, 1990:260). 

이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스즈키 도정 3기는 도쿄일극집 에 한 비 을 타개하기 

해서, 오히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91년 4월 임시행정개 추진심

의회(제3차 행 심) 제1차 답신에서도 도쿄일극집 의 시정이 언 되어,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등’에 해서 ‘도쿄권으로의 기능집 억제의 에서’ 계 자치체와 의가 진행되

었다. 일종의 도심의 지리  역할분담을 통해, 수도 이  움직임에 항해 나갔다. 

그런데 ‘수도이 ’의 순서를 국회이 부터 시작한다는 시나리오가 물살을 타게 되었다.  

다만, 이후로는 ‘천도, (수도이 )’가 아니라, ‘수도기능 이 ’이라는 단어로 변경되게 된다

( 川宏雄, 1999:29). 도쿄도는 1992년부터 ‘수도이 에 단호히 반 하는 모임(회장 스즈키 

지사)’을 구성했다. 보수- 신의 정 를 막론하고 도쿄도의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일본공

산당, 사회민주당  참의원, 지역의원, 경제인  직능조직 등이 모두 참여했다. 이러한 

분 기 속에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수도기능을 이  는 분산 없이 매립지를 넓히

는 방법을 통한 일종의 ‘수도이  반 책’으로서 추진되었다(McCormack, 1996).

그러나 앙정부는 1995년 12월 후보지를 결정하고 1996년 이 법을 개정하여 수도의 

조건과 내각총리 신 자문기  ‘국회 등 이  심의회(이하 국회심의회)’ 구성을 명시했다. 

1999년 12월 국회심의회에서 이  후보지로 기후·아이치( 阜· 知) 지역, 북동지역(후쿠시

마·도치기( 島· ), 미에·긴키지역(三重· : 시가(滋賀), 교토(京都), 나라( )을 선정했

다.8) 1999년 이  비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도 한 신수도 구상을 발표하고, 앙정부

와 국회에 해서는 공동으로 응해 왔다. 3개 지역은 수도이  비 후보지로 결정되자

마자 각각 ‘신수도추진 의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지역에 근거한 ‘신수도구상’을 발표하

다. 수도이 의 상은 천황을 제외한 국회, 앙부처, 최고재 소 등이었다.9) 

2000년 5월 의원 특별 원회는 2년 내에 후보지(1곳)을 선택할 것을 경의했으나, 

7) 업무핵도시란 도쿄도심부의 행정, 경제, 문화의 일극집 을 시정하기 해,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을 집 으로 정
비하는 도심주변의 핵도시를 말한다. 1988년 제정된 다극분산형국토형성 진법에서는 업무핵도시의 정비에 한 세제, 
융 등 조성조치가 강구되었다. 치바( )를 제1호로 오미야･우라와( 宮･ ), 다치가와･하치오지(立川･ 子), 가와

사키･요코하마․아츠키(川 ･ ․ ), 츠치우라･츠쿠바( ･ 波), 나리타( ) 등을 말한다. 

8) 수도이  후보지 9개 항목의 선정기 ( 근성, 도쿄로부터의 60-300km의 거리, 국제공항, 부지매입의 용이성, 지진·화
산 안 성, 자연재해 안 성, 지형 등의 양호성, 물공 의 안 성, 기존도시와의 한 거리)과 배려사항 2항목(신도시건
설 등과 련된 경제효과, 자연환경 등에 한 향)이다. 이  후보지는 3단계(1)조사 상지역 3곳 선정, 2) 문가 조사-
지조사-공청회, 3) 종합평가 상지역 설정 가 치방법)를 거쳐 선정되었다. 

9) ‘국회 등 이 심의회’는 모든 행정기 이 이 하는 경우, 신수도로의 이 비용을 약 12조 3,000억엔(약 146조 9,653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건설개시 10년 후 제1단계에서 ‘국회도시’를 건설하여 국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인구 
약 10만명, 면  1,800ha, 총액 4조엔(약 48조원)이 소요된다. 2002년 10월 의원 조사국은 이  규모를 축소하여, 이
비용을 4조7천억엔(56조 1,575억원)으로 추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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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기한까지 결정되지 못해 원장은 책임 사퇴했다. 이후 2002년 10월 수도이

의 규모를 이는 ‘축소안’과 3개의 후보지에 수도 기능을 분할하는 ‘분도안’ 등이 제안되

었으나, 이 비용과 후보지 압축 실패 등 각각의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참의원

수도이 특별 원회에서 이 후보지들의 단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003년 의원과 참의

원이 당 으로 의회를 만들어, 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합의하 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의회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 후보지 등 수도이  논의는 거의 종결 상태이다. 

결국 1996년에 제정된 수도기능 이 을 담당 ‘특명 신 직 ’가 2006년 9월에 폐지되어, 

논의가 완  단되어 수도이  추진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3곳의 후보지역들

은 ‘수도기능이  3지역 연락회의(이하 연락회의)’를 구성하여, 수도이  추진을 구하는 

활동을 개했다.10) 2006년부터 3개 지역은 수도이  구를 해 도쿄와 수도권  해당 

지역 내의 주요 철도역에 홍보 포스트 게시, 주간지 고, 국회 건의활동, 시회, 민

총회 개최 등을 간헐 으로 실시했다. 2005년 이후 수도이  논의는 면 단 상태이다. 

그러나 국토교통성의 ‘수도기능 이  기획과’는 계획과 추진조직이 아닌, 국회 보좌조직으

로, 1999년 후에는 근무자가 20여명에서 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다.11) 

재는 수도이 은 ‘백지화’된 표  정책이나, 몇 가지 정책  함의를 가진다. ‘수도이

’과 ‘국정개 ’의 두 축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진행시켜, 정치-경제의 

추를 분리해서 정· ·민의 새로운 계형성을 도모했다. 국회 역시 국정 반의 개 을 

진하고, 재해 응력의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1980년  도쿄

일극집 과 지방경제의 쇠퇴로 인한 ‘자민당의 기’가 놓여있다. 1990년  반 당시 여·

야당 의원들과 지방 정치인들 모두 ‘일종의 불황의 타개책’으로 여겼다. 도쿄의 경제력 집

완화  인구과 해소라는 ‘명분’과 공공투자 증가를 통해, 경제  부수효과에 한 ‘기

’가 결합된 일종의 ‘토건국가  정치풍토’ 때문이라는 비 도 높았다( 川宏雄, 1999:45).

그동안 ‘균형 있는 발 ’ 정책이 심이었던 일본의 국토개발 사상은 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의 부(富)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실 되어왔다. 즉, ‘균형 있는 발 ’이란 후 국토개

발의 근본이 된 사상은 국토청의 설치로 국토를 정하게 이용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발 을 도모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형성에 기

여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도쿄의 조세부담액은 국 1 이면서도 환원률은 최하

다. 정부가 지방에 특혜를 집 하는 동안에, 도쿄는 가치를 잃어간다는 비 이 립했

다. 1990년 에는 도쿄의 피폐화 속에서, 지방에 한 편 배분이라는 비 도 거셌다. 

10) 정당간양원 의회 원들과 비 후보지 지사들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성은 주기 으로 이  비 후
보지를 시찰해 왔다. 후보지역들도 수도이 의 의의와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도쿄를 포함한 국순회와 가두/철도역 홍보, 
미디어 고 게재 등을 계속했다. 아직도 이 연락회의(8곳: 후쿠시마, 도치기, 기후, 아이치, 미에, 시가, 교토, 나라 등 부
지사 참가)는 ‘공동건의서: 수도기능이 에 한 요망’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11) 재도 일 /분산이 에 해 조사·검토가 진행 이며, 도쿄도는 수도이  담당 직원(3명, 겸직)이 있다. 수도이 과 
련된 정부 산은 2008년 2억3,500만 엔에서 2009년 4,800만 엔, 2010년 4,600만 엔으로 폭 삭감되었으나, 앙정부

는 앙부처의 합동청사와 의원회  등 개축  내진공사를 진행 에 있다. 京都･ 都移転 ( 方 部国
域 · 都調査担 ) http://www.chijihon.metro.tokyo.jp/chosa/syuto/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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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극론 신 론

수도이  vs.
수도기능 이

천황을 제외한 입법, 행정, 사법 기 들의 
이 에 해 국회에서는 ‘국회 등의 이 ’, 
정부에서는 ‘수도기능 이 ’으로 명명

수도란 ‘국가의 앙정부가 있는 도시’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의 추기 을 이 하는 것은 
수도이 이라고 규정

이 의 필요성 일본이 한 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수
도이  필요

수도이 이란 새로운 정치권력이 과거 권력과 
단 하는 정치  변 의 시기에 필요한 것이
기 때문에 수도이 을 할 이유가 없음

국정개 수단
국정 반의 개 을 국민에서 분명하게 각
인시켜주고 작은 정부  분권의 실 을 
해 수도이  필요

지방분권과 규제완화가 우선이며 수도이 이 
개 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앙정부의 
슬림화, 도주제  연방제 필요

도쿄일극집
해소 효과

수도이 은 도쿄일극집 으로 인한 과 폐
해 완화, 국토재편, 도쿄를 정 으로 하는 
서열의식 타

지방분권과 규제완화가 진행되면 도쿄일극집
은 요하지 않으며, 수도이  인구 56만명

은 수도권 인구의 1.7%로 일극집  해소 효과
가 없이 수도이 은 도쿄의 국제경쟁력만 약
화

도쿄의 재해
응력

정치·행정과 경제를 분리하여 도쿄의 직하
형 지진에 응한 리스크 분산

일본의 어떤 지역도  안 한 지역은 없으
며, 수도이 은 도쿄의 재해 응력 향상과 
계가 없으며 리스크 분산과 정보 백업체제의 
정비 등으로 수도의 방재성 향상

[표 4-2] 수도이 의 개념과 목 을 둘러싼 입장(김은경, 2010:4).

1999년 이시하라 도지사는 첫 당선 이후, 극 으로 ‘수도이  반 론’을 개했다.12) 

도쿄도는 수도권 내 다른 들과 함께 수도이  백지화를 추진해 왔고, 재 수도이 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단하고 있다. 버블경제의 부정 인 유산이며 오랜 논의에도 불구

하고, 도민과 국민의 심도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아마도 일본의 수도이  논의는 경제

가 완 히 회복되어, 재정 자가 격하게 감소되지 않는 한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다. 재

정지출의 우선순 는 수도이 과 같은 공공투자지출보다는 복지, 의료 등으로 거 한 재정

자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도이 비용의 지출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흔히 거 도시들의 도시 략은 거 화에 한 정론과 부정론으로 구분된다. 정론은 

극  정(도심고층화론, 부도심육성론)과 소극  정(권역내분산론)이며, 부정론은 재해 

등의 험을 주장하거나(권역외분산론, 환도론), 과다집 (인구‧산업분산론)을 각기 주장한

다( 々 信 , 2011:214). 물론 수도이  반  이유도 각기 다르다. 이시하라 도지사의 반

입장은 도쿄의 거 화․집 은 비용  편익의 측면에서 장 을 가진다는 주장인 반면, 

진보  도시계획가 이시다(石 , 2003)는 수도이  없는 정치․경제․사회  구조, 즉 정

치의 분권화와 지역경제 시론이 요하다는 주장이었다(박세훈, 2003:94). 그러나 수도이

을 둘러싼 ‘ 극론’(일극집  시정·재해 응력)과 ‘신 론’(정책효과 미비·국제경쟁력 약

화)의 공방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표 4-2]. 2000년  들어 국토균형발 정책의 폐기와 

함께 ‘지방분권’과 ‘규제개 ’을 통한 지역 특성별 발 략이 강화되는 분 기이다.13) 

12) 都移転 ( 方 部国 域 · 都調査担 ) http://www.chijihon.metro.tokyo.jp/chosa/syuto/index.htm

13) 오사카도( 阪都) 구상처럼 거 도시권역의 변화는 보수  정치세력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下徹· 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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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정책 vs 복지‧주택정책의 립: 도의회 공명당의 변화

스즈키 도정(제1기)은 ‘보수 도’와 ‘ 신세력’ 간의 결장이 되었던 1979년 도지사 선

거에서, 공명당과 조 계를 통한 ‘보수 도세력의 연합’을 통해 당선되었다. 약 10년에 

걸친 보수 도세력의 안정된 연합 계는 여론으로부터도 일정한 지지도 받아왔다[부록-5, 

6]. 행정학자 미츠노부 다카히코( 延忠 , 2009)는 80년 -90년  반까지 스즈키 도정에

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의 변화에 해, 도정당인 공명당이 보수계 도정의 개발정

책과의 립지 을 분석하면서 구체 으로 검증하고 있다. 보수 도연합(자민당+공명당+민

주당)에서 공명당 자체의 의석수가 차 늘어났다. ‘여당체제는 반석’이라 불릴 정도로 공

명당의 향력은 차 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은 1980년  반 이후 두 가

지 쟁 (매상세(売上 )14)와 임해부도심지역 내 주택의 공·민비율)으로 분열된다. 말하자면 

재정확보와 성장 략을 둘러싼 ‘개발과 복지의 립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첫째, 1986년 7월 매상세 구상과 련된 균열로, 1989년 4월부터 버스, 상・하수도, 도

주택 임  등 소비세를 가하는 방침이 도쿄도지사에 의해 제안되었다. 공명당·민사당 

양당 모두 사회당·공산당에게 공격 구실을 다며 난색을 표했다. 세제 항목과 련된 조

례뿐만 아니라, 교통요 의 가 비율을 놓고 립되었다. 도의회 선거에 불안을 느낀 공

명당이 반 하면서 도지사와 립했다. 1989년 7월 2일 도의회 선거 이후 사회당・공명

당・민사당 3당이 결속해, ‘소비세폐지의견서안’이 제출되었다. 새로운 결속에 불안을 느낀 

자민당은 ‘도의회 원일치 찬성 례’를 제기하면서, 의원회 상정까지는 가지 못했다.15)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991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스즈키 도정에 한 도의회의 정

치  지지기반은 동요하게 된다. 자민당과 민사당은 모두 스즈키 도정의 4선을 지지했던 

것과 달리, 공명당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의회 자민당 내에 1, 2기 

원들이 ‘도지사 선거를 생각하는 모임(都知事 を える , 이하 선거모임)’을 결성했다. 

스즈키 도지사의 정책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인 제3섹터의 건설과 간담회 행정 등을 

비 했다. 비 이 거세지는 것을 막고자 9월 14일 ‘지사선 책 원회’도 설치되었다. 스즈

키 도정 은 4기 출마를 시사하면서, 지지세력의 범 한 연합 계는 새 국면을 맞이한다.

1990년 12월 19일 공명당 회에서 이시다 고시로(石 四郎) 공명당 원장은 스즈키 4

선에 난색을 표했다. 다음날 오자와 이치로( 一郎) 자민당간사장도 공명당의 자세에 지

지를 표명했다. 12월 26일 자민당・공명당・민사당의 표들이 논의한 결과, 스즈키 4선 

14) 매상세는 거래 는 매상고를 과세표 으로 한다. 통상 으로 비례세율로 과제되는 세 을 지칭하며, 일반매상세와 
일반매매세라고도 한다. ‘매매고’라는 과세표 은 각 생산단계에서 부과된 가치만이 아니라 단계에서 입수된 간재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총생산(GNP)의 몇 배가 될 정도로 커서, 낮은 비율이라도 거액의 세수를 올리는 장 도 있으
나, 각 단계에서 과세표 에는  단계에서 지불된 세액이 포함되어 과세는 겹겹이 부과되는 단 도 있다.

15) ‘매상세’와 련된 균열은 나카소네 내각 하에서 의제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나카소네 수상의 도입 의욕과 달리, 여당 
내에서는 반 세력이 많아 당내에서는 동요했다. 1987년 도지사 선거(즉, 스즈키 3선)에 즈음해서, 도의회 내의 스즈키 
도정의 지지연합은 ‘국정과 도정을 별개로’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물론 스즈키 지지연합 내에 이견이 존재했으나, 그
다지 커다란 정치  립으로 발 하지는 않았다. 결과 으로 사회당-공산당 후보를 큰 격차로 제치고, 스즈키는 3선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상세 도입은 통일지방선거 종료 후 의원에서 폐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소비과세는 
소비세로서 재등장했는데, 공공요 에 한 가문제로 1980년  말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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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991년 1월 10일 공명당 도본부는 스즈키 4선 반

를 명확히 했다. 자・공・민 3당의 당본부도 의에서 새 후보의 옹립에 합의했다. 그러

나 1991년 2월 5일 스즈키 도지사는 4선을 표명해, 도지사 선거에 한 도의회의 립구

도는 스즈키 지지(자민당+민사당)  반 (공산당+사회당+공명당)으로 압축되었다. 

둘째, 이러한 구도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계획 재검토와 보정 산안에서도 다

시 립하게 되었다. 주택항만 원회에서 자민당의 ‘선거모임’ 소속 의원들은 ‘도쿄 임해부

도심 개발계획은 직주근 을 강조하면서 주택부족 더욱 악화시킨다’, ‘국제 시장은 건축확

인을 하지 않은 채 지반개량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도청사와 런티

어(즉, 도시박람회 개최)를 선거에 제시하면서, 자신의 임기와 도민의 사업을 연동시킨다고 

비 했다. 공명당도 동의하면서 독자 인 보정 산 수정안(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사업회계, 

매립사업회계 등)을 제출했다. 사회당도 재편성안을 제출했고, 자민당의 ‘선거모임’에서도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3안의 산안 모두 부결됨과 동시에 지사의 산안도 공

명당의 반 로 부결되었다. 1980년  스즈키 도정 1-3기(12년) 내내 지속되던 보수 도연

합은 불안정해 졌으나, 1991년 4월 7일 스즈키는 4선에 결국 성공하면서 재등장했다.

둘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 내에서 주택정책과 련해서, 공명당이 스즈키 도정에 

한 지지  연합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1988년 주택국의 ‘주택수요의식조사’에 의하

면, ‘주택에 한 평가’ 항목에서 국평균(47.6%)에 비해 도쿄도는 40.5% 정도의 만족에 

불과했다. ‘불만’이라는 응답도 국 51.5%에 비해, 도쿄도는 58.8% 다. 1989년 ‘도정

반에 한 조사’에서도 ‘도정에 요청하는 것’  제 1 는 ‘주택정책’이었다. 주택정책에 

한 요청은 1987년도가 4 , 1988년도가 제2 으나, 차 순 가 상승해 왔다. 도민들의 

주택문제에 한 심이 높아지는 만큼, 도쿄도의 정책에 한 불만의식도 높아지게 되었

던 것이다. 1988년 2월 ‘도쿄도주택정책간담회’가 설치되어, 주택문제에 한 책으로 ‘주

택마스터 랜’이 책정되어 련 조례가 1992년 4월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 제정과 즈음해서 성과가 나타난 계기는 1991년 이후로 미 졌다.  

도의회 자민당이 모든 종류의 주택공 수에 한 증가를 요청했고, 도의회 민사당은 도의

회 자민당에 한 요청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도의회 내의 자민당과 민사당은 기본 으로 

‘주택정책’보다는, 오히려 ‘ 소기업정책’을 시했다. 반면, 공명당은 공공시설과 도 주택

(都営 宅)16)을 모두 건축하고, 도 주택의 건설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 1989년과 

1990년도 제1정례회에서 도 주택의 공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을 지 했다. 

16) 도 주택이란 공공주택법에 기 한 소득자를 상으로 한 주택들 에서 도쿄도가 운 하는 공 주택을 말한다. 
구( )가 리하는 공 주택은 ‘구 주택’, 시가 리하는 공 주택은 ‘시 주택’이라 불린다. 도 주택은 가족 는 독신
자용 주택으로, 독신자의 입주는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도 주택은 모두 임  집합주택(즉, 아 트)이며, 단독주택이나 분양주택은 없다. 한, 한부모세 (모자·부자세 )․
고령자세 ·심신장애자 세  등을 상으로 한 추첨과 포인트방식으로 모집 물량이 공 되게 된다. 후 일본 공 주택정
책의 반 인 변화에 해서는 다음 연구(남원석, 2008;2009)를 참고.
[ 京都都 /都営 宅に関すること]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keiei/260toei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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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에 있어서 주택공 이 공공부문의 주택수와 민간

부문의 주택수의 비율인 ‘공・민비율’로 논 이 이동했다. 한, 사회당 도의회는 주택 산

에 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일반회계 세출의 목 별 내역 산안에서 본다면, 년도와 

비해서 1989년도는 ‘도시정비’는 31.1%가 증가한 것에 비해, ‘주택건설’은 20.7%밖에 증

가하지 않았음을 비 했다. 말하자면 ‘주택건설’이 세출 체의 4.4%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스즈키 도정의 개발편 을 드러내는 수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 도의회는 주택건설 호수가 미노베 도정과 비교해서, 스즈키 도정은 계속 하되

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듯 자민당과 민사당은 스즈키 도정의 주택정책을 정 으로, 공

명당과 공산당는 도 주택의 공 이 불충분한 을 들어 부정 으로 봤다. 사회당은 ‘주택

건설’ 산이 ‘도시정비’ 산과 비교해서 다는 을 들어, 스즈키 도정의 주택정책에 

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택건설’을 둘러싼 도의회 내의 새로운 정책 립은 

1980년 말과 1990년  반에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강한 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1년 3월 제1정례회에서 임해부도심 련 산은 ‘사회당+공산당+공명당’의 연합에 

의해, 일부 부결‧동결되었다. 공명당은 임해부도심 내의 공공 역과 민간 역의 공 주택수

의 비율(즉, ‘공・민비율’)에 한 문제를 제기했다.17) 사회당도 체 인 주택공 수의 증

가시키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했다.18) 그 결과 자민당은 제2정례회 심의에 선행해서, 사회당 

도의회와의 조정했다. 이 지구에서 주택착공 호수의 증가를 2천호로서, 체 으로 2만 2

천호(그 에서 공공주택 5천호)의 공 에 합의했다. 그러나 2만 2천호 건설을 둘러싸고 

기반정비와 재정수지 등 해결과제들을 새롭게 등장했다. 주택항만 원회 단계에서 심의 이

후, 다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논의가 도의회 표질문에서 행해졌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을 수용한 스즈키 도지사는 ‘세계도시박람회’의 개최 연기 등을 표

명했다. 이후 1991년 7월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제안된 산안은 ‘자민당+사회당+

민사당+공명당’이 연합한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자민당 내부에서 결성되었던 반 스

즈키 노선인 ‘내일의 도쿄를 생각하는 연구회’의 양당화노선은 스즈키 도지사를 둘러싼 연

합에 한 근본  비 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되었다.  도의회 내부에서 진행된 정책  

재검토과정을 통해서, 1991년 8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등 재검토 원회 제1차보고’와 

11월 재검토 체보고가 각기 진행되게 되었다. 결국 1992년 3월에 도쿄 런티어사업 계

획을 통해서, 1993년 2월 조기임 계획이 개시되게 되었다.

17) 공명당의 논 은 ①임해개발은 도쿄일극집 을 가속화한다, ②주택호수(2만호)를 증가시켜, 공 과 민 의 비율(공
주택 1만 3천호, 민 주택 7천호)로 변경한다, ③도쿄 런티어(즉, 도시박람회) 개최 시기를 변경한다, ④진출기업의 부
지이용에 주택건설을 유도한다, ⑤기업 진출의 실성을 해제한다, ⑥사업용지의 가격이 무 렴하다 등이다.

18) 사회당과 스즈키 도정과의 정책합의는 ①주택, 복지, 환경정책, ②도쿄비핵평화선언의 성립, ③도정에의 여성참가, ④
임해부에의 주택호수의 증가, ⑤정례회 에 정기 의의 정례화 등이었다.［ 新 ,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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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임해부도심 당선기업 구획배치(14개 사업자)(平本一雄, 2000:128)

4) 스즈키 도정(4기)의 선택: 1991년 도지사 선거와 개발계획 재검토

1989년 건설작업이 시작되어 본격화되고, 1990년 5월 28일 ‘공모요강 제1회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211개사, 참석자 504명, 건설·부동산회사, 은행·상사 등 폭넓은 업종이 참가했

다(일부 건설회사는 1사는 14명까지 사업 참가). 6월 22일 공모등록 마감에 18구획에 해

서는 응모수(단독 62건, 그룹 46건 기업총수는 378사(외자계 10건))는 108건이 넘었다. 이

는 1구획당 평균 6배의 경쟁률에 해당한다. 11월 제1차 진출기업 14개사[그림 4-1]가 결정

되었으나, 낙선기업의 응모내용이나 선정이유 등은 공포되지 않았다.19) 그 결과 사업이 개

시되자마자, 곳곳에서 비 이 분출되면서 큰 정치  쟁 으로 부상해 나갔다.20)

1990년  버블붕괴 이후 도쿄는 다국 기업과 국제 비즈니스 거 도시로서 지 가 심각

하게 하되었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의문도 높아져갔다( 志, 1994). 

첫째, ‘개발의 가능성’에 한 의문으로, 앞서 지 했듯이 스즈키 도정은 1994년 규모 

박람회(‘도쿄 론티어’)를 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런데 체의 사업이 늦어지면서 여유 없

는 스 쥴이 차 명확해지면서, 박람회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게다가 버블

붕괴로 도쿄도의 재정 악화 등도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하는 장기 인 개발이 가능한가에 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둘째, ‘개발의 공평성’에 한 의문으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멋진 비즈니스 기회 다. 무엇보다도 총액 8조엔에 이르는 ‘공사’ 자체에 한 참가와 ‘도

19) 간사이(関 ) 기반의 마츠시타( 下) 기사업과 부지역( 知 ) 기반의 도요타(豊 )자동차는 응모에 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낙선했다. 도쿄권 외의 추  기업들을 해당 지역에서 빼내서 임해부에 입지시킨다면, 결과 으로 ‘도쿄일극집

’을 가속화시킨다는 비 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일종의 ‘정책  단’이 작용했던 것이다( 一雄, 2000:127). 

20) 도민 6명이 진출기업에 한 토지 부 계약 지를 요청한 ‘감사청구’(1991-04-02)는 기각되었다(1991-04-02). 이후  
도쿄지방재 소에 계약 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1991-05-15)하나, 모두 기각되었다( 藤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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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의 도심’에 근 한 희소가치가 높은 공간을 획득한다는 장 이 있었다. ‘이권 추구’를 

해 참가하려는 다수의 기업그룹과 사업기회를 개하려는 정치가들의 활동기회를 한층 증

가시켰다. 력  정책형성과정의 이면에는 주요 행 자들의 이해 계를 한 거래가 활발

했다. 로젝트의 이권에 한 독  의혹은 90년  경제불황과 맞물려 시민사회의 힘이 거

의 닿지 않는 ‘권력유착의 역’이었던 것이다( 部 三, 1993;1995). 

셋째, ‘개발의 필요성’에 한 의문으로, 먼  도쿄로의 기능집 을 진해 국내의 경제

 불균형과 폐해를 조장한다는 비 (도쿄일극집  비 )과 도쿄의 도시정책의 우선순 로

서 비즈니스센터 건설이 아닌, ‘주택건설’을 시해야 한다는 공명당의 비 (주택건설 필요

성 제기), 그리고 환경에 한 악 향 등이 제기되었다. 개발을 둘러싼 모순과 잠재되었던 

립이 드러나면서, ‘공공공간’에 한 간 인 이해 계를 가진 도민들과 사회운동의 존

재를 부상시켰다. 도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할 무렵 임해부도심에 한 안을 모색하는 시

민단체21)나 도쿄도직원노동조합 등에서도 비  움직임이 생겨났게 되었다( 島俊雄, 1992).

사회 으로는 고령화․인구감소로 등으로 사회불안이 증 되었고, ‘지역’환경문제에서 ‘지

구’환경문제로 이 이동한 시기 다. 국제정세에 의해 일본의 평화주의는 흔들리면서, 

결국 이후 2003년 유사삼법, 이라크특별조치법이 성립되었다. 리쿠르트 사건, 소비세 문제, 

수상의 여성 스캔들 등 자민당이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1989년 7월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

는 자민당의 패로 끝났다. 그러나 1990년 2월 의원 선거에서는 도의원, 참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회당이 약진하는 한편, 자민당은 세력을 크게 만회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정의 정치  기반의 흔들린 것은 1991년 4월의 도쿄도지사 선거

다. 스즈키 지사는 82세라는 고령의 나이뿐만 아니라, 신주쿠 재개발과 ‘도청 이 ’은 

‘불필요한 세 남용’이라 비 받았다. 당시 오자와 이치로( 一郎,  ‘국민생활제일당(国

の が 一)’ 표) 자민당 간사장 주도 하에서, 이소무라 히사노리(磯 徳, NHK캐

스터)를 옹립해 립시켰다. 그런데 도쿄도조직의 지지를 받은 직 지사인 스즈키는 자민

당 본부나 공명당의 지지를 받았던 립후보 등을 꺾고 4선에 성공했다. 이후 도쿄도의 장

기계획인 ‘마이타운’ 구상(임해부도심, 형 재개발 로젝트들)도 계승해 나갔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잠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이 쟁 이 되기도 했으나, 각 정당의 분

열 등으로 인해 크게 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민당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즈키 도정 

4기는 도의회 내에서의 지 는 곧 불안정하게 되어 임해부도심 재검토는 불가피했다. 1990

년도에 재무국은 임해계획에 해서 6,800억엔의 산조치를 취하기 해서, 재정조정기

과 시티홀 건설기  등 총 13기 에서 총액 2,646억엔을 환해서 보통회계에 편입시키는 

산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도채발행액도 년도 비 40.5%를 증가시켜, 새롭게 3,815억

21)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도요스·하루미개발기본구상]이 발표된 다음해 1989년 9월에 35단체, 162명이 결집해서 
‘임해부도심문제를 생각하는 도민연결회’(약칭 임해도민련)이 발족했다. 도민연과 [시오도메역 부지의 민주  이용을 요구
하는 모임( 駅跡 の 主 を める )]은 함께 도쿄도공문서의 개시에 한 조례에 기 해 계 공문서의 개시를 
청구(1990-12-21)했으나, 주요 부분이 비개시로 거부되면서(1991-01-18)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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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1] “본래 20년~30년이 걸리는 규
모 지역개발에서는 완료까지 경기변동이 있
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변동 때마다 ‘아, 그
런가!’라며 방침을 변경하면 지역개발은 불
가능하다…분명히 도 에 버블이라는 터무니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버블이 열되
었다고 해도, 기본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 
연결교나 공동구, 교통시스템처럼 사회자본
정비는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개발이익을 계획에 포함시켜도 계획 체로
서는 충분하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俊一, 1992).”

[인용2] “임해개발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만, 버블이 있든 없든 도쿄도
는 조용히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확실히 
산을 편성해서 항상 수익성을 체크하는 한

편, 때때로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
을 추진합니다. 그 기 때문에 타마뉴타운과 
신주쿠 부도심개발처럼 큰 로젝트도 성과
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임해부도심도 같습
니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도쿄의 20년, 
30년 후를 겨낭한 장기 인 로젝트입니다. 
나는 ‘21세기를 향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
다( 俊一, 1993).”

엔을 신규재원을 조달하려고 계획했었다. 

선거 직후 1991년 6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등재검토 원회’가 설립되어,  7월에는 

도의회에 ‘임해부개발등특별 원회’가 설립되어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도쿄 

론티어(박람회)’의 개최는 2년 늦춘 1996년 3월로 연기되어, 건설속도도 조 되게 되었

다.22) 특히, 1992년 6월 12일 도쿄도재산가격심의회에서도 진출기업에 부하는 토지의 

가격을 평균 20%, 장소에 따라 최  31%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업유치에 골몰했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박람회 참가 정 기업수는 후

퇴해 갔다. 1992년 12월 16일 기업설명회에서는 경단련과 도지사가 함께 노력했음에도 불

구하고, 참기업수는 증가되지 않았다. 1990년 8월 진출기업 평균경쟁률이 6배 던 것에 비

해, 1992년에는 참가기업수가 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단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23)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계획도 ‘오피스공 ’보다는 ‘주택부족’에 한 비 을 수용하게 되

었다. 그 결과 거주인구도 3천명 증가시켜 6만3천명으로, 반 로 취업인구는 4천명을 감소

한 10만6천명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제1차 응모’에 의한 입

지가 결정된 기업들 에 사퇴하거나, 계약을 연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토지의 권리

이나 차지 을 두 번에 걸쳐 가격 인하한 결과, 당  계획에 비해 4조 억 엔 이상이나 수

입이 감소되었다. 이 수입감소분 그 로 도쿄도 재정의 부담 증가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 결과, 계획의 미래와 상 없이 ‘미래도시 만들기’라는 꿈은 이미 깨져가고 있었다. 

이처럼 스즈키 도지사는 변하는 세계에 응하는 ‘기반형성’, 즉 장기 인 미래도시라

는 략임을 강조했다[인용1]. 보다 장기 인 계획이라는 을 강조하면서, ‘계획의 탄력성’

보다는 오히려 ‘계획의 지속성’에 심을 두었다. 물론 개발에 한 비  여론과 진출 기업

22) 무리한 스 에 따라 진행된 개발공사는 건설 장에서 산업재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도쿄도 항만국의 조사에 의하
면, 1992년 7월 22일 아오미지구 공동구 공사 장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1994년 6월까지 2년간 7건의 사망
사고(공동구와 아오미 런티어 빌딩)의 사망자수는 10명( 부분 1-3차 하청노동자)이 넘었다( 部裕三, 1995:35-6). 

23) 이후로도 도쿄도는 두 번에 걸쳐서 토지 차지료를 인하했으나, 결과는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도유지의 가
격인하의 향으로, 임해계획의 수지는 5,100억엔이나 자를 내게 되었다. 이 계획을 둘러싼 환경은 한층 악화된 결과, 
1993년 9월 28일 제2정례회에서 제기된 표질문에 한 답변에서 ‘지가의 폭 인 하락과 불황의 장기화를 측하지 
못했던 것이 유감이다’라고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계획 자체는 존속시켜, 세계도시박람회 개최 시기만을 연장할 
것을 표명했다. 요컨 , 도시박람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재검토 단계로 임해개발계획 자체가 이행해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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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운트다운 등행사( 部裕三, 1995:113)24) [#2] 장 빛 이미지 그림( 部裕三, 1995:115)

도시 람  개  CM 내 : “ 보우 리지 편  엇 ? 진 미래  계다! 픈! 1996  
, 계도시 람  픈! 도쿄에  21 가 보 다. 9월 1  매  매 개시!”

[그림 4-2] 세계도시박람회: 사  행사와 장 빛 이미지

들의 불안을 타개하려고 더욱 흔들림 없이 계획을 진행하려는 의도 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2]의 언 과는 달리, 실제로는 개발과 련된 산편성과 수익성은 제 로 체크되지

도, 경제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처하지도 못했음을 알 수 있다( 貴, 1996:182-5). 

마치 고도경제성장기에 후 산업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처럼, 1980년  산업구조 환과

정도 역시 3자 계( 앙정부-자민당-민간기업)가 주도 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물론 도쿄

도는 ‘도쿄’를 무 로 형성된 3자 계의 큰 흐름에 편승하는 방법 외에는 독자 인 개발사

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했다. 경제 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도쿄의 도시

경제도 국경을 넘어 상호침투 인 네트워크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시정부

로서의 도쿄도는 ‘세계도시’라는 성장정책을 표방하면서, 주도 으로 직  민간기업들을 

‘성장연합’에 끌어들이는 독자성을 개발과정 내내 시종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엘리트주의 인 코포라티즘의 혼합형태’가 가진 이러한 폐쇄 인 상호의존 계가 

오히려 개발의 재검토를 방해했던 것이다. 한, 스즈키 도지사의 요지부동의 태도는 의사

소통의 민주성에 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연합 내부의 이해 계가 

어 나지 않도록 막고 있던 버 목은 성장에 한 환상을 지탱하던 버블경제 다. 90년  

불황으로 속히 빠져들면서, 80년  단기간의 도시재편을 지탱했던 성장연합에는 조 씩 

‘균열’이 생겨났다. 결국 국제 융센터건설, 텔 포트, 주택의 공 , 외국인 , 국제 시장 

등 ‘다양성’을 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화를 한 일종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경 이 

생산되어갔다[그림 4-2]. 그 결과 1995년 도지사 선거에서,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재검

토는 정치 으로 가장 뜨거운 쟁 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24) 도시박람회의 사  행사들로는 ①임해부도심 견학회, ②4월 세계도시박람회·재팬 오  테니스선수권 회(도쿄도 1억 
5천억엔 후원), ③개최 2년  행사(카운트다운 시계의 등식 등), ②+③의 합계는 1994년 도립 학과 도립고교 등의 수
험료와 수업료, 도립병산원 분만료의 증수액에 필 했다. 한, ④1994년 11월 10일에도 도민 장에서 ‘개최500일  기념
행사(행사담당자 유니폼 디자인 공모결과 발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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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무당  아오시마 도정: 개발계획의 재검토

1) 도시박람회96 지: 개발계획 재검토의 딜 마 

80년  말 정 재계가 결착된 구조에 기반을 둔 ‘도쿄임해부도심건설㈜’은 낙하산인사

( 下り)와 제네콘의 형공사에 한 독 발주방식의 입찰방식에 한 비 이 높아졌다. 

버블붕괴로 인해 서서히 임 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토지이용방식’의 여론도 악화되었다. 

한, 1992년경부터 진출이 내정된 기업들이 잇따라 계약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

업자들과 지권자들 모두 개발에 한 의욕이 어들었다. 토지의 운용수입의 폭 인 감

소로 이어지면서, 도쿄도심부에 한 집 압력도 완화되어갔다. 그러나 지가‧주거비의 상

승, 교통정체와 기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오히려 실제 거주환경은 악화되었다. 반면, 도쿄

의 활력이 없어지면서, 국제 인 지  하락도 염려되는 상황이 교묘하게 공존했다.

이러한 정치 -사회  배경 속에서 아오시마( 島 )25)는 참의원 5기 때인 1995년 4

월 9일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도민에 의한 도정-도시박람회 

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민, 사회, 공명 등 주요 정당들이 연합한 료 출신이자, 도

시박 개최를 공약으로 한 이시하라 노부오(石 信雄, 내각 방부장  출신 7회)를 약 123

만 5천표로 크게 따돌리고, 약 170만 표를 획득해서 승리했다.26) 례가 없는 량 득표율

은 도시박람회를 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 된 것이었다. 아오시마 도지사는 그해 5월 

‘도시박람회’를 지시킨 뒤, 다음해에는 ‘개발의 기본방침’도 축소‧수정하게 되었다. 스즈

키 도정 시 에 도시박람회 개최 결의(찬성 100, 반  23)이라는 내외 압력은 오히려 ‘ 스

즈키→ all여당→ 런티어(도시박람회)’로 강력하게 이어져 있었다( 貴, 1996:193).

그런데 문제는 도시박 지를 공약으로 했던 아오시마가 도지사로 당선된 뒤, 처음으로 

박람회장을 방문해 비가 상당 분분 진행되었음에 놀랐다고 한다. 도시박람회 사무국측은 

만약 도시박람회가 지될 경우 약 1,000억엔 손실이 발생한다고 아오시마 도지사에게 

했다. 개최· 지 여부에 한 결단의 시한은 1995년 5월 31일로 다가왔다. 5월 16일 도쿄

도의회의 [세계도시박 개최에 한 특별 원회]에서는 ‘도시박람회 개최 결의’를 가결했다. 

25) 아오시마 유키오는 1932년 도쿄 니혼바시(日 )의 주문도시락  차남으로 출생했다. 와세다  학원 재학 에 만
담 본을 쓰기 시작해 20 에 방송 작가로서 데뷔했다. ‘비눗방울 홀리데이(シャボン ホリデー)’ 등 TV방송계에서 활약
했고, 1967년부터 TV드라마 ‘심술쟁이 할머니( ばあさん)’ 주연으로 인기를 모았다. ‘스다라세츠(スーダラ節)’의 작사
를 맡아 히트했으며, 첫 소설 ‘인간만사새옹지병마’(人間万事 翁が丙 , 1981년)으로 나오키상 수상 등 다채로운 재능
을 발휘했다. 1968년 35세로 참의원 국구에 첫입후보, 120만표로 당선되어 탤런트 의원의 개척자 인 인물이었다. 
이치카와 후사( 川 ) 참의원의 유지를 이어 ‘이원클럽’ 표로서, 선거운동에 거액 사용이 정치부패로 연결된다고 비
했다. 이러한 비  에서 그 자신은 가두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지 않은 스타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

島 さん死去 京都知事・ ばあさん, 日新  2006-12-20]

26) 리크루트 사건이나 가네마루 거액탈세사건 등 정치와 돈의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정치개 이 정치  역에서 
이 되어갔다. 1993년 6월에 미야자와(宮 一)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의원이 해산했다.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는 ‘개 ’가 표를 결집해서 ‘호소가와( 川) 연립정권’이 탄생했다. 사회당이나 신생당, 공명당, 일본신당, 민사당, 신당
사키가 (さきがけ), 사민연( , 참의원회 의 민주개 연합의 8당 에 의한 비자민연립)의 호소카와 정권이 발족하게 
되었다. 80년  후반에는 자민당 내에서조차도 ‘수구 ’를 비 하는 반자민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를 의식하게 되었다. 자
민당에 한 비 이 ‘도시 간계 ’을 심으로 높아져서, 불안정한 우 를 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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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같은 날 아오시마 지사 앞으로 배달된 소포가 폭발하는 ‘도쿄도청 소포폭탄사건’(이

후 도시박람회와는 무 하고 옴진리교에 의한 것을 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5월 23일에

는 도쿄도 의회·본회의에서 100  23의 큰 차이로 ‘도시박람회 개최 결의’가 가결되었다. 

아오시마 도지사의 공약이 철되기 어렵다는 추측 속에서 국 인 심이 집 되었다.  

당시에는 아무리 공약이라 해도 실제로 지될  몰랐다는 충격이 컸다고 한다. 이 결정

을 듣고 스즈키  도지사는 ‘수도권에의 박람회 개최’라는 꿈이 사라졌다며 분노했다. 마

치 ‘사린가스가 장미에 뿌려진 듯하다’고 발언해서, 더욱 각계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지

사가 박람회 지 결단을 내린 이후, 사무국은 여러 가지 ‘후속처리’에 쫓기게 되었다. 

1996년 4월 22일 도쿄도에서 발표한 최종재정 향 액에 의하면, 사무국 측의 측(도쿄도

에 986억엔(오차 50억엔)보다는 은 실제 손실액수는 610억엔이었다. 개최 시 정되었던 

지출(830억엔)보다 220억엔 정도 도는 수치 다고 한다. 회장 내 공사나 이벤트 기획을 

수주 받은 기업이 발주처 기업으로부터 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도쿄도는 구제책으로 1회사당 2억엔을 한도로 긴 융자를 실시했고, 최종 으로 

280사에 해 총 약 77억 8,500만엔을 융자했다. 지 이후 14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 

재 액 상환한 회사는 181사에 그치며, 총액도 58억엔에 그쳤다. 2009년 3월 재 약 

2억 6천만엔의 채권을 포기했으나, 약 20억엔이 미회수인 채로 남아있다. 이 문제는 박람

회 지라는 도쿄도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 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곤란

한 상황이다. 한, 1995년부터 발매되던 일반용　‘ 매 입장권’에 해서는 같은 해 8월 1

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국 주요 여행 리 (긴키(近 )일본투어리스트, 

JTB 등)나 JR동일본뷰 라자(view plaza) 등에서 환불처리되었다. 

도시박람회 지가 타당했는가에 해서는 여 히 논란이 있다. 당시 버블붕괴가 속도

로 진행 이었기에, 설령 개최된다 해도 경제 인 효과는 그리 명확치 않았다. 제1차 공

모기업들이 연달아 진출을 지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이었다. 1993년 도쿄 교외의 다치가

와시(立川 )에서 개최되었던 ‘TAMA라이 21’ 행사도 기업 찬을 얻기 어려웠을 뿐만 아

니라, 객수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임해부도심에는 인 라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요 공공 교통기 도 

유리카모메 정도 다. 이 당시 린카이선(りんかい線)은 도심과 직결하는 도쿄텔 포트역이 

미개통이었고, 사이쿄선(埼京線)과도 환승도 되지 않았으며 편성된 차량도 4량뿐이었다. 도

버스나 게이힌 행 철( , 게이힌 행버스)도 4노선뿐이었고, 국제 시장역까지는 운행

되지도 않는 등 도심으로부터 근성이 매우 낮았던 것도 문제 다. 설령 개최되었다 해

도, 회장에 려든 객들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아오시마 도지사가 내걸었던 세 공약(도시박람회 지,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재검토, 신

용조합 구제) 에서 실 된 것은 도시박람회 지뿐이었다는 비 이 높아졌다. 이 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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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박람회를 지시킨 아오시마 도지사는 이후에 ‘(임해개발을 해) 뭔가 이벤트를 개최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해서 거센 비 을 받기도 했다. 이후 임해부도심 개발의 방향에 

한 논의가 반복해서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이곳의 인지도와 궁 증도 높아졌다. 임해부

도심에 어떤 곳인지 확인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방문했다. 당시 개업한 무인 차 유리

카모메를 타고, 아직 건설이 진행 인 황량한 공사장에 방문객들이 쇄도했다. 

이후 빅 사이트(Big Sight)나 후지TV가 개업하고, 상업시설들이 차 늘어나게 되면서 

객들은 차 늘어나게 되었다. 결과 으로 이 지역의 성격이 부도심보다는 ‘어번 리조

트(urban resort)’의 성격으로 변화되어 나갔다. 도쿄도지사 취임 후 공약 로 ‘세계 도시 

박람회’는 지했지만, 이후는 도 료와 조 노선을 취하는 것도 많아졌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지지했던 시민단체는 오히려 ‘미스터 공약 반’이라 비 마  받기도 했다. 도쿄

도지사로서는 극히 외 으로 1기 도정(4년)에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아오시마는 2001, 

2004년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지만, 모두 낙선하고 04년 정계에서 은퇴했다. 

우리가 이 도시박람회 지와 련된 문제를 단지 사회자본 정비에 한 문제로만 축소

해서 보면, 도시개조를 둘러싼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도쿄 임해부

도심 개발’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살펴 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도쿄도가 세계도시와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를 실 하기 해, 개발을 추진해갔던 ‘정치  기반’은 무엇인가라고 

다시 질문해 야 하는 것이다. 도쿄의 재개발은 단순히 도시개발정책이 아니라, ‘공업사

회’에서 ‘ 융-서비스사회’로의 이행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기본정책이 환되는 과정이 개발과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분

명히 도쿄의 재개발은 국내수요 환기, 즉 ‘내수확 를 한 수단’이라는 간 인 역할을 

기 했다. 따라서 이러한 기 는 개발의 기단계에서는 상당히 큰 추진력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개조’는 도쿄만이 아닌, 다른 도시들도 변화시키는 큰 흐름으로 확

되고 있다는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산업구조 환과정이라는 거시 인 흐름을 간과

한 채, 도시재개발의 규모만 팽창되었던 개발구조야말로 이 문제를 낳은 핵심이었다. 

도시경제의 정체는 도쿄도의 재정사정을 차로 악화시키게 되었다. 결국 도쿄가 껴안은 

수많은 문제들에 손쉬운 해결책처럼 처방된 임해부도심의 체상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

다. 임해부도심개발의 척 에는 아무런 책 없이 그 로 남겨진 도쿄의 도시공간이 훨

씬 더 많았다( 志, 1994). 도쿄도는 개발과정에서 일정한 ‘재량권과 주도권’을 획득했

으나, 바로 그 주도권만큼 커다란 리스크가 되면서 도의 재정을 속도로 악화시켰다. 도

쿄의 도시개조는 버블자 과 민활이 양산해 내었던 다수의 도시개발 로젝트들이 진행되

면서, 90년  불량채권의 문제로 확 되었다. 한, 도시 내부 커뮤니티의 쇠퇴뿐만 아니

라, 도심부의 건축물과 인 라의 노후화 등도 도쿄의 문제로 지 되었다( 秀隆,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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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간담회(17회)와 시민사회: 완 재검토 vs 부분재검토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간담회’(이하, 임해간담회)는 1995년 9월 11(자문의뢰)을 시작으로 

1996년 4월까지 총1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부록-7]. 개발의 재검토를 해 도지사 자문기

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간담회를 설치했다. 지사가 탁한 원(30명)  문 원(약간 

명)으로 구성되었다. 문 원은 간담회의 출석과 문  사항을 조사하는 역할이며, 소

원회는 좌장이 지명한 원  문 원으로 구성되었다.27) 개발간담회의 차는 ‘간담회 

구성-간담회(17회(1995.9-1996.4, 소 원회 12회(1995.10-1996.4))- 간보고(1995-12)-일

일도민임해간담회(1996-03)-최종보고서 제출(1996-04-26)’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보다 뒤늦게 1996년 4월 26일 임해개발간담회 ‘최종보고서’( 京都, 1996, 5월 발행)

에는 이례 으로 두 의견(A‧B의견+기타의견) 병기로 종결되었다. 임해간담회는 1995년 9월 

11일 도시도지사가 “시동기 이후 임해부도심지역  임해부도심에 련된 지역의 개발의 

책 등에 한 조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에 기반해, 12월 25일 간보고서를 도지사에

게 제출·공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간보고서는 정리된 개별 , 구체  검토과제를 심으로 

구체 인 검토과제를 심으로 회합(9회, 매회 3시간 이상)을 심화시켰다. 1996년 3월 9일 

도심의 의견을 직  듣는 장으로서 ‘일일도민임해간담회’를 개최했다. 

처음부터 임해간담회란 다양한 문가와 가치 을 가진 멤버의 집합체로서, 간담회 원

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립하는 것도 당연하다. 간담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의견조정 자

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이례 으로 두 의견(A‧B의견)을 병기하게 되었다. 

자문기 인 간담회의 ‘취지’(재검토의 범 )와 ‘역할’(개발에 미치는 향력)에 한 인식 자

체가 근본 으로 상이했다. ‘개발목표에 근거한 재검토(開 目 を まえ)’의 입장에서는 

“기본 으로 개발계획의 당  목 이 재도 타당하기에, 그 후 사회  상황의 변화에 

응해가면서 기존의 투자를 헛되게 하지 말고, 유용하게 활용할 방향으로 확하게 재검토

하면서, 개발을 극 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무국 측에서는 일 되게 개

발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제조건이라 설명했다. 

개발의 ‘종합재검토(総 直し)’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발계획은 재정 으

로 산해서 재의 사회상황에도 합치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 으로 재검토

하고 개발의 임과 속도를 여나가면서 ‘숲(森)’과 ‘빈터’( っぱ), 다양한 주택과 도시

기능을 상징하는 매력 있는 부도심상(像)의 형성을 목표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은 

립했다( 京都, 1996:2). 기본쟁 과 개발쟁 에 한 실질 인 논의가 개되었으나, 심의

는 당 부터 의견 립 속에서 출발했다( 京都, 1996:4-9). 그러나 립이 지속된 결과, 11

월 30일 제5회 간담회에서 ‘도지사의 의견’이 문서[인용]로 제시되기에 이른다. 

27) 임해간담회가 진행될 당시에 련된 도쿄도의 부서들은 다음과 같다. 먼  기획심의실(조정부장, 임해부종합조정담당
부장, 계획부장, 조사부장), 총무국(방재 책부장), 재무국(주계부장), 도시계획국(종합계획부장,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계획 
담당부장), 환경보건국(환경 리부장), 노동경제국(상공계획부장), 주택국(주택정책담당부장, 임해주택담당부장), 건설국(구
획정리부장), 항만국(총무부장, 개발부장, 임해부개발조정담당부장, 항만정비부장)이 해당된다( 京都, 199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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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사에 취임한 나는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추진해왔던 도쿄도의 책임을 완수하는 입
장에서 행 개발 목표에 근거한(開 目 を まえ)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
다. 그러나  계획이 책정될 때와 재의 사회경제상황은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발 임·스

, 재정계획 등 종합 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략)…임해부도심을 제7번째 부도심으로서 
치지어, 육성해 가려는 개발목표에 해서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서는 종합 인 재검토

를 하고 나서, 이어서 개발을 실시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도심’이라는 
틀( )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강조 필자)에 해서 폭넓은 견지에서 극 인 제안이 이 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京都, 1996:4-5).”

도지사의 보충설명[인용]은 도의회에 한 답신 등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간담회에 부

여된 자문취지에 한 이해  근본 인 의견 차이는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간담회는 최

소한의 공통의 이해로서 “임해부도심에 거액의 투자가 행해졌고, 그 일부가 이미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실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장기 인 시 에서 이 귀 한 도민의 재산을 어떻

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해 갈 수 있는가라는 건설 인 방향에서 공정하고 확하게 재검토하

는 것이 지  가장 요청되고 있다”는 기본  사고에 부분의 원들은 공감했다.

그런데 도쿄도는 도의회와 수장에 의해 정책이 결정‧집행되는 지방자치체이다. ‘지사의 

사  자문기 의 역할’에 한 근본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개발계획에 한 

요사항은 실 지방자치법제 하에서 요구되는 의회제 민주주의의 차인 도쿄도와 도의회

에서 ‘심의’와 ‘승인’( 차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한, 도민도 모르는 사이에 

거 한 개발계획이 진행되어 왔다는 ‘여론의 높은 비 ’(주민참여)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의 일반 인 흐름을 미 볼 때, 자문기 의 역할이란 취지에 맞는 심의와 답신제출에 

있었다. 따라서 임해간담회로서는 자문취지를 기본틀에 맞춰 답신해야 하지만, 자문기 의 

역할 범 를 놓고 다시 한 번 ‘소극론과 극론’이 립하게 되었다.

자문기  소극론자들은 개발의 경 에 한 책임 추궁이나 조직개 에 한 언  등은 

자문사항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봤다. 자문의 제조건을 넘어선 내용의 답신을 제출하는 

것도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자문기  극론자들은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직 으로 반 되도록, 도민참가의 장으로서 간담회를 최 한 활용해야 한다고 봤

다. 즉, 도지사가 요구한 새로운 도정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단

지 자문기 의 역할 범 에 한 ‘소극론과 극론’을 넘어서, 지 까지 도정의 상식이라 

여겨졌던 정책결정의 규칙에 한 근간과 련된 문제 다. 다시 말해서 기성의 제도논리

를 넘은 새로운 논리를 내포하는 문제제기가 포함되었다. 즉, ‘정치책임’을 직  담당하지 

않은 ‘임해간담회’가 아닌, 도지사와 도민의 최종 인 단이 필요한 문제 던 것이다. 

다음으로 1996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108명의 참가희망자  17명을 선정해 3월에 

열린 ‘일일도민임해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부, 회사원, 자 업, 도서  사서, 상인, 교수, 학

생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임해간담회 사무국의 진행으로 자유발

언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여기서 매력있는 부도심만들기와 도쿄의 활성화를 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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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도심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방재‧주택 등 도쿄 체의 지역만들기

와 임해부도심과의 연계함과 동시에 재정부담에 해 처를 강조했다. 꿈(미래)이 있는 방

향으로 개발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 한, 녹지공간, 도쿄식물원, 우에노동물원 이 , 소

트한 기술의 메카 등도 제안되기도 했다(臨 都心開 懇談 事務 編, 1996).

한, 시민액션의 앙 이트는 도시계획의 문가를 상으로 한 응답들도 시민들의 의견

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개발이 ‘도민’만이 아니라, 행정담당자와 도시계획의 

문가에도 지지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28) ‘아리아 ( ) 목장 매립반 ’

를 요구하는 어민어선 사업 계자의 운동 등 재도 꾸 히 활동하고 있으나, [임해도민련]

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재검토에 한 많은 제언들을 발표해 왔다. 도쿄권 앙도로의 교

차 (junction) 건설에 반 하는 ‘타카오산(高 )의 자연을 지키는 시민의 회’나, 외부환

상도로에 한 네리마(練 )나 세타가야(世 谷)의 건설반 운동이 연계되었다. 

임해도민련은 ‘도쿄의 바다와 어주권을 지켜라’라는 슬로건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각종

사업들의 공청회에서 발언했다. 한, 개발의 이상과 실제의 괴리를 비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지 견학회를 꾸 해 개최해 왔다. 구체 인 제안으로 ‘시오카제( )과 인간

문화도시구상’ 등을 발표하는 등 련 팸 릿을 작성해서 보 하고, 도정의 정보개시 청구 

등을 개해왔다. 개발지역의 60%를 하는 고토구( )에서도 1991년 9월에 ‘도민을 

한 임해부개발을 요구하는 고토구민의 모임’이, 같은 해 12월에는 임해 역간선도로계획

에 반 해 개발계획의 수정을 요청하는 ‘쥬오구(中 )의 모임’도 발족해, 이후 ‘임해도민

연’으로 결집해갔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 자체가 이 쟁 을 ‘정치화’해서 ‘정책화할 기

회’(1995년 도지사선거 이후 재검토 축소에 그침)를 포착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두 의견’(A(·B의견)과 ‘기타의견’을 검토해 보자. 의견

은 간보고서와의 계와 개발의 목표와 재 사회  상황의 변화(즉, 버블붕괴), 그리고 

재정문제와 책임소재 등이 쟁 과 연 된다. 즉, A의견은 개별 , 구체  검토과제를 심

으로 간보고서와 일체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재검토’이며, B의견은 임해부개발의 시동

기(1985-1995년까지)를 마치면서 개발 방향의 ‘종합재검토’ 다[표 4-3]. 

요컨 , A안(부분재검토)은 지 까지의 개발목표-진행방식-이후 방향에 해서 ‘버블붕

괴’로 인한 ‘일시 인 것’이라 단했다면, B안(종합재검토)은 문제는 과도한 목표로 따라 

개발되었기에 ‘장기 인 것’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단이었다. A안과 B안 버블붕괴로 인해 

‘지가하락’에 주요 원인을 둔다는 공통 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책임소재와 해결방안을 놓

고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물론 이미 일부 인 라(철도, 도로 등)의 건설이 진척되었을 

28) 임해부시민액션이 1995년 11월에 [임해부개발에 한 문가 앙 이트], 도쿄도청직원노동조합이 1996년 4월에 발표
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도청직원 앙 이트]와 미디어가 발표한 각종 자료에서 유사한 비 이 이어졌다. 특히, 
도청직원노동조합에 의한 앙 이트는 ‘개발동결’과 ‘부도심이라는 개발목표를 변경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1.2%로 도청 
직원이 압도 으로  계획에 해 비 이었다는 것을 보여 다. 토지이용에 해서는 ‘업무·상업’이 아니라, 다수가 
‘도민의 휴식과 모임의 장소’, ‘ 역방재거 ’, ‘공간(즉, 공지)로서 남길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임해도민련의 팸 릿(臨 都 , 1998;199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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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부분재검토) B안(종합재검토)

자문
이유

개발시동기 이후 개발의 방향에 한 ‘부분재검토’
를 통해, 구체 인 방책을 제시

개발시동기 이후 개발문제를 명확히 하고, ‘종합재
검토’를 통해 도민의 기 에 부응

핵심
문제

토지이용과 처분, 개발방식에 따른 검토과제와 그 
방향을 제시

도쿄도는 재 재정 기이며, 임해부개발로 인해 도
민의 부담이 증가될 기 상황임

책임
소재

‘지가 책’이라는 긴 한 목 으로 인해, 체로서 
서두른 인상이 있으나 차상 문제없음

면개발 방침을 재검토할 한 시기를 놓친 ‘도
쿄도의 리 책임’을 추궁

쟁 1
토지
이용

입지(하네다‧나리타공항‧도쿄항 인 )와 매력(도시디
자인과 경 을 배려한 지역만들기)을 통한 워터 런
트로서의 부가가치를 향상
도시활용: 기존의 업무기능 배치(기존, 9만명)만이 
아닌, 시 의 요청에 부합하는 유연한 응(사회계
층혼합(social mix)주택 등도 안). 
도시환경(배출가스삭감)‧안 (내진설계와 액상화 책)
‧복지(공원의 확 와 네트워크화)
꿈이 있는 활력(테마 크/교류거 /도민해수욕장/녹
지공원/심볼 롬나드 아이디어 공모)

신생임해개발 제1기 종료시: 주택을 심으로 한 복
합개발(녹지의 식수, 친수공간, 방재지역 설계)
신생임해개발 제2기 종료시: 주택 심 복합개발, 
롬나드와 일체가 된 숲 건설, 수변정비/녹화로 업무
빌딩과 입지환경의 가치를 높임.
새 인구 임: 거주인구 6천명에서 5만명, 종사자
수 3만 5천명에서 5만명으로 확 (신생제2기)
업무‧상업지구 연장 없이, 소득층 주택지 건설, 
환경공생‧수변의 재생‧ 폭의 녹화사업, 기성시가지 
방재기지화, 보 지역, 복지 충실히

쟁 2
토지
처분

토지처분의 다양화(도유지의 임 , 지상권 설정, 매
각, 교환, 모집방식 재검토 등)
장기 부방식을 원칙으로, 매각방식이나 정기차지제
도 등을 도입함
매각의 경우, 재가개발지구 구획이나 매 지 특약 
등 공 으로 확보함

‘장기수지’라는 의미에서 매각은 유리하지 않음
지가의 장기  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매각해도 기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장기 부방식’
을 용하도록 함
장기차지권방식, 매각 등 다양한 토지운용방식 등의 
장단 을 검토하도록 함

쟁 3
부담
방식

지가하락에 의한 개발이익의 감소문제
부담 상, 부담비율 등 재검토
도로, 공원, 녹지 유지 리는 본래 리에 이 함

지출삭감: 일반도로 정비비, 임해도로 부담비
도시문제 해결: 직주의 바란스(주택지>업무용지)
다음 세  부담 감소, 민주  로세스가 요함

쟁 4
개발
스

지역내 도시기반시설(공동구·도로 등) 70% 완성
새로운 투자없이 이용가능한 구역 다수 존재
향후 경기변동과 사용자 진출 동향에 맞춰 미정비된 
기반시설은 우선순 에 따른 탄력  응

기반정비 상황에 맞춰, 단계  개발을 한 지역구
분(4구역), 도쿄도 재정상황이 어려움
가칭: 신생임해개발 제1기(앞으로 10년), 제2기로 구
분함(오 스페이스와 녹지 등 환경정비 진행)

쟁 5
개발
방식

다음 단계에서는 개발의 스 , 방식, 역간선도로
정비 등 민간지권자와 의해 결정함
역  교통기반(임해고속철도, 임해신교통, 역간

선도로 등)을 우선도에 따라 순차정비

임해고속철도‧임해신교통시스템: 일반재원의 부담력
과 타탕성을 검토하면서 연장을 도모)
일반도로: 제안된 토지이용‧인구 임에 따라 행 
60%수 으로 정비량‧노선을 검토해야 함

쟁 6
제3
섹터

공  성격‧민간기업 모두의 성격: 설립 의의와 경
책임을 자각, 조기 수지개선을 해 노력하고, 
제3섹터 설립 경   경과를 기 로, 도쿄도도 경
안정화 방책을 검토함

자기채산성 확보와 자립  경 책임원칙이 요구됨 
공공의 목 의 원칙하에 가능성 도모(출자, 수탁)
경 산은 도재정‧도민의 부담과 직결(정보공개, 외
부감사제도의 도입)

보론

지 까지 개발진행과 평가: 충분히 공개했으며, 사
회경제  상황으로, 재정운 방식이 문제가 됨
‘부도심’: 도심부에 일 집 된 업무기능을 분산흡수
하기 한 것, 일극집 가속화와 무 함
환경에 한 향: 도내 교통이 가진 부하 경감, 
기오염도 있으나 체 으로 경감, 이 개발이 열섬
상의 원인은 아님(과학  해석 결과 제시)

안 성: 과거 최  지진을 상정한 책(기존 시가
지 수 의 안 성), 매립지이나 근성은 용이
집행체계: 종합  사업의 성격으로 청(全 )과 
련되며, 행정집행은 도가 책임을 가짐. 

도쿄도(항만국)은 회계 산의 책임 인정할 것
열린도정(자문  주민투표), 일일도민임해간담회의
(‘숲(森)구상(식물원, 동물원)’)의  의견수렴 등
업무 심 소( )도심이 아닌, 보(補)도심으로
간담회의 평가와 행정조직의 처: ‘임해부도심지역
만들기본부’를 신설해, 사무의 면  이 , ‘임해부
도심지역만들기 원회’(지사의 자문기 )를 설치해, 
개발의 검과 조언을 받도록 함
환경-사회  의 종합환경어세스멘트 되도록
도민참가: 식수‧주택지만들기(사회계층혼합) 자원
사, 축제, 스포츠 회 등 이벤트 개최 등

[표 4-3] 임해간담회 최종보고서: 립되는 두 의견의 쟁 들(東京都, 1996, 필자 작성)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진출한 상황에서 개발재검토 자체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킨

다는 주장도 일부는 타당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

안 등 기존의 계획을 책임감 있게 담당할 행정 -조직  처 없이, 체 개발계획에 한 

은 규모의 수정에 그쳤다는 이다. 결과 으로 2000년  반까지 부분 수정을 계속하

다, 재정 산은 민사재생 신청으로 이어지는 등 도쿄도의 재정  부담은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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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앙정부 vs 도정: ‘신자유주의  구조개 ’ vs ‘생활도시 도쿄’

1990년  일본은 장기불황뿐 아니라 냉 의 종언과 출산율의 하, 그리고 고령화의 진

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동요인이 격해지면서 일정한 정책  응이 요구되던 시기 다. 

1990년  이후 일본 정치는 안 보장, 행정개 , 지방분권, 규제완화, 융제도 등 분야에

서 많은 개 을 진행되었다. 과거와는 다른 신자유주의(행정개 , 규제완화, 시장경쟁을 

시) 인 개 을 진 시키고자 했으며, 이런 개 은 구( )정치와 신(新)정치의 립축을 형

성하게 만들었다.29) 1990년 에는 장기불황이 지속되자 기존의 안 보장을 둘러싼 립축

이 약해지면서, 신정치인 ‘시장경쟁  재분배’라는 새로운 립축이 더욱 재해졌다.

1996년에는 처음으로 본격 인 자민당 주도의 내각인 하시모토( ) 내각이 융, 교육, 

사회보장, 재정 등 6 개 을 내걸고 등장했다. 그 본질은 신자유주의 구조개 의 진  

추진이었다. 하시모토 내각은 경기 책에 의해 팽창한 재정 자를 삭감하기 해서, 재정

구조개 과 성청재편 등 행정개 을 진행했다. 한편, 융 로벌화에 응하기 해 ‘ 융

빅뱅’을 강력하게 진행시켰다. 1990년  반의 도쿄의 융시장의 지반침하를 타 하기 

해서, 6  개 의 하나로서 융제도개 이 면화되었다. 신정치와 구정치의 충돌은 

융시스템과 재정구조개 에서 하게 드러났다. 융시스템개 은 은행행정에서의 구정

치의 정부와 기업(은행) 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구정치의 정부와 은행 간의 

계의 변화를 가져올 시장논리 도입이 필요했음에도, ‘불량채권처리를 한 은행구제’가 ‘

융시장의 건 화’보다 긴요한 과제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결국 ‘은행구제’가 융시장개 에 우선되면서, 구정치  요소가 잔존하게 되었다. 

장성 은행국장 니시무라 요시마사( 正, 2003)은 “국제경쟁력 강화로 심을 이동한 

일본  빅뱅” 융정책에 해서,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의 강한 리더십 하에서 정치과제

로서 진행되어, 불과 1년 후에는 종래의 수법에서는 수년이 걸려도 실  곤란한 듯한 융

제도개 이 결정‧실시되었다”라고 언 했다. 

1997년 6월에는 “Free, Fair, Global”을 내걸고 도쿄시장을 2001년까지 런던, 뉴욕에 필

하는 국제 융시장을 목표로 융시스템개 을 목표로 했다.30) 1997년에는 설비투자의 

회복 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 으나, 여 히 불량채권처리는 늦어졌다. 하시모토 내각에

서 재정긴축정책과 같은 구조개 은 진 되었다. 같은 해 4월부터 소비세가 3%에서 5%로 

상향되면서, 소비가 축되었다. 더구나 ‘아시아 융 기’가 발생하면서, 결국 신용불안과 

29) 구정치(55년 체제)에서 보 (保 )의 립축은 1950-60년  걸쳐서 안보(호헌과 개헌의 문제, 안보조약에 한 찬반 
등)가 핵심 쟁 이었다. 1960-70년 에 걸쳐 복지, 환경, 정치참가 등 고도성장의 부정 인 부분에 한 이의제기 인 성
격을 지닌 쟁 들이 차 추가되었다. 1980년 에는 석유 기 후의 성장과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
해지면서 신자유주의 인 쟁 (개 ・민 화・규제완화, 작은 정부, 국제공헌 등)이 가세해 일본 정치의 새로운 립축을 
형성했다. 안 보장과 헌법문제를 심으로 한 기존의 립축과 별개로 시장경제를 시한 규제완화와 기득권의 재검토
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재분배정책의 유지에 따른 다양한 정책  기득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립축이 형성되었다.

30) 1998년 6월 5일에는 융시스템개 련법안이 제142국회에서 성립되어, ①새로운 증권투자신탁의 도입, ②증권회사
의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이행, ③ 융분야에서 상호참여의 실 , ④주식매매 탁 수수료의 완 자유화, ⑤장외( )등록
시장의 기능강화, ⑥공정룰의 정비‧확충이라는 종합  개 이 실 되어, 지 까지 도쿄의 세계도시화를 가로막던 국제
융기능이 단번에 강화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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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경기후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신정치의 악재가 되면서, 구정치  

분배정치인 ‘이익유도형 정치’가 다시  유지되게 결과를 래했다(진창수, 2009:38).

한편, 국은 1989년 ‘개 개방’정책을 내걸고,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참가했다. 국의 

성장을 기폭제로 아시아의 격한 경제성장은 도시들 간의 경쟁도 격화시켰다. 다국 기업

화에 의해 융, 정보, 자본, 생산, 물류, 매가 로벌한 규모로 확 되었다. 만약 동일의 

정보를 얻고 있다면, 기업간 경쟁의 승패를 건 ‘의사소통의 스피드’야말로 사활을 건 문제

다 따라서 허 공항(기간  공항) 등 국제  액세스의 정비도 요해졌다. 즉, 국민경제

의 울타리와 장벽을 낮추면서, 다국 기업이 어떤 국가와 도시에 거 을 형성하는가가 바

로 비즈니스의 주요 건이었다. 도쿄도 기획심의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쿄는 뉴욕, 런

던과 비교한 결과 시장과 정보는 비교우 나 동일한 수 이었다. 그러나 생활환경, 비즈니

스 환경, 오피스 환경에서 뒤떨어졌다. 한, 아시아의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시장, 

정보, 오피스 환경에서는 비교우 를 가지나, 역시 비즈니스와 생활환경은 뒤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京都 審 室, 1994).31)

물론 1997년 말 아시아통화 기가 진행되면서, 도쿄의 국제 융시장으로서 재생은 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이러한 도쿄의 경쟁력에 한 기감에 해서, 재개(財 )는 

도쿄의 도시재생을 기폭제로 장기불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결국 재계와 정부, 그리고 도쿄

도의 료 등이 이러한 기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1998년 3월에는 5 총이 각의결정되

어, ‘균형있는 국토의 발 ’이 폐기되고, ‘ 도시의 리노베이션’이 다시  강조되는 방향으

로 환되어갔다. 하시모토 내각은 1997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경기악화로 인해 패배하고, 

신자유주의  구조개  진 는 좌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오부치 내각은 신자유주의  

구조개 을 계승하는 것을 진 으로 진행하면서도 경기 책에 을 두게 되었다.

컨 , ‘지주회사 지의 해 ’을 심으로 살펴보면, 1960년 부터 자본의 자유화에 

응하고 경제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의 해 요구가 강했다. 1987년

에 경단련은 기업의 재편과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지주회사의 해 을 제언했

다. 공정거래 원회는 연구회를 통해 ‘지주회사 지제도의 방안’이라는 간보서를 통해 

‘지주회사부분해 ’으로 결론짓게 되었다. 1996년 1월에는 지주회사 면해 의 독 지법 

개정안을 공표하게 되었다. 1990년  가속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국제 인 기 에 발맞추려 

했다. 결국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우려한 경제구조개 의 일환으로, 1997년 ‘독 지법’이 

개정되어, 지주회사의 지규정은 삭제되었다.32) 즉, 다른 회사의 주식보유를 주된 목 으

로 하는 회사라고 해도,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 하지 않는 한 그 존속이 인정되면서, 

31) ‘비즈니스 환경’이란 매입, 매루트, 노동력의 질, 경  코스트, 공항 액세스, 자 조달을, ‘생활환경’이란 주택, 생활
주변환경, 교육환경, 물가를 의미한다.

32)  미츠이(三井)·미츠비시(三菱)·스미토모( 友) 등과 같이, 지주회체제로 형성된 재벌은 의 일본경제의 심이 
되면서 아시아 침략 쟁을 일으킨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반성의 하나로 후 일본의 출발 으로 1947년 독
지법이 제정되어 재벌해체와 지주회사의 지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 隆ほか, 2004(=2010):18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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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해 ’( 면해 )이 시행된 것이다.33)

한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조사한 “세계경쟁력리포트(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9)”에 의하면, 일본의 종합경쟁력(국내생산, 국제화, 

융, 인 라, 과학기술, 인재 등의 요소로 평가해 종합 으로 표 한 것임)은 1992년까지

는 제1 으나, 1996년에는 4 로 하락, 1998년에는 18 까지 락했다. 1998년 4월 21

일에 ㈔경단련이 발표한 보고서 『신도쿄권의 창조(新 京 の )』에서 국의 PFI나 증

권화 등처럼 새 제도  틀이 구축된다면, 일본에서도 민간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는 길이 열

릴 것으로 기 되면서 극 인 도입을 언 하기도 했다. 비용 비 최 의 효과가 기 되

는 ‘수도 도쿄(즉, 부의 원천)’에 한 재투자로 활력이 되살아난다면, 일본 체를 풍요롭

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의견은 ‘세계도시론’으로 차 수렴되었다( 川 雄, 2004:196-8).

말하자면 1980년  스즈키 도정의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비 여론이 높았다. 

1995년에 아오시마 도정이 탄생한 후, 개발에 한 ‘성찰’을 재 하게 되었다. 그는 도 

료주의 도정운 을 비 하면서 도시박람회를 시시킨 뒤에, 도정목표로 ‘생활도시 도쿄구

상(resident-friendly city)( 京都, 1995;1997;1998a;1998b)’을 내걸었다. 도쿄도의 ‘생활도

시 도쿄구상(1997년)’은 개발에서 생활의 질을 시하는 방향 환을 의미했다. 과거 ‘세계

도시 도쿄’라는 정책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도쿄에 있어서 과도한 집 을 가져왔다. 1997년

에 발표된 새로운 기계획에서는 ‘세계도시’는 도정 슬로건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도시박람회 지공약의 이행은 공공사업의 단 선례가 없었던 일본의 역사에서 결행된 

도정 민주주의 성과 다. 그러나 도의 료 주도로 도정운 은 진행되었고, 불황의 장기화

되면서 도의 재정 자는 심각해졌다. 결국 도시 자치체들  최 로 ‘재정 기선언(1998

년)’을 하게 되었다. 아오시마는 커다란 도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기 도정으로 그친 뒤 

사라져갔다. 하시모토( ) 내각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개  진  노선은 아오시

마 도정과는 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차이가 컸다. 본사 기능이 집 된 도쿄에서 ‘본사기능의 

재편’과 ‘슬림화’는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 세계화로 인한 격화된 경쟁 속에서, 기존

의 일본  경 이나 하청체제의 높은 비용은 일본기업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1990년  반부터 일본기업은 본격 인 해고를 개시했다.34) 일본의 종신고용

 행이 무 지면서, 완 실업률이 증하게 되었다. 특히, 도쿄는 오히려 국수 을 넘

는 완 실업률[그림 4-3]을 보이게 되었다. 신규졸업의 정시 일 채용은 간신히 유지되었

으나, 채용수가 폭으로 감소해서 량의 졸 ‘ 리터’가 생겨났다. 기업에 취직하는 

33) 미국은 지주회사를 지하지 않고 있으나, 매출상  20사  4개 정도가 지주회사의 형태이며, 은행에서는 순수지주
회사형태가 많다. 반면, 유럽의 경우는 지주회사 형태가 많아, M&A 등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34) 기업사회 인 특성을 가진 일본에서 실업은 주로 빈곤과 노숙의 증가로 이어졌다. 1990년  버블경제 붕괴에 의한 
건설일용시장의 냉각은 서로 연결된다(구인회 외, 2012:343;Kennett&Iwata, 2003). 도시 건설일용직 노동시장(요세바
(寄せ ))에는 가 간이숙박소(ドヤ)에 사는 단신 남성 일용직 노동자들이 집되어 있었다. 버블 붕괴 이후 요세바에 집
되었던 취약 근로층(특히, 오사카의 경우)은 과잉노동력을 남게 되었다(Aoki, 2003). 1990년  후반 홈리스의 증도 이 

시기 5% 로 오른 실업률과의 상 계가 있음은 부분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경제  요인뿐만 아니
라, 사회  요인(노숙에 이르는 경 와 복잡성 등)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人,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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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완 실업률의 추이( 국・도쿄)
* 연평균 수치, 도쿄의 데이터는 1997년 이후, 국 2011년 수치는 재해 3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제외. 출
처: 도쿄도, 총무성 [노동력조사]

것으로 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길을 이제 한없이 비좁아졌다. 임 구조 역시 ‘연공임 ’에

서 ‘성과주의 임 ’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트타임, 아르바이트, 계약사원, 견사업, 청부

계약 등 비정규고용이 증하고, 체 으로 경제격차의 확 와 빈곤은 되었다. 

이처럼 1990년  후반 일본에서는 과거 후 일본사회를 지탱해 왔던 기업사회의 안정, 

이른바 ‘기업사회  통합( 辺治ほか, 2009)’은 격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아오시

마 도정에서 오히려 도민들은 ‘도정의 리더십의 부재’가 강하게 의식되는 역효과를 불러일

으켰다. 결국 역으로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기업사회  

안정의 붕괴를 에서부터 권 으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의 등장에 한 기

와 겹쳐지면서 더욱 증폭되게 되었다. 요컨 , 1990년  후반은 후 일본사회를 지탱해 

왔던 기업사회  안정의 붕괴가 가속화되던 시기 다. 어쩌면 1999년 이시하라 도정의 탄

생이라는 새로운 보수주의  개발 강화 노선의 조건이 잠복했던 시기 는지도 모른다.

한편, 도구제도개 이 진행되면서 도쿄23구 기 인 자치체화가 1999년에 합의되어, 특

별구로는 시나가와구(品川 ), 치요다구( 代 ), 이후에 스기나미구( 並 )와 같이 신자

유주의  개  구청장( 長)이 탄생해 나가는 등 이시하라 도정을 낳은 조건이 되었다(武

秀 , 2007:26).35) 2000년(흔히 ‘평성12년도 개 ’)에 특별구(23구)를 ‘기 인 지방공공

단체’로 치짓고, 그 자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도구제도의 개 도 행해졌다( 컨 , 청

소사업이 도쿄도에서 자치구로 이 하는 등 등). 특히, 특별구장회( 長 )에서는 고유

재원의 확충과 도구재정조정제도의 법정화 등 재정자주권의 강화방안이 모색되었다. 즉, 

‘도의 구( )제도의 폐지’를 통해 앙집권  행정일체화로부터 이탈해서, ‘기 자치체들 간

의 새로운 시스템(도쿄 도시지역의 기 자치체)을 만들자’는 계획들도 강구되고 있다.

35) 京都(2007 12 ), [ 二次 調査 ,「都の 」の 廃止と「基 自治 」の構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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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도쿄

도시의 얼굴
엠 이어스테이트 빌딩의 조망:
굴곡이 뚜렷한 거리(빌딩의 높낮이)

신주쿠 도청의 조망:
편평함(낮은 배열/ 란 하늘)

로맨틱한 기계 19세기 기계도시/퀸즈보로 리지 20세기 자도시/ 인보우 리지

워터 런트 
가람(공공공간) 자콥 시장(유리/장 한 엄) 하루미여객선터미 (귀여움/데이트장소)

미래와 향수
(주택 로젝트)

배터리 크시티(가우디를 연상시키는 노스
탤지어 인 옥외조각)

리버시티21(정보통신이미지, 미래형 오
제, ‘바람의 달걀(風の )’)

고 주택
19세기말 건설된 격식높은 층집합주택
(Brown Stone)

80년  도쿄 고  층집합주택
(Granite Stone)

아트리움( ) 배터리 크의 터가든(공간) 신주쿠NS빌딩 거  아트리움(정보)

도시의 
연 생활 과거와의 연 (경 보존, 리노베이션)

기 만한 과거는 없음(80년  버블조차도 
과거라 여겨져, 미래를 계속 만들어갈 수밖
에 없음)

각의 폐허
1920년  버블 이후 텅 빈 고층빌딩군 1980년  버블 이후 수많은 공실률

과열된 차이의 게임에서 자극을 추구하는 각  형태(뾰족한 디자인), 버블의 열

[표 4-4] 건축의 역: 도쿄의 미래, 뉴욕의 향수(東京都文 振興 , 1992:32-7)

제3  불황의 집합의식: 미학  성찰성

1) 불황의 경 : 각의 폐허‧꿈의 섬‧유리카모메

1992년 잡지 『도쿄진( 京人)』은 창간 6주년기념 특별호에는 “도쿄진과 뉴요커가 만났을 

때: 도시생활의 재를 말하다”라는 특집기사가 실렸다( 京都 , 1992). 내용은 

편집장 담부터 도시풍경, 거리인터뷰, 건축의 역에 한 풍부한 내용과 사진이 다양했

다.36) 이 기사에서는 19세기에 형성되어 연 생활처럼 보존되는 뉴욕과 변화의 속도가 

어들지 않는 20세기 후반 도쿄를 [표 4-4]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 

도쿄는 1980년  세계화와 함께 신주쿠 서쪽 지역 재개발로 인해, 마천루가 들어선 건

물군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다. 고층 도청에서 도쿄를 조망해 보면, 평평한 건물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화시 와 함께 임해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

는 ‘ 인보우 리지(도쿄항 연결교)’가 주는 느낌은 어쩌면 ‘기계’보다는 오히려 ‘ 자’에 

가까운데,  어쩌면 20세기 자도시(혹은 정보화)를 지향했던 ‘임해부도심’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 워터 런트 공공공간의 표격으로 건설된 ‘하루미여객터미 ’을 이용하는 도쿄

민들은 ‘장 함’과는 달리 오히려 ‘오 조 함’하게 경 을 소비하고 있었다. 한, 스미다

강의 표 수변개발 재개발 로젝트인 ‘리버시티21’에서도 상징  오 제는 정보통신 이

미지를 형성화한 바람의 달걀( の )의 조각이 놓여있었다. 한, 신주쿠NS빌딩의 아트리

움 역시 ‘공간’을 활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의 심성이 훨씬 강했다.

어쩌면 뉴욕이 과거의 연 성 속에서의 ‘미래’라면, 도쿄는 ‘기 할만한 (근 )과거’가 

36) “거리의 스 치와 에이즈와 도시의 미래, 도시와 시인, 도시의 고독, 화에서 그려진 거리, 도시․아트․문화, 도시의 
에스닉, 자매도시 도쿄․뉴욕, 공원과 거리의 운 ” 등처럼, 도쿄와 뉴욕을 비교한 칼럼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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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 재’일지도 모른다. 건축의 소재와 보존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 건축재료가 나무

( ) 던 ‘에도’는 건축이 반복되던 도시 다. 즉, 도쿄에게 과거란 오히려 ‘1980년  버블’

이었을지도 모른다. 후 불탄 지에서 시작했던 도쿄는 ‘과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형성해 갔다. 어쩌면 1920년  뉴욕과 1980년  도쿄는 모두 ‘버블형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고층빌딩군을 통해서 도시의 경 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

에서, 이미 불황의 기운들은 비되고 있었다. 즉, 과열된 버블경기가 낳은 과열된 ‘차이의 

게임’은 자극을 추구하는 ‘ 각  형태’를 띠었다. 버블 고층 빌딩군의 뾰족한 디자인은 

버블의 열과 함께 엄청난 공실률을 남기면서 불황의 경 을 토해냈던 것이다.37)

증했던 도시 재개발은 불황이 심화되어가던, 90년 의 ‘임해부도심’을 둘러싼 도쿄의 

집합의식은 어떠한 변화를 비하고 있었던 것인가? 도쿄에서는 도쿄만에 재한 매립지에 

해 흔히 ‘꿈의 섬( の島, 유메노시마)’이라 불린다. 이 명칭은 원래는 도요스(豊 )의 ‘매

립 14호지’에 한 별칭이다. 공습, 불탄 폐허, 후부흥, 경제성장기, 각 시기의 건조물이 

도쿄라는 장소에서 켜켜이 쌓여서 하나의 거 한 ‘역사  지층’을 형성해 왔다. 이 ‘유메노

시마’란 명칭의 기원을 통해, 도쿄 사람들의 ‘집합의식’을 재구성해 보자.38)

‘애칭설’은 패  후 피폐해진 도민들을 한 유원지 건설계획에 기원을 두고 있다. ‘유메

노시마 해수욕장’(당시 ‘미국 하와이’ 같은 리조트를 건설하자는 의미로 붙여진 애칭)’이 건

설되었다. 고토구사( 史)에 의하면 “ 후 유원지 등에 계획되어 어느새 ‘꿈의 섬’이라 

불렸으나, 우리 구로 편입될 때 정식 명칭이 되었다”고 했다( 編, 1991). 그러나 도쿄

의 도시화와 수질오염으로 인해, 이 해수욕장은 2-3년 사이에 폐쇄되었고, 매립지 8호지에 

이어 쓰 기장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차 쓰 기처리장이 15호지(若 )나 앙방 제매립

지 등이 ‘新꿈의 섬’, ‘제3꿈의 섬’ 등으로 불렸다. 결국 이 명칭은 폐기물처리장 반을 지

칭하는 ‘일반 명사’처럼 변화되었다.39) 

국문학자 사토( 藤泉, 2004:145)는 ‘꿈의 섬’이라는 명칭 아래, 존재하는 지층의 기억에 

해 논했다. “근 성을 둘러싼 이야기의 계보와 알 고리의 계”를 가진다고 봤다. 근

과학의 발 과 합리주의는 인간의 자유을 실 시키는 꿈 신, 공해와 철창(iron cage)’을 

가져오게 되었다. 어쩌면 도쿄사람들이 매립지를 ‘꿈의 섬’이라 명명한 것은 근 의 꿈에 

한 ‘야유와 친숙함’ 사이의 양면성을 함축한 것일지도 모른다. 진보의 꿈이든 불행이든 

“자연 그 로의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체념”이 첩된 것이다. 즉, 불탄 폐허와 빌딩군의 

층( )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친숙한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40)

37) 차이의 게임은 단지 고층빌딩뿐만 아니다. 도시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순환 , 연속  단조로움(ex>구겐하임미술  
등)을 만들어내면서, 유사한 패턴이나 임처럼 장소의 특이성을 잃게 될 모순에 빠진다(Zukin, 2010:230). 

38) 하이데거(Heidegger, 1935)는 “공간은 압축된 시간을 담고 있다. 이것이 공간의 존재 이유이다”라 봤다. 도쿄만의 매
립지야말로 도쿄에 한 이미지에 향을 주는 장소귀속  향수들에 한 모든 표 형태인 ‘집단  기억의 토 ’로서, 각 
시 별 사회 계의 재생산  변모과정과 하게 련되어 있는 것이다(Harvey, 1989a:269). 

39) 1975년 미국사회학자 노리에 허들(Huddle, N.)과 마이클 리치(Reich, M.)의 서 Island Of Dreams: 
Environmental Crisis In Japan(한국번역서명, 『꿈의 섬: 일본의 환경비극(2001년)』)에서는 아시오(足 ),　욧카이치(四日

), 미나마타( 俣), 도쿄 도시 집 의 병폐 등 환경 괴를 조사한 르포르타주 타이틀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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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일본 도쿄만의 매립지에서 새로운 미의식과 인간유형에 해, 포스트모던 인 해

석을 부여한 소설도 등장했다. 히노 게이조(日野 三)의 소설 [꿈의 섬( の島), 1985년]에

서는 도심의 고층빌딩군, 매립지의 텅 빈 공간 등 황량한 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

다.  이 소설은 도시폐허를 재인식하는 포스트모던 문화  회(cultural turn)가 교차하는 

작품이었다. 남자 주인공인 건축기사 사카이( 三)은 “쓰 기를 매립한 매립지에 ‘꿈의 

섬’라는 이름을 붙인 인물은 ‘멋진 몽상가’이거나, ‘통렬한 야유’라 감탄했다. 주인공은 인

공 인 도시에 한 지를 가졌으나, 정 과 같은 도시 안에서 공 에 매달려 사망한다.

이 소설에서 ‘건축의 역’이란 시간과 공간의 특정한 경험의 형태에 일정한 틀을 부여

한다. ‘생정치(bio politics) 실천의 장’이자 ‘정치’가 매개하는 역인 것이다. 앙에서 책

정한 국토계획, 지방자치체, 공공사업을 둘러싼 정 재의 유착 등 ‘부패와 낭비의 온상’이 

되는 장이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천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더니티(modernity)와 그 이후 변화를 하나의 ‘조정양식’으로 이해한다면, ‘도시계

획’과 ‘건축론’이야말로 이러한 조정을 한 도입의 근거가 된다고 사토는 평했다.41) 

그러나 이러한 비 도 무색할 만큼 90년 에는 ‘개발에 한 양가감정’은 공존하고 있었

다. 기 임해부도심이 심을 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물리  근성 부족이 지 되곤 

했다( 一雄, 2000:217-226). 그러나 개발 기 단계부터 교통 네트워크에 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1995년 11월 개업한 신교통시스템 무인 차 ‘유리카모메(ゆりかもめ)’는 

인보우 리지를 건  신바시(新 )와 아리아 ( ) 사이 매립지를 L자형으로 왕복했

다. 1996년 4월말 골덴 크(Golden Week)42)에는 신바시역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800엔짜리 1일 승차권도 모두 매진(1주간 25만 명 방문)되는 등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그토록 강도 높은 비  여론과 달리, 이곳에 쇄도했던 방문자들, 이 모순 인 상

태를 우리는 도 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유리카모메의 인기 요인으로 한가롭게 

달리는 속도와 열차에서 바라보는 조망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먼  나왔다. 콘크리트 고

가 를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통상의 차와 비교해서 진동음(고무바퀴)이 없이 부드럽

게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유리카모메의 장 은 ‘무인운 시스템’을 도입한 모노

일로서 운 자석이 개방되어 있다. 마치 방문객들이 거 한 놀이기구를 타고, 새로운 도시

를 여행하는 착각이 들게 만들었다. 결국 1996년 4월 오다이바 지구의 ‘임 주택모집’에 

입거희망자가 쇄도했으며, 1996년 5월 ‘제12회 세계텔 포트연합총회’가 개최되었다. 

40) 야마노 하지메( 野一)의 만화 『꿈의 섬에서 만납시다( の島で いましょう(1985년)』에서는 20××년  격증하는 범죄
자의 수용지 던 ‘꿈의 섬’은 산삭감으로 쇄되어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들끓는 부패물의 해충을 구제( 除)하기 해 
강력한 살충제가 살포되었으나, 섬의 생물=인간은 모두 기형화되었다는 무시무시한 악몽의 섬이기도 했다.

41) 소설가 히노 게이조는 패 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1950년  후 명운동과 그것에서 이탈, 신
념의 체계의 총체 인 환, 즉 회에 한 번도 조우한  없는 내력을 가졌다. 어쩌면 이러한 그의 내력이 80년  포스
트모던 언설과 교차하면서 ‘정신분열(Schizophrenia)’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인증(離人症)’을 체험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물질과 념이 연결될 때의 ‘자의성’을 기호론  인식의 실천 벨에서 이해한 것이 바로 소설 『꿈의 섬』이었을 것이
다. 그의 소설과 사상  인식에 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김 림, 2011;박정이, 2010)을 참조. 

42) 골덴 크( 형연휴)란 1948년 축일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4월말부터 5월 에 걸쳐 많은 공휴일들이 겹쳐서 형연휴
기간이 된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간의 국내외 여행경향은 일종의 여가소비의 트 드가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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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 기 속에서 잡지 『도쿄진( 京人)』은 다시 1996년 8월호에서 “임해부도심은 

도시의 교실이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기획했다( 京都 , 1992). 도쿄 임해

부에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건설되었던 ‘모노 일’뿐만 아니라, ‘제트 코스터(Jet 

coaster)’라 불릴 정도로 높은 고가에서 ‘유리카모메’가 달린다고 소개되었다. 임해부도심

의 경 을 조망하기에, 최 의 교통기 이라 평가했다. 건축평론가 마츠바 가즈키요( 一

, 1996:48-51)는 유리카모메의 인기의 요인을 [인용]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용] “세계의 임해개발, 재개발과 달리 이곳만의 특색은…런던 도크랜드나 오사카 남쪽 항구도 
역시 ‘新개발지’이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노동력을 흡수하던 열악한 구공업지 를 통과해야만 
한다. 20세기 도시史에 심 있는 이라면, 그 리얼함이 흥미로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창에서 리
얼함을 목격한 뒤에 신도심에 들어서면, 양자의 격차에 우리의 시 은 흔들린다…감각 인 시 에
서 한번이라도 그곳을 향하면, 신도시는 어김없이 공허하게 비춰진다. 결국 도시로서 조건을 갖추
지 못했다고 단죄하게 된다. ‘유리카모메’에는 바로 이것이 없다…육지에서 따로 분리된 도쿄만 
에 매립지, 게다가 거의 도쿄의 도시기능에 공헌하지 않았던 장소가 무 가 되는 사실이 바로 희
박한 리얼리티의 기반(필자 강조)이 되고 있다…리얼리티의 희박함이야말로 임해부도심의 세일즈 
포인트로서, 그러한 한없는 밝음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듯하다.”

1980년  버블경제 하에서의 항만개발은 기술의 진보와 민 력 하에서, 집 인 개

발인 거 한 자본 투하로 진행된 것이었다. 1990년  반 개발이 재검토된 임해부도심이 

풍기는 분 기란 ‘백년지 계’인 도시계획을 수년 내에 실화하려던, 그것조자도 도하차

로 정체되었던 상태를 그 로 드러낸 상태 던 것이다. 유리카모메에서 조망하는 임해부도

심의 경 은 마치 ‘심시티(Sim City)43) 같은 도시’와 같았다. 어쩌면 이 시기에 임해부도심 

조망을 통해 보이는 경 이란 실은 ‘심시티’의 보 인 단계 정도 다. ‘새로운 교통시스

템과 고층빌딩의 배합’은 미국풍 20세기 도시 모습과 맞닿아 있었다. 유리카모메가 거 한 

공동( )이 된 매립지를 달리는 모습은 마치 루  주 에 듬성듬성 고층빌딩이 서있던 

‘시카고의 옛 모습’을 연상시킨다. 1929년 세계 공황 야 호황을 배경으로 우후죽순처럼 

빌딩이 출 하고, 도시 시카고는 선과 악을 모두 끌어안은 활황을 드러내고 있었다. 

요컨 , 버블경제시 에 도시의 흥망과 허실마 도 한꺼번에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것

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90년  반 사람들은 버블붕괴로 뒷걸음치는 기분과 한없

는 밝음, 어쩌면 일종의 ‘모순 인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인보우 리지와 

무인 차 유리카모메를 통해, 도쿄만과 도심을 역으로 조망했다. 2012년으로 어드는 시

에 서 본다면, 도쿄의 시티뷰와 조망은 이미 스미다강 양안의 고층빌딩군과 도심의 롯본

기힐즈( 俊哉, 2006)의 조망으로 이동해 버린 듯하다. 한, 새로운 세계도시의 경  역

시 최근에 개통된 ‘게이트 리지(gate bridge)’와 ‘도쿄스카이트리(Tokyo Sky Tree)’로 이

동해 버렸다. 즉, 재의 도쿄의 시티뷰의 유행은 한층 더 고층화된 건물에서의 조망되는 

도쿄의 노라마로 그 심축이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있는 듯하다.

43) 미국 MAXIS 사의 시뮬 이션 게임. 가상 도시의 시장이 되어 도시를 목표로 하여 도시를 발 시키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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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지형과 선로) 모던 도쿄
(메이지유신 이후 도시개조)

포스트 모던 도쿄
(고층빌딩 건설, 랜드마크 망 )

후지미자카
(富士 ):
후지산 조망

� 약 40개소(앙각, 2도 
각도)

� 간다　 스루가쵸( ・
駿河 ,  日本橋・室

) 가로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표 (#3)

� 에도성 수로 내부의 도시개발
로 명맥이 끊어짐

� 닛포리(日 里) 1개소에 불과(즉, 
과거 20-30m 계곡들의 조망은 모
두 층 건물로 소실됨)

� 도쿄타워(1958년), 가스미가세키
(1967년) 이후 변화됨

시오미자카
( ): 
에도만 조망

� 10개소(미타(三 , #2), 
가스미가세키( が関), 
아타고야마(愛宕 ), 고
텐야마(御殿 )(해면 조
망, 1-5도)

� 미타(三 )・다카나와(高輪)(
재, 미나토구 시바우라( ・

), 해변, 항구 남단)의 매
립으로 이사라고다이( 皿子
台)44)에서 조망한 바다의 두께 
1/3(1.6도 감소)

� 도쿄만의 매립과 건축물의 고층
화 등으로, 재는 거의 명칭만 남
게 됨

� 새로운 조망(야경): 하루미부두공단 
부근(도쿄임해부)

에도미자카
( 戸 ): 
시가지 조망

� 1개소( 이난자카(
))간에이지(寛 寺) 

경내와 아타고야마 등 
몇 개소

� 에 타 45)에  사쿠사
(浅草)  5 탑, 사쿠라
다(外桜田)에  망한 에도

  지 간지
(築地・本願寺)(  미다
강  라 4-5km 내 )

� 고층빌딩의 건설은 오히려 조망 
가능한 범 는 10km내외로 확
(ex>무역센터빌딩, 이 부쿠로(
袋) 선샤인 시티)

� 새로운 조망2(빌딩군): 시바우라・
시바・하마마츠쵸 오피스빌딩군

[표 4-5] 에도-도쿄의 조망권의 변화(斎藤潮･内藤廣(2004)을 기 로 필자 작성)

2) 에도-도쿄의 조망경 의 변화: 고층빌딩군과 인보우 리지

한 도시의 경 은 크게 지연성( ), 도시의 역사, 질서감각, 그리고 생활형태의 변화

를 심으로 평가되곤 한다. 도시계획자 사이토・나이토( 藤 ･ 藤廣, 2004)는 에도가 잃

어버린 경 과 도쿄가 획득한 경 , 그리고 고층빌딩군과 ‘ 인보우 리지’(도쿄항 연락교)

의 건설 이후의 조망경 의 변화에 해 논하고 있다. 도시경 론을 심으로 도쿄만의 조

망이 가진 에도-도쿄의 변화를 비교해 본다. 이후  도시 도쿄의 ‘조망’과 ‘수변경 ’의 

변화로서, 도쿄와 임해부도심의 연결교 ‘ 인보우 리지’를 심으로 논의해 보자. 

먼  에도의 지형  특색은 무사시노 지(武蔵野台 )라 불리는 표고( 高) 30-60m정도

의 홍 ( ) 지와 스미다강의 평야에 걸쳐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에도부

에 최 로 들어와서, 당시 해면이던 히비야(日比谷) 주변을 매립했다. 이곳의 동쪽을 포함

한  모양( 状)의 반도 ‘에도마에시마( 島)’를 심으로 시가지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방 ・배수・선편( )부터 수많은 선로가 주 에 형성되었다. 17세기 반에는 스

미다강의 동안( 岸)까지 시가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조망지 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에

도의 평지부는 수면에 따른 조망변화로 인해, 토지도 풍부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표 4-5]처럼 에도가 가진 자연  조건과 도시형성과정(근 의 도시화-고층빌딩 건설)에

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었던 ‘도시의 역사’가 반 된 경 이었다.46) 언덕길에서 조

망되는 풍경의 지명을 그 로 담아 정착된 지명들로는 후지미자카(富士 : 후지산 조

44) 시바우라( ) 해변・항구 남단의 매립되어, 1980년과 1917년 시 의 지형도를 기 로 계산되었다.

45) 에이타이교(永代橋)는 우에노 본당의 목재를 사용해 건설한 후카가와와 니혼바시를 연결하는 교각이다. 1926년 간토
(関 ) 지진 이후 부흥사업으로는 최 로 재가설된 다리로서 도쿄도가 선정한 역사  건조물  하나이다.

46) 무사시노 지는 닛포리(日 里) 주변인 서북방향의 벽에서 멀리 츠쿠바산( 波 )을 조망할 수 있었다. 우에노(上
野)・에도성( 城)・시나가와(品川) 주변은 남남서 방향의 벽에서 평지와 에도만( )이 한다. 그런데 작은 하천
들이 지를 침식하면서, 차로 작은 습지들이 도쿄 내에 발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각의 습지들의 횡단이나 연장방향
에서는 다양한 조망이 가능해졌고, 시가지화에 따라 많은 언덕길들( )도 함께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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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지산: 야츠미교(八
ツ 橋,  一石橋)에서 
『 所 戸百 』

#2 에도만: 미타(三 )에
서 『 戸 所図 』

#3 후지산:　스루가쵸(駿
河 )에서 『 戸 所図

』

#4 니혼바시: 日本橋雪
 『 所 戸百 』

[그림 4-4] 에도시  조망 명소들: 에도만과 니혼바시의 조망

망)・시오미자카( : 에도만 조망)・에도미자카( : 시가지 조망), 니혼바시(日

:　수도 에도의 조망) 등이 존재했다. 한편, 니혼바시는 에도시 의 육상교통의 주요 루트

인 니혼바시 거리와 수상교통의 주요루트인 니혼바시강의 에 치했다. 량의 물자와 

사람들이 융합-집산하는 에도의 경제센터 다. 니혼바시강을 축으로 바라보는 조망은 수도 

에도의 경 을 표하는 것이었다. 조망하는 풍경은 주로 빈번히 오가는 선편들, 강의 양

안에 늘어선 하얀 창고 부지, 그리고 서쪽의 에도성( 城)으로 구성되었다[그림 4-4]. 이

처럼 에도의 조망 명소의 분포는 부분 에도만 기슭에 집 되어 있었던 것이다.47)

 그러나 근  이후 진 된 도시화에 따라 조망경 은 변하게 되었다. 메이지유신( 治

新) 즈음, 에도 인 것에서 근  도쿄로 차로 ‘도시개조’가 행해졌다. 후 산업화과정

에서 도쿄만의 매립은 지속되었다.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도시의 조망도 변화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그 다면 1980년  버블기에 건설된 고층빌딩군들은 도쿄의 조망을 

어떻게 변화시켰던 것인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도쿄가 새롭게 획득한 이른바 ‘에도미(

)’는 어떻게 재구성되어 나갔던 것인가?

먼  시바( )・하마마츠쵸( )・시바우라( ) 주변의 고층건축물群에 한 조망

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자. 시바에 치한 도쿄타워(1958년 완공, 높이 333m)와 하마

마츠쵸의 무역센터빌딩(1970년 완공, 152m) 등을 기 으로, 도쿄의 연안부인 시바・하마마

츠쵸・시바우라 주변에서 건축의 고층화가 진 되었다. 강변과 바다의 수면 머로 조망하

는 규모의 도시경 이었다. 도쿄만의 매립지는 도쿄의 새로운 ‘에도미’의 장소로서 잠재

력이 높은 지역이었다. 실제 ‘13호지’ 주변에서 조망하는 풍경은 마치 뉴욕의 맨해튼 인 

풍경처럼 묘사되곤 했다. 이곳의 조망을 ‘미래환상’이라 주목한 고기사가 이미 1984년 

요미우리( 売)신문에 제기되는 등 ‘수면-조망’의 잠재력에 한 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47) 그런데 후지산은 에도에서 1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형조건에 따라 조망이 변화된다. 후지산 정상을 볼 때는 
각도는 약 2도(仰角)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평지부에서는 스미다강 동쪽과 스미다강 교량(수로축)과 무사시노 지 벽
선(가로축)에서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에서는 몇 곳의 조망 장소가 형성되었다. 시오미는 해면에서 1-5도 정도로 내륙 측
의 언덕길에서 에도만을 조망하는 지 은 에도명소 그림의 단골 주제 다. 에도의 주요한 조망체험은 무사시노 지의 계
곡과 벽선으로 형성된 시야로서, 반면 평지부에서는 수로와 가로 등 인 라가 만든 시야에 의해서 형성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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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1처럼 매립지 앞에 치한 하루미( )부두공원도 새로운 ‘에도미’의 시  

장소 다. 그런데 이 부지의 거의 부분에서는 후발주자로 건설된 ‘도쿄가스빌딩(1984년 

완공, 116m)’이 ‘도쿄타워’를 가리게 되었다. 그런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고층

빌딩들이 건설되었던 에서 아쉬운 이 남는다. 도시조망이 단순히 일종의 한 시 의 

‘ 황’만이 아닌, 일종의 ‘역사’이기 때문이다.48) 특히, 도쿄항 수면의 매립사업 등에 의해

서 ‘제3다이바’ 주변은 사람들의 근이 용이해지게 되었다. 이 주변의 평온한 수역 낮에는 

드서핑, 밤에는 석양과 야경을 조망하기 해 찾아드는 은이들이 많아졌다.

#1 가교 이 #2 가교 이후 개통된 인보우 리지
(  #3)와 제3다이바 조
망(아래 #4)(斎藤潮･内藤廣, 2004:269-270)

[그림 4-5] 도쿄항 내항부 도시조망: 인보우 리지 가교 후

그러나 도쿄항 연결루트 계획의 일환으로서 건설된 ‘ 인보우 리지(1993년 8월 26일 

개통, 시바우라에서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798m, 수교)’는 그 설치도로를 제3다이바 면

에 가로놓 다(#2). 그 결과, 제3다이바와 인보우 리지와의 치 계는 경 으로 그

다지 조화롭지 못했다. 인보우 리지의 메인 스팬을 심으로 볼 때, 수교 같은 조망

이 얻어지는 장소는 고작 제3다이바 서쪽 끝의 일부에 불과했다. 제3다이바 주변의 거의 

부분의 장소들에는 조형 으로 맞지 않은 설치도로부와 교각의 조망이 건설된 것이다. 

제3다이바와 도쿄만을 따라 건설된 고층빌딩군과의 사이를 분할해 삽입된 것도 교각의 메

인 스팬이 아닌, 설치도로부가 치하고 있다[# 3, 4]. 재 도쿄에서 인보우 리지 그 

48) 컨 , [그림 4-5(#1)]에 치한 승투교(勝 , 가치도키바시)는 도쿄도 오쿠에 있는 스미다강에 가설된 다리로서, 
일본에서는 매우 희귀나 가동교(도개교)로, 츠키지(築 )와 츠키시마( 島)를 연결한다. 1905년 1월 18일 러일 쟁에서 여
순(旅 )함락의 승 을 기념해서 설치되었다. 1940년 황기2600년을 기념한 도쿄올림픽과 일본만국박람회 개최지(1937년 
일 쟁으로 모두 지됨)가 부분 도쿄만의 매립지가 개최 심지 다. 교각의 형식과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모두 

일본의 기술로 설계・시공되었다. ‘동양 유일의 가동교’로 평가되곤 한다( 요문화제 건조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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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 [춤추는 수사선]과 항만 장면 #2 화 [버블로 Go!]: 회귀장면과 엔딩장면

[그림 4-6] 인보우 리지: 조망과 상징의 이 성

자체로서는 도쿄를 표하는 ‘신명소’로서 각 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각 자체를 일종의 

시설정비 단 로밖에 경 을 말하지 않던 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49)

인보우 리지에 해 친숙함을 증가시킨 매체는 역시 미디어 다[그림 4-6]. 후지TV

시리즈를 화화한 [춤추는 수사선( る 査線, 宝, 1998~2012년)]은 여론의 비 을 

받던 ‘일본형 경 시스템’( 료구조의 비효율성, 독선성, 종신고용・연공서열 등)이 낳은 폐

해를 풍자했다. 새로운 조직론(개 의 즉결해 실행가능한 강한 리더십)과 체제개 에 해 

심이 높았던 90년 말의  감성과도 결합되면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 藤泉, 

2004:152). 이후 ‘아오미’에 2008년에 공된 치안·수상안 을 담당하는 ‘도쿄만안( 岸)경

찰서’ 명칭에도 향을 주면서, 이 지역의 친숙함을 증가시키는 데에 일익을 담당했다.

한, 2000년  후반 지속된 장기불황 속에서 자조 인 시선을 담은 작품에도 인보우 

리지가 등장한다. 화 [버블로 고: 타임머신은 드럼식(バブルへGO!!: タイムマシンはドラ

ム (2007 ,　 宝)]은 2007년 산 기에 빠진 일본경제를 구하려는 재무성의 남자 주인

공이 극비 로젝트를 비하며 시작된다. ‘로스제네(ロスジェネ世代, lost generation)’50)

인 트타이머 여주인공은 타임머신을 타고, 버블시 로 돌아가 좌충우돌 로맨틱 코미디를 

펼치는 화이다. 

그런데 주목할 은 회귀시 이 버블붕괴 직  ‘1990년 3월 30일 부동산 총량규제’이며, 

회귀장소가 바로 ‘ 인보우 리지’의 건설공사를 바라보면서 시작된다는 이다. 2000년

 경제 기의 원인을 ‘버블’로 규정하면서, 호경기에 한 향수를 자극하는 작품이다. 버

블을 극복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는 해피엔딩이다. 특히,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을 

때, 도심과 임해부도심을 연결하는 ‘ 인보우 리지’가 3개로 늘어나고, ‘하루미( ) 올

림픽 주경기장’(#2)이 건설된 경을 비추는 엔딩장면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49) 경 을 시하는 제와 ‘1980년  세계도시 만들기’라는 시  과제를 구 한 건조환경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도
쿄 조망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새로운 ‘에도미’의 하나의 틀로서 훌륭하지만, 반 인 고층빌딩군의 조망 등에는 한계
를 보인다. 이 에 도쿄조망의 다양한 지 들에 한 충분히 배려한 건설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보우 리지의 
건설은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도쿄경 의 체상에 한 시스템 인 사고가 부족했던 것이다. 

50) 버블붕괴 후 잃어버린 10년인 1994-2005년 사이 취직빙하기에 취직활동을 했던 세 를 일컫는다(김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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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의 공간‧공간의 소비: 세계회랑‧미디어산업복합빌딩

1997년 9월 ‘지역만들기 도민 제안’을 모집했고, 1998년 2월 제2차 공모(아리아 미나미

( )LM구획)가 실시되었다. 1998년 4월 ‘ 랑스 해’를 기념해 ‘자유의 여신상’51)이 설

치되었고, 1998년 6월 ‘호텔 그랑 퍼시픽 메리디앙’이 개업했다. 1999년 3월 팔 트타운 

MEGA WEB, 람차 등이 건설되는 등 소비공간들이 차 개업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1997년 4월에 후지TV 본사옥이 개업했고, 1997년 4월 잠정이용사업 정자를 모집했다. 

1997년 5월 골덴 크(Golden Week)의 인 가 95만 명이나 되었다. 도쿄디즈니랜드 방문

자를 크게 제치는 등 불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당시의  분 기와 맞아 떨어졌다.

임해부도심의 소비공간의 특징은 세계도시의 거리만들기의 일환인 ‘세계회랑의 건설’과 

‘미디어산업 복합빌딩’을 건설이었다. 지역의 이미지를 발신하는 진기지를 만들자는 구상

이었다. 흔히 세계회랑 구상은 도시 자체의 자생성이 아닌, 일종의 ‘인용의 공간’이라 비

받았다. 그러나 ‘건설구상’이 실 되는 과정과 재 된 모습에 해서 검해 볼 필요가 있

다. ‘미디어복합빌딩-부동산-스타 건축가’가 건설한 공간이 드라마를 통해, 어떻게 소비되

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90년  장기불황 시기, 도시공간 자체에서 트 디 드라마는 

촬 되곤 했다. 이러한 드라마들이 ‘도쿄’의 이미지가 안겨  감수성의 변화도 살펴본다.

먼  세계의 거리를 재 해서 체험소비가 가능한 ‘세계회랑(世 回廊)’ 건설구상이었

다.52) 지의 로  미로뿐만 아니라, 지인이 지어로 의사소통하는 스토랑과 나이

트클럽, 상  등을 만들자는 아이디어 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 력이 있는 기업들마

도 공간연출을 한 비용 등 때문에 주 했다. 1990년  반에는 일본에서 실 되지는 못

했다( 一雄, 2000:13-5). 그런데 1993년 임해부도심 설계자들  일부가 라스베가스

(Las Vegas)의 호텔과 카지노(Mirage, MGM, Caesars Palace 등)를 시찰하게 되었다. 호

텔과 련 상업시설들은 부유층 고객을 한 상업시설이 활성화된 것에 주목했다. 특히, 

옛 로마거리를 재 한 시 스 팔 스의 ‘포럼 ’(The forum shops)을 도입하고자 했다. 

1980년  일본에서 발상에만 그쳤던 세계회랑이 이미 미국에서 1990년  반에 건설되

었다[그림 4-7]. 비용에 맞는 수지 조건을 라스베가스에서 발견했다. 포럼 은 일본의 상

업 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이후 도쿄에서 상업공간의 미래상이 논의될 때마다 안

으로 거론되었다. 1997년 5월에 10년간 부기간한정의 팔 트타운의 사업자 ‘모리 빌딩그

룹’(즉, 롯본기힐즈 제작자)은 ㈜스퀘어 창업자 미야모토 마사후미(宮下雅史)의 력을 얻었

51) 1998년 드라마 [하느님, 조 만 더]에서는 후지TV앞 해변에 ‘자유의 여신상’ 아래에서 연인들은 만남을 약속하는 장
면에서 여신상과 비치 런트가 다큐멘타리 형식으로 묘사되었다. ‘일본의 랑스 해’(1998년)를 축하하는 이벤트를 지원
하는 일환으로 기증되었다가 1999년 랑스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은 2000년부터 11.5m 복제품이 후지
TV 사옥 앞에 세워졌다. 드라마 장면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통해 집합기억에 편입된다. 도시 이나 도시개발
의 요소가 고려되게 된다. 특히, 도시배경 드라마의 다양한 장면은 인기 있는 여러 시설에 한 구체 인 기억을 불러일
으켰다. 이처럼 후지TV드라마는 상업화되어가는 도쿄의 도시공간을 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52) 큰 거리로부터 미로와 같은 개성 인 거리를 배치하고, 가로는 에어커튼 등 특별한 공간장치로 구분해 지의 기후
나 냄새도 재 하도록 했다. 한, 세계 각지의 요리가 있는 스토랑과 나이트클럽 등도 건설한다. 개성 인 상품과 
지의 언어만으로 의사소통하는 상 과 직인이 직  상주하는 상 이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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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회랑 이미지
( 本一雄, 2000:14)

#2 비 스 포트
(필자: 2011년 7월)

#3 다이바 소홍콩 #4 다이바1쵸메 상 가

(출처: 오다이바 홈페이지)

[그림 4-7] 세계회랑 구상과 실제 재 된 거리

다. 남유럽(남 랑스‧북부 이탈리아) 거리를 재 한 ‘여성을 한 테마 크형 쇼핑몰’인 

‘비 스 포트(Venus Fort)’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53)

한, 스미토모상사( 友 事)는 덱스 도쿄 비치(Decks Tokyo Beach) 제2기 사업으로 

‘다이바 소홍콩’을 테마로 화가를 재 한 연출형 상업공간의 건설을 발표했다. 반 ‘세

계회랑’ 로젝트는 하나의 건물 속에 세계의 거리를 집 시키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남유럽과 홍콩처럼, ‘건물 단 ’로 세계의 거리가 임해부도심 속에 개되었다. 

거리 심을 통하는 메인 롬나드는 긴자4쵸메 교차 에서 7쵸메까지 거리와 거의 같

은 400m 다. 작은 골목들을 포함하면 체 1.5km에 이른다. 이후 고도성장기( 30년) 

서민거리를 재 한 상 가 다이바1쵸메 상 가(#4)도 오 하게 되었다. 

그러나 90년  이후 지속된 장기불황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축되었다. 그 결과, 장소에 

한  인기에 비해, 기 만큼의 상업  수지는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유층’을 상

로 한 업은 2000년  도심부에 리모델링된 다른 백화 들( 컨 , 긴자( ), 도쿄역 

주변 등)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2006년 일부는 리모델링을, 2009년 2, 3층이 

아울렛(도쿄 23구내의 첫 아울렛)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까지는 ㈜비 스포트(모리빌딩과 

에스시스템이 각각 50%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가 운 했으나, 재는 모리빌딩(100%)이 

운 하고 있다. 2010년 6월 모리빌딩과 도요타자동차가 이 체를 철거・재정비 계획이었

다. 그러나 경제상황과 다른 사회정세 등으로 인해, 지 은 ‘시설해체’도 연기된 상태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의 최 선으로 TV방송국, 라디오방송국 등 ‘매스 미디어’의 거 을 배

치한다는 계획이었다. 1980년  반까지만 해도 문가들마 도 성통신에 필요한 라

보라 안테나를 세운 장소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말 그 로 ‘텔 포트’라고 한다면, 

종합 인 정보통신시설인 ‘매스컴’을 거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 계획에는 ‘미디어산

업 복합화 빌딩’의 건설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매립지의 이미지의 환과 개발 완성 이

53) 포럼  설계자 테리 두갈(Terry Dougall)을 기용해 미국의 노하우를 도입했다. 이후 일본의 테마 크의 건립은 노하
우가 축 되었고, 일정한 건축 비용 조정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모리빌딩은 1978년에 이미 임 자 모집도 은 여성을 
고객으로 했던 ‘라포  하라주쿠(La Foret Harajuku)’의 노하우를 축 하고 있었다. 1999년 8월 25일 팔 트타운(Palette 
Town) 웨스트 몰(West Mall) 2-3층에 오 해, 1주일 간 방문객수는 49만 명에 이르 다. 17-8세기 유럽의 거리풍경을 
재 함과 동시에 천정은 한 시간마다 푸른 하늘, 황혼, 밤(sky future program) 등을 연출한다. 2012년 재 이 쇼핑몰
은 패션・잡화・화장품・ 스토랑 등 포 190여개가 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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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홍보를 연결한 책이었다. 즉,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일시에 마  가능한 TV방송국의 

력을 개발과 연결시킨 것이다( 一雄, 2000). 이러한 부동산 마  수법은 도쿄 교

외를 무 로 한 TBS드라마 [ 요일의 부인들에게(金曜日の妻たちへⅠ-Ⅲ, 1983-5년)]가 인

기를 끌면서, 본격 인 하나의 장소마  수법으로 정착해 나가게 되었다.54) 

최근 도쿄의 도심재개발과 미디어 기업의 입지가 하나의 세트처럼 일체를 이루면서 진

행되었다.55) 표 인 사례를 살펴보면, TV아사히( 日)를 심으로 롯본기 지역개발이 있

다. 둘째, 니혼(日 )TV와 덴츠( , 표 고기업)를 심으로 한 시오도메( )의 재개

발이다. 셋째, 후지(Fuji)TV본사는 임해부도심 개발의 상징 인 랜드마크 건설이 되었다. 

도쿄의 일상생활과 그 무 인 도시 재개발은 텔 비  테크놀로지의 요한 배경이 되게 

되었다. 특히, 80년  버블경제 이후 거 한 규모의 미디어나 아트와 일체로 도심재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에 해서 사회학자 요시미( 俊哉, 2006:38-9)는 도쿄의 거 성

과 자본주의  특권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비 하고 있다. 

한편, 임해부도심에는 높이 약 100m의 ‘구체 망실’(애칭 하치타마(蜂 , はちたま))로 유

명한 후지TV본사(FCG)빌딩은 사무·스튜디오·상업시설로 들어선 복합시설이다. 1997년 3월

(착공 1993년 5월)에 지상 25층, 지하 2층, 옥탑 1층 크기로 공되었다( SD編集部, 

1996). 이후 ‘만안( 岸)스튜디오(지상 7층, 지하 1층)’가 개국5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2005년 3월에 착공되어, 2007년 3월에 아오미( ) 지구에 공되었다. 1997년 4월에 방

송을 개시한 후지TV는 임해부도심을 무 로 한 수많은 드라마(「러  제 이션」, 「With 

You」 등)나 버라이어티를 제작해 방 했다. 90년 는 워터 런트의 상징인 인보우 

리지와 도쿄타워 주변의 새로운 경 을 배경으로 한 트 디 드라마의 인기는 매우 높았다.

이처럼 세계 인 문화생산과 마 의 발달은 ‘시공간의 압축’의 주요 동인이다. 다시 말

해서 모든 사람의 거실에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Harvey, 1989a:419). 

벤야민(Benjamin, 1969:236)의 지 처럼, 우리가 사는 는 육안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 

색다른 세계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56) 즉, 무의식 으로 지나치던 공간은 새

54) 1981년 TBS방송국은 비좁은 도심 아카사카( )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교외의 형 스튜디오 ‘미도리야마(緑 ) 스튜
디오 시티’를 건설했다. 드라마의 설정 무 는 마치다시( ), 실제 촬 은 도쿄 서부 뉴타운 다마( 丘陸)의 도큐 
원도시연선( ･ 都 沿線)이었다. 근교 사철(私 ) 문화나 ‘오다큐･로망스 카( ･특 열차)’ 통근 남편 등 하나의 
라이  스타일 등 기존의 원거리 통근 장소로만 인식되던 신흥주택지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마치 ‘미국의 교외주택지’
처럼 녹지로 둘러싸인 새하얀 주택지에서 ‘마이홈의 이상’이 제시되었던 것이 인기비결이었다. 이후 부동산 버블에 의해 
주택지 지가 상승의 최 선 의 하나가 되었다(隈 ･ 野 美, 2008:178-183).

55) 2007년 탄생한 ‘국립신미술 ’과 ‘산토리(サントリー)미술 ’은 이미 개 한 록본기 힐즈의 ‘모리(森)미술 ’과 력해
서 ‘록본기 아트 트라이앵클’로 불린다.  국립신미술 (5번째 국립미술 )은 2007년 1월, 도쿄 록본기 도쿄 생산기술연구
소(고마바(駒 )로 이 ) 철거지에 개 했다. 구로카와 기쇼(黒川 章)가 건물 디자인 설계를 담당했고, 시장 면 은 합
계 1만4천㎡로 일본최 으로, 개장 첫 해 시를 시작으로 약 70개 이상의 미술단체가 참가했다. 산토리비술 은 2007
년 3월에 산토리미술 이 방 청 철거지 재개발지애 미츠이(三井)부동산 등에 의한 개발된 미드타운(Mid Town)으로 이
된 것이다. 건물은 구마 겐고(隈 )가 설계하고, 시실 면 은 약 1천㎡로 미드타운 내에 2007년 3월에 개장했으며, 
디자인을 심으로 21_21DESIGN SIGHT(안도 다다오(安藤忠雄) 설계)도 탄생했다. 거  부동산 자본에 의해 록본기는 과
거 ‘밤의 거리(미군병사를 한 클럽, 바, 스토랑 집지)’에서 ‘아트와 비즈니스의 거리’로 변신하게 되었다.

56) 후지TV의 뉴스 타이틀도 ‘ 인보우 발( )’로 변경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송국과 임해부도심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 로그램의 스타와 건축가에 의한 공간  표상의 만남”이 우리의 일상 인 생활공간을 둘러싼 표상과 
기억에 요한 일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Pascucci, 199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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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미성지
#2 꿈의 교에서 팔
트타운: 이어지는 공허한 
공간

#3 르티  도쿄베이의 
거리: 웨딩시설

#4 도시에 등을 돌리고 
안으로 폐쇄된 비 스 
포트의 외

[그림 4-8] 여백화하는 공간: 힘없음의 승리
*출처 東京スタディーズTokyo Studies, IGARASHI Taro Photo Archives 57
http://10plus1.jp/archives/fieldwork/photoarchives/0506tokyo/index.php?no=57&inc=001

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을 경험하던 일본의 시청자들에게, 드라마

는 자신도 가능할 것 같은 ‘보통의 연애와 생활’을  상상하도록 했다. 구라도 걸을 수 있

는 도쿄의 실제 거리에서 촬 된 드라마는 일종의 ‘환상’을 제공했다(勝 , 1992:256).57) 

그러나 도시사회학자 와카바야시(若 , 2006)는 ‘나약함’과 ‘식은 열기’를 발견했다고 

했다. 복합상업오락시설 등은 남녀노소가 몰려드는 번화가로 성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공

원·녹지 등이 체의 53%, 업무·상업·주택이 43%이다. 이러한 장소체험은 반가량은 처분

되지 못한 미성지( )(그림 #1)이기 때문이었다. 특정 지역(후지TV·빅사이트 등)이 성황

이라 해도, 체 ‘번화가로서의 열기’는 희박하게 느껴진다[그림 4-8]. 아리아 -다이바 지

구를 통하는 ‘센터 롬나드(폭 80m)’는 놀라울 정도로 한 하다(그림 #2). 이러한 기시

감(旣 , 데자부)의 정체는 바로 1980-90년  까지 도시론이나 소비사회론에서 ‘새로

움’의 공간으로 논의되던 시뮬라크르(simulacre)를 재회하는 것 같다고 봤다. 

‘ 르티  도쿄 베이’(Partire Tokyo Bay)는 4천평의 부지에 리의 거리를 재 한 유럽

형 ‘ 택웨딩’을 한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3). 다른 오다이바의 도시공간들(특히, 쇼핑

몰)처럼  테마크 형 쇼핑몰 ‘비 스포트’는 주 에 펼쳐진 도시공간에 등을 돌리고 벽 안

쪽만을 ‘ 리의 거리’를 실내화하고 있다. 마치 ‘테마 크’와 같은 의사 인 도시공간을 형

성해 나갔던 형 인 공간이었다( 介, 2006). 1980년  이후 도시재개발 수법은 도

쿄의 지리  폭과 역사 인 깊이를 내포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 지역의 내부를 자의 으

로 콘셉트, 기호, 이미지로 충 시킨 ‘거리’나 ‘도시’를 만들어내었다. 결과 으로 임해부도

심은 마치 섬처럼 떠오르게 되었다. 임해부도심은 마치 부정형의 ‘바다’처럼 보일 만큼 실

제 도시와는 완 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게 되었다(若 , 2003;2006:13).

57) 드라마에 등장한 도쿄의 거리를 특집으로 소개하는 출 물과 함께 은이들의 명소(ex>드라마 장 견학, 드라마 
팬용 투어를 소개하는 출 물의 범람 등)로 만들어가기도 했던 것이다(DeBoer, 20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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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주의에 한 성찰: 고베 지진(안 )·아이치만박(환경‧시민참여)

1990년 는 도시재개발과 문화와의 계 속에서 ‘시민문화의 성숙기’라 일컬어진다. 도

시개발에 한 ‘성찰’과 ‘시민참가’가 두드러졌던 시기 다.58) 여기서는 90년  기존의 개

발주의에 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던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NPO법’의 성립을 둘러싼 

도시재개발의 쟁 을 살펴보고, 2005년 아이치만박의 유치와 진행과정에서 ‘환경’과 ‘시민

참여’의 문제에 해서 논의해본다. ‘시민참가’라는 단어로 표 되었으나, 1990년  이후 

시민참가라는 흐름은 ‘인터넷’ 등 연  미디어의 격한 발달이 작용했다. 일본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은 도우 95가 발매된 1995년 후를 환 으로 순식간에 침투했다.59) 

먼  고베 진과 련해서, ‘매립지’라는 지형  특성을 살펴보자. 이후 재해재건과 련

된 방식(하드‧소 트)의 문제와 제도  변화를 심으로 알아보자. 1981년 개최된 ‘고베 포

트피아(Kobe Portopia)’는 인공섬 포트랜드의 회장 시설에만 약 700억 엔, 련 공공사

업을 포함하면 약 2,000억엔의 사업비를 쏟아 부은 그야말로 ‘메가이벤트’ 다.60) 약 500

개의 일본기업들과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 약 50단체, 해외 약 30개국이 참가했다. 입장객 

수 1,600만 명에 달하는 만국박람회와 맞먹는 수 의 규모 다.61)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 부터 1990년  까지 일본은 ‘만국박람회의 붐’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지진’이 도시 재개발에 미친 향은 막 한 것이었

다. 무엇보다도 큰 피해를 낳았던 원인들  하나는 ‘인공섬 지반의 액상화’에서 비롯되었

다. 특히, 피해자들은 붕괴된 건물이나 가구에 깔리는 사고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이 

부분이었다. 복구와 부흥을 해 ‘진재부흥긴 정비조례( 緊 , 2월 16일)’

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버블기에 책정된 개발과 유사했다. 앙정부의 정치  불안정으

로 로젝트추진형의 자치체도 사업의 진척이 늦어졌다. 재해복구사업에서 피해자의 생활

의 부흥보다는, 도시 인 라를 복구하는 ‘도시의 부흥’을 앞세워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컨 , 지진 발발 6개월 후에 책정된 ‘부흥10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효고 이 “창조  

부흥”을 내건 총사업비 17조 엔 규모로 600개의 사업을, 고베시가 총사업비 9조 엔 규모

58) 1970년 오사카만박에서는 ‘센리( 里) 구릉지 ’에 한 자연보호운동이나 시민  연 는 거의 없었고, 만박비 운동
은 지식인이나 학생, 반 운동가 그룹에 의해 지지되었다. 오키나와 해양박람회에서는 오키나와  노동조합 의회를 심
으로 강력한 반 운동이 개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조직  운동이었다. 1980년  후반은 버
블에 의해 지탱되면서 기업의 문화  사회공헌 기운이 높아진 시기 으나, 오히려 시민참가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 다. 1985년 츠쿠바과학박람회에 이르러서야 겨우 노동조합이나 학생조직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환경보호와 연
된 시민그룹의 만국박람회에 한 비  개입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59) 고베 지진의 피해자 정보를 국에 알리는 ‘정보 자원 사’를 했으며, 1997년에 후쿠이 ( 井 ) 나호토카호(ナほト
カ )의 침몰에 따른 량 유유출사고에서도 ‘인터넷’은 심 이었다. 한, 1990년  말 후지마에(藤 ) 간석지의 매립
에 반 운동 등에서도 인터넷은 불가결한 미디어 다. 1990년  말부터 지방 공공사업을 둘러싼 주민과 행정기  사이 
갈등에서도 이메일, 메일링 리스트, 홈페이지 등처럼, 이른바 사회운동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게 되었다. 

60) 다카사키 히로시(高 裕士)는 규모 토지 조성이 자연의 섭리를 하게 해치는 행 라 비 했다. “이런 난폭한 짓
을 지르고도 진정으로 자연의 앙갚음이 없을 것이라 보는가”라 의문을 던졌다. 이미 지반침하가 나타난 인공섬을 두고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 탄식했다[ポートピア て て えた, 日新  1981-07-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録 ( 美 ）http://www.lib.kobe-u.ac.jp/directory/eqb/photo/oogimoto/index.html

61) 이 포트피아의 흥행 성공에 자극을 받아 1980년  말에 지방박람회가 국 각지에 난립하게 된다. 1988년 사이타마
(埼 )박람회, 세토 교( )박람회, 나라( )실크로드박람회, 기후( 阜) 부미래박람회, 세이칸( 函)터 박람회, 아
시아태평양박람회, 요코하마박람회 등이 일제히 개최되었으나, 모두 실패한 쪽에 가깝다.



- 133 -

로 1,000개 사업을 의욕 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 은 피해자의 생활부흥에 한 등한시했다는 이다. 사업실행 노선은 개발 우선, 하

드사업 우선으로 편 되어 갔다. 앙정부는 총경비 10조 엔을 투입한 3년간의 긴 부흥계

획을 마무리한 후, “원상 복구로서의 사업은 끝났다. 새로운 지역만들기로 이어질 부흥사

업은 어려운 재정 사정을 조정해 가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를 표명했다. 어쩌면 피해자의 생활재건을 한 공  재건의 문제는 사실상 배제한 채, 고

베공항 건설을 비롯한 규모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심이 이동했다(김백 , 2010:171-2).

지진 후 3년 양 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부흥공 주택’의 공 이 완성되었다. 피해자

들을 임해 新시가지에 새로 건설된 공공주택으로 이주시켜 수용했다. 이후 행정당국의 입

장에서는 복구사업이 성공 으로 완수되었다고 단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구시가지에 삶

의 근거지를 마련해온 자 업자나 고령자들의 생활재건은 이 지지 못했다. 빈민과 노약

자, 외국인 노동자들 등 사회  약자들의 주거환경은 여 히 매우 열악했던 것이다. 오히

려 주민의 요구에 의한 ‘지역만들기 의회(まちづくり )’가 형성된 지구들이 더욱 효

과 으로 재건되었다. 그 결과, 재해 시에 활동했던 자원 사 활동단체들이 주목받았다. 이

를 기 으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특정비 리활동 진법( 定 営 動促 法, NPO

법)(1998년)’이 성립되면서, 자원 사 등 시민활동을 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62)

다음으로 2005년 개최된 아이치만국박람회( 知万国 , EXPO 2005 AICHI JAPAN, 

3월 25일-9월 25일)는 유치과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 유치과정은 ‘환경-시민-도요타

박람회’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굴 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되곤 한다. 먼  아이치

의 만박 유치활동은 88서울올림픽 유치 실패한 충격에 사로잡혔던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통산성에 의해 후쿠오카 , 효고 ( ), 아이치  에서 개최 의견을 타진했

다. 아이치 은 1988년 지역진흥의 기폭제로서 ‘과학, 산업의 진흥’ 박람회 구상을 발표했

다. 1997년 BIE총회에서 캐나다를 르고 개최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이쇼의 숲( 上の森)’ 부근 원시상태의 산림지 로 회장 부지가 변경되었다. 

주택개발이 연동된 ‘새로운 지구 창조를 담당하는 미래 도시(140ha, 2천호, 6천명 거주)’가 

구상되었다. 1990년 부터 ‘가이쇼의 자연과 역사를 지키는 모임’, ‘모노미산(ものみ ) 자

연 찰회’, ‘아이치만국박람회를 생각하는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 통산산업성이 

주도하는 ‘산업박람회’가 아닌, 21세기에 걸맞은 문제의식과 테마를 가진 ‘환경박람회’로 

방향 환을 요구했다. 지사에 한 공개질의서부터 의사록 공개,  재정상황, 환경평가 등

을 요구하며, 숲의 생태계에 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경제 으로는 90년  

62) 1992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시정 의 도시계획에 한 기본 인 방침’인 ‘시정 도시계획 마스터 랜’이 도입되
었다. 토지이용의 다양화 상과 그것에 한 해결책으로서 실시된 용도지역의 재분화와 용도의 혼재화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계획을 ‘행정주도’로부터 ‘지역주민주체‧주도’로의 환한다는 의미가 컸다. 이 방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에 한 기본구상’에 입각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에 한 의회의 여가 간 으로도 규정되게 되었다. ‘주민의 
의견을 반 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이 참가하는 계획만들기의 경험도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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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과 재계도 버블붕괴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63)

1995년 8월 통산성 견 료를 심으로 ‘국제박람회 비조사검토 원회( 원장 세키모

토 다다히로(関 忠 ))’)를 구성했다. 12월 ‘개발을 넘어서(Beyond Development)’를 주테

마로, 입장객 수(4천만→2천5백만) 축소 등 수정구상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구상이 새로운 

만박을 담당할 ‘주체’(이벤트→환경)와 부지 ‘이용계획’을 다시 쟁 화하게 했다. ‘나고야올

림픽반 운동’과 ‘자연보호그룹’ 등이 연계되어, 주민투표조례 청구(  의회 부결)나 민회

의 표 ‘가게야마 겐’( )을 지사 선거에 옹립(낙선)했다.64) 결국 통산성(국제  시선)-

아이치 (지역 진흥)-주민(시민참여‧환경) 등이 립되던 1999년 4월 회장 부지에서 ‘큰말

똥가리 서식지(オオタカ( 鷹) 巣, Accipiter gentilis))’가 발견되었다. 이에 ‘환경조화형 미

래도시’ 구상은커녕, ‘  하나의 오사카 박람회’라며 비 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더욱이 

10월 BIE간부가 일본을 방문한 뒤, 폭 인 계획 수정이 요청되게 되었다.65) 

2000년 3월  지사와 통산성 신, 환경3단체장의 회담과 사무국 차원의 의를 진행

했다. 개발(주택/도로 단념)의 축소하고, 지역 계자와 환경단체‧ 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안을 느낀 부 지역의 재계와  회는 2001년 3월 19

일 ‘경탄할만한 비일상성’을 주장하는 ‘미스터 만박, 사카이야’를 ‘최고고문’으로 추 했다. 

사카이야는 고압  태도로 모든 수정안을 뒤집으려 했다. 이 사태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고(이른바 ‘사카이야 소동( 動)’), 결국 6월말에 최고고문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여 히 일반 고문으로서 아이치 만박에 여했다. 한, 개최 지를 막고자 과거 각종 박

람회를 담당했던 로듀서들이 재선임되었다.66) ‘자연의 지’를 세로축으로, ‘지구 교류’

를 가로축으로, ‘기술, 문화, 교류-새로운 지구 창조’를 기본테마로 결정되었다. 

물론 고도성장기 개발주의의 환상을 구 한 ‘오사카만박’(센리뉴타운-개발의 욕망-시민

의 부재)과 조되는, 성장기 포스트 개발주의를 모색했던 ‘아이치만박’(부지개발계획 좌

-개발의 회의-시민의 역할)으로의 변화라는 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주목할 은 오

히려 ‘환경’을 내걸면서도, ‘산업과 오락’을 면에 내세운 만박을 만들어 싶었던 세력이 존

재했다는 이다. 2000년 도요타(豊 ) 부회장 이소무라 이와오(磯 巌)가 나고야상공회의

63) 1995년 5월 아오시마 도쿄도지사가 도쿄임해부도심의 도시박람회를 지하면서, 아이치 만박 추진에도 찬물을 끼얹
게 되었다. 해외에서도 1991년 6월 오스트리아 빈 만박이 주민투표로 지되면서, 동시 개최 정이었던 헝가리 부다페
스트 만박도 1994년 개최를 단념했으며, 하노버 만박은 주민투표 결과 박빙(찬성 51.5%, 반  48.5%)으로 겨우 개최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90년 는 세계 으로 거의 박람회의 개최와 지가 반복되던 시기 다. 

64) 2003년 2월 28일 나고야지방재 소는 ‘아이치  지사 간다 마사아키( 秋(1999-2011까지 3기(12년), 피고)가 가
게야마(원고)에 해, BIE(박람회 회 사무국) 의장이 지사에게 보낸 문서를 개시하지 않은 것을 법이라 결했다. [ 新

の / 知事のBIE 書 開は『 法！』2‧28 古 裁で さん勝 ] 
http://www.n-kakusin.jp/html/katudou/katudou/030228-bie.html

65) 1999년 11월 BIE국제사업국 의장 등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세계자연보호기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의 사무국장과 국제조류보호연맹(Bird Life International)의 사무총장이 이미 서신을 보내 생태계 괴의 험성
을 경고했다.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이와타  스키오( 寿 , 환경청 장 , 안보투쟁, 70년  공해 책 담당) 같
은 숙달된 정치가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속한 발달에 힘입은 것이었다.

66) 박람회 로듀서로 그의 경력은 계속 이어졌는데, 2010년 개최된 상하이국제박람회 비실 고 고문으로 취임했다. 
여기서 만박-도시개발의 아이디어와 이벤트성을 기획함과 동시에, 일본산업  출  합동회사 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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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존재감이 확 되었다. 부연합회 부회장도 도요타 부사장이, 

부경제동우회 표 간부에도 계열사 사장이 취임하는 등 단숨에 부재계 요직을 차지했

다. 이른바 ‘도요타’를 버 로 한 아이치 재계의 이해 계가 오히려 ‘가이쇼의 숲’을 지키

려던 시민들의 이해와 같은 방향이었던 것이다. 도요타는 섬유기계에서 자동차 기술까지의 

역사를 실물  실연으로 보여주는 산업기술기념 을 건설했다. 도요타 박물 · 회  등 

각종 기념 과 45ha에 이르는 임업시험  ‘도요타의 숲’ 등도 건설했다. 말하자면 ‘산업에

서 환경까지’ 하나하나를 본격 으로 시설로 건설해갔다. 어쩌면 아이치 만박 그 자체를 

그 로 ‘도요타의 문화시설’로 실 해 갔던 개발과정이었다고 해도 그다지 과언은 아닐 것

이다( 俊哉, 2005:258-261).

여기서 로벌 기업 도요타자동차와 아이치만박과의 계에 해 좀 더 살펴보자. 원래 

재계활동에 그다지 활발하지 않던 도요타는 90년  정체된 일본경제에서 명실공히 재계 

리더 기업이 되었다. 주 로부터 ‘책임감’(혹은 ‘도요타 의존’(トヨタ み))을 요구받게 되었

다. 아이치를 둘러싼 각종 로젝트(‘박람회 회’나 ‘ 부국제공항회사’ 등)에 련되었다. 

로벌기업 도요타는 ‘20세기 자동차기업(환경주범)’에서 벗어나, ‘21세기 자동차(환경 시·

하이 리드 자동차 리우스(Prius))’라는 이미지 략을 마 에서 활동했다. 한, 만박에 

한 개입이 커질수록 거액의 건설비가 소요되었다. 이는 단지 회장계획에 력뿐만 아니

라, 연료 지방식의 ‘무인버스(IMTS)’의 도입과도 련되었다. 물론 ‘아이치만박=도요타만

박’처럼 도요타의 ‘흑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도요타’라는 기업

의 존재가 아이치만박은 불가분의 계 다는 것이 더 하다( 志, 2005:54-7).

요컨 , 아이치만박의 사례는 지역 인 것이 국가 인 테두리를 넘어서, 로벌한 것으

로 빨려 들어가는 형 인 사례일 것이다. 90년  이후 ‘도시개발’의 ‘담론’에서 보이는 

특징 두 가지는 ‘과거’의 기억을 창출하는 ‘시간축’과 ‘세계’로 확 되는 도시·지역 이미지

를 창출하는 ‘공간축’이었다. 스포츠를 비롯한 메가이벤트는 도시 간 경쟁의 이미지와 ‘도

시 정체성’을 축구했던 지방 정치 역에서는 ‘동원과 참가’의 주역이었다. 결국 규모 이

벤트를 유치하기 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유치경쟁은 도시의 ‘경쟁력’을 그 자체로 

체험하게 하는 장이었다. 말하자면 ‘경쟁력’의 향상을 향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동원해 

가는 기회’로서 커다란 정치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어쩌면 새로운 도시개발과 지역상을 

창출이라는 문맥에서 구동하고 있는 것이 메가이벤트의 모습이었다( 志, 1999). 요컨

, ‘환경’이라는 쟁 과 ‘시민운동’이라는 네트워크의 소용돌이조차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 로벌 기업의 일부’로서 흡수되었던 것이 90년 의 일본사회 던 것이다.67)

67) 1960년  안보투쟁의 정치  회오리를 넘어, 70년  시민·주민운동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괴된 생활환경의 정
비를 요구하면서 신자치체를 만들었다. 이후 80년  버블경제 이후 발생한 새로운 다양한 쟁 을 가진 네트워크형 사
회운동이 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안  정치세력들이 출 되면서 90년  시민·주민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한 혜, 
2004). 새로운 쟁 과 네트워크조차도 자본의 역으로 빨려들어갔던 것이 90년 의 특징이었다. 결국 2000년  훨씬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인 변화 속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정치  향력은 더욱 왜소해졌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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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소결: 장기불황, 성찰  개발주의의 모순

제4장은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 속에서 제3섹터형 개발인 임해부도심이 어떠한 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다. ‘보수  도정’의 응과 ‘무당  도정’의 응을 둘러싼 개

과정에 해서, 이른바 ‘성찰  개발주의’라는 개념으로 포착해서 분석해 보았다. 

제1  1980년  버블경제의 논리는 ‘국제무역수지 개선・규제완화・ 리 정책’와 같은 

3단 논법으로 표되는 호경기 다. 토지투기와 투기  건축이 결합된 개발행 가 지배하

던 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반 버블붕괴로 인해, 일본경제는 구조개 과 

융시장 개 이 가속화되었다. 디스인 이션에 의한 엔고는 산업공동화에 한 우려를 

심화시켰고, 다시  도시경쟁력에 한 불안을 불러들 다. 토지형 버블에 한 다양한 

처방안( 컨 , 총량규제 등)은 오히려 경기회복 사이에서 조 씩 흔들렸고, 결과 으로는 

규모 불량채권을 양산해 내면서 2000년 까지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워 놓았다. 

이러한 분 기 속에서 후 고도성장기부터 제기되었던 ‘수도이 ’ 문제가 국회를 통과

하게 되었다. 과거의 도쿄집 에 한 논의와 달리, 80년  세계도시로서 도쿄의 집 에 

한 비 은 훨씬 강도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 으로 수도이 을 한 지역과 범 ,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범 하게 검토되게 되었다. 이러한 수도이  움직임에 반

하기 해, 스즈키 도정은 도심의 업무를 분산하는 ‘업무핵도시’의 건설을 내걸었다. 

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여론의 수도이 에 한 찬성론을 지하

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스즈키 도정의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추진과정은 많은 무리를 일으

켰다. 결국 개발의 가능성, 공평성, 필요성에 한 의문으로 확 되면서, 스즈키 도정을 

심으로 형성된 ‘보수 도연합’의 정치  기반마  흔들어 놓게 되었다. 

제2  80년  정 재계가 결착된 구조는 잇달아 정치자  스캔들로 폭로되었다. 정치

으로는 이러한 결착구조에 한 비  여론은 90년 는 ‘정치개 ’의 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계획은 련 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비

인 입장에서 ‘주택계획 vs 개발계획’ 등으로 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분 기 속

에서 ‘민주주의의 기-도민에 의한 정치-도시박람회 지’라는 공약을 내걸고, 무당  아

오시마 도정이 스즈키 도정 4기를 꺾고 당선되었다. 과감한 도시박람회 지 결단 이후 재

정 으로 많은 후속조치들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쿄도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들( 결제, 긴 융자 등)도 발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개발 재검토를 해 구성된 지사의 자문기 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간담

회’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도지사에 의한 자문의뢰가 가진 목 과 책임소재, 그리

고 토지이용과 처분 등 다양한 쟁 들이 논의되었다. 개발을 비 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

이 결성되어, 개발에 한 비 과 감사청구, 그리고 소송도 제기되었다. 한, 간담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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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도민이 참여하는 ‘일일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간담회는 합의 을 이르지 못한 채, 이례 으로 두 의견(즉, 완 재검토 vs 

부분재검토)을 병기한 채 종결되었다. 개발은 큰 축소 없이 지속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

개 을 표방하는 앙정부와 ‘생활도시’를 지향하는 도정과 립될 수밖에 없었다. 

제3  장기불황의 집합의식에 해서 미학  성찰성의 에서 임해부도심의 경 을 

살펴보고자 했다. 불황의 경 은 1980년  버블이 양산한 일종의 각의 폐허, 즉 고층

빌딩과 오피스의 수많은 공실률로 실화되었다. 도쿄만 매립지(즉, ‘꿈의 섬’)는 1980년  

도시재개발로 상징하는 근 과학의 발 과 합리주의뿐만 아니라, 이에 한 야유와 친숙,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체념의 집합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유리카모메(무인

차)에서 조망하는 임해부도심은 버블붕괴로 축된 기분과 밝음의 양가감정을 체험하게 되

었다. 한편, 에도시 부터 다양한 조망지 이 산재했던 도쿄만은 고층빌딩과 인보우 

리지의 건설로 인해 오히려 과거의 조망지 들은 축소되었다. 에도-도쿄의 역사  경  지

을 고려한 건설보다는, 세계도시 경  만들기를 추종했던 80년 인 건설의 결과 다.

세계도시 인 경 만들기에 표 인 사례로서 임해부도심에 해서, 들은 상 미

디어를 통해 친숙함과 비 을 동시에 소비하게 되었다. 정치 으로 신자유주의  구조개

이 본격화되면서, 도쿄의 경쟁력 하락을 막고자 다양한 제도개 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서구형 융도시’보다는, 오히려 ‘집객도시’로서 세계도시 도쿄를 목표로 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개발의 방향도 처음 계획했던 ‘세계회랑(유럽, 홍콩거리)’ 등을 건설해 나갔으

나,  인기에 비해 그만큼의 상업  성과를 올리지는 못해 재  다시 개발을 기다

리고 있다. 한, 미디어산업복합빌딩(즉, 후지TV)은 오다이바 지역을 방송과 결합하면서, 

‘불황의 집합의식’을 표 하고 도민들을 이를 극 으로 소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성찰  개발주의가 가져온 성과로는 고베 지진 발생 이후 ‘하드한 원상복

구’보다는, 오히려 자원 사 등 재생과정의 성과를 반 한 NPO법이 성립되었다. ‘개발을 

넘어서(beyond development)’ 새로운 박람회를 지향했던 아이치만박은 1980년 부터 

2005년 개최까지 ‘환경·시민참가’라는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 1990년  도쿄의 도시박람회 

지를 통해 아이치만박과 상호 성찰하는 사례로서 상호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시

민참가의 쟁 을 수용하면서 개발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아이치 만박은 오히려 만박의 

심축이 ‘도요타자동차’로 이동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찰  개발주의는 개발을 반성하

는 이른바 성과들( 컨 , ‘환경 쟁 의 산업화’)을 수용하고, 그것을 다시 개발주의 내에서 

소비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개발주의는 ‘자본을 심으로 한 공간을 재편성’하는 과정에

서, 기존과는 다른 ‘포스트 개발주의’로 환되는 시 이 바로 90년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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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00년  포스트 개발주의(2000-2012년): (복합)집객도시

제5장에서는 2000년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목표를 ‘(복합)집객도시’1)로 변경했으며,  

다시 ‘메가이벤트’ 유치로 회귀하는가를 살펴본다. 2000년 의 특징을 성장연합의 범 는 

축소되나, 연합의 강도는 강화되는 ‘포스트 개발주의’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1 에서는 90년  후반부터 다시  도시경쟁력 확보에 한 논란은 재가열되었다. 

1999년도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이시하라 정권은 새롭게 ‘도쿄구상2000’을 발표해, 다시

 정책 목표를 ‘세계도시 도쿄’로 내걸었다. 표 인 정책인 ‘오다이바 카지노 구상’은 국

회의 반 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80년  ‘ 융도시’를 목표로 단순한 물리  ‘오피스 건설’

과는 달리, 2000년 는 ‘ ・문화산업’ 등을 심으로 한 도시의 방문객을 높이는 ‘(복합)

집객도시’으로 그 내용이 변화된 것이었다. 특히, 2002년 도시재생사업들이 ‘도쿄도심’에 

집 되면서, 체 으로 일시 인 ‘미니버블’이 발생하면서 도쿄 내의 개발은 증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사업을 둘러싼 논쟁의 쟁 (경기순환과 재정)도 제시해 본다. 

제2 에서는 임해부도심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계획과 지원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6년 제3섹터의 재정은 국 최  규모로 산해 ‘민사재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재정문

제를 타개하고 도쿄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해, 이시하라 도정(제3기)은 ‘2016년 도쿄올

림픽’ 유치 활동(주요 회장 임해부도심 지역)을 개하게 되었다. 비이벤트로서 기획된 

‘도쿄마라톤’이 성공 이었던 반면, ‘국립미디어종합 술센터(가칭)’의 건립은 여론의 극심

한 반 에 부딪 서 철회되었다. 콤팩트·환경 올림픽을 지향하는 개발 계획들이 가진 쟁

들에 해서 분석해 본다. 올림픽 특수를 기 하는 ‘성장연합’과 도의 재정과 안 문제를 

제기하는 ‘이벤트연합’이 립하면서 유치가 좌 되는 과정도 살펴본다. 

제3 에서는 3・11 동일본 지진 이후 일본과 도쿄의 개발주의가 오히려 심화된 원인에 

해 논의해 본다. 2016년 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 이 지역에 남겨진 문제들(유치경비・ 

2014년으로 정된 츠키지 시장의 도요스로의 이 계획을 둘러싼 환경문제)도 살펴본다. 

올림픽이 가져올 도쿄 개조 규모에 필 할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 계획들이 보다 사회통합

인 도시재생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해서도 제시해 본다. 2011년 3・11 이후 도쿄직하

형 지진의 험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만에 집 되는 방사능 해양오염과 도시 인 라 

건설계획도 살펴본다. 2020년 도쿄올림픽 재도 을 한 유치활동이 개되면서, 정책  

립축(‘부흥’과 ‘안 ・안심’)이 충돌하는 지 들을 검해 보도록 한다.

1) 집객도시 개념은 방문자의 도시이자, 테마 크화하는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역사와 자연
을 재 하고, 시간을 디자인하고 소비를 연출하는 등 감각을 장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경 을 문화화하거나 연애행동을 
공간화하는 등 일종의 극장도시로서의 비 을 가지고 도시에 집객을 유도한다는 의미 다. 흔히 노스탤지어 등 다채로운 
문화  측면에서 ‘스토리성( )’을 부여하는 등 각각의 거리 특성을 살린 독특한 정보발신지로 변화되는 방법을 모색
하는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也, 2002). 여기서는 도쿄도의 정책목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80년  
융도시를 체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으로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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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환상메갈로폴리스 구조(東京都, 2000a:48) [표 5-1] 략분야별 사업비 비율의 
추이(上野淳子, 2010:209)

* 2006년도 이후 복수분야에 걸친 시책은 각각의 분야에 재개되어, 분야별 사업비 비율의 합계는 100%를 넘
음, 사업비총액은 2003-5년도 666억엔, 2006-7년도 1,627억엔, 2008-10년도 1조6,700억엔임.

제1  세계도시론의 부활: 개발주의로의 경로의존성

1) 이시하라 도정: 도쿄구상2000‧도쿄 심주의

이시하라 도정 1기는 ‘세계도시’ 략을 부활시켜, 신자유주의 인 정책들을 속속 추진

했다. 『도쿄구상2000: 천객만래( 客万 )의 세계도시를 목표로(2001-2015년)( 京都, 

2000a)에서 “수도에 걸맞은 도쿄는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고도의 도시

기능이 계속 활발히 집 하고 도시 간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본경제를 강하게 견인하는 세

계에 으뜸가는 국제도시이자, 세계 속의 사람, 물건, 정보 등이 오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도쿄가 서구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도시들과도 격화된 경쟁 계

임을 강조했다.

『도쿄구상 2000』의 ‘환상 메갈로폴리스 구조[그림 5-1]’는 주변의 ‘핵도시’를 배후지로 

하면서, 오히려 도쿄의 ‘도심집 ’을 가속화하는 정책이었다. ‘수도고속 앙순환선’(거의 환

상6호선과 겹침)의 내부를 ⅰ)‘센터 코어 에리어’(center core area)로 한다는 구상은 과거 

시부야·신주쿠·이 부쿠로 등의 부도심을 포함한 도심의 확 , 즉 도심으로 확 를 의미

한다. 그 외부는 ‘ⅱ)물과 녹지(綠)의 창생( )’(환상7호·8호선 연선)과 ⅲ)‘임공(臨 )·임해

도시축’(도쿄만 워터 런트 도시축)과 사가미하라(相 )부터 타마( ) 지역, 사이타마(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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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바( )의 도시들을 묶는 ⅳ)‘핵도시 제휴 도시축’을 설정했다. 즉, ‘ 도심’을 핵

으로 도쿄를 넘은 세계수도권을 창조하는 ‘환상 메갈로폴리스 구조’를 내세웠다.

2000년 이후 ‘축소사회’라는 토릭이 지배 이었던 일본사회는 거 도시권(특히, 도쿄

권)의 재생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었다. 도심에 업무만이 아닌, 주거, 문화 등을 

확충하자는 주장은 폭넓게 확 되면서, 고차도시기능의 집 에 기 한 도심주거의 장 이 

강조되게 되었다(川相 雄, 2005). 국토교통성은 제５차 국종합개발계획에서 ｢도쿄권 

신 로그램(1999년)｣을 책정했다. 2001년 성립된 고이즈미 내각은 기존의 도시재개발이 가

진 문제 을 극복하고자 5월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했다. ｢수도권재생긴  5개년 10조 엔 

로젝트( 京都知事 部 部(2001))｣이 책정되어, ｢도시만들기 비 ｣도 공표되었다.2) 

결국 국의 거  도시권에서 도심형 도시재생이 추진되면서, ‘규제완화’와 ‘특별교부  

지 ’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지구’를 지정하는 등 속히 사업들이 진행되었다.3) ‘도

시재생특별조치법(2002년, 이하 도시재생법)에 의해 <도시재생기구(본부장 수상)>를 설립했

다. 이는 디 이션을 극복하기 해, 버블경제가 양산했던 불량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기 

한 것이다. 단기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도시재생’정책을 내세우면서 활용했던 것이다.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기본방침 등으로 ‘민간의 활력을 도시에 기용해, 새로운 수요를 환

기하고, 경제재생을 실 한다’, ‘토지의 유동화를 통해 불량채권문제의 삭감에 기여한다’ 등 

단기 인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강조했다. 도시재생본부(수상: 본부장, 체 내각 참가)는 기

본방침과 ‘도시재생긴 정비지역’도 결정하는 ‘top-down방식체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뿌리가 나카소네 정권기 어번 르네상스에 있으며, 이것이 2000년  강

화된 형태로 재등장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정책’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체 인 도식계획과 조화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이다(박세훈, 

2002:16). 2005년 3월 7일 도쿄도가 2005년 1월에 도심에서 착공했던 ‘신설주택의 착공상

황’ 발표를 보면, 도심3구의 착공건수는 년도 같은 달 비 67.8%로 폭 증가했다. 도

심회귀가 실질 거주 수요와 함께 투자용맨션 등에 한 수요도 역시 동반해서 증가했다. 

1990년  도쿄 23구에 한 ‘GIS조사 결과’도 역시 기존 건물들의 해체와 함께, 신규 건물

들의 형화와 고 도화가 진 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中 , 2008).4) 업무·거주 등에

서는 ‘도심회귀’가 주류가 되어, 도심부 거주 인구도 증가했다. 더욱이 ‘도시재생’사업으로 

2) [都 の 定状況（2012년 6월 11일 재)] http://www.toshisaisei.go.jp/04toushi/02.html

3) 어쩌면 이러한 흐름은 도시재생정책이 토지가격을 부양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한다는 경제정책  목표와 낙후된 일본의 
도시를 개조하여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도시정책  목표를 추구하면서 개되었다는 두 가지 정책  목표와 
연 됨을 보여 다. 그러나 실제로 도쿄의 도시재생특구 제1호로 지정된 시나가와구‧오자키역(品川 ･ 駅) 서쪽 출구지
구 재개발은 용 률은 행 300%에서 750%까지 높아졌다. 비록 주택공 과 옥상녹화 등 공헌을 조건으로 한다 해도, 이
러한 용 률 완화는 추가  개발이익에 한 ‘일종의 독  이익’인 것이다. 도시내부의 산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는, 오히려 버블시  도시재개발 패턴(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재도입된 것이었다(박세훈, 2004). 

4) 앞서 지 했듯이 고이즈미 내각의 방식은 2000년  재 진된 런던 도크랜드 개발이나, 뉴욕 배터리 크시티와 같은 
개발사례에 크게 고무된 것이었다. 1980년  버블경기에 시작되어 90년  불황기에 단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했던 규
모 도시재개발 로젝들이 재가동되었다. 도쿄역 주변 도시재생의 상징 마루빌딩(丸ビル)이 2003년말 개장되었다. 구 국
철 철거지에 한 신도심의 형성‧록본기( )지역의 신국제문화도시의 형성․부도심의 오피스 확 ․베이 에리어(bay 
area) 신흥 오피스존( 컨 , 에비스( 比寿)가든 이스) 등 일제히 개장해 나갔다( 川 雄, 200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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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상황·커뮤니티를 무시한 고층의 맨션·오피스 빌딩 등이 잇달아 건설되었다.5)

물론 기존의 도심기능을 갱신하는 도심집 정책이 해당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어메티티

(쾌 성)과 향상된 생활의 질을 공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다심화정책’(즉, 부도

심정책)의 한계를 곧바로 선택과 집 (「 資 審 (2006 )」)에 의해 도심집

을 정하는 논리로 직결시키는 것은 논리 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도쿄 23구(즉, 도심)’를 

뉴욕처럼 ‘맨하튼화’하기보다는, 오히려 LA처럼 부도심들이 일정한 거리로 집 하는 형태

가 보다 ‘진화된 도시정책’이라는 주장( 々 信 , 2011:219-220)도 있다. 이시하라 도정

에 근무했던 아오야마 야스시( )도 다심화정책을 비 했다[인용]. 

[인용] “도시정책은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에서 민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불필요하게 억제 
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부도심정책은 공업화시  후기에는 유효한 것이었으나, 고도정보화시

에는 도심  도심주변부의 기능갱신과 도시의 내외에서 이동수단의 확충이 시 하다. 그러한 시
인식이 강했었기 때문에 정책 환을 선언했다. 이것에 의해 후 50년을 이어왔던 시가지 외연

확장형 도시만들기는 종지부를 찍으면서, ‘다심형도시구상’ 정책은 ‘도청의 신주쿠 이 ’과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이라는 두 가지 성과물을 남기고 그 역할을 ‘이미’ 다했다( , 2010).”

이시하라 도정의 정책을 시계열 으로 분석해서 각 략분야의 사업비 비율을 [표 5-1]

처럼 살펴보면, 2003-5년도에 감소한 분야는 크게 환경, 복지, 교육 세 분야 다. 취임 

반 이시하라 도지사는 ‘디젤차 규제’를 내걸었다. 기 환경 분야의 비율(2003년도 디젤차 

책 사업비 약 85억엔, 사업비 약 32%)을 높게 반 했었다.6) 교육 분야에서는 도립

고교 개 을 진행시켰고, 복지‧의료분야에서는 장애인 시설 등 지역생활지원의 기반을 정

비한 뒤 시설의 민간 탁을 시행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가된 분야는 도시기반‧물류, 기

리‧치안, 거주하고 일하는 장소(물과 녹지) 세 분야로 이른바 ‘인 라 정비’로 요약된다. 

임기 반의 ‘치안 책 심’(외국인 범죄 단속과 감시카메라 설치 등)에서 최근에는 ‘인

라 정비(간선도로 정비, 불연화, 내진화, 침수 책 등)’로 이행해갔다. 주택 련 시책은 제

외된 채로, 녹화나 열섬 상 책, 수변정비 등 ‘물과 녹지(지역만들기)’로 변화되었다.

교육과 복지 등 분야에서 이 ‧민 화‧효율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지출을 감한 후에, 

‘세계도시’화를 향한 인 라 정비에 남은 자원을 경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도쿄도 

5) ㈜모리트러스트(森トラスト)에 의한 [도쿄23구 규모 오피스공 량 조사‘06( 京23 の オフィスビル 量調査
'06)]에 따르면, 2005-9년 사이에 공 정인 고층빌딩의 74%가 도심3구에 입지해 있다. 즉, 도쿄도심의 개발집 은 타 
지역의 잠재력 하로 이어져,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 도쿄의 지역격차가 확 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공 량은 일시 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ⅰ)높은 수 의 공 량은 2012년까지로, 
2013-4년의 공 량은 히 감소할 것이며, ⅱ) 공 지역의 변화로는 리스크회피경향이 높아지면서 도심회귀경향은 더
욱 선명해지고 있으며, ⅲ) 개발용지별 공 동향으로는 도심3구에서는 리모델링 심의 공 이 지속되며, 도심3구 이외에
서는 ‧미이용지에서의 개발은 둔화경향이 보인다고 봤다. 융 기 이후 임 오피스시장에서는 비용 감을 목 으로 많
은 이 이 있었으나, 3‧11이후에는 다소 비용이 높더라도 안 성이 좋은 빌딩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6) 1999년 8월 27일 이시하라 도정(제1기)은 ‘디젤차 NO작 ’을 내걸고, 지속 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다. 도쿄도 생
활문화국의 모니터 앙 이트 결과에 의하면, 도정의 사업들 에서 디젤차 규제 정책은 2004, 2005년 연속 1 (2006년은 
3 )로 범 한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었다(武 秀 , 2007). 이처럼 환경정책을 일 되게 추진해 온 이시하라 도정의 성
과는 보수 진 의 범 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도지사의 심과 발언은 부분 ‘도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한 비 ’에 집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공해는 끝났다’ 등의 발언과는 달리, 미세립자 물질(PM 
2.5) 등 섬세한 환경정책은 부족했다고 비 하는 목소리도 높았다(宇 俊,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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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계한 의료‧복지‧교육 계의 지출은 삭감되고 있는 신, 도쿄권을 통하는 3환상

도로의 정비에 가장 많은 자 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한, 략의 순 로서 볼 때 도

심부의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구조재편이 일 되게 최우선 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효율 ’ 분야‧지역에 한 지출의 삭감분을 인 라 정비로 돌려서, 도심부에 

시장의 투자를 환기하는 ‘세계도시’화를 목표로 하는 도쿄도 정책 방향이 가진 ‘신자유주의

화(neoliberalization)’를 잘 표 해 주는 지표이다(上野淳子, 2010:209-210). 

마지막으로 이시하라 도정의 변화는 세계도시 도쿄를 한 항만기능을 재정비해서, 임해

부도심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7) 『도쿄구상2000』에서 ‘도쿄재생주도지역’으로 규정

된 임해부의 실태와 특징을 심으로 검증했다. 도쿄도항만국에서 임해부개발 련된 산

규모(개발사업, 도쿄항 항만시설 정비, 도로정비사업을 포함한 산)가 40%에 이른다. 즉, 

국제공항(하네다공항) 기능의 강조나 IT화에 한 극 인 처, 도시재개발의 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다른 도서지역들의 항만정비나 방재 책은 제쳐둔 채, ‘세계도시·도쿄

략’과 연계된 임해개발에 ‘선택과 집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関 , 2011a:1260).  

㈶정치경제연구소 산하 ‘도쿄문제연구회( 京 , 2007)’ 역시 “도쿄의 힘으로 일

본을 견인하는 재계의 략에 따르는 것과 동시에 도쿄의 도시재생은 수도권의 재생을 통

해 가능하다는 략”인 ‘ 도쿄주의’라 명명했다. 이와미( 郎, 2007:45-8)도 이시하

라 도정의 이념  특징으로, ‘도민정치총동원주의’는 국 처리즘이 신공공경 론을 도입

해 의식개 과 주체형성을 시하는 국가주의‧권 주의  경향을 갖는 것과 연속성 속에서 

악했다. 둘째, ‘ 도쿄주의’는 도쿄=일본의 다이나모론(dynamo)으로, 도쿄재생이야말로 

일본재생의 열쇠라며 ‘리더십의 요성’을 반복 으로 주장했다( 志, 2006).

도쿄도내에서 지속 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인 ‘도쿄·생활자

네트워크’(이호, 2003)도 역시 노동하며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 에서 이시하라 도정을 비

했다( 京· ネットワーク, 2003). ‘천객만래의 세계도시’라는 목표를 실 하기 해 ‘국

제경쟁력 강화’하려는 략은 일본경제의 재생을 ‘도쿄의 재생’에서 완수한다는 경제효과를 

최우선하는 것으로, ‘과거 버블시 의 민간활력에 의한 도시개조형 도시구상을 재탕’하는 

것이라 비 했다. 1980년  세계의 융·정보센터를 목표로 구상된 ‘세계도시 도쿄 만들기’ 

정책(민활 재개발)은 토지버블은 낳고, 지역주민의 문화·커뮤니티를 괴했다. 결국 버블경

제의 외상이 낳은 불황 속에서 세계도시화 정책은 시 착오 이라 비 받게 되었다.

7) 구체 으로는ⅰ)도쿄임해고속철도 린카이센(臨 線)의 오사키( ) 연장과 도쿄 임해 신교통(ゆりかもめ)의 도요스 연
장, 도쿄항 임해도로의 개통, 환상2호선과 방사34호선(하루미 거리)의 연장, 만안도로 도쿄항 터 의 정비 등에 의해, 도
심과 임공(臨 )·임해 도시축을 결 하는 지구로서 요성 증 , ⅱ)직장·거주·학교·여가( · ·学· ) 4가지 기능이 유기
으로 연계하고, 풍요롭게 쾌 한 도시생활을 실 하는 균형을 맞춘 복합  지역 만들기, ⅲ)호텔과 쇼핑센터, 카지노 등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시설, 국제연구교류 학  등 최첨단기술 등 연구시설, 도쿄국제 시장(Big Sight) 등 쇼룸·컨벤션 
시설의 입지, 외국인의 객과 연구자, 유학생, 비즈니스맨 등의 활기, 풍력발 과 태양 발  등 친에 지가 극 도입
되고, 매립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메탄카스 이용 등 미이용 에 지 도입 등이었다( 京都, 2000a:61).



- 143 -

2) ‘ 융도시’에서 ‘(복합)집객도시’로: ‘카지노 구상’

1998년 4월 21일에는 경단련은 보고서 『신도쿄권의 창조(新 京 の )』를 발표했다.8) 

“ 경쟁시 에 도쿄권이 번 하지 않으면, 일본의 번 은 없다. 도쿄권은 일본경제의 요

한 결 이며, 세계에서 도쿄권이 뒤떨어지는 것은 일본경제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의 번 에서 도쿄권의 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신도쿄권 창조의 의미는 첫째, “도쿄권으로 집 을 억제해 지방권을 진행하는 것은 

지 까지의 국토정책  사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둘째, “  상황에서 도쿄는 다양한 면에

서 세계도시라 말할 수 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일반의 문제에 더해서 로벌한 시 에

서 세계도시도쿄를 창조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시하라는 융 기 이 부터 소니 회장(당시) 모리타 아키오(盛 )와의 공 인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새 일미 계의 방책(카드)』라는 책을 출 하면서, 일본 국내

뿐만 ㅏ인라 미국에서도 화제를 낳으며 더욱 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선 포

고)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경제: 미국 융노 로부터의 해방』(石 郞·一

, 1998)을 출 하는 등과 같이, 아시아 융 기 등처럼 사회  발언들을 지속하면서 ‘정

치  리더십’을 다져가던 시기 다. 이러한 기업사회  안정과 질서를 에서부터 재건을 

내걸고 이시하라 도지사가 당선되었다. 경찰 의 증원이나 경찰 료를 부지사로의 등용하

는 등 부권의 부활을 주장하는 ‘마음의 도쿄 명(心の 京 )’ 등의 정책을 내걸었다.9)

이는 종래형의 균형 있는 국토의 발 이라는 정책을 비 하며, 로벌한 시 에서 보는 

도쿄가 다국 기업의 자본축 에 합한 거 도시로서 낮은 기능수 이 있다는 기감의 

표 이었다. 한, 일본경제의 재생을 결정하는 것은 도쿄권의 활성화에 있으며, 그를 해

서는 도쿄의 세계도시화와 도쿄권의 집  진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1세기 도쿄권

의 이상 인 모습=활력 있는 국제센터”로서, “도쿄권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도쿄

권의 산업기업이 국제거인 경쟁력을 가지기 해서는 자유롭게 개방 인 시장의 구축, 노

동력의 유동화, 연구개발의 지원, 융‧자본시장의 정비라는 환경 만들기가 불가결하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도심 고층 주택정비나 개조가 재계의 략 축으로 설정되면서, 도쿄권

의 재생이야말로 일본경제의 재생을 견인한다는 인식은 재계를 넘어 보다 확 되었다.

8) 書『新 京 の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pol169/index.html

9) 이시하라 신타로(1932-)는 고베시 출생으로, 선박회사에 근무했던 아버지의 근으로 홋카이도 오타루( ・ )에
서 가나가와 ・즈시( 川 · 子)로 이사하기도 했다. 쇼난( )고교를 거쳐 히토츠바시(一 ) 학 법학부에 입학해, 
사회학부로 변경해 1956년 졸업했다. 휴간 인 『히토츠바시문 (一 芸)』를 복간하고, 『회색의 교실』과 『태양의 계 』
을 발표했다. 태양의 계 로 문학계신인상  아쿠타가와상( 川賞)을 수상했다. 반역 인 심정과 유희 인 성의식이 쇼와
30년 (1960-70년 ) 은이들에게 폭발 으로 환 받아, ‘태양족(기존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반항  은이의 표상)’의 
출 을 재 했다. 1968년 참의원선거 국구에 자민당으로 입후보해서, 사상 최  300만표를 얻어 제1 로 당선되었다. 
1972년 의원의원으로 변화되어, 1976년 후쿠다( ) 내각에서 환경청 장 , 1987년 다 시타(竹下 ) 내각에서 운
수 신을 역임했다. 1995년 의원을 사직하고, 정계 은퇴를 표명했다. 그 후 1999년 도쿄도지사 당선 이후 4선(제14~17  
도지사) 역임했다. 2012년 12월 돌연 사임한 뒤, ‘일본유신의 회’(日 新の )라는 신당을 건설해 재 공동 표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완 한 유희」(1958), 「일본 년(日 零 )」(1963), 「화석의 숲」(1970), 「생환」(1988)등이 있다. 덧붙여 
배우 이시하라 유지로(石 裕次郎, 남동생, 일본의 제임스 딘)의 죽음을 그린 장편 「남동생( )」(1996)이 있다. 1964년 도
쿄올림픽과 ‘쇼난해변’이 지닌 문화  상징성의 변화에 한 연구( 矢 三子, 2009)와 서평(김은혜, 2011a)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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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기회복의 기  속에서 ‘이시하라 도정’이 등장해서, ‘도시재생과 신산업의 육

성’(환경비즈니스, 애니메이션산업, 산업)을 강조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지만, 자 력

이 부족한 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은행 도쿄’의 설립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갔다. 그러

나 경기회복은 잘 진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경기나 국민생활은 악화되던 에 이시하라가 

도지사에 입후보한 1999년을 맞게 되었다. 당시 이와 같이 립하던 국정과 도정의 차이를 

해소하고, 오히려 도정에서 진 인 신자유주의  구조개 을 단행한 것이 바로 이시하라 

도정이었다.10) 이시하라 도정이 취임한 직후 행해진 것은 일본에서 복지국가  역할을 담

당했던 미노베 도정시 에 제정되었던 도쿄도 단독의 복지시책의 폐지‧재검토 다. 이는 

인정보육제도, 복지시설과 도립병원의 민 화, 민간 탁 등으로서 구체화되었다.

2001년 4월에는 고이즈미 내각이 등장해서 재차 신자유주의  구조개  진 가 국정 

벨을 담당하게 되어, 도정과 국정은 그 진  신자유주의  구조개 의 추진이라는 

에서 서로 조‧공명하게 되었다. 고이즈미 내각이 이시하라 도정을 백업하는 구도가 생겨

나고, 양자의 차이는 해소되게 되었다. 한, 1990년  후반에는 1995년에 무라야마 내각

(자민, 사회, 사키가 (さきがけ) 여당) 하에서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해서, 지방행정개 추

진회의 하에서 지방분권개 이 진행되었다. 1999년에는 지방분권일 법이 성립한 조건도 

이시하라 도정의 ‘도쿄발 국정의 개 ’이라는 슬로건에 실감을 더해 주게 되었다.

요컨 , 1980년  스즈키 도정의 국제 융정보도시 구상이 산하던 에 이 게 경제

 기능으로 특화된 세계도시론에 해, ‘그 시 의 문화‧문명을 지탱하는 거 이 세계도시 

조건의 하나’라는 입장에서 세계도시론의 풍부화를 의도하는 입장이 등장했다. 그것은 정

부계 싱크탱크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의 문화수도론(飯 代子, 2004)이며, 우메사오 

다다오( 棹忠 )의 ‘도시호텔론’이나 ‘집객도시론’이었다. 말하자면 정부계 싱크탱크가 제

기한 문화수도권 는 ‘집객도시론’이 1999년에 시작한 이시하라 도정의 세계도시론에 강

한 향을 미쳤다. 새롭게 등장하게 된 ‘문화수도론’이나 ‘집객도시론’ 논의는 정책차원으로 

확 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 1980년  스즈키 도정을 리메이크한 새로운 세계도시론을 구

축할 당한 시기라는 단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 바로 『도쿄구상2000』이었던 것이다. 

이시하라 도정은 취임 기부터 이른바 ‘오다이바 라스베가스’, 즉 24시간 쉬지 않고 외

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을 강조하면서 ‘카지노 구상’을 간  정책으로 내걸었다. 1990

10) 이시하라 신타로의 도지사 연속당선을 단순히 일본의 민족주의나 국수  내셔 리스트의 등장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기성정당과 도청 료 엘리트에 한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감 때문에, “이시하라 같으면 해  수 있
다”는 기 감이 원인일 것이다. 4년  아오시마의 표밭 부분(부동층과 무소속)이 이시하라(‘우  아오시마’)에게 그 로 
넘어왔다. 1950년  소비주의  욕망의 시 를 선도했던 이시하라와 1990년  네오내셔 리즘 인 의식을 고무하는 
이시하라는 연속 인 것이었다( 司, 1999;姜 中・ 俊哉, 2001 재인용). 구체 으로 이시하라 지지층을 살펴보면, 
특정한 연령층(고령자)과 직업군(학생>자 업자>주부>무직>상근>아르바이트 등)이 지지하는 정책(치안·방범 책)들은 주로 
‘사회의 붕괴감’과 련되었다. 지역 으로 보면, 높은 지지율은 도쿄도 도심과 동부지역, 낮은 지지율은 북부, 서부, 부도
심 지역이었다. 한,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공명당>민주당 순으로, 특히 공명당 지지기반인 서민지역(조카마치)에서도 높
은 수 이었다. 소득수 과 련해서 보면, ⅰ) 소득수 이 높은 도심( ･ 代 ･中 ), ⅱ) 소득수 이 낮은 층인 
서민지역( 세지역과 상 ( ･台 ･ 川･ ･足立･ )·블루칼라 집 지( ), ⅲ) 의원 시 부터 지지기반인 고
주택가( 調 ･ ) 양쪽에게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宇 俊,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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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쿄에는 외국에서 방문한 객 수와 산업도 정체되고 있었기에, 이 시기에 주

목된 모델이 바로 미국 ‘라스베가스(Las Vegas)’ 다. 라스베가스는 컴퓨터나 IT견본시를 

심으로 두고, 도시 서  인 라를 시하는 카지노를 배후산업으로 한다. 이러한 ‘시 지 

효과’로 연간 3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모여들고 있다는 에 착안했다. 

당시 입지 응모기업이 거의 무했기에, 사업인 카지노 유치를 통해 일종의 도세수

입의 증수( ) 략이었다. 도쿄도는 2002년도 산에서 카지노 조사비 1천만엔을 계상해 

발표한 후 실시된 조사 결과에서 카지3노 수익으로 연간 3백-9백 10억엔을, 73-221억엔의 

세수입을 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철강, 제네콘, 은행 등 기업으로 구성된 일본 로

젝트산업 의회(JAPIC)에서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역 사업을 

21세기형 도시재생 로젝트’라 주장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 특구’ 구상에 편승한 

이시하라 도정의 ‘카지노 특구’ 건설을 모방하는 움직임은 국으로 확 되었다. 

2002년 10월 17-8일 도쿄도는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모의 체험으로 ‘도청 카지노’라는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새로운 고용, 문화, 재원확보를 한 합한 재료라 생각한다”는 

인사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고노이  요시타다( ) 방재담당 신·구조개 특구담당, 

자민당국회의원에서 만든 “카지노와 국제 산업을 생각하는 모임”의 노다 세이코(野

子) 회장( 의원), 오사카부( 阪 )와 미야자키 (宮 ) 부지사, 시즈오카  아타미(

･熱 ) 시장, 미에 (三重 ) 시장 등과 자민당·민주당·공명당 도의회 의원도 참가했다. 

오직 일본공산당 도의회 의원단만 9월말 도청카지노 지를 도에 건의하면서, 이 이벤트

에 를 거 했다고 한다. 도쿄도가 이틀간의 이벤트에 사용한 비용은 950만엔이며, 동

원된 도직원은 4백명을 넘었다. 같은 시기에 이시시카와 (石川 )이나 아키타 (秋 )도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했으며, 이후 오키나와 ( )과 오사카부( 阪 )도 카지노 유치에 

극 인 입장을 보 다. 결과 으로 1990년 부터 2000년  반까지 재정문제로 어려움

을 겪던 지자체들로서는 ‘카지노’는 지방이 주체 으로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용활성

화와 인구유출을 막는 일종의 ‘재정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카지노 구상에 해서 ‘신일본 부인의 회 도본부, 도쿄모친 회 연락회, 주부연합

회, 도쿄도지역 소비자단체 연락회, 도쿄도지역 부인단체연맹, 일본소비자연맹, 임해부개발

문제를 생각하는 도민 연락회’ 등과 함께 ‘도쿄도교직원조합’도 카지노 건설을 반 하는 의

견을 도쿄도에 신청했다. 특히, 일본공산당도의단(日 都 団)은 청소년에 한 악

향뿐만 아니라, 도박의존증이 불러오는 가정 괴, 그리고 폭력단의 개입 등 사회  폐해를 

지 했다. “경기 책으로서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소기업과 산업진흥이며, 카지노에 경

기 책을 맡기는 것은 사리에 어 난다”며 거세게 비 했다.11) 결국 2003년 이시하라 지

11) 결국 일본의 형법에서 엄 하는 ‘게임산업 카지노’를 왜 도쿄도가 개발하려는가에 한 비 이 부분이었다. 일본에
서 카지노는 형법 등에서 엄격히 지된 도박으로, ‘도박장의 개장’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186조 2항)에 
처하고 있다. 표 인 행정조직으로서의 도쿄도가 카지노를 실시한다면, 그 형벌은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
 처벌된다. [カジノなぜ 京都が- 法で厳 の賭 ( 部裕三), しんぶん 旗, 2002 10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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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은 불가능하다며 ‘오다이바 카지노 구상’을 단념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2005년 노다 세이코 의원이 우정민 화법안에 해 반 표를 던졌고, 이를 계기로 국

회에서 카지노 구상에 한 논의도 단되게 되었다.

그런데 단되었던 ‘카지노 구상’이 2008년 지방경제 활성화 책으로 재등장했다. 2008

년 자민당의 ‘카지노·엔터테인먼트검토소 원회’( 毅(이와야 타 시) 소 원장)와 민주당

의 ‘오락산업건 육성연구회’(코가 잇세이(古賀一 ) 회장)라는 두 단체가 성립되었다. 다시 

2010년 4월 14일에 카지노 합법화 등을 목표로 ‘국제 산업진흥의원연맹’, 즉 일명 ‘카

지노의련(IR의련)’으로 건설참가자 74명으로 발족했다. 성장 략의 일환이자 입국의 실

을 목표로 ‘종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를 구상했다. 2012년 재 참가의원은 135명

(최고고문은 임 수상들)이었다. 그러나 ‘특정복합 시설구역의 정비와 추진에 한 법

률안(IR추진법안)’(카지노 건설이 심)을 내각부문회의에서 1월 31일에 동의를 받았다. 

2012년 8월 23일 ‘제19회IR의련총회’가 의원의원회 에서 개최되어, 여·야당 국회의원

들이 거 참석했다. 여기에서 청강연 연사로 받은 ‘잔 존스’(Jan Jones, 시 스 엔

터테인먼트 부사장, 라스베가스 시장(2기))는 자신의 시장 임기시 (2기) 10년간 카지노가 

부흥하면서, 그곳의 주민을 한 정책들이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연하기도 했다. 여기

서 ‘한 일 간의 산업의 긴장’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략으로서 한국과 국의 

객들도 거 유치할 수 있다는 기 감이 표출되기도 했다.12) 한, 카지노 구상에 매우 

극 인 움직임을 보 던 지자체가 ‘오사카부’ 다. 원래 ‘오사카 카지노 구상’은 이시하라 

도정이 카지노 구상이 나온 이후, 다른 지방으로 확 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오타 후사에( )  지사가 2002년 간사이(関 )공항 ‘링쿠타운’을 특구로 제안했

던 것이 시 다.13) 오사카부 마츠이 이치로( 井一郎) 지사는 오사카만 해안에 카지노유

치를 기 하면서, 싱가폴 카지노를 시찰하는 등 해외 사업자들과도 했다. 오사카 활성

화를 한 비장의 카드로서 이 ‘카지노 구상’, 즉 ‘종합리조트시설(IR)’ 유치에 의욕을 보이

고 있다. 한편, 도쿄권의 치바 이 미츠비시총합연구소에 탁한 간보고서(조사비 1,500

만엔)에 의하면, 나리타공항 주변에 카지노 심의 복합  시설(20ha- 층으로 A안(가부

키와 온천시설의 병설안, 상방문객 173만명), B안(50ha-고층 규모 오락시설과 쇼핑몰

의 병설안, 상방문객 243만명)) 건설이 구상되고 있다. 2012년 2월 18일에 개최된 카지

노구상 심포지엄에서 5년간 약 1조엔의 경제효과를 가진다고 발표되기도 했다.14) 이처럼 

2000년  오다이바 카지노 구상은 2010년 에 지방활성화 략으로 부활하고 있다.

12) [ 19回国際観 員 盟総 (2012-08-23) http://www.gaming-capital.com/Japan%20casino.html

13) 오사카시장(  오사카부지사) 하시모토( 下徹)이 2009년에 오사카만 해안부에 카지노 유치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앙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실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종합리조트(IR) 건설과 련 국회의원들의 연맹과 지자체들의 발 빠
른 움직임은 3·11 이후 재해지역의 선정 기 까지 겹쳐지면서 상황은 변했다. [ カジノ構想, 効 は「５ で１

」三菱総 , 日新  2012 2 19日]

14) [かなうかカジノ 致- 阪 知事が執念, 日新  2012 8 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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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 지구별 특성: (복합)집객도시의 공공성과 상업성

1990년  반 이후 도쿄의 국제경쟁력 하에 한 불안은 임해부도심에서도 도시 인

라 정비와 상업·공공시설의 건설 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먼  개발 상황과 (복합)집

객도시로서의 특성(상업성+공공성)에 해, ‘도쿄도 항만국의 임해부도심 소개 홈페이지’를 

기 로 해서 각 지구별 공간  특성을 논의해 본다. 다음으로 공공공간인 ‘국제  구상’을 

심으로 80년 의 계획과 90년  실행 사이의 시간  지체가 낳은 문제 을 분석해 본다.

먼  임해부도심의 개발면 (총 442ha)은 공공시설 면 (232ha, 53%=도로 113ha(26%)+

공원·녹지·심볼 롬나드( 장) 119ha(27%))과 업무·상업·주택 등 택지면 (194ha, 43%), 방

재거 용지(16ha, 4%)로 구성된다[표 5-2]. 

ⅰ) 다이바지구는 집객력도 제일 높은 상업·업무존으로, 높은 복합성(주택+상업+미디어)

을 가진다. 주택시설(공동주택, I, K, AL구역)15)과 상업시설(쇼핑몰, 호텔), 미디어 시설(후

지TV본사), 그리고 장(‘자유의 여신상’과 포토 존)과 공원·해변(비치, 수상버스 승강장), 

역사  장소(제3다이바) 등으로 구성된다. 수변공간으로서 도 빌딩군의 조망과 야경(특히, 

도쿄타워, 도쿄스카이트리, 인보우 리지 등)은 인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ⅱ) 아오미지구는 정보통신기반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  도시형 산업 존으로서, 주로 국

제성을 지향하는 공공공간(즉, 국제연구교류 학 (연구·주거·과학 ), 도쿄항만합동청사(도

쿄세 , 도쿄해상보안부 입주))과 새 업구지역을 표방하는 상업공간으로 구성된다. 개발 구

상단계부터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즉, 녹지와 공원( 롬나드) 등의 구성 비율)이 있었으나, 

크게 구획된 이 지역의 집객력은 매우 낮았다. 도쿄도가 운 하는 복합시설(‘텔 콤센터빌

딩’, ‘타임24’ 등)의 공실률도 비난의 상이 되었다. 결국 2000년 말 미츠이부동산㈜의 

상업복합시설 ‘다이바시티 도쿄’(Q구역, 약32,904㎡, 2012년 4월 19일 오 )가 건설되었다.

ⅲ) 아리아 북지구는 ‘도시형 주택 존’으로서, 주택·교육·스포츠·상업시설이 결합된 지역

이다. 1983년 5월 조성된 ‘(도립)아리아 테니스노모리공원(도쿄도 항만국, 164,500㎡, 테니

스코드(경기장·연습장))’ 등이 운 되고 있다. 최근 스미토모부동산㈜에 의한 ‘아리아 가든

시티(가칭)’(3-1)16)를 계획 에 있다. ⅳ) 아리아 남지구는 ‘컨벤션·방재 거  지역’으로

서, 도쿄국제 시장(빅사이트)를 심으로 한 시시설(회의, 쇼룸, 스튜디오 등)과 련 상

업시설(호텔, 결혼식장 등)이 있다. 한, 인 라 련 시설( 수소, 교통 리 등)과 교육시

설( 학 캠퍼스, 연구소, 기숙사 등) 등이 치해 있다. 

15) 다이바1가구에 3동(711호)의 공동주택의 건설이 시작되어, 2000년 3월에 도 주택동 32호와 공사주택동 310동, 그리
고 12월에 공단주택 369호가 공되었다(사업자는 도쿄도 도시정비국, 주택공 공사, 도시재생기구(UR)). 

16) 원래 2008년 8월~2010년 3월까지 최 매각가격 613억3316만3천엔을 설정해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신청 회사가 없었
다. 이후 2010년 10월 최 매각가격을 거의 반가량인 약 390억엔까지 내린 뒤, 2사의 입찰경쟁을 통해 스미토모부동산
으로 결정되었다. 주택과 상업시설, 오피스 등 총연면  28만5,800㎡, 복합개발(맨션 2동 건설)로서, 도쿄도와 (독)도시재
생기구(UR)가 12월 16일, 11만㎡의 소유지를 스미토모부동산에 매각했다. 가격은 416억엔, 토지취득비를 포함한 총사업
비는 약1,028억엔 규모로 2015년 1월 건물 일부가 개업할 정이다. [【売買】 友不動 が で 開 、416 で
11万m2取 , 日 不動 マーケット情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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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바(台場)지구(시 사이드(sea side) 상업·업무복합 존) 아리아 북(有 )지구(도시형 주택 존)

I

J

K
AL
B
C

D
G
G1
G2
G3
F
E
H

시리아(SEAREA) 오다이바1번지(공동주택)
미나토구( ) 오다이바 학원
고요( 陽) 학교
미나토구립 니지노하시(にじのはし)유치원
시리아오다이바3번지(공동주택+상업시설)
시리아오다이바5번지(공동주택+상업시설)
덱스(Decks)도쿄비치(스미쇼( )어번개발㈜)
아쿠아시티(Aqua City) 오다이바(미츠비시지소retail 
management㈜)
호텔닛코(日 )도쿄
다이바 런티어(Frontier)빌딩(㈜도쿄 런티어센터)
Tradepia 오다이바(미츠비시지소㈜)
산토리(サントリ)빌딩(상업시설)
다이바 가든시티 빌딩/노무라(乃村)공 사 본사 빌딩
후지TV본사빌딩(㈜후지텔 비 )
호텔그랜퍼시픽 Le Daiba(게이힌 행 철주식회사)
The Towers Daiba(오릭스부동산㈜ 외)

4-1

4-2
3-3①
3-3②
3-3③
3-3

3-1

Clean Center/아리아 스포츠센터(청소공장/하수처
리장, 스포츠시설)
아리아  테니스노모리(テニスの森)공원
가에츠(かえつ) 아리아  고등학교
도쿄 아리아  의료 학
아리아  교육 술단기 학
고토구립( 東 立) 아리아  소학교
고토구립( 東 立) 아리아  학교
아리아  가든 시티(가칭)(스미토모부동산㈜)

아오미( )지구(정보통신기반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  도시
형 산업 존) 아리아 남(有 )지구(컨벤션·방재거 )

A
B
B1
C
C1
D
E
F

F1
F2
GH
I
LM
Q

ST

도쿄도립산업기술연구센터
아오미 런티어 빌딩(상업시설+도쿄미나토 )
임해부도심센터 별  바이오·IT융합연구
텔 콤센터 빌딩(상업시설, 망 , 冷시설)
해상보안청 등 청사(국토교통성 아오미 종합청사)
타임24빌딩(상업시설)
오오에도온천( 戸 泉物語)(잠정이용)
도쿄항만합동청사(국토교통성 동지방 정비국, 도쿄제
2 선사무소)
the SOHO(합동회사 아오미 시사이드 로젝트)
도쿄항안( 岸)경찰서
국제연구교류 학 ·일본과학미래
후지TV 항안스튜디오
국제연구교류 학 ·도쿄국제교류
다이바시티 도쿄(미츠이부동산㈜, 다이와하우스공업㈜, 
㈜산 이빌딩, ㈜후지텔 비 , 아오미Q구획특정목 회
사)(상업시설+이벤트 장)
팔 트타운(잠정이용)

ア
A

B
D
DE

D1
FG
H
I
J
LM
LM
N
O
P

암연구아리아 병원(연구소, 학교, 기숙사 등)
아리아 센트럴타워(일본토지건설㈜·다이와하우스공
업㈜)(상업시설+컨퍼런스)
아리아 크빌딩(워싱턴호텔)
아리아 런티어빌딩(상업시설)
도쿄국제 시장(도쿄빅사이트, 都산업노동국)( 시홀
+회의시설)
유리카모메 본사(교통시설 리, 차량기지)
도쿄패션타운빌딩(상업시설)
Anniversaire Tokyo Bay(결 식 )
호텔썬루트아리아 /B:CONTE아리아 (호텔)
아리아 센터빌딩(NTT도시개발㈜)
나소닉센터 도쿄( 시, 스튜디오+상업시설)

TOC아리아 (상업시설+쇼룸)
무사시노(武蔵野) 학 아리아  캠퍼스
아리아 수소, 도쿄도 물( )과학
Tokyo Bay Court Club(Hotel&Spa Resort)

[표 5-2] 임해부도심 진출사업자 소개(2012년 재)
(출처: [東京都 ·臨 都心] http://www.kouwan.metro.tokyo.jp/business/rinkai/syokai/yus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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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제연구교류 학 ’은 건설구상이 논의되는 1980년 와 1990년  상황을 구

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성’에 한 일본 외부의 요구로, 1986년 4월 자민

당 국회의원들로 조직된 ‘일미무역 진 원회’가 외국인 ( 国人 )건설계획(아리아 국제

( 国際 ))을 도쿄도에 달하면서 시작되었다.17) 둘째, ‘공공성’에 한 일본 내부의 

요구로, ‘유학생정책간담회’와 ‘자민당유학생문제특별 원회’의 제언 등이다. 1998년 11월 

임시국회에서 ‘국제연구교류 학 ’(약칭 ‘국제 학 ’)의 건설사업비로 약 1천억 엔이 

1998년도 제3차 보정 산에 포함되었다. 이 사업은 임해부도심의 아오미( )지구 약 

6.6ha에 국・공・사립 학의 유학생과 연구자 등에 의한 국제교류・산업  연계와 정보발

신의 거 을 건설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1999년 9월에 발간된 국제 학  뉴스 터((財)日

国際 育 , 1999a:1)에서는 국제 학  건설의 필요성을 [인용]과 같이 제시했다.

[인용] “1990년  말 사회  경제  폐색감이 짙은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화에 응하는 국가만
들기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세계 속의 고 우수한 인재가 모여 동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지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일본의 윤택함과 활력 가득한 사회를 
실 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이 폭넓게 인식되었다. 자민당
에서 [국제연구교류 학 건설추진의원연맹]이 설립되어, 본 구상이 일거에 실 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요구들 속에서 랑스 리의 ‘국제 학도시’를 모델로 한 국제 인 지

교류・생활환경정비의 가능성은 구체 으로 모색되어갔다. 특히, 문부 신의 자민기 인 

‘유학생정책간담회’는 1999년 3월 일본의 유학생 수용에 해서 ‘지  국제공헌’이라는 의

의로, ‘포스트2000년 유학생정책’으로 정리된 유학생시설의 과제와 개선책을 제언했다. 이

러한 사업은 문부성・과학기술청・통상산업성의 연계 력으로 출발했다. 즉, 유학생에게 

긴 한 것은 충실한 ‘장학 ’과 렴하고 양질의 ‘기숙사’의 확보 두 가지로 단했다. 

말하자면 국제 학 의 건설은 유학생과 연구자를 비롯한 국내외의 지식인 등에 국제교

류와 산・학・ ( ・学・官) 연계를 통해, 정보발신의 기능을 유기 으로 연계시킨 ‘고도

의 지 교류의 기회’와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했다. 지 융합을 도

모하기 해 세 나 분야를 넘어, 새로운 사상과 과학기술을 창조하고자 했다. 동시에 지

구규모의 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한, 그 성과와 정보를 세계를 향해 발신하

고 시켜, 국제사회와 인류의 발 에 기여한다는 목 이었던 것이다.18)

17) 이러한 요구와 함께 도쿄도 자문기 인 ‘도쿄항의 장래상 검토 원회’에서도 이러한 도쿄의 국제성 재고에 한 요구
가 채택되게 되었다. 결과 으로 ‘외국인비즈니스맨,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을 한 주택’ 정비로서 [최종보고서
(1986년10월)] 속에 포함되었다(도쿄도항만국편, 1987). 그러나 1990년  장기불황 이후 임해부도심 지역에 세워진 많은 
계획들이 취소·연기되면서, 이 계획도 미 지게 되었다가 다시 90년  말 다시 추진되었던 것이다.

18) 기본 컨셉은 ⅰ) 양질의 생활공간과 지 교류로서, 고 우수한 유학생과 국내외의 연구자와 술가・문화인・지식
인, 국제 으로 망한 각각의 지도자 등에게 지 교류와 화의 장을 마련한다. 양질의 높은 생활과 창조활동공간을 제
공하는 것에 의해, 일본의 문화  학술  매력을 세계에 하도록 한다. ⅱ) 내외에 개방된 고도의 지 활동으로, 연구자
의 소속과 분야에 구분 없이 넓은 내외의 일선  인재에 연구교류・연계 력의 장을 제공한다. 지구환경 등 세계 공통의 
과제의 해결에 공헌함과 동시에 21세기의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한다. ⅲ) 세계를 향한 지  정보
발신으로, 국민이 과학기술을 문화로서 인식하도록 하는 환경을 창출하고, 그 성과와 의의를 내외에 방향으로 실시간으
로 수·발신해 간다. ⅳ) 최첨단의 도시형 인 라 활용으로, 이블 등 일본 우수의 최첨단 도시 인 라를 효과 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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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성청별로 ‘국제교류・정보발신・산학  연계’라는 구체 인 목표를 내걸었다. ⅰ) 

국제교류를 실 하기 해 문부성은 (재)일본국제교육 회를 설치자로서 유학생・연구자의 

기숙사와 국제교류 라자를, ⅱ) 정보발신을 해 과학기술청은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을 설

치자로 사이언스월드(가칭)를, ⅲ) 산학 　연계를 해 통상산업성이 공업기술원을 설치자

로 오 스페이스 라보(가칭)을 건설하고 시설정비는 ‘ 동(関 )지방건설국’이 실시하도록 

했다. 즉, 임해부도심이라는 도쿄도의 ‘도유지’를 기반으로 해서, 앙정부의 련 성청이 

연계된 국공립시설을 건설하는 개발형태 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시설의 설치자는 문부성・과학기술성・통상산업성 하에서 (재)일본국제교육 회

와 특수법인 과학기술진흥사업단, 통산성 공업기술원으로 구성되었다. 국제 학  체의 

컨셉과 이미지, 정보통신 시스템 설비와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구체 인 교류사업의 내용

과 시설・설비의 리운 체제와 건설시설 사이의 력  주변 시설과 기업,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공통이해를 도모하면서 정비했다. 1998년말 계성청과 도쿄도에 의한 국제

학 연결 의회를 발족시켰다. 1999년 1월에 3성청 합동으로 건설계획의 기본방침 등을 

포함한 ‘국제연구교류 학 건설에 한 지침’, 2월에는 ‘국제연구교류 학 건설기본구상’, 

5월부터 계자에 의한 ‘국제 학 의 운  등에 한 간담회’가 설치되었다. 

2001년 7월 ‘국제연구교류 학 ’(国際 交 学 , Tokyo Academic Park)이 임해

부도심 아오미 2쵸메( 2丁目)에 개설되었다. 각 시설별로 운 기 을 구분해 보면, ⅰ)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가 운 하는 ‘도쿄국제교

류 ’에는 ‘유학생・연구자기숙사(약 800호)’와 라자헤이세이(プラザ : 다목 홀), ⅱ),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운 하는　 ‘일본과학미래 (Miraikan)’, ⅲ)산업기술총합연구소가 ‘임해

부도심센터’(AIST(th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Tokyo Waterfront)으로 구성되어있다.19)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국제 학 을 둘러싼 요구  계획과 달리, 실제 건설에는 일종의 

‘시간  지체’가 존재한다는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국제 ’에 한 요구는 ‘80

년  일본시장에 한 미국의 개방압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공공성’의 요구는 ‘90

년  장기불황 타개책’이라는 사회  배경이 각기 바탕에 깔려 있었다. 1980년  요구되

었던 ‘세계도시만들기’라는 목표는 80년 에는 이해 계를 향한 움직임이나 청사진에 그쳤

다. 그런데 90년 말~2000년  반 임해부도심에 건설된 공공공간은 이미 ‘실수요’라기보

다는,  이 지역의 경기부양을 한 일종의 ‘자구책’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간  지체 속에서 건설된 각종 시설들은 2000년  반 임해부도심의 재정상황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용해서, 고도정보사회에 상응하는 종래의 발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  교류 활동의 개를 도모한다는 목표 다. 

19) 이곳의 많은 시설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쿄로 이션 박스( 화 로  장소)의 DB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http://www.locationbox.metro.tokyo.jp/catalog/otherpublic/00522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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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소극

수요 부족 해소에 필요 재정 확 재정확 의 효과는 고 비효율 인 구조를 지
속시킨다

긴축재정으로 경기는 악화된다 재정 긴축
재정 자를 감소시키고 후 에게 빚을 남기지 
않아서 하다

공공사업은 필요하고 경기 진흥 효과가 크
다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이미 충분하며, 낭비와 자원 괴가 
많다

지방 진흥과 취업을 유지하기 해 필요 지방 사업 이용자가 은 쓸 데 없는 시설을 증가시킬 뿐

도시 재개발이야말로 요, 토지 이용 
도(용 률)의 증가는 옳은 일

도시 
사업

도시에는 용지확보가 불가능하고 반 운동이 
강함, 사업비를 증액시켜도 효과 인 사업은 진
척되지 않음

복지, 개호, 문화사업 등 해야 할 일은 많
음

공공사업 
이외

재정법이 단( )년도주의이기 때문에 확 는 어
려움. 의료시설 등 확 가 불필요한 복지사업을 
생시킴

[표 5-3] 경기와 재정을 둘러싼 논쟁(堺 一, 2002:249 인용)

4) 경기와 재정을 둘러싼 논쟁: 미니버블과 공공사업의 재등장

제3장에서 자세히 논의했듯이, 1985년 국토청 발표에서 ‘머지않아 도쿄는 심각하게 빌딩

이 부족하게 된다’는 망이 나왔다. 이 망은 과잉된 자 의 유동성과 속에서 나온 이 

측은 과잉수요 측을 낳아 장 빛 건설계획이 쏟아지게 된 원인이었다. 그러한 낙  

측들은 단지 도쿄나 수도권의 건설경기만이 아니라, 리조트개발이나 반도체 공장 등처럼 

민간설비와 고속도로나 항만·어항 같은 국 인 공공사업에도 향으로 미쳤다. 버블 붕

괴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국의 공공사업은 막 한 불량채권에 허덕 다.20) 

그런데 2002년 국제투자등 설정기  무디즈(Moody’s)는 일본의 국채 설정 등 을 남아

리카공화국과 같은 수 으로 깎아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재무성이 반발하면서, 

‘국가채무’에 한 뜨거운 논란으로 번져나갔다. 일본 내에서는 만약 국채 등  설정이 불

량 채권화의 정도만으로 결정된다면, 등  설정 기 의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비 했다. 이 

논리의 기 는 일본은 세계 최  순( )채권국이며, 일본 내에는 1,400조 엔에 이르는 ‘개

인 융 자산’이 있다는 논리 다. 국채는 모두 일본 내에서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 

융 시장에서는 기간 10년의 국채가 연이자 1%에 가까운 역사 인 리로 거래되는 

이 강조되었다. 설정 등 이 인하된 후에도 일본의 국채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등 일본 국

채는 어도 일본 내에서는 장기  신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카이야( 一,　2002)는 재정 자를 둘러싼 논의에는 이른바 ‘정서 인 측면’이 있

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공채 잔고는 국민의 빚이 아니며, 일본의 국공채는 국내에서 소화

할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재산이 일본 국민 사이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세 는 700조 

엔에 가까운 채무와 함께 1,400조 엔의 개인 융 자산이나 그것을 웃도는 ‘부동산과 공공

시설’을 이어받게 된다. 둘째, 국공채 잔고 693조 엔을 장래의 세 가 액 갚아야 한다는 

20) 버블경기가 낳은 빛과 그림자는 첫째, 은행 등 융기 이 토지나 주식의 구입 건으로 출한 거액의 융자가 불량 
채권이 된 것이다. 둘째, 일본 경제에 한 낙 인 측으로 과잉 시설을 낳았다. 기업이나 자치체에 과 한 빚을 남겼
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억제해 장기 불황과 설비 노후화를 가져왔다. 셋째, 원가 상승으로 토지가격이 2~3배 올
랐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상승했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원래 산주의, 즉 들어간 비용은 요 이나 세 을 충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와 에도 고가의 시설들이 거듭 건설되면서 일본 체가 고비용 사회가 되어 버렸다( 一,　
20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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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도쿄도 도채(연도말) 잔고의 추이( 田桂・上田淳二,　2012:17)

생각은 ‘환상’이다. 재 일본에서 량의 국공채 발행은 지  세 가 다음 세 로부터 빼

앗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정책  자유도’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그는 경기

와 재정을 둘러싼 논쟁은 극 와 소극 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그 다면 2002년 후로 내각부를 심으로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이 이른바 ‘미니버

블(mini bubble)’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었던 재정논쟁을 배경으로 공공사업과 도쿄

도의 재정상황과의 계에 해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심으로 재구성해 보자.

[그림 5-4]처럼 ‘도채잔고의 배경’에 해서 살펴보면, 세입 면에서는 1990년  장기불황

기에 지방세 에서도 법인2세(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가 기업의 수익악화와 함께 격하

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21) 그런데 도쿄도의 재정상황은 2000년  반 경기의 회복에 

의해 도세수입이 상당 기간 증가했고, 이시하라 도정 하에서 긴축재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2000년  후 도쿄도의 재정은 최악의 수 으로부터 큰 폭으로 회복해 가게 되었다. 일반

회계가 다른 회계로부터 차입하는 이른바 ‘은닉차 ’도 2006년도에 완제하는 목표를 통해,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로는 16년만의 흑자 결산으로 환되게 되었다. 특히, 채권 발행 의

존도 역시 국 지자체들 가운데 최 인 5.8퍼센트로 재정의 건 화가 진행되었다.

2005년에는 도쿄도의 재정건 화방안이 선 되면서, 다시  공공사업을 강조하게 되었

다. 그런데 바로 그 해 4월 도쿄도 내의 생활보호를 받고 있던 세 수는 140,848세 (인원

21) 도지사의 재임기간과 련해서 본다면, 1979년 4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스즈키 도정의 1기와 2기(1979-87년)에 
임 미노베 도정에서 발행되었던 도채잔고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즈키 3기와 4기(1987-95년)에는 도청사 
이 (즉, 마루노우치에서 신주쿠로)을 비롯한 도쿄국제포럼, 에도도쿄박물 , 도쿄임해부도심 개발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다량의 도채가 발생되었던 탓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채는 1995-99년 아오시마 도정에서 답보상태이다가, 
1999년 이후 이시하라 도정에 들어서 축소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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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는 183,77명)를 넘어선 모순 인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지 되어야 할 것은 특별회

계나 감리 단체 등을 포함한 재정의 악화로 인해, 도쿄도와 연결된 부채는 2004년도 말에 

16조 9,508억엔, 도민 일인당의 부채액은 약 135만 엔으로 국 최  크기 다는 이다. 

특히, 특별회계나 감리 단체의 재정에 해서 살펴보면, 2006년도의 실질 공채비 비율은 

17.1퍼센트로 국에서 8번째로서 매우 심각한 수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 , 도쿄도와 연결되어 재정을 악화시키던 가장 요인은 제3 섹터의 재

정 문제 다. 임해부도심 제3섹터(5사)의 문제는 흔히 머릿 자를 따서 ‘5T문제’(도쿄텔

포트 센터, 도쿄임해부도심건설, 타 시바 지역개발, 도쿄패션타운, 타임24)라 불린다. 난립

하던 임해 련 제3섹터들이 연달아 산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버블경제기 ‘도

민의 돈은 1엔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 하면 진행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도쿄돔 94

개분의 4백 42ha의 매립지에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매립(조성)지를 민

간기업에 출하고 지가로 수입을 창출하는 ‘신토지이용’ 방식은 구조가 버블붕괴로 크게 

어 났다. 실제로 기업의 진출은 처분 상면 (139ha)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토지이용방침도 ‘ 부’에서 ‘매각’으로 변경해서 도쿄도 항만국 간부가 2천여 개 기업을 

방문하면서 여기 기 유치를 도모했다. 그러나 미처분 토지가 40%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

은 악화되었다. 이 당시 임해회계는 매일 1억 엔의 자상태 는데, 융기 의 원리상환

 8천억 엔 가량도 변제할 망조차도 없는 깊은 수 으로 빠져들어갔다. 개발을 계속하

기 해서 임해회계와 흑자를 내는 ‘매립2회계’를 통합하게 되었다. 임해회계가 2회계로부

터 빌린 채무 3천6백억 엔으로 차 계(즉, 채무)를 말소시켰다. 매립회계로부터 물출자

의 형태로 제공된 토지163ha(1조 1,200억 엔)를 획득했다. 더욱이 과거 아리아  목장

(旧 貯 )을 매립해서, 임해지역으로 이르는 근도로의 정비 등에 집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시하라 도정 반부터 약 2조엔에 이르는 재정이 임해개발에 투입되었다. 그리

고 이미 2조 엔에 이르는 도 재정을 투입한 뒤, 향후 1조 엔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

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이용뿐만 아니라, 빌딩사업과 련해서 제3섹터의 5

사로서, 련된 손실은 자본 을 웃도는 채무 과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는 이다. 

결국 임해부도심의 텅 빈 빌딩들을 채우기 해서, 도쿄도는 청소년센터 등 도 공공시설을 

일부러 3섹터 빌딩에 이 하거나 입주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그 비용으로 연간 

약 21억엔(2003년도 결산)의 임 료를 지불하면서 이 상황을 호 시키려고 했다. 

더 나아가서는 도쿄텔 포트센터에는 연간 3억 엔의 수익을 올리던 요트 계류시설 ‘유메

노시마 마리나’( の島 Marina)22)와 연간10억 엔의 이익을 내면서 실시되던 주차장사업(미

이용지 활용방안)까지 이 시켰다. 즉, 채무변제를 한 재정을 확보하기 해서, 다양한 

구제책들을 강구해 나갔던 것이다. 재정 산한 제3섹터의 연명과 구제를 해서, 도민의 

22) 2008년 3월 31일로  ㈜도쿄텔 포트센터가 갖고 있던 ‘도쿄유메노시마 마리나’의 운 권은 종료되고, 4월 1일부로 
스바루(スバル)흥업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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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 5백억 엔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손실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건의 목표가 보이

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게다가 이 당시 도쿄의 공공시설(국제무역센터)과 교통시설들(도쿄임해고속철도, 도쿄도

지하철건설, 다마뉴타운개발센터 등)도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 이시하라가 주도한 소

기업 융 지원을 해, 2003년에 설립된 ‘신은행 도쿄’도 문제 다. 결국 이거액의 자를 

계상해 내면서, 도쿄도에 의한 추가 출자가 필요한 사태가 되었다. 2009년 도의회 선거에

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해서 도의회 내에서는 자민당, 공

명당, 민주당 등이 모두 지지하는 ‘추진역할’을 하면서 재정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23) 

자민당의 마츠모토 후미아키( ) 도의원(中野 )은 2002년 2월 26일 ‘임해부도심을 

진행시키는 것이 수도도쿄의 재생과 연결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쇼와시 부터 도쿄도가 

총력을 내걸고 진행해 왔던 도쿄재생을 한 비장의 카드’라고 발언했다. 자민당 나카야 

후미다카(中 孝) 도의원( 京 )도 ‘F1 이스라도 달리게 하면 좋겠다’ 등 여 히 개발

을 지속하고자 했다. 공명당도 2002년 3월 25일 산특별 원회에서 역시 ‘향후 임해재개

발의 총마무리를 향해서 력을 다해서 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나갔다. 이러한 움

직임은 민주당 히구치 유코( 口裕子) 도의원(中野 )도 2004년 3월 15일 산특별 원회

에서 “이제 와서 퇴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꼭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동의했다. 한, 

‘생활자네트’조차도 임해부도심의 기반정비 산에 찬성하면서 더욱 공고해져 나갔다. 

2003년 10월 22일 공 기업 회계결산특별 원회에서 오니시 유키코( 子) 의원(

二 )은 ‘(임해)개발을 그만두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직 일본공산

당만이 산한 개발에 해서 근본 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 임해3섹터에 한 세

투입을 멈추고 산처리를 단행하도록 지속 으로 제안해 오고 있다. 2001년 3월 도의회

산특별 원회에서 일본공산당 와타나베 야스노부( 辺やすのぶ, 足立 ) 의원은 이시하라 

도지사에게 임해개발의 문제를 추궁했다. 이시하라 도지사조차도 ‘가는 것도 지옥, 물러나

는 지옥이다’라는 답변을 통해, 이 문제가 상 로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2005년 3월 25일 산특별 원회에서 일본공산당 요시다 노부오( 信 ) 도의원( 並

)은 도쿄도가 임해부도심 제3섹터의 구제를 해 5백억 엔 정도를 투입했다는 을 비

했다. 향후 도쿄도로부터 토지의 지  감면을 지속할 계획을 몰래 세운 것을 밝 내기도 

했다. 즉, 도쿄도는 도민들에게는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잘못된 자구

책으로 무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발에 한 재검토’야말로 도쿄도의 책무라

고 주장했다. 결국 이 질문이 제기된 지 6일 후에, 임해부도심 3섹터 2사(도쿄패션타운, 타

임24)는 도쿄지방재 소에 민사재생 용을 신청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산을 극복

하고자 임해부도심의 개발붐을 해,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을 추진했다는 사실이었다. 

23) [都財 ２  さらに, 自・ ・ の「臨 」開 (中 ), しんぶん 旗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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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도쿄텔 포트센터 도쿄임해부도심건설㈜ 다 시바지역개발㈜ 도쿄패션타운㈜ ㈜타임24

설립연월 1989년 1988년 1987년 1993년 1990년

설립목
� 텔 콤센터의 건설, 
� 고도정보통신기지의 

정비·운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발, 
업무시설·상업시설
의 운

� 항만시설과 
도시기능시설의 
일체  정비,

� 업무시설·상업시설·
호텔 등 임 ·운

� 섬유·어패럴·스포츠·
주택 련 업무 
등을 한 오피스 
설비

� 이벤트스페이스 등 
제공

� 소 트웨어·데이터
베이스산업 
집 시설건설의 
조사·기획·사업화계
획입안, 

� 빌딩의 임

소유빌딩 
 

입거율

� 텔 콤센터빌딩(91.
2%)

� 다이바 론티어빌딩
(100%),

� 아리아 론티어빌
딩(76.2%), 

� 아오미 론티어빌딩
(70.7%)

� 뉴피어다 시바노스
타워·사우스타워, 
호텔동( 체 96.9%)

� 도쿄패션타운빌딩(9
8.4%) � 타임24빌딩(95.0%)

자본 � 176억1,500만엔 � 220억엔 � 150억엔 � 172억4,500만엔 � 24억8,400만엔

출자자

� 도(51.6%), 
� 일본정책투자은행(8.

7%), 
� KDDI㈜(6.6%), 
� ㈜미즈호은행(5.0%), 
� 그 외 합계 46단체

� 도(52.0%), 
� ㈜미츠비시도쿄UFC

은행(5.1%), 
� ㈜미즈호은행(5.0%), 
� ㈜미츠이스미토모은

행(4.1%), 
� 그 외 합계 35단체

� 도(50.5%), 
㈜미츠비시도쿄UFJ
은행(7.1%), 
㈜미츠이스미토모은
행(5.0%), 
㈜미즈호코포 이트
은행(5.0%), 그 외 
합계 22단체

� 도(24.6%), 
일본정책투자은행(8.
7%), 
㈜미즈호 로젝트(5.
0%), 
가시마건설㈜(2.9%), 
그 외 합계 
165단체

� TIME24지주회사(32.
2%), 

� 도(16.1%), 
� 융기 (24.2%), 
� 그 외(27.5%) 
� 합계 25단체

도산 상황 2006년 5월 민사재생 2005년 3월 민사재생

결산상황
당기수지

(2005년도)
▲5억엔

(2005년도)
11억엔

(2005년도)
1억엔

(2004년도)
▲27억엔

(2004년도)
▲16억엔

손실 ▲776억엔 ▲931억엔 ▲249억엔 ▲305억엔 ▲172억엔

채무 과 ▲600억엔 ▲711억엔 ▲99억엔 ▲132억엔 ▲147억엔

융기
채권

960억엔 13,03억엔 1,092억엔 835억엔 467억엔

* 비고 1. 소유빌딩 입거율은 2004년 1월말 재, 2. 자본  출자자는 2005년도말 재(왼쪽 2 는 2004년도말 재), 3. 
결산상황은 민사재생신청의 년도(왼쪽 2 는 신청 년도). 당기수지는 경 수지(왼쪽 2 는 당기순이익(손실)) ※　출처( 宏, 
2006:2 인용)

[표 5-5]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계 3섹터의 개요

제2  메가이벤트의 부활: 도쿄올림픽2016 유치의 좌

1) 임해부도심 재정 산: ‘민사재생’ 차(2006년)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은 임 빌딩업인 제3섹터 5 (이후 3사로 통합)에 해서 도쿄지방

법원에 ‘민사재생법’의 용을 신청하게 되었다. 제3섹터(3 )의 부채총액은 약 3,800억엔

이며, 3사 모두 도쿄도가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었다. 도쿄도는 채무압축 후에 3 를 합

병시켜, 주주회사방식으로 다른 흑자 3섹터와 경 의 통합방향을 검토했다. 결국 3 는 일

본정책투자은행 등에서 차입  약 3,300억엔으로 융기 에 해 60%정도 채권포기를 요

구했다[표 5-5]. 도는 ‘도쿄항부두공사’를 민 화해서 ‘주주회사’를 만들었다. 신교통시스템 

‘유리카모메’나 ‘도쿄빅사이트(도쿄국제 시장, Tokyo Big Sight)’와 경 을 통합해서, TTC 

등 3 도 주주회사의 산하에 넣을 방침이었다. 

특히, 제3섹터들은 1987-89년 버블기 임해부도심과 타 시바 지역에 오피스 빌딩 등을 

건설‧운 해 왔다. 버블붕괴로 당  설정했던 임 료가 반값 이하로 인하되는 등 경 이 

차 악화되어 제3섹터들은 채무 과에 빠졌다. 도쿄도는 98년부터 10년간 ‘경 안정화정

책’을 책정했다. 지가 감면과 무이자 융자 등으로 재정지원(270억엔)을 실시하고, 융기

도 리인하한 뒤 원본의 반제를 유 했다. 그러나 리 지불도 어려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2007년도에는 지원책도 끝나 책의 검토가 불가피해졌다.24) 결국 2006년 5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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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서 회계  제3섹터 상호 계와 사업비(1999-2010년도 계)
*출처(関 , 2011b:427 인용) *참고: 도쿄도의회 산특별 원회에 항만국제출자료(각년도)로부터 작성, 2008년
도까지는 결산수치의 계, 2009년도는 산수치, 2010년도는 제안 산의 수치를 계상, 화살표의 수치는 각 회
계의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재정지출액을 표시, 임해개발 련 제3섹터 통합과 매립회계의 통합에 의해, 일부 
합산해 일  표기함. 

일 도쿄지방재 소에서 ‘민사재생수속’을 개시해서, 12월 20일 인가가 결정되었다. 2007년 

4월 16일 종결이 결정된 ‘임해3섹터 3사 민사재생신청사건’은 일본 역사상 최  규모의 제

3섹터의 도산자산 처리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쿄도가 주주이기 때문에 일반 기

업(경제합리성)과는 달리 도의회의 승인(‘행정재산’의 법률문제)이 필요했다. 이들 감독 원, 

감독 원 보조 공인회계사, 재산평정 담당 부동산감정평가 등이 공동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업의 특수성(공  목 )을 고려해, 극 인 재생계획으로 채권자(140여명) 원의 승인

을 얻었으나, 재정문제는 여 히 심각한 상태 다고 할 수 있다( 中 編, 2010).

그 다면 이제 제3섹터로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재정구조( 산과 회계 간 교환)도 

크게 변화되는 과정을 검한 세키(関 , 2011a;2001b)의 연구를 심으로 쟁 을 살펴

보자. 개발과 련된 자 은 도쿄도의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3섹터나 특별회계, 

공 기업 회계가 서로 편입·인출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일반회계 안에 포함된 재정 말고도, 

복잡한 형태로 재정이 분산·계산되면서 ‘재정 흐름’의 악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더욱이 

복잡한 재정기구와 방 한 자본의 흐름(복수의 특별회계와 제3섹터 회계)뿐만 아니라, 장기

간에 걸쳐 수지의 결산결과를 맞추는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림 5-2]처럼 공 기업 회계 ‘임해지역 개발사업 회계’가 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런데 ‘임해홀딩스’와 다른 회계에 최근 10년에 약 7,000억엔을 인출, 830억엔의 련 투자

24) [臨 都心の３セク３ 、都が 事 法 を 請へ, 売新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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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산액 243.2 549.3 1218.2 1547.5 430.9 236.8 308.4 1951.9 1144.6 284.3 209.8 217.7

결산액 228.8 518.1 1201.8 1493.6 349.3 159.0 203.3 1745.5 980.9 130.3 121.4 118.4

집행률 94.1% 94.3% 98.7% 96.5% 81.1% 67.1% 65.9% 89.4% 85.7% 45.8% 57.8% 54.4%

토지매각
건수 0 3 1 0 7 6 24 11 12 13 15 16

계약액 - 234.0 - - 201.6 205.1 781.5 527.1 427.1 503.3 407.2 944.7

재정상황

자산 20,404 20,180 19,084 17,451 14,727 14,707 14,686 13,305 11,529 11,726 11,667 11,658

부채 6,081 5,898 4,827 3,443 2,824 2,737 2,771 1,219 469 358 131 151

정미재산 14,323 14,282 14,257 14,008 11,903 11,971 11,915 12,086 11,060 11,368 11,535 11,507

수지차액 -333.6 -221.1 -186.0 -299.3 -48.8 102.2 5.1 137.8 208.1 16.4 361.1 377.2

[표 5-6] 임해지역 개발사업 회계의 추이(단 : 억엔) 
*출처(関 , 2011b:428 인용) 
*자료: 임해지역개발사업회계결산서 각년도 , 2001년도는 하네다앞바다매립회계  매립회계가 통합됨.

가 진행 으로, 제3섹터(임해홀딩스)와 6,000억엔 내외를 이월‧인출하고 있다. ‘도쿄임해부

도심건설㈜’이 임해지역개발사업 회계로부터 차입해 건설한 빌딩 등 ‘물건’(上 )을 사업회

계가 을 지불‧인수했다. 이는 그 자 을 원자 으로 임해홀딩스가 건설에 해당하는 차

입 을 개발사업 회계에 ‘반제’했음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일반회계(2,217억엔)로 련 사

업들을 실행하고 있는  등 복잡한 회계간의 교환이 많았다. 장기개발의 특성상 기채(

債)에 의해 수지를 맞추는 등 불합리한 조작이 발생했다. 즉, 특별회계와 제3섹터 회계간의 

자 유출입조작으로 인해, 쉽게 개발 재정의 모를 악하기 어려운 구조 다.

한, ‘임해도시기반정비사업회계’(도시정비국 소 )에 의한 투자는 근 수십년 사이 약 

1,000억엔으로 증가했다는 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의한 직 투자가 증된 원인은 

역간선도로 등 주변의 도로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한 ‘물류 련 사회자본 정비의 증가’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앞서 지 했듯이 [도쿄구상2000]에서 목표로 한 역교통기반이 늦

게 형성된 물류거 을 확충한다는 책이다. 즉, 과거 임해개발(매립, 설비, 빌딩 등)과 달

리, 최근에는 물류거 으로 도쿄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한 물류 련 사회자본 정비로 

환되고 있다. 제3섹터로의 출자‧ 출‧인출의 성격변화는 건설후 시설의 운 (에 지 인

라나 물류거 을 한 부두의 운 )처럼 기업을 한 서비스에 을 두었다. 

사업회계의 추이[표 5-6]를 보면 재정의 문제 이 드러난다. 먼  민간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 단년도 수지의 개선에 축 된 자 을 지 까지의 

채무상환 등에 충당하고 있는 문제가 발견된다. 행정학자 세키는 이시하라 도정에서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재정 동향에 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회계통합’으로, 2001년에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사업회계‧매립사업회계‧하네다앞바

다매립사업의 ‘3회계 통합’을 통해, ‘임해지역 개발사업 회계’가 설립되었다. 개발사업회계

는 매년 수지 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자는 표 인 흑자사업과 통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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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ollar box)라 불리는 다른 두 사업과 회계를 통합해서, 개발의 자를 상쇄하는 일종

의 미 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한, 1조 300억엔 분의 채무를 통합함과 동시에, 사

실상 ‘장부’에서 사라져 버렸다. 즉, ‘하네다바다매립회계’로부터 부도심사업회계가 차입하

던 3,600억엔이 상쇄되고, ‘매립회계’로부터 6,700억엔 분은 매립지는 물출자가 되었다. 

둘째, ‘토지매각의 개시’로서, 개 일본에서 국가나 의료기  등 공익성 높은 사업주체

를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토지매각은 거의 하지 않으며, 부분 장기 출방식으로 지가를 

징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임해지역개발재정기반강화 랜’으로 2001년도 말부터 민

간기업에게 토지매각이 해 되었다. 매 지기간이 철폐되고, 분할지불에 해서도 2006

년에 ‘이자 인하’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임해부도심의 채무반제가 비교  

순조로운 듯이 보 다. 그러나 실제로서는 ‘공유지’가 ‘바닥시세’로 민간사업자들의 손에 양

도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기 으로는 개발사업과 도쿄도에는 ‘경제손실’인 것은 분명하다. 

2008년 융 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매각은 재개되었다. 2010년 12월 도쿄도와 도시재

생기구(UR)은 임해부도심 아리아 북( )지구에 소유한 토지를 ‘스미토모( 友)부동산’

에 약 416억엔에 매각했다. 부지면 은 11ha로 임해부도심에서는 최 규모의 개발로서 2

천호의 분양맨션과 형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다.25) 2015년 11만㎡를 410억 엔에 매

각해서, 업무시설과 오피스빌딩, 이벤트홀 등을 건설해 2015년 1월에 일부 시설을 개업

정이다. 2008년 10월 상업시설 ‘팔 트타운’ 용지(약 7.9ha)의 매각을 모리(森)빌딩과 도요

타(豊 )자동차로 결정한 이래, 형구획의 진출사업자로서는 약 2년만의 일이었다.26)

셋째, ‘ 련3섹터의 통합’으로, 1990년 개발이 개시된 시 부터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사

업회계 이외에도 4개의 특별회계, 5개의 제3섹터가 난립해 왔다는 에도 주목해야 한다

(秋 義 , 1996:225). 민사재생수속을 진행시킨 것 외에도 2007-8년에 걸쳐 복수의 임해

련 제3섹터를 ‘주주회사화’로 통합한 ‘도쿄임해홀딩스’가 설립되었다. 주식이 과 주식교

환, 그리고 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설립된 지주회사 ‘도쿄임해홀딩스’를 통해, 도쿄도

는 경 통합과 기능강화를 모색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본방침과 략결정에서 공공성과 도쿄도의 공 인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오

히려 본사기능의 비 화로 이어질 험이 훨씬 더 크다(井上徹二, 2007:151-2). 이시하라 

도정은 다시  ‘세계도시’라는 목표를 내걸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거 으로서 도쿄항의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환상도로망의 정비’를 시작으로 도로와 교량 등 물류와 련된 사

회자본정비에 을 두고 있다. 요컨 , 주주회사 ‘도쿄임해홀딩스’의 설립은 도쿄항부두

공사(이후 ‘임해홀딩스’로 통합됨) 등의 민 화처럼, 물류와 로벌 기업을 상으로 기업

서비스에 충실하려는 공  섹터의 조직편제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었다.

25) [臨 都心・ に 高 33階建 483 の マンション, 友不動 , 2009 07 13日]
http://www.sumitomocorp.co.jp/news/2009/20090713_111913.html

26) [臨 都心で の開 ＝ 友不動 に 売 ― 京都など, 事 信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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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픽 유치활동: 거 도시 재생논리와 비이벤트의 명암

국내 입후보지에 한 반 경쟁은 삿포로( ), 나고야( 古 ), 후쿠오카 등 혼  양상

을 보 다. 그러나 지방 지자체들이 직면한 재정문제로 ‘지방도시 후쿠오카  거 도시 

도쿄’로 좁 져갔다. 야마자키( 郎) 후쿠오카 시장은 1/3 정도를 시권역 외부로 분

산하는 ‘후쿠오카·큐슈올림픽’에 한 계획 등 ‘휴먼 스 일(human scale)’의 올림픽을 열

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쿠오카 올림픽 유치에 반 하는 회( オリンピック招致に反

対する )’가 결성되어, 재정상황(1인당 2백만 엔에 부채)을 비 했다. 13만 명(후쿠오카 시

민의 약 10%)이 넘는 유치반 서명운동을 개했다.27) 한, 유치활동에 한 반 의견을 

올림픽 원회(JOC: The Japanese Olympic Committee)에 제출했다.28) JOC는 후쿠오카시

의 개최계획 에서 열악한 재정상황과 용지취득의 난항문제 등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2006년 3월 ‘도쿄도의회’에서도 올림픽유치결의를 채택해 4월 유치본부를 발족했

다. 수용력, 기능의 충족도, 국제이벤트의 개최실  등 이른바 ‘도쿄의 잠재력’을 내걸고, 

‘1조엔 올림픽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는 매년 올림픽개최 비기 으로 1천억엔씩 

립해 가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한 재정력을 강조하면서 앞서갔다( 正峰, 2007:72). 결

국 2006월 8월 일본 국내후보지선정 원회에서 JOC는 국내 개최도시로서 도쿄를 선정했

다. 2006년 12월 22일 「10년 후 도쿄: 도쿄가 변한다(10 京:　 京が わる)」’에서, 

2016년 올림픽 개최를 도쿄도정의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京都, 2007:11).29) 

[인용] “도시의 성쇠가 국가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는 시 에 살고 있다. 도시의 힘이야말로 확실
히 국력이다. 이 나라에 있어서 국가를 견인하고 일본의 존재를 상징하는 도시는 도쿄이다 … 올
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쿄의 재생, 나아가서는 일본재생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다시 올림픽을 도쿄에서( び, オリンピックを 京で)]에서 이시하라 도지사는 국

민 공통의 큰 목표를 잃어버린 일본인이 탁월한 기술력과 감성에 불구하고, 스스로의 잠재

력을 과소평가해 축된 상태라고 비 했다. 올림픽유치 원회 이사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安藤忠雄, 2007)도 역시 “장기계획과 올림픽과의 계는 1964년과 같은 인 라 정비에 의

한 ‘성장’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치우쳐 비 화된 도시를 억제하고 환경이라는 종합  시

에서 재편성해 가는 도시로서의 ‘성숙’이다”고 주장했다[인용]. 이시하라 도지사의 발언과 

향력은 단순히 ‘일본의 내셔 리즘의 확 ‧강화’라고 손쉽게 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도쿄도 역시 2000년  들어 도시경쟁력에 해 불안을 느낀 주요 세계도

27) 후쿠오카는 국내 올림픽 유치경쟁에서 실패한 이후, 개최 정지 던 스사키( ) 재개발에 해 여 히 논의가 진행 
이다. 사업비에 한 민 력의 범 와 시민의 합의 등 하카다만(( ) 미이용지가 많은 인공섬 개발방향이 논의의 

쟁 이라 할 수 있다. [どうなる 開 　 　五 のその , 日 新 ( ) 2006-09-03].

28) オリンピック招致に反対する  http://blog.goo.ne.jp/yobandeyoka-olympic

29) 도시세일즈의 개와 컨벤션의 유치활동, 그리고 빅 이벤트와 연계된 도쿄의 매력발신을 주요한 략  방안으로,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은 올림픽과 연계해 동아시아 여행자 유치를 해 정보를 극 으로 발신하자는 주장이다
( 京都, 2007:11, 京マラソン http://www.tokyo4219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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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세계에서 애호·평가받는 문화 자원

� ‘포켓몬스터’는 ‘오싱’을 넘어 세계 69개국에서 방송
됨

� ‘나무블럭의 집’ 아카데미상 수상(‘센과 치히로의 행
방불명’(베를린 화제 수상)

� 아키하바라 외국인방문자수 50만 명 이상
� ‘포켓몬스터 도쿄’가 일본 스팟  3 (1 : 츠

키지시장, 2 : 디즈니랜드)

과
제

� 원화처럼 술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국
내: 오타쿠, 국외: 붐)

� 문화자원으로서 작품·자료의 아카이빙 필요성(일본
에서 체계 으로 수집)

� 분야를 횡단 으로 상설 시하고 국제 으로 발신
할 필요성(분산된 미디어 련 시설들을 집 시킴, 
‘문화청미디어 술제’ 개최기간 약 2주간임)

황

국제문화교류 자원

� ‘도라에몽’이 애니메이션 문화 사 취임
� 일본어학습의 동기(ex> 리 학 동양언어문화학에 

주요 지원 동기 동기)

� 콘텐츠산업의 규모와 일본에서 약 14조엔, 세계 150
조엔(GDP에 2.2% 해당)

� 게임의 경제공헌은 섬유제품 규모와 유사함

과
제
� ‘일본발(發)’에 한 인식을 높여, 일본에 한 심

과 연결시킬 필요

� 해외 여러 나라들과 로벌한 경쟁 속에서 수출 
략 필요( 국시장 성장)

� 창조활동을 담당할 인재의 육성을 강화

[표 5-7] 소 트 워로서 미디어 술: 황과 과제(*출처: 문화청)

시들의 략변화라는 움직임에 편승하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000년  이시하라 도정의 도시기반과 인 라 투자를 향한 움직임은 도쿄(도심)으로의 

‘선택과 집 ’ 략이었다. 표 으로 사례가 바로 올림픽 비이벤트로서 개최된 2007년 

2월 ‘제1회 도쿄마라톤 회’ 다. 도쿄도와 일본육상경기연맹은 2005년 10월 20일 기록향

상과 도내 명소 소개를 결합시키기 해, ‘도쿄도청(시작)∼빅사이트(결승) 코스’를 합의

했다. 황거앞( ), 츠키지(築 ),　아사쿠사( ),　도쿄역( 京駅), 긴자( ) 등 도심의 

거 을 지났다. 특히, 에도( )·시타마치(下 ) 등 통과 가 결합된 도쿄의 매력

이 활용되도록 통과 포인트들을 설정했다. 물론 기존 시민 심 마라톤의 의미를 훼손했으

며, 도쿄도의 재정 부담(지자체장들과 마라토  비용)을 가 시킨다는 비 도 받았다.30) 그

러나 도로응원 장소에서는 노 , 엑스포, 축제 등을 병행하고, 10km 지 (日比谷 ) 통

과 기념표창식 등 많은 이벤트들을 결합시켜 인기를 얻었다( 京都, 2008:137).

다음으로 최근 일본 문화정책의 큰 특징은 [표 5-7]처럼, 국내 미디어 술에 한 집

투자라 할 수 있다. 문화연구자 아즈마 히로키( , 2001=2007:45-6)는 이른바 ‘오타쿠

계 문화’에 한 과도한 의와 상찬에 해 논의했다. 이는 패  후 미국화와 소비사회화

의 물결에 의해, 일본문화가 뿌리째 변해버렸다는 것에 한 강력한 불안감에 기 했다고 

봤다. 31) 그러나 재 일본은 ‘미디어 술(만화‧애니메이션)’을 포 으로 집약‧ 시해서, 

해외에 발신하려는 계획인 ‘쿨 재팬(Cool Japan)’ 정책이 한창 진행 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가칭 ‘국립미디어 술종합센터’(‘애니메이션의 

당’) 다. 문부과학성(문화청)이 계획을 추진하던 ‘미디어 술의 국제 인 거  정비’를 

30) 아사히( 日)신문 특별 원 오시마 유키오( 島 )가 개인 으로 발안·실시한 자원 사자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된 
‘도쿄 꿈이 춤추는 마라톤( 京 いマラソン)’(시각·지체장애인 등도 참가)은 2001년에 시작되어, 도쿄도심을 심으로 
하는 마라톤 코스로 재까지 실시되고 있다(홈페이지 참고 http://www.tokyomarathon.jp/).

31) 오타쿠(オタク: 1970년  이후 탄생한 일본 서 컬처 팬의 총칭)계 문화와 일본과의 계는 집단심리 인 두 갈림길
로 갈라졌다고 봤다. 첫째, 패 의 경험과 연결되어 일본의 주체성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끔직한 것이었다. 오타쿠가 생산
한 ‘일본 ’인 표 이나 주제는 실은 모두 미국산 재료로 만들어진 이차 -기형 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80년  내셔 리즘과 연결되어 세계의 최첨단에 선 일본이라는 환상을 가져다주는 페티시 다. 오타쿠들의 의사 일본
인 독특한 상상력은 미국산 재료로 출발해, 재는 독립된 문화로까지 성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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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국립미디어 술종합센터의 의의(출처: 문화청 홈페이지)

목 으로 한 종합시설의 명칭이었다[그림 5-3]. 외국인 객의 유치와 미디어 술 산업

의 성장에 기반을 둔 경제 효과를 망해 기획한 계획이었다. 2008년 7월 문화청이 “미디

어 술의 국제 인 거 의 정비에 한 검토회”를 설치해, 8월 4일 이후 총 6회의 회합을 

거듭해 2009년 4월 28일에 계획안을 정리했다.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콘텐츠진흥을 한 

법률의 제정(콘텐츠진흥법 등), 계획의 책정(지 재산추진계획 등)까지 련된 것이다. 2015

년까지 콘텐츠산업규모 20조억엔으로 확 시켜, 폭넓은 산업으로 해서 2020년까지는 

방문외국여행자 2천만 명을 목표로 했다.32)

주무 부서 던 앙정부의 문화청은 문화진흥의 에서 국민의 감상기회와 크리에이

터의 발표기회를 증진하기 해, 귀 한 작품·자료의 미래에 계승하면서 산업· ·국제교

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장기 성과를 도모하려고 했다. 센터 건설은 도쿄도 내에 총면  1

만㎡(최소) 지상 4-5층 건물의 센터를 계획했는데,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곳이 바로 

‘도쿄임해부도심’이었다.33) 센터의 운 은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 ’이 민간에게 탁하는 

형태(연간 입장객 60만 명 목표)로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물에 한 구체 인 내용

은 정해지지 않은 채, 다양한 청사진과 의견이 교환되던 상황이었다.

물론 각종 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성만화가 사토나카 마치코(里中 子)처럼, “귀 한 

만화의 원화를 보존하기에는 거  시설이 필요하다”며 환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런데 원래 

이 계획은 아베정권(安 三, 제1기)에서 부상하면서 후쿠다( 康 ) 정권기 2007년 12

월에 각의 결정되었다. 문제는 앙정부는 2009년 시 에서 과거 최 라는 13조 9,256억 

32) 자세한 내용은  http://www.bunka.go.jp/oshirase_other/2009/mediageijutsu_090514.html 참조.

33) 이미 도쿄도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집약해 증진시키기 해서, ‘도쿄국제애니메이션 페어’가 2002년 2월 15일부터 
도쿄임해부도심의 도쿄빅사이트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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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 이르는 엄청난 보정 산안 속에 이 사업비로서 117억 엔을 계상했다는 이다. 당시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 , 이후 수상) 간사장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는 아

소 타로(麻 郎) 수상이다. 수상이 좋아하기 때문에 료가 만들려는(것이 되어 버렸다). 

간단히 말해 ‘국 의 만화가게’(国営マンガ )다. 단한 낭비로 어처구니없다”며 비 했

다. 그 뒤 이 단어는 이 계획을 비 하는 표 인 ‘풍자어’가 되어버렸다.34) 

만화계 련 인사들  북한-일본의 교류를 추진했던 만화가 이시자카 게이(石 )는 

“풍자로부터 시작된 만화가 나라의 인가 하에 시되는 것에 의문일뿐더러, 시시한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비 했다. 이왁 같이 도쿄의 술계와 도민들은 모두 비난이 더욱 거센 분

기 다. 시종 비 인 을 견지한 여성만화가 마키무라 시노부( しのぶ)는 “만화

가도, 독자도 매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쓸모없는 거  시설과 낙하산 인사가 따 가 남

는 것은 최악의 개그이다”라며 신랄한 비 [인용]을 가하기도 했다. 

[인용] “불황이 길어지면서 원고료가 인하되어, 만화가들의 일도 격히 어들고 있다. 무리한 
철야작업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자살한 사람마  있다. 더구나 독자들의 편지를 읽으면, 경제 으로 
어려워서 신간 만화도 살 수 없어, 고 만화를 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수상이나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117억 엔이나 되는 세 을 들여 센터를 건설하자는 것인가?[ しのぶ]”35)

그녀는 문화생활의 소비패턴(만화(국회도서  무료)‧ 화(택배 탈서비스))의 에서 볼 

때, 비싼 교통비를 들여 임해부도심까지 가서 만화‧ 화를 람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

려 거액의 세 을 사용한다면, 국민이 만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주

장했다. 특히, 산업 인 측면에서 최근 ‘코미 ’(comic market 만화마켓)의 성황이 설립근

거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미 규모 동인지( 人 ) 직거래 시장( 売 )은 다양한 장르와 

자유로운 참가자들이 교류하고 있다. 이미 자율 으로 진행되는 만화마켓을 더욱 진한다

는 목표는 실제 문화계의 실과 유리된 채, 정책  효율성을 높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 , 부분의 만화계 인사들은 이러한 ‘긴 경제 책’에 해서 한 목소리로 비 했

다.36) 후 최악이라는 장기불황 속에서 쓸모없는 거  시설(箱 , 하코모노)에 한 거액

의 지출에 해 정부의 형 인 ‘나눠주기’, ‘낭비’라는 비 이 야당에서 거세게 제기되었

다. 만화시장에 ‘국립’이라는 발상 자체가 문화 자생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보기 

어려웠다. 한, 계획 자체가 가진 문제로서 2-3년 내로 완성해 2011년에 개설한다는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비 이 가장 높았다. 결국 이 건설계획은 2009년 9월경 무산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인재육성 등처럼 ‘소 트한 지원’으로 변경되어 나갔다.

34) [アニメ美術 は「国立の 」 主·鳩 が , 新 　2009-05-09]

35) [国立マンガセンターに 家激 「 のギャグ」2009-05-30]
 http://www.zakzak.co.jp/top/200905/t2009053001_all.html

36) [マンガ きだからこそ「国立メディア芸術総 センター構想」には あり, 日 新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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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도쿄 올림픽 개최 계획도
※ 출처: [2016도쿄올림픽입후보 일(2009년 2월 13일)], p. 128, 재구성)

3) 유치계획의 쟁 들: 콤팩트‧환경올림픽?

2005년경 유치 반에는 도쿄도는 요요기공원과 메이지신궁( 治 宮) 주변에 규모의 

재개발 계획을 내세웠다.37) 그러나 복합 인 요인으로 인해 2006년 5월 ‘2016년 도쿄올림

픽기본방침’에서 도유지(都 )인 임해부도심에 츠키지-미디어센터, 쥬오구·하루미(中 ·

)-주경기장, 아리아 ( )-선수 으로 구성된 클러스터(cluster) 건립 등을 골자로 한 

‘개최 심지 변경안’을 발표했다( 篤, 2010). 2009년 2월 12일 IOC에 입후보 일을 제

출했다. 4월 IOC평가 원회가 도쿄를 시찰하고, 6월 ‘IOC개최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 다. 

IOC신청 일 『TOKYO 2016 Applicant City』을 보면, [그림 5-4]와 같이 경기회장을 ‘콤팩

트’와 ‘환경을 배려’하면서 건립한다는 을 강조했다.

올림픽 회장은 크게 ‘헤리티지 존’(Heritage Zone: 1964년 올림픽 유산)과 ‘도쿄베이 

존’(Tokyo Bay Zone: 2016년 올림픽 핵심 시설들) 등 4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었다. 당시 

유력한 입후보지 던 미국 시카고가 계획한 반경 10km 올림픽에 한 경쟁력을 높이기 

해, 보다 축소된 8km로 도쿄도의 계획은 더욱 수정된 것이었다. 올림픽이 가져올 도쿄의 

미래상에 해서 “고기능성, 안 , 환경, 잠재력 향상, 성숙사회의 품격으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도쿄의 력”으로 제시된 측면들은 ①도시기능의 고

도 집 ·집 , ②도쿄로 표상되는 일본문화의 힘, ③개최도시의 재정이었다. 이는 이후 

37) 이 계획의 요 은 1964년 올림픽 시설인 국립가스미가오카( ヶ丘) 육상경기장을 규모로 개·증축하고, 메이지신궁 
주변에 국제올림픽돔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유지(国 ) 던 메이지신궁 주변에 한 용지취득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경기 단체와 계자들도 올림픽 경기의 표 과 규격 등에 합지 않다고 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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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년 후 도쿄도 실행 로그램 2008｣에서 도쿄의 환상도로네트워크 정비계획

으로 구체화되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의 시설들인 ‘올림픽 유산(heritage) 활용과 집 조

성(cluster)·비용 감(cost-down)을 슬로건 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변경된 이러한 

계획이 더욱 콤팩트해졌지만, 많은 신설 시설들로 오히려 비용은 378억 엔으로 증가되었

다. 시설도 도심 역으로 분산되면서, 경기시설의 집 도는 떨어지게 되었다.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카본마이 스올림픽(Carbon Minus Olympics)’이라는 개념

을 제창했다. 회 개최를 기념해 도입될 이산화탄소(CO₂) 배출삭감 책에 의해, 삭감효과

가 높은 회를 지향했다. ‘태양 , 태양열, 풍력, 폐기물계 바이오매스(biomass) 연료 등 

클린에 지를 이용해, 10만 명 수용 규모의 올림픽주경기장은 옥상에 태양 발  패  탑

재를 모색했다. 선수 도 목재를 이용해 옥상과 벽면을 녹화하고, 건축물 에 지 리시스

템(BEMS)을 도입해 에 지 소비량을 약하는 등 신설 경기시설  5곳은 이후에도 활용

한다는 계획이었다( 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 部, 2010:578).38)

한편, 항만국 임해개발부 해상공원과에서 ‘바다의 숲( の森, Sea Forrest) 로젝트’를 

추진했다. 쓰 기와 잔토로 매립된 도쿄만 최남단인 ‘ 앙방 제 내측처분장’에 나무를 심

어 숲으로 변경하자는 로젝트 다. 높이 30m, 면  88ha(히비야공원(日比谷 )의 약

5.5배)에 이르는 쓰 기 산은 1973-87년에 걸쳐 약 1,230만t에 이르는 쓰 기로 조성된 것

으로, 리사이클 토양과 건설발생토 등이 표면에 층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5-5, #1]. 도쿄도

심의 CO₂ 흡수율을 높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바다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바람의 길’의 

기 을 한 녹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16년 완

성이 목표 으나, 이미 조성 (5억 엔) 모 이 완료되었다( 京都 審 , 2005).

“도쿄만 쓰 기 매립지를 신록이 풍부한 숲으로 바꾸는 
‘바다의 숲’ 로젝트…새로운 바람이 바다에서 도쿄의 
거리에 불어올 것입니다… 컨 , 메이지신궁, 이 깊고 
아름다운 숲은 국에서의 헌목(献木)과 당시 은이들의 
자원 사(식수)로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에 맡길 뿐만 아
니라, 시민의 ‘뜻’으로 숲을 만들어 가는 것은 오늘의 세
계  규모의 환경문제에 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에 쓰 기산이 존재하지만 「바
다의 숲」은 도쿄의 숲만이 아니라, 지구의 숲으로서 세
계를 향해 ‘자연과 공존한다’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
다. 일찍이 불타 황폐해졌던 거리 던 도쿄는 우리 선
의 노력으로 부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신
록이 풍부한 숲을 만들어, 차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도쿄, 
일본 그리고 지구를 해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뜻’을 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바다의 숲: 도심으로 향하는 바람길
#2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메시지(녹색의 도쿄(緑の東京) 
모 실행 원회, 바다의 숲 사업 원장)39)

[그림 5-5] ‘바다의 숲’ 로젝트: 바람길 지도와 메세지

38) 2008년 6월 도쿄도는 ‘환경확보조례’의 개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책을 도입했다. 도쿄도는 배출주체의 자주
 조치의 한계를 지 하고, 총량삭감의무를 법으로 정했다. 일본 경단련과 재계는 종래의 국가정책을 존 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던 반면, 찬성 인 환경NPO나 매스미디어에서는 자치체와 국가를 견인하는 진일보하는 것이라 환 했다. 경 학자 
아오키( 一益, 2010)는 이 정책이 배출주체의 구성과 정치  합의형성의 기회가 낮았다는 을 비 했다. 

39)「 の森」プロジェクト http://www.uminomori.metro.tokyo.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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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숲’ 모 실행 원장 안도는 1995년 고베 지진의 참상을 목격한 뒤, 도시생활이 

가진 험과 쾌 함이라는 양면성을 잊고 살았다고 회고했다. 단지 건축의 ‘양식’만이 아니

라, 인간의 생활을 지키는 용기(容 )로서 재인식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확장’해온 일본의 

도시구조가 지진재해의 피해를 크게 만들었다고 비 했다. 앞으로는 안 성을 고려하고 지

역성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을 앞으로는 진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다. 도로·철도 복

구나 도시계획 등 물리  부흥도 요하나, 그 빈틈을 이어가는 사람들 사이의 연 에 주

목했다. 그는 ‘부흥지원10년 원회’에 참가해 ‘유아육 자 ’의 모  목표(1인당 1만엔, 5천

명, 십년간 5억엔)을 불과 2개월 만에 달성할 정도로 향력을 발휘했다.

안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도록 직  나무를 심는 ‘효고( ) 그린 네트워트 운동

(Hyogo Green Network Movement, 부흥주택12만5천호의 2배, 25만개)40)을 주도했다. 

2000년 효고  아와지시(淡路 )에서 2000년 3월 18일~9월 17일까지 184일간 개최되었던 

아와지꽃박람회(Japan Flora 2000) 회장 내 빌리온과 ‘아와지 꿈의 무 (淡路 台) 국

제회의장’을 설계를 담당했다. 즉, 오사카만( 阪 )의 매립지용 토사채굴장의 철거지에 

록을 통한 재생을 해, 사람과 자연이 교류하는 무 를 만들었던 것이다. 기존의 원 박

람회와 달리 키우는 것에 익숙하고 친숙해지는 ‘참가형’ 박람회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다의 숲’ 로젝트는 ‘시민참가형‧친환경 그린 재생 로젝트’라는 이미지를 ‘올림

픽’에 부여해 갔고, ‘2016년 도쿄올림픽 계획’의 총  건축가가 되었다(安藤忠雄, 2008a).

마지막으로 올림픽 비 이벤트  ‘그린 도쿄 건담 로젝트(Green Tokyo Gundam 

Project)’란 2009년 7월 11일-8월 31일까지 52일간 ‘도립시오카제( )공원’에서 개최된 

로젝트 다. “건담 녹색 지에 서 있다”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로젝트는 

‘그린 도쿄모 ’과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을 응원하기 해 오다이바에서 개최된 이

벤트이다. 녹지가 풍부한 도시재생과 매력이 넘치는 ‘지역만들기(まちづくり)’를 해서, 도

민과 행정, 기획이 하나가 되어 도쿄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로젝트 다.41) ‘녹지가 풍부한 

도시 도쿄의 재생의 심볼’로서 18m의 실물 크기의 ‘건담(입상)’이 ‘올림픽 서포터’로 세워

졌다. 이후 련된 많은 이벤트들을 개최되면서, 인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건담시리즈’  ‘그린 건담’은 재 세 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작품 스토리의 연 성으

로 세워지게 되었다(ダイヤモンド , 2009), ‘건담탄생 30주년 행사(2009년)’에는 4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42)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폭넓은 세 로부

터 지지를 받고 있는 건담을 통해, 인류평화와 녹지가 풍부한 도시 도쿄의 재생을 알리는 

40) [阪 ‧淡路  , を る:　建築家‧安藤忠雄さん,　 新 　1999-07-06]

41) 1979년(‘TV아사히’) 첫 방  이후 수많은 연작 시리즈와 외 들이 제작되었다. 선악구도의 히어로식 구성이 아닌, 
방의 세계 과 가치 의 충돌로 인한 갈등을 객  시각에서 묘사했다. 지구환경과 인구문제로 인류가 달과 지구 사이
의 인공거주지 ‘스페이스 콜로니’ 건설과정을 다뤘다. 인간능력을 10배 이상 발휘할 수 있는 모빌 수트(mobile suit)를 개
발해 병기화한 것이 바로 ‘건담’이었다. ‘건 라(건담 라모델, 매고 4억개, 2011년 3월 재) 심의 매에서 
상 심으로 마 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재 약 1천억 엔의 거 시장인 일본문화(‘쿨재팬’ 정책)의 선두주자로서 
주목되고 있다(ダイヤモンド , 2012). [ガンダム, 世 へ「クールジャパン」の う 金石に, 新  2012-04-14].

42) [그림 도쿄 건담 로젝트] URL http://www.greentokyo-gundam.jp/index.html(검색일: 20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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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취지 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2012년 4월 오 한 쇼핑몰 [다이

버 시티 도쿄(Diver City Tokyo)]에 테마 크 [건담 런트 도쿄(Gundam Front Tokyo)] 

운 을 개시한 기념으로 ‘18m 건담(입상)’이 다시 세워졌다. 국내외(일본과 아시아)에서 상

당한 람객들을 모여들면서, 애니메이션 팬과 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되고 있

다.43) 그런데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임해부도심에 세워진 건담에 한 소비는 ‘커다란 이야

기’, 일본 고도성장의 노스탤지어에 한 소비가 더 강했던 듯하다.44)

#1 그린도쿄건담(홈페이지)
(2009-07-11~08-31)

#2 ‘그린건담’ 앞에 몰려든 인
(2009년)

#3 Diver City Tokyo, 건담(입상) 앞에
서 포즈를 취하는 국 남성 객들
(2012-02-11, 촬 : 필자)

[그림 5-6] 그린도쿄건담: 올림픽 환경 이벤트에서 테마 크로

그런데 올림픽 유치활동에서 내걸었던 친환경 인 표 과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도쿄베

이존’은 환경 으로 볼 때 여 히 많은 문제 들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설명했

듯이(제3장 제3 ) 과거 공업지 와 기반시설이 입지했던 곳이었다. 재도 쓰 기처리(소

각·매립)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이 지역에 한 환경 양평가는 도쿄도와 시민사회 

측이 서로 엇갈린 평가결과를 내놓고, 의견갈등이 매우 첨 하게 립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곳의 지반은 액상화(液状 , liquefaction) 상의 험성이 상당한 높은 

‘매립지’이다( 京都防 部 , 2006:4). 액상화는 지하수 가 높거나 은 느슨한 

사질지반에서 일어나는 상이다. 지반의 지지력이 하되거나 상실되어, 하수의 역류와 

건물의 기울어짐, 매몰, 심지어 붕괴를 가져온다. 문제는 액상화가 한번 발생한 이후에는 

지반의 균일성이 약화되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若 寿 , 2011:3-23;

治, 2011). 따라서 지진·츠나미( 波)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상될뿐더러, 올

림픽 개최 시에 비가능한 수용인원의 범 를 과한다는 거센 비 도 제기되었다. 

43) 주최는 ‘그린 도쿄 건담 로젝트 실행 원회’가 담당했고, 후원은 경제산업성과 ㈔일본공원녹지 회, 도쿄올림픽·패
럴림픽실행 원회, 임해부도심지역만들기 의회가 했다. 반다이 남코 그룹(Bandai Namco Group) 기획한 이 행사는 니
신(日 )식품, 야후재팬, 스카 (skapa)와 올림픽 주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사, 그리고 세 일  팬과 도쿄를 거
으로 결혼식 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  테이크 앤 기  니즈(Take and Give. Needs)가 찬사로 참여했다. 력은 캐논, 
일본여행, 오다이바의 양  교통시설(유리카모메‧린카이센), 솔라시티 팬이 맡았다.

44) 과거 80년  ‘건담’ 팬들은 가공의 ‘커다란 이야기’에 한 정열(소비)이 유지되었던 반면, 90년  ‘에반게리온’ 팬들
은 이야기 없는 정보집합체인 ‘커다란 비이야기’만 소비된다( 英志 1989; , 2001=2007:8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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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활동을 둘러싼 립: 성장연합 vs 이벤트연합

IOC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 해서는, 개최 도시 단 를 넘은 국가의 재정보증

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올림픽 유치를 지지한다는 국가  분 기 조성과 실질 인 경

제  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개최도시만으로는 메가이벤트 개최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998년 나가노올림픽 이후 개최비용  ‘국고 부담 50%’으로 각

의 결정한 바 있다.45) 도쿄도는 건 재정 지자체라는 자신감과 함께 올림픽 개최 비기

(매년 천억 엔씩, 립  4천억 엔)을 내세웠다. 재정계획은 주요시설의 정비비를 포함해 

앙정부의 부담비율은 1/2 이내로 하며, 새로운 시설의 리·운 은 해당 지역의 책임과 

부담이었다. 그런데 회운 비는 입장료와 방송권 등으로 조달하고, 앙정부의 경비는 

정해진 경비의 합리화로 조달하는 등 특별조치는 강구하지 않았다. 주경기장(10만+2만) 건

설이 정되었던 ‘하루미( ) 지구’는 여 히 도쿄도에 재정 인 압박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7년 12월 11일 후쿠다( 康 ) 총리와 이시하라 도지사의 합의가 

존재한다. 도의 지방세  3천억 엔 정도를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에 돌려주는 신, 도

쿄도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한 13항목(하네다공항 국제선 발착범 의 확 와 취항 거리의 

연장, 도쿄 외곽 환상도로의 조기착공, 2016년 도쿄올림픽에 한 면  지원 등)의 의

시책을 제시했다( 川 一, 2008). 더구나 이 합의는 재정력을 가진 4곳의 거 도시권(도쿄

도, 가나가와 ( 川 ), 오사카부( 阪 ), 아이치 ( 知 ))의 반  연명을 낸 직후에 

이루어졌다. 즉, 도쿄도가 법인2세의 증가분을 앙정부에 양여하는 신, 도쿄의 경쟁력 

향상을 한 정책들에 한 일종의 앙정부와의 ‘정책  교환’이었다.46)

2007년 7월 ‘ 국지사회’를 시작으로 유치 결의가 시작되어, 9월 7일에는 ‘지방6단체 회

의’47)까지 국  동의를 얻었다( 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 部, 2010:455). 그

러나 2007년 9월 11일 도쿄의 올림픽유치의 지원을 각의(閣 )에서 승인했는데, 실제로 

‘지 보증’ 정도의 력으로 도쿄도 부분의 비용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

다. 더구나 각의 승인 다음날인 9월 12일 아베 신조(安 三) 총리는 건강을 이유로 사임

한 후, 매년 총리 교체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다. 2009년 8월 30일 제

45회 의원 선거에서 ‘생활정치’를 내세운 민주당이 이른바 50여년만의 ‘정권교체’를 이

냈다.48) 민주당은 후 자민당 정권을 지탱해 온 ‘개발형 국가’에서 벗어나 ‘복지정치’를 

45) 앙정부들(미국조차도)이 자국 도시들의 올림픽 유치활동을 꺼리는 것은 개최 원조를 해 많은 보조 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앙정부가 개최도시에 보조한 액은 각기 솔트 이크(2002년) 13억 달러, 애틀랜타(1996
년) 6억 9백만 달러, LA(1984년) 7천 5백만 달러 등에 이른다고 한다(Burbank eds, 2001:33). 

46) [法人事 のうち３ の 方移 、都知事応じる… 相と 談、 定 に, 売新 ,　2007-12-11].

47) 일본에서 ‘지방6단체회의’란 국지사회, 국도도부 의회의장회, 국시장회, 국시의회의장회, 국정 회, 국정
의회의장회를 말한다. 

48) 일본 총합사회조사(일본  JGSS)(2006년)에 한 분석 연구(김범수, 2009:192)에 의하면, 자민당은 남성, 고령, 은 
도시규모, 주  계층의식의 상층, 연간 세  소득수 이 상층, 이념  성향은 보수, 학력수 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남성, 고령, 큰 도시규모, 주  계층의식의 상층, 층, 하층, 연간 세  소득수
이 평균보다 매우 높지 않은 층에서, 이념  성향이 약간 신 이거나 신 인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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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하려는 정책들을 표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림픽 유치에서 애매한 입장을 드러냈다. 2009년 7월 12일 도쿄도의

회 선거에서 총127석  민주당 54석(자민당 38석, 공명당 23석, 공산당 8석, 도의회생활

자네트워크 2석, 무소속 2석)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다. 당시 도의회 선거 쟁  세 가지는 도

쿄도가 1,000억 엔을 출자했으나 심각한 부실 출 문제를 안고 있는 ‘新은행도쿄’, 고농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이 논란이 뜨거운 츠키지시장 문제, 그리고 ‘자민당‧공명당‧민주당’이 

찬성하나 ‘생활자네트워크’와 ‘공산당’이 반 한 도쿄올림픽이었다.49) 결국 민주당은 도쿄

올림픽 유치에 해 큰 틀에서 찬성했으나, 모든 쟁 을 그 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도쿄

도 의회 내에서도 IOC총회 참석도의원도 당  15명에서 실제 10명으로 축소되면서 원활한 

력이 진행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이익배분을 도모하

는 형태의 ‘민주당형 개발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다( 辺治ほか, 2010:82). 

2008년 1월 25항목으로 구성된 올림픽 신청 일을 IOC에 제출했고, 2009년 2월에는 도

쿄올림픽유치 원회는 앙정부의 재정보증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IOC총회에서 3회 투표 결과 개최도시는 ‘ 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선정되었다. IOC 원 

106명  입후보(국가)도시의 원과 자격정지, 결석, 무효표 등을 제외하고, 도쿄는 1회에

서 22표(3 , 시카고 낙선), 2회에서 20표(3 )로 낙선, 최종 3회에서 마드리드(32)를 제치

고 리우(66)가 승리했다(리우는 3번째 도 에 성공). 리우 유치 원장은 남미 은이들의 

빈곤탈출과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했다(2014년 월드컵 라질 개최 정). 그러나 ‘남미 최

 개최’라는 의의보다는, ‘거 시장’에 한 상업  기 가 강하게 작동했다고 생각된다.

2001년 IOC 총회에서 1회 투표에서 탈락했던 오사카의 2008년 올림픽 유치 때와 비교

해, 도쿄의 유치활동이 정부와 스포츠계의 결속력을 이끌고,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일부 

정 인 평가의 목소리도 물론 있었다. IOC실사단계에서는 치안과 안 , 콤팩트한 회와 

도시정비, 공공교통 시스템의 효율과 근권, 그리고 수  높은 테크놀로지 등은 일본과 

도쿄의 장 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라질은 5번째 경제 국,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라는 명료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라질의 략은 시장의 향력이 상업주의 인 기

감을 낳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유치선정 이후 공개된 [IOC평가보고서]는 일본의 낮은 국

내 지지율과 함께 ‘다시 한 번 도쿄에서·환경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이었다. ‘성숙도시’라는 

목표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이 부족하다고 이미 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2006년 시민단체들이 연 한 [도쿄에 올림픽은 필요 없다 네트( 京にオリンピックはい

らないネット)]를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개해 나갔다. 2006년 5월에는 JOC회장에게 요망

서를, 2007년 1월에는 도쿄도유치추진본부에 각각 질문장을 제출했다. 11월 ‘2016년 도쿄

올림픽 회장 정지 견학 투어’에서는 올림픽 개최 정지를 둘러보면서, 련 문가들의 

49) [争点は新 行·築 移転·五 …都 , 売新 ,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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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함께 환경, 안 , 재정 등 문제 들을 직  확인했다[사진 1]. 반 운동 그룹은 

2009년 10월 2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IOC총회에 유치 원들을 비 하는 의미를 담아 각자 

‘사비’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IOC멤버나 고책임자를 했던 시카고의 올림픽 

반 운동50)과 연 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동을 개했다[인터뷰 1].51) 올림픽 개

발의 성장연합이 기성 정치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반면, 반올림픽운동의 ‘이벤트연합’은 

수평 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과 국경을 넘은 연 는 확 되고 있다.

“[인터뷰] 이제 와서 도쿄에 올림픽 유치한다 
해서, 일본과 도쿄의 국제  지 가 올라간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 단기간 올림픽에 도민의 막 한 
세 이 투입되면, 도쿄도의 재정문제만을 악화시
킬 뿐입니다. 하루 빨리 올림픽 유치활동을 지
해서 복지와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이 도의회에서 힘을 발휘하
기 어렵지요? 그래서 도의회 바깥에서 시민운동의 
형태로 국내·외 단체들과 연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림 5-7] 반  견학투어 “( 랑카드) 
올림픽은 필요 없다”(2007년 11월, 촬

: 필자)

[반 운동에 참여했던 후쿠시 요시코(福士敬子) 도의
원 인터뷰, 2010년 8월 19일]

한, 도쿄올림픽 유치 원회의 여론조사(총3회)와 2009년 3월 29일-4월 4일 사이에 

화조사(1천 명)를 실시했더니, 찬성 25%, 반  21%, 어느 쪽도 아니다 17%, 무 심·기타 

37%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1회(2007년 12월, 6천명=도쿄2천, 도쿄 외 4천)는 

국 62%과 도쿄 60% 찬성이었다. 2회(2009년 1월, 3천명=도쿄1천, 도쿄 외 2천)는 국 

70.2%, 도쿄 68.6%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유치찬성 40%, 반  34%, 립 27%이

라는 통계를 70% 이상의 지지로 해석한 것이었다. 올림픽 공식지정 보도주 사 요미우리

( 売)신문과 보수 인 산 이( )신문은 ‘유치찬성이 많다’고 해석했다. 반 운동 시민그

룹도 유치 원회 ‘인터넷’ 조사가 가진 표집의 신뢰도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도쿄도와 시민그룹 사이에 올림픽 유치 지지율에 한 공방이 오고가는 사이, IOC가 공

표한 2009년에 평가 원보고서에서 일본의 낮은 국내지지에 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결국 

IOC가 독자 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회)에서 2008년 2월(공표 6월)에 도쿄는 59%, 2009년 

2월(공표 9월)에는 국은 54.5%, 도쿄는 55.5%에 그쳤다. 결국 유치 원회는 2009년 4월 

3차 조사에서 인터넷(3천명), 화(1천명) 조사를 각기 실시했다. 인터넷 조사는 국 

72.6%, 도쿄 69.7%, 도외 74%, 화조사는 국 80.9%, 도쿄 73.5%, 도외 82.8%가 지지

한다고 밝혔다( 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 部, 2010:536). 즉, 도쿄도민들은 올

림픽 유치활동에 해서, 극 인 반 의사보다는 ‘ 망상태’를 지속했던 것이다.

50) 주택, 공원정비, 교육, 지역의료 등의 역에 산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카고 反올림픽운동은 2010년 12
월 5일에 “최우수캠페인(Most Valuable Campaign)”으로 선정되었다. http://www.nogameschicago.com

51) [オリンピックいらない宣 · 京 NO OLYMPICS ANYWHERE!!, News Letters(追 補正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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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도쿄도의회올림픽유치의원연맹

도쿄올림픽유치본부

기획부 유치본부 총 과 타기 의 조정

총무과

 직원 견

도쿄올림픽유치 원회
특정비 리활동법인
(NOP법인)

유치에 련된 사무 총

유치추진
부 조정과

경기계획과

운 계획과

 직원 견
* 시구정 에 해 행정조직을 
사용한 서명활동을 요청

일본올림픽 원회(JOC) 유치추진실 유치에 련된 도·시구정 연락 회의

[표 5-8]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조직 개요
* 처: 東京にオリンピックはいらないネット(2007:17)

2016년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은 유치조직의 결정권과 책임소재의 문제

다. 그리고 가장 핵심 인 문제는 바로 ‘올림픽 기부 ’과 ‘개발사업권’과의 계이다. 올림

픽유치활동에서 등장한 조직들[표 5-8]은 매우 복잡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IOC헌장

에 제시된 내용은 “ 회를 개회하는 명 와 책임은 선정된 도시에 해 IOC에 의해 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유치를 주도하는 책임자와 책임조직의 결정권은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 조직구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메가이벤트들이 동원 인 방식으로 추진되

는 것처럼, 도쿄도 역시 련 기 들에 해서 상명하달식의 조(조직  동의 요청과 서

명운동 등)를 요구하곤 했다. 

그런데 ‘올림픽헌장 규칙 34’에 의하면, 신청도시의 국내올림픽 원회로 하여  신청도

시의 활동  행 를 감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 후보지가 도쿄로 결정되고 난 후 

JOC와 함께 ‘도쿄올림픽 원회’라는 NPO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올림픽에 한 리 

청의 조직과 감독하는 행 , 그리고 실제 실행 원회가 결합된 ‘강한 국가동원 인 성격’

을 띠었다. 도민의 세 을 사용하고도 회계보고를 NPO회원에 한하여 년 1회 보고로 규정

되었다. 즉, 부분의 올림픽 추진 재정이 ‘도세’임에도 불구하고, NPO법인화로 인해 ‘일반 

도민들에 한 보고의 의무’는 사라져버렸다. NPO법인의 리 청이나 시정권고나 인허가 

취소 권한 등도 모두 도쿄도가 소유하고 있다. 실질 으로 올림픽 유치활동에 한 리 

감독 자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요컨 , 올림픽 원회

와 기 에 재정지원(기부 )을 행하는 기업들이 다시  올림픽 련 사업권을 획득하는 이

른바 ‘(올림픽)성장연합’의 순환고리를 형성했던 것이다.52)

52) 올림픽의 역사를 심으로 살펴보면, 과거 올림픽은 ‘정치-국가부흥 경제- 고 경제-미디어와 환경’으로 차 슬로건
이 변화되고 있다. 컨 , 나치즘을 얼룩졌던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경제성장을 알렸던 일본(1964년 도쿄올림픽), 상
업주의 미국(1984년 로스엔젤 스), 그리고 환경주의를 표방했던 1994년 노르웨이 제17회 릴 함메르 동계올림픽으로 이
어진다( , 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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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쿄도 실시분 유치 원회 실시분

유치
경비

입후보 일 책정 등
20억
(21억) 계획안 작성 등

19억
(20억) 계획안 재검토, 결정 등

1억
(1억)

국제유치활동
45억
(34억)

해외PR활동, IOC평가
원회 응 등

23억
(11억) 로모션 활동 등

22억
(23억)

계
65억
(55억) 계

42억
(31억) 계

23억
(24억)

유치
경비
운동

유치기운 고조, 
고 등

84억
(95억)

다른 자치체들와의 연
 등

33억
(44억)

국캠페인 등

51억 
(51억)
보조  25억
(25억)

         합 계 149억
(150억)

75억
(75억)

74억(  도보조  25억)
(75억)(25억)

* ( )은 당 정 액(2008년 2월 발행 [도쿄도 산안의 개요]에 게재), 
출처: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誘致委員 (2010:317 인용)

[표 5-9] 올림픽(장애인 포함) 유치 추진활동 경비(2006년 8월~2009년 10월, 단 : 엔)

제3  포스트 3·11 이후 개발주의의 심화

1) 남겨진 문제들: 도시재개발과 사회통합

이제 2016년 도쿄올림픽을 향한 5년여의 유치과정이 좌 된 이후, 유치비용에 한 검

정작업이 남았다. 먼  비용의 규모만으로 볼 때 과거 2008년 올림픽 유치에 좌 했던 오

사카 의 유치비용 48억 엔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막 한 액(150억 엔)이라는 을 들 

수 있다[표 5-9]. 도쿄도의 유치비용에 거센 비 과 유치 실패에 한 책임사퇴의 목소리

도 나왔다. 그러나 이시하라 도지사는 2009년 10월 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유효하게 사용

해서 최선의 젠테이션’을 했기에 ‘괜찮다’고 자평했다. 도쿄도가 재정재건을 통해 본래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 ’의 일부를 유치활동에 사용했을 뿐이라며 응해 나갔다. 

그러나 공표액 150억 엔 에 40억 엔의 민간자 에 기부한 법인의 약 1/4 가량이 도쿄

도 련단체로 표기되었다. 2009년 10월 26일소수정당인 [일본공산당 도쿄도의회의원단]은 

‘정보공개조례’에 기 해 얻은 공문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도 직원들의 해외 

견이나 국내 이벤트 등 비용항목은 도의 공비가 100억 엔이나 투입된 을 비 했다. 도

의 발표내역에 지사본국 부담분이 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공표액보다 약 50억 엔

의 세입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었다. 유치활동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상 으로 ‘청소년 치

안 책’과 ‘사회교육 비용’이 감소했다는 일부의 비 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한편, 주로 유치 원회가 고회사 덴츠(電 )와 맺은 수의계획도 비 의 상이었다. 바

로 올림픽 유치활동비 1/3이 넘은 약 53억엔을 덴츠와의 탁계약을 맺었다.53) 그런데 거

의 100%가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도의회결산특별 원회’에서 밝 졌다. 

덴츠는 올림픽개최계획을 설명하는 입후보 일작성(특히, 최종 리젠테이션 10분 상에 

53) 일본을 표하는 세계  고회사 덴츠는 1901년 창립 이래 뉴스통신업과 고업을 병행하는 기업이다. 후 경제부
흥과 함께 매스미디어의 비약  발 과 함께 근  고업을 도입해 성장해 나갔다. 특히,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일본오사카만국박람회를 계기로 국가  이벤트와 스포츠 이벤트에 극 으로 진출해, 다양한 고성과를 올리면서 업
역에서 확 를 꾀했다. 그 결과 1973년 미국 고잡지 『Advertising Age』가 선정한 연간거래고 순 에서 세계1 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내외의 다양한 메가이벤트의 업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성미디
어 사업과 IOC에 의한 ‘올림픽 방 권’ 탁 매회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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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엔) 등으로, 유치본부가 32억 800만엔, 유치 원회가 21억 3400만엔으로 탁계약을 했

다. 덴츠는 유치 원회에 이미 4명의 원을 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덴츠와 련된 수의

계약(유치본부 99.6%, 유치 원회 100%)에 한 비 은 매우 거셌다.54)

한편, 츠키지시장 부지에 ‘올림픽미디어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많은 반 여론에 부딪

히게 되었다.55) 이 시장은 1934년 건립되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을 뿐더러, 석면

(asbestos) 검출되어 더욱 문제가 되었다. 도쿄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면에 내세우면서, 

츠키지시장을 임해부도심 에 치한 도요스(豊 )로의 이 계획(2014년까지)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매업 심인 재 시장의 재구조화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에 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립되었다. 특히, 도요스는 ‘도쿄가스공장’이 철거된 부지로서, 지하수와 

토양의 심각한 오염(벤젠, 시안화합물, 납, 비소 등)이 밝 지면서 비 여론은 거세졌다.

특히, 폐기물 처리에 의한 매립지는 안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츠나미 험성)과 환경

(침출수, 건설토 등) 측면에서 보다 섬세한 근이 필요하다. 결국 이후 2000년  츠키지시

장 이  논쟁에서 나온 환경 향평가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는 2016년 도쿄올

림픽 유치활동 과정에서 반 운동의 한 논거가 되었다. 실제로 환경기  1천배에 이르는 

벤젠이 검출되면서 도쿄도는 2007년 11월 발표에서 뒤늦게 670억 엔 규모의 토양오염 책

이라는 수습책을 내놓기도 했다. 2008년 10월 31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도지사는 임해부도

심 핵심시설들 의 하나인 도쿄국제 시장 도쿄빅사이트(Tokyo Big Sight)에 미디어센터

를 설치하는 변경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올림픽 유치 좌 로 계획들도 폐기되었다.56)

산은 약 288억 엔, 이  련 경비는 약 21억 엔에 이르는 시장 이  계획임에도 불

구하고, 심각한 토양오염에 한 충분한 조사와 책은 미비한 상황이라 비 받고 있다(

郎, 2010). 일본지반공학회는 지조사를 통해 도쿄만 연안에서 ‘액상화’가 확인된 면

만 어도 약 42k㎡로 세계 최 (도쿄돔 900개분, 뉴질랜드 지진 34㎡ 과, 고베 지진의 

약 4배 이상)라고 발표했다.57) 향후 30년 이내에 도쿄권에 직하형(直下 ) 지진의 발생확률

은 공식 으로 약 70% 이상이 다. 2011년 4월 22일 도쿄도 정례회에서 이시하라 도지사

는 일부 수도기능(증권시장 등)을 분산할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수도의 백업(backup)기능

54) 비 여론의 핵심은 단지 수의계약방식과 련된 ‘특혜의혹’만이 아니었다. 올림픽 유치활동이 결국 덴츠를 비롯한 
“미디어기업을 한 메가이벤트라는 비 ”은 날로 상승되는 ‘올림픽 방 권료’와도 연 된다고 할 수 있다(五 招致
ワーキングチーム(2010), 『都 主  2016 五 招致 動に対する 書』).

55) 도쿄도 내에는 11개소 도쿄도 앙소매시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츠키지시장은 수도권 인구에게 공 되는 수산물(일본 
내 최 ), 청과물(도쿄내 2 ), 양계류, 각종 가공류 등을 공 하는 ‘일본·도쿄의 부엌(日 · 京の台 , Tokyo’s pantry)’
이라 불린다. 문화인류학자 베스터(Bestor, 2004:17)는 도쿄의 츠키지를 복잡한 문화  건조환경이라 봤는데, 17-9세기의 
도쿠가와 시 와 산업 인 상업문화의 사회-문화  환경을 연결하는 역사  기억의 공간이라고 규정했다. 도시문화의 
진정한 형태(authentic version)로서, 오래된 시타마치(下 ) 생활이 으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다.

56) 이 과정에서 ‘시장 이  계획’에 한 재검토를 약속한 민주당 소속 도의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결국 2011년 
3월 11일 도의회 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1표 차이(민주당 소속 의원의 이탈)로 이 계획은 가결되어 버렸다. ‘도쿄도 앙
소매시장 츠키지시장의 이 ‧재정비에 한 특별 원회’ 원장이었던 하나와 도모후미(花 史)은 민주회 를 이탈한 뒤 
무소속으로 찬성해 버렸다. 그 결과 찬성 63표  반  62표의 1표 차이로 이 계획은 통과되기에 이르 다. [築 関

予 が 立＝14 中の豊 移転目 す―都 , 日新 , 2011년 3월 11일].

57) ‘도쿄액상화 측도’는 다음URL을 참고 http://doboku.metro.tokyo.jp/start/03-jyouhou/ekijyouk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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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 오피스 공 량의 변화
출처: 森トラスト(2006), 『東京23 の 模オフィスビル 給量
調査'06』, p. 4)

#2 신설주택착공수의 변화
国 交 『 宅 工統計』,　 版.
(출처: 上野淳子(2008:108)　재인용)

[그림 5-8] 도쿄23구에서 상업시설과 주택착공수의 변화(1995-9년과 2000-4년 비교)

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른 3  도시권( 阪 · 知 ) 지사들도 공감했다.

그 다면 이제 올림픽 유치활동이 활달하던 2006년 즈음에 확 된 ‘도심 심의 재개발

정책’이 가져온 도쿄의 개발 황을 심으로 검해 보자. 

[그림 5-8]은 도쿄의 도시재개발이 도심의 특정한 지역에 집 되면서 규모화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좋은 지도이다. 규모 오피스 공 량(#1)은 버블붕괴 후 1994년(공 건수 49

건, 공 량 183만㎡)을 정 으로 1999년 바닥을 친 뒤, 증가해서 2003년(43건, 221만㎡)로 

두 번째 정 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공 건수로만 보면 버블붕괴 후인 1994년 만큼은 아

니지만, 공 량은 1994년을 넘어섰다. 이는 오피스의 고층화와 규모화로 인한 증가분임

을 알 수 있다.58) 지역 으로 보면, 23구 체 에서 도심3구의 오피스 비율은 버블경제

기~1990년 까지 40% 후 다. 그러나 2000년  후반이 되면 도심3구가 체의 70%

가 되며, 이들 모두 도시재생긴 정비지역 내에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신설주택건설호수(#2)를 보면, 버블붕괴기부터 경기회복기까지 10년간 주택의 착

공호수는 일 되게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은 주택공 호수의 증가율로서, 도시

재생긴 정비지역을 포함한 ‘도심과 임해부의 도쿄만 지역들’(시나가와/미나토/치요다/

오/고토구)에 집 되어 착공되고 있다는 이다. 특히, 버블경제기에 지가폭등으로 거주하

기 어려웠던 도심3구에서 2000년 에서 주택착공 호수가 1990년 의 2배로 증가하고 있

다. 이는 도심3구의 오피스와 주택의 공 량이 함께 증가하는, 이른바 ‘복합  개발(즉, 용

도복합화와 규모화)’이 확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으로는 미나토구의 시오도메(구, 

국철부지)와 록본기(구, 방 청 부지)는 민간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던 지역이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계획에 해 일본 건축계가 기 했던 제안들[표 5-10]을 살펴보자(今

58) 좀 더 자세하게는 오피스 1동당 연면 이 5년마다 평균 2.86만㎡(1990-4년), 3.17만㎡(1995-9년), 4.5만㎡(2000-4년)
으로 일 되게 증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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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쟁

도시의 역사 � 후 도쿄의 역사: 동→서 스 롤, 도시환경의 불균형, 
� 각 구역별 다양성을 살리는 략이 요구됨

지세( 勢)
� 시타마치(下 , 서민가, 스미다강 하구의 평지, 1950년 의 심)와 야마노테

( の手, 주택가, 완만한 구릉지 , 1960년  개발 시작)
� 역사  문맥과 첩되면서 도쿄의  상황을 형성하고 있음

도시  성숙 � 도쿄는 올림픽 유치를 지탱할 도시 인 라 이미 확보된 도시임
� 문제는 어디에 어떤 회장을 만들고, 어떤 미래상을 제시할 것인가임

도시  
스톡(stock)

� 1960년  당시 도시 주변부 규모 집합주택 개발지(도쿄 서북부지역인 기타
구( )의 아카바네단지( 羽団 )와 이타바시구(板橋 )의 다카시마다이라 단
지(高島 団 )60)

� 장기 인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맞는 재개발의 범 와 도시환경이 요함

녹지 � 야마노테에는 도시공원이 정비된 반면, 시타마치의 녹지면 은 부족함
� 평 화된 환경이 아닌 생활문화에 근거한 근가능성 높은 녹지 제공 필요

주택공 정책
� 집합주택(일본의 단지(団 )) 계획이 부족한 채 진행됨
� 건설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도래하는 시기(올림픽 주택 건축의 계기?)
� 개발주체(국가/민간)의 주도권보다, 장기 인 망과 생활설계가 필요함

[표 5-10] 올림픽 계획을 평가하는 기 과 쟁 (今井公 郎ほか, 2006)

井 郎ほか, 2006). 지 까지 도쿄도의 ‘주택공 정책’과 련해서 살펴볼 때, 2003년 도

쿄도 주택국이 발행한 [도쿄도주택백서( 京都 宅 書)]에 의하면, “맨션의 노후화는 심각. 

2002년말 재에 도쿄의 분양 맨션의 스톡은 체로 74만호, 그  2000년말 시 에서 

개 건축 후 30년이 되는 노후화 스톡은 4.4만호…이후 격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만호

를 넘을 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10년에 노후화된 주택 스톡은 1960년  부근에 건

설된 건물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2016년 올림픽이 개최될 즈음에는, 1975-80년 사이에 건

설된 건물들의 ‘노후화’가 인정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59) 

요컨 , 이시하라 정권은 도쿄도는 ‘수도권’, 더 정확히는 ‘도쿄도심’의 도시재생이 곧 

‘국가의 발 ’이라고 주장했다. 이시하라 도정 3기의 정책목표의 핵심이었던 2016년 올림

픽 유치활동은 과거의 올림픽과 도시개발의 모델을 통해 이익유도형 정치를 재개했다고 평

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일부에서는 높은 지지를 했으나, 도내와 외부 모두에서 사

회통합 인 도시재생에 한 폭넓은 공감을 얻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한, 앙정부와 

정책 인 공조에 일정한 균열을 지닌 채로, 올림픽 유치 경쟁( 라질 리우로 결정됨)에서 

좌 했다. 오히려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은 일체감을 일시 으로 양성하고, 동원해가

는 과거 고도성장시 에 한 ‘노스탤지어’가 재 된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59) 더구나 ‘내진설계에 한 기 ’이 변경된 1980년  이 에 건축된 건물들의 경우는 ‘리모델링’/‘ 면 재건축’의 여부
뿐만 아니라, 그 주체와 건축 방법, 그리고 연면 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 계가 립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
도성장과 함께 도쿄의 주택부족을 해결하고자 소화40년 (즉, 1965-74년 사이)에 건설된 규모 ‘맘모스 단지들’ 에서, 
‘다카시마다이라 단지’는 가장 도심에 가까운 입지조건으로, 입거응모가 쇄도했던 지역이었다. 

60) ‘이타바시구( ) 공문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권리자들이 자주 으로 조합을 조직해 공원과 녹지 등을 20%
를 확보하는 이른바 자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행해진 지역으로서 의의도 지닌다(『 の 事 』（

部 課, 1971  3 」).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단지의 옥상과 복도 등이 자살 장소(이른바 ‘자살명소’)로서 국내
외의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했다( 『高島 団 自殺防止対 について』（日 宅 団 京 、1980 7 )). 그런데 자
살자들 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특히, 니가타(新 ))이 부분으로, 다양한 노력들에 의해서 자살자 수는 서서히 
감소되었고, 재는 다양한 규모나 형태로 개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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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1 이후 도쿄만: 해양오염‧재해쓰 기‧천연가스발 소 로젝트

3‧11 이후 도쿄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첫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 히 지속되는 방사능 유출로 인해, 도쿄만의 해양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다. 

해양오염은 지속 인 조사가 이 지고 있으나, 별다른 책은 없어 보인다. 둘째, 국가의 

‘ 역재해폐기물처리’ 정책을 수용해서, 도쿄도가 도쿄만에 치한 쓰 기 최종처리장에 방

사능으로 오염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고 있다는 이다. 지연되는 재해폐기물 처리라는 

국가시책을 도쿄도가 수용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담당업체의 선정특혜뿐만 아니라 

재해쓰 기의 국화라는 비 이 거셌다. 셋째, 도쿄도가 새로운 에 지원으로 천연가스발

소 건립계획  1개소가 도쿄만에 치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수도직하형 지진이 

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안정성에 한 의문이 일고 있다.61)

2011년 NHK스페셜 과 도쿄 학 고이부치 유키오(鯉 ) 교수가 함께 해양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했다.62) 원자력발 소 20㎞권내 바다에서 육지의 산간부 호수에서 하천까지 

범 한 조사 다. 빗물이 모인 산속 호수(즉, 담수호)에 어패류의 높은 오염도 등 범

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방사능오염지도’ 작성이 필요했던 것이다.63) 후쿠시마 방사능 오

염의 유입경로는 바다로 유출된 ‘냉각수’의 해류 상과 기 에 유입된 방사능이 잔류하

다가 빗물과 섞여 내리는 두 경우이다. 도쿄도의 앞바다인 해류 유입이 고 얕은 ‘도쿄만’

의 특성상 해 에 방사능이 가라앉아 축 된다. 실제로 도쿄만으로 흘러드는 두 강인 ‘스

미다강‧에도강(隅 川･ 川)’ 하류의 방사능 수치는 후쿠시마의 수치만큼 높았다.64)

긴키 학(近 学) 야마자키 히데오( 秀 ) 교수(환경해석학 공)도 후쿠시마 제1원

사고 이후, 2011년 12월부터 에도강( 川) 상류~하류 8개 지 과 도쿄만 36개소의 

0-5cm의 진흙을 채취해 조사했다. 도쿄만으로 들어오는 에도강의 진흙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 농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세슘의 농도가 높아졌다[그림 

5-9/#1]. 수도권에 내리는 방사성물질은 비 등을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고, 그 일부가 도쿄

만에 흘러들게 된다. 그런데 하류지역은 비교  토양오염농도가 높아, 하천의 오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상류지 에서 137Bq이었던 수치는 하류로 갈수록 높아져, 가장 

높은 곳에서는 940Bq까지 올랐다. 방사선량이 비교  높은 치바 ( ) 서부를 흐르는 

61) 철학자 다지마 마사키( 島正 ,　2012:141)는 이번 재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은 원  괴가 
래한, 정신이 아찔해지는 시간단 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원자력 발 의 권익과 계자와 련 단체들은 일찍이 만주의 
권익을 노려 모여든 군인과 민간인을 아우르는 이익 계자들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62) [다큐10+: 후쿠시마 원  사고 그 후-방사능 오염 실태, 2012-07-11(한국방 )](원작: NHK스페셜: 시리즈 원  기 
알려지지 않은 방사능 오염-바다에서 긴 보고(シリーズ 知られざる 能 染- からの緊 -, 2011-01-15(일
본방 ))는 제38회 일본방송문화기 (HBF) ‘TV다큐멘타리 로그램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등 향을 미쳤다. 이후 도쿄
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높은 핫스팟(hot spot)에 한 논의도 거세지게 되었다.

63) 2012년 10월 8일 ‘일본 랑크톤학회·일본밴토스(Benthos)학회’는 “ 랑크톤과 밴토스-3·11 지진과 방사능물질의 
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진·츠나미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향 계(제1부)와 방사능물질·화학물질의 
확 경로(제2부)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64) 과거 체르노빌 사고에 비해 후쿠시마 사태가 훨씬 더 범 한 오염지역을 낳는 원인  하나는 바로 거  도시권 
도쿄권-도호쿠 지역 사이의 인 한 거리(약 220km)이다. 후쿠시마 사태는 근 성의 기  자명성(과학기술) 에서 ‘근
성의 공간  자명성’의 기  범주, 즉 도시와 배후지의 상호 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김홍 ,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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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강( 川)과 에도강이 합류하는 지 에서는 합류 에 324-5Bq이었던 수치가 합류후에

는 740Bq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어느 지 에서도 국가가 그 로 매립할 수 있다는 기

인 8,000Bq는 크게 돌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도쿄만 내에서도 에도강·아라강( 川) 하구 

근처에서는 비교  높은 수치가 측정되고 있어서 문제 다.65)

#1 에도강 해  방사능세슘 농도(Bq/긴키  조사) 
출처: [セシウム濃 、 戸川下 ほど高く　近 、川

の泥調査, 朝日新 , 2012-03-15]

#2 도쿄도 환경국 쓰 기처분장 치도
출처: 도쿄도東京都・環

[그림 5-9] 도쿄만의 환경상황: 방사능 농도와 재해쓰 기 처리

다음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쓰 기(がれき) 처리문제가 진재처리문제로 부상했다. 결

국 도민들의 반 에도 불구하고, 도쿄도는 2011년 6월 이시하라 도지사는 재해지 폐기물을 

수용할 것을 표명했다.66) 이후 도쿄도는 도쿄환경정비공사에 이와테 ( ), 미야기

(宮城 )부터 재해 폐기물의 수탁을 제로 70억엔 출 을 계상해서, 7월 1일 도쿄도의

회 제2정례회에서 의결했다. 9월 30일 이와테 , 도쿄도, 환경정비공사 3자가, 11월 24일 

미야기 , 도쿄도, 환경정비공사 3자가 ‘재해폐기물처리기본 정’을 체결했다. 이후 이와테

과 미야기 은 각기 도쿄도환경정비공사에 운반처리에 한 업무 탁계약을 실시했다. 

그런데 업무가 실시되는 흐름은 첫 번째 루트는 산업폐기물처리회사의 루트로, 복수의 

산업 폐기물 업자에게 탁할 수 있으나, 최종 으로는 도쿄 력의 자회사인 ‘도쿄임해리

사이클 워’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 루트에서는 이와테  미야코시(宮古 )의 쓰

기를 2011년 11월에 시험 소각을 실시한 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만 톤, 

4-6월까지 1만 2천 톤 수용하게 되었다. 업무의 흐름은 산업폐기물업자가 쇄‧분별을 실

65) [ 能 染を追う, 川のセシウム, 下 ほど高く, 京新 　2012-03-30].

66) 재해쓰 기 수락을 표명한 9월말부터 11월 까지 도쿄도에는 3,328건 메일  화가 있었는데, 2,874건이 반 나 
항의 고, 찬성은 200건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도민들의 항의에 해 이시하라 도지사는 ‘도쿄도정례회’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면 별도이지만, 모두가 력하고 힘이 있다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모두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인
이 못쓰게 된 증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불만들에 해서 “입 다물라”는 표 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がれき処
反対には「黙れ」石 都知事「 の 必 」, 新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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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후, ‘임해 리사이클 워’에 소각을 탁한 후, 남은 재를 도쿄도의 앙방 제에 처

분한다. 두 번째 루트는 ‘도쿄도 23구 청소 일부사무조합’의 루트로, 미야기  오나가와쵸

( 川 )의 폐기물을 수용하고 있다. 2011년 12월 시험 소각을 오타( ), 시나가와(品川) 

청소공장에서 실시했다. 2012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3월부터 본격 소각을 실시하

고 있다. 세 번째 루트는 도쿄타마 역자원순환조합 루트로, 타마부( 部) 6개소의 청소

공장에서 2012년 6월 이후 1만 톤을 소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루트는 소각재를 앙방 제의 리형 처분장에 처분하고, 제

3루트는 히노데쵸(日ノ出 )의 닛츠카(二ツ ) 최종처분장에서 처분한다. JR화물 컨테이 로 

시나가와 터미 로 옮겨진 뒤, 각 처분장까지 트럭으로 운반된다. 처리량은 당  50만t 수

락을 표명했지만, 그 80%에 해당하는 40만t이 제1루트(산업 폐기물 루트), 나머지 10%(5만

t) 두 개를 제2루트(23 )와 제3루트( 部)로 처리할 계획이다(타마부는 5만t에서 1만t으

로 변경됨). 도쿄도가 비한 출 은 첫해 70억엔에서 3년간에 총액 280억엔이며, 2012

년도분은 106.5억엔이었다.67) 도쿄만(임해부도심 인 )은 도쿄 23구의 쓰 기가 처리되는 

쓰 기 소각장·매립지가 치해 있다[그림 #2].68) 도쿄도 환경국은 재해폐기물의 환경 책

으로 재해폐기물의 방사능측정결과를 공표했다.69) 문제는 최종처분장에 ‘매립’해서 처리하

는 방식이 도쿄만 환경에 미치는 향은 결코 미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3・11직후 도쿄도는 도내 일부지역에서 충분한 사 공지나 검토도 없이 ‘계

획정 ’이 진행되었다. 이에 해당 거주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어두운 거리는 도쿄의 

이미지를 악화시켰다. 이후 국 54기 원자료들의 가동 단 등으로 국가 인 시책으로 

공서(30%)뿐만 아니라, 사기업들까지 력사용 제한이 강제되었다. 기업들은 토·일 조업으

로 환하거나, 기업내 자가발 을 증강시켰다. 공기조 ·조명의 사용 억제나 LED 환 등 

노력을 계속해 왔다. 각종 미디어에서 매일 력사용량을 제시하면서 각 가정에서도 

을 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세계도시 도쿄’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악 향을 미쳤다. 

도쿄도는 원활한 력공 을 해 낡은 화력발 소를 재가동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

해 5-6년 후에는 고장이 잦아질 것으로 상된다. 낮은 발 효율과 이산화탄소・질소산화

물 배출 등 환경문제도 제기되었다. 2011년 7월 시작된 ‘ 력사용제한령’을 9월에 해제 이

후 도호쿠( ) 력의 력사용률은 99%까지 육박하는 등 력공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

었다. 도쿄도는 력사용량 부분을 후쿠시마  가시와자키카리와(柏 羽･新 ) 원자

력발 소의 공 에 의존해왔다. 력의 량소비지 도쿄도가 스스로 ‘지산지소형(

)’ 에 지 확보책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자각과 안 을 확인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67) 시즈오카 ·시마다시( ·島 )와 후쿠오카 ·기타큐슈시( 九州 ) 등 재해폐기물처리업무는 2013년 12월
말 이 에 역처리가 완료할 정이다. 

68) ①8호지( ･ , 매립용량 371만t), ②14호지( ･ の島, 매립용량 1,034만t), ③15호지( ･若 , 1,844만
t), ④ 앙방 제내측매립지(1,230만t), ⑤ 앙방 제외측매립처분지2(5,210만t, 2004년말 재), ⑥하네다앞바다( ･羽

, 168만t), ⑦신해면처분장(270만t)이 각기 매립되어 있다. 

69) [ 害廃棄 の環 対 ] http://www.kankyo.metro.tokyo.jp/resource/disaster-waste/kankyo-taisa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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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이노세 나오키( 直 ) 도쿄도 부지사70)를 장으로 한 ‘도쿄 천연가스발

소 로젝트 (환경국·교통국·하수도국 등 도청의 계 9국 횡  조직)이 담당하고 있

다.71) 100만kw규모의 발 소 건설(원자력발 소 1기분에 해당)을 목표로, 9월에는 5개소의 

계획지를 발표한 뒤, 2012년 5월 카사이( )물재생센터( 川 )·스나마치( )물재생센

터( )· 앙방 제외축매립지(귀속 구( )는 미정) 3개소로 좁 졌다. 

력공 사업자(IPP)로서 신 력·특정규모 기사업자(PPS)로서 사업을 조합하면, 채산성

이 있다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도쿄도는 발 소 정 용지 3개소에 해 근수속을 2012

년 6월에 개시한 바 있다.72)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 소 사건 이후 력부족분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쿄 력 외에도 다른 선택사항을 마련해서 탄력 인 력시장으로 개 하

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5월 16일 경제산업성 에다노 유키오( 野 ) 장 의 면회에서, 도쿄 력의 노

후된 화력발 소의 개선과정에 신규사업자들의 참가 진을 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자

 면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행의 3.5%에 불과한), 새로운 력공 을 30%까지 늘리는 

정책을 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7월 18일에는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 久) 국가

략 신에게 ‘노후화된 화력발 소’의 갱신기간의 단축을 해, 환경 향조사의 수속을 간

소화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7월 28일에는 도쿄만에 화력발 소 10개를 400억 

규모의 펀드(국내외)로 조성한다는 새 계획도 내놓았다.73) 

이처럼 3·11 이후 재해처리 수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지 방사능의 문제뿐만 아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기존의 도쿄와 도호쿠 사이에 도시와 배후지 간의 계와 기능·역할 

배분의 구조가 환되고 있다. 이 과정은 상 외로 도쿄 심의 강화(도시인 라와 력 

공  등)의 형태로 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74)

70) 이노세 나오키(1960년생~)는 나가노시(長野 ) 출신, 리스트・논픽션 작가로서, 표 작품으로는 천황제에 한 
토지와 가요, 게임 등 인 에서 천황제를 그린 『천황의 상(ミカドの 像)(1986년)』으로 인기를 모았다. 특
히, 1996년 문 춘추( 芸 秋)에서 「일본국의 연구」 연재를 통해, 근 일본의 부의 유산인 공공사업이 가진 명암(행정의 
한계와 -   등)을 취재한 연재로 ‘독자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경력을 기반으로 개된 정치활동은 2000년 정부세
제조사회 원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행 단행평의회(행정개  담당 신의 자문기 ) 원이 되어 
특수법인 등 민 화와 련된 개 에 참여했다. 2002년부터 사법개 국민회의운 원, 도료 계4공단민 화추진 원회 
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정치활동을 계기로 이시하라 3기 시 (2007월 6월부터~)부터 부지사로 활동하면서, 도쿄정

책에 한 실질 인 실무를 이끌었다. 주도한 정책내용은 도쿄도 지하철 일원화와 환상선 도로정비, 도쿄 수돗물 해외진
출, 3・11 이후 게센 마에 고립된 사람들에 해 도쿄소방단을 보내는 등이 결단력 있는 극 인 행정 처로 인기를 
모았다. 2012년 12월 이시하라 도지사가 신당 창당을 목표로 도지사를 사퇴한 뒤, 12월 14일 의원 더블선으로 진행된 
도쿄도시사 선거에서 공선 도지사 역사상 역  최다 득표수로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71) [ 京 ガス 電 プロジェクト] http://www.kankyo.metro.tokyo.jp/policy_others/energy/index.html

72) [ 直 の「 からウロコ」- 京 ガス 電 の 補 5カ を 定: 「 」で都 の 、電 自 の
口も, NikkeiI BPnet, 2011-09-21]

73) [ 京都, 岸に 電 10基, ファンドで400 , 日 新  2012-07-28]

74) 만화 [코펠리온(COPPELION, コッペリオン), 談 ]은 작가 이노우에 도모노리(井上 徳)의 연재만화(2008년부터-)이
다. 2036년 오다이바 원자력발 소에서 일어난 멜트다운에 의해, 죽음의 거리로 변한 도쿄에서 생존자를 구원하는 자
 특수부 의 활동을 다룬 작품이다. ‘코펠리온’이라 불리는 유 자 조작에 의해 방사능 항체를 지니고 태어난 3명의 여

고생들로 구성된 특수부 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다룬 SF디스토피아이다. 2010월 9월에 애니메니션화가 발표되었으나, 
2011년 3·11이 발생하면서 지되었으나, 2012년부터 만화 연재는 재개되었다. 암울한 설정이지만 내용의 개 자체는 
액션만화 일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도쿄 도심과 인 한 오다이바에 안 신화를 강조하면서 ‘원자력발 소’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설정부터 시작해, 도쿄의 지명들이 거의 그 로 만화의 설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해서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 이 인기의 비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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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도쿄올림픽 재유치의 난 : ‘부흥올림픽’ vs ‘안 ‧안심’

2009년 10월 일본JOC 다 다 회장과 이시하라 도지사 역시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재도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욱이 동일본 지진이 일어난 3월 11일에 출마를 선언했

던 이시하라 도지사는 2011년 4월 10일 선거에서 여 히 많은 지지를 받으며 4선에 성공

했다. 4‧24 통일지방선거에서 다수의 구청장과 구의회에서 자민당이 다시 약진하면서, 민

주당은 참패하게 되었다. 2011년 6월 17일 ‘제2회 도의회 정례회 지사 소신 표명’에서 ‘진

재부흥( )’을 이념으로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재도 을 표명했다.75) 이시하라 지

사는 “본래 지방세 세수입인 법인사업세를 도쿄로부터 일방 으로 빼앗고 있다”고 비 하

면서 법인사업세의 ‘잠정조치’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기도 하다.76)

IOC는 2011년 9월 2일 2020년 올림픽 입후보 6개 도시들(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카타르

의 도하, 터키의 이스탄불, 스페인의 마드리드,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도쿄)의 신청을 수

리했다. 2012년 5월 23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IOC이사회에서 1차 형을 실시해, ‘이스

탄불, 도쿄, 마드리드’ 세 도시가 정식 입후보 도시에 선출되었다.77) 2013년 9월 7일에 부

에노스아이 스에서 열리는 제125차 IOC 총회에서 개최 도시가 결정될 정이다. 2016년 

유치계획에 비해 개선된 계획으로 종합평가에서 매우 질 높은 계획으로 평가받았다.78) 

유치비용 문제에 해서 개‧폐회식과 육상경기 등이 개최되는 메인 스타디움은 개축 

정인 국립 카스미가오카 육상 경기장으로 해서, 2016년 계획(신설(임해부도심))에 비해 소

요비용을 폭 축소했다. 2020년 변경된 계획은 콤팩트한 회장 계획(하루미 선수  반경 

8km이나 련 시설 80%가 입지)과 견고한 도시기반, 정부에 의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약 

45억 달러(약 4천억엔)의 개최 비 이 장 이었다. 단 이자 과제로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여름 력수요 피크 시 력 부족과 국민과 도민으로부터 낮은 지지율이 의문시되었

다. IOC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47%, 반  47%(무응답 30%)로 여 히 찬반이 

매우 팽팽한 상태 음을 알 수 있다.79) 

75)  1964년 도쿄올림픽 이래 56년 만에 일본 개최라는 의의와 함께 시설-재정 면에서 우수한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 60년 이상 일 되게 평화를 철해 온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에서 발
생하는 재해나 분쟁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라는 신념도 기반해 있다. 3‧11 이후 세계로부터 받
은 지원에 한 답례라는 의미로서, 지진 재해 부흥과 재해 시에 나타난 스포츠의 힘을 강조했다.

76) 2009년 10월 10일 히로시마·나가사키( 島·長 ) 두 시장이 2020년 올림픽 유치 구상(‘핵무기 폐기의 상징’)을 발표했
고, 일부는 ‘부산-히로시마-나가사키-후쿠오카’를 잇는 공동개최의 가능성( 島裕史, 2009)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0년 
IOC는 공동개최가 부 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히로시마  단독 개최도 동일본 지진 이후 백지화되었다.

77) 터키 이스탄불(2000-12년까지 4회 연속 입후보, 최종 후보지는 3회째)은 이슬람권 최  올림픽이라는 의의와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 으로서, 터키의 고도경제성장과 정부의 지원 의지와 국민‧시민의 높은 지지율(찬성 73%, 반  
3%, 무응답 25%)이 장 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선수 에서 먼 회장 배치와 신설 회장의 건설비용과 미정비된 교통 인
라와 축구유럽선수권에도 입후보한 이 문제시되었다. 스페인 마드리드(2012-2020년 3회 연속 입후보)보다 개선된 유치
계획과 콤팩트한 회장 배치와 기존의 시설들을 극 으로 활용할뿐더러 정부에 의한 강력한 지원과 국민‧시민의 높은 지
지율(찬성 78%, 반  16%, 무응답 5%)이 장 인 반면, 스페인의 재정악화 속에서의 회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뿐만 아
니라 경제 불안 속에서 찬이나 스폰서가 난항을 겪을 우려가 단 으로 지 되었다.

78) 1차 형은 IOC워킹그룹이 작성한 각 도시들의 평가보고서를 기본으로, 총 14항목(경기 회장‧회장 배치, 선수 , 국
제방송센터(IBC)‧메인 스센터(MPC), 과거 국제 회 개최 실 , 환경‧기상, 숙박시설, 교통‧수송계획, 의료‧도핑 책, 치
안‧경비 계획, 통신, 에 지, 통 ‧입국 리, 정부‧여론의 지지, 재정‧마 )에 해 최 과 최고 을 표기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각 도시의 장‧단 을 병기한 종합 인 평가와 IOC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 총회
부터 11항목에서 14항목으로 항목수를 늘리고 종합평균  신 구두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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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원회 이사장에게 일본올림픽 원회(JOC) 회장 타 다 츠네카즈(竹 ), CEО에 

JOC 부회장 미즈노 마사토( 野正人), 후원조직 평의회 회장을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

로가 배치되었다. 특히, 올림픽 원들에는 도쿄올림픽 유치에 찬성하는 재해 3 인 이와

테 ‧미야기 ‧후쿠시마 ( ‧宮城 ‧ 島 )의 지사들도 일원으로 포함되었다. 재해지 

미야기 (宮城 ) ‘미야기 스타디움’에서 축구 선  개최나 산리쿠(三陸) 연안에서 성화릴

이, 사  캠 의 재해지 유치 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치 로고는 일본이 우호의 

표시로서  세계에 보내왔던 벚꽃 꽃잎이다. “다시 돌아온다( び る)”를 의미를 담아 지

진‧재해에서 부흥과 경제의 부활, 반세기만의 하계 올림픽 개최를 이미지화했다고 한다.

물론 로 스포츠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세계도시의 계층구조의 상층을 차지하는 

FIRE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취향(tastes)(Bourdieu, P.)과 세계도시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말하자면 메가이벤트와 련된 사업의 목표는 이들에게 ‘생

활의 질’(Quality of Life)이나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임과 동시에 로 스포츠와 이벤트는 

그 ‘ 달자(乗り )’인 것이다. 부상하는 스포츠, 이벤트, 들에 해 도시를 둘러싼 계

·계층문제에 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메가이벤트의 개최가 과연 ‘ 구를 한’ 스포츠, 

이벤트, 인 것인가라는 ‘사회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Schimmel, 2001:275). 

즉, 도쿄도와 일본 국민 체의 맥락에서 도쿄올림픽이 임해부도심의 개발방향과 성찰에 

미치는 향 계가 요한 것이다. 2011년 9월 17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메타볼리

즘의 미래도시 : 후일본‧다시  부흥의 꿈과 비 ]이라는 주제로, 롯본기힐즈 모리(森)미

술 에서 시회가 개최되었다.80) 어쩌면 포스트3‧11은 개발주의에 한 성찰의 계기로도 

작용하는 반면, 과거 1960-70년  메타볼리스트이 제기했던 도시개조에 버 갈 정도의 도

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컨 , 도쿄 도심의 구 지역과 계자 단체들, 련 문가와 

지방단체, 행정 계자들 등으로 구성된 ‘스미다강( 川)르네상스 회’를 구성해 제1회 회

의를 2011년 7월 6일에 개최했다. 아마도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활동은 ‘물과 녹지’라는 

에도시 의 도시문화를 미래와 연 시키고자 했다. 특히, “스미다강 르네상스”와 더욱 더 

연동되면서 임해 남북축의 개발을 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 했듯이 임해부의 매립지에서 규모의 박람회가 개최되었던 1981년 

‘고베 포트피아’처럼 지반침하와 액상화의 문제이다[그림 5-9].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진‧츠나미의 피해를 최 한 축소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俊哉, 2005=2007:33). 나카이 히사오(中井久 , 2012:97)는 츠나

미나 방사능 피해  비와 련해서, 2차  때의 함 야마토( )의 를 들어, ‘이

79) ㈜라이 미디어가 2012년 6월 22-7일 10-60 의 국남녀를 상으로 한 여론조사(유효응답 1,320건)에서는 유치 찬
성은 51.8%(찬성‧약간 찬성), 반 는 17.9%(반 ‧약간 반 )로 각각 조사되었다. 찬성 이유는 경제효과(75%)와 3‧11 이후 
부흥에 도움(34%)로, 반 이유는 세 이 아깝다는 의견(64%), 도쿄 개최에 한 의의를 느끼지 못한다(59%)라는 의견이
었다. [2020 京オリンピック招致に関する調査] http://research.lifemedia.jp/2012/07/120704_olympics.html

80) [森美術 ] http://www.mori.art.museum/contents/metabolis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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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어야 한다’는 바람은 ‘그리 될 리 없다’는 불가능한 상정에 기 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재해는 ‘더 큰 게 올지 모른다’는 기감 속에 지내고 있다. 앞으로 닥친 재해

의 규모와 그에 한 비의 범 와 시간을 상정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주장

했다. 이번 2020년 올림픽 유치를 한 도쿄의 재도 은 이시하라 4기의 표 인 성과로 

선 되면서, 정치  리더십과 정 재계의 이권과도 연결된다는 을 간과하기 어렵다.

고베시의 인공섬: 포트아일랜드와 로코섬(Raffaele, 
2009:1851)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 회장 유치 랜

[그림 5-10] 임해부의 안 성: ‘고베 포트피아’와 ‘도쿄임해부도심-2020년 도쿄올림픽’

 

‘도쿄만안지역의 액상화문제연구’를 진행 인 (재)정치경제연구소는 2011년 10월 29일 

‘임해부개발문제를 생각하는 도민연락회(臨 都 )’과 함께 임해부 지역에 한 견학&학

습회를 개최했다. 3‧11에 만안지구의 수문과 방조제문(防 )의 폐쇄지령(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폐쇄가 늦어졌던 지역도 방문했다. 연구소는 ⅰ)수도직하형 지진이 발생

할 경우, 연약지반인 임해부 매립지(액상화, 고층맨션, 교통체증, 귀택난민( 宅難 ) 등)81)

에 커다란 피해를 상했다. ⅱ)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하에서 게이힌항(京 : 도쿄·

가와사키·요코하마)을 동아시아 거 항으로 설정하고, 장래의 화물거래량을 과다하게 측

했다. 임해부에 거액의 자 을 투입해서, 콘테나 부두를 증설하고 도로나 해 터  등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오염과 재해 발생시의 험을 증폭시킨다. ⅲ) 3‧11 이후 임해부에서 피

해가 발생했던 신키바(新 ), 타츠미(辰巳) 주변 등처럼, 도쿄도가 1987년에 측했던 ‘매

립지의 액상화’가 크게 벗어났다는  등을 들어서 비 하고 있다.82)

그런데 ‘지방도시’가 상 으로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거 재개발로 인한 

재정 산이나 메가이벤트 개최의 부작용이 매우 빠르게 이슈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도

쿄도와 같은 거 도시들이 가진 막 한 재정 규모는 오히려 도시의 수용력처럼 작용하곤 

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을 향한 ‘성장연합’이 상 으로 ‘비가시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81) 귀택난민 혹은 귀택곤란자( 宅困難 )란 지진 등의 재해로 교통기 들이 멈추면서, 도시부에서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이다.

82) 宮 ‧ 寛(2011),「臨 部 学と学習 」, (財) 治 , 『 』, 15(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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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담론의 형성에도 다양한 연  없이는 문제를 이슈화하기 어렵다. 2016년 도쿄올림

픽 유치에 반 했던 시민그룹 [도쿄에 올림픽은 필요없다 네트워크2020( 京にオリンピッ

クいらないネット2020, 표 하야카와 유코(早川裕子))]은 2012년 4월 28일 각국의 국가올

림픽 원들((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에게 엽서[그림 5-11]를 달했다.

[그림 5-11] 2020년 도쿄올림픽 반 운동 그룹: 엽서 도안과 내용

엽서에는 지진, 폐기물, 그리고 방사능문제가 그려져 있다. 한 앙에는 일본을 상징하는 

후지산(富士 )이 손사래를 치고 있는 도안이다. 내용은 IOC 원들에게 최근 들어 일본의 

지진활동이 활발해졌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M5 이상의 지진으로 7백회 이상 흔들림을 

경험했음을 강조했다. 더구나  다른 강력한 지진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획한 지역의 

해안(즉, 도쿄만)에 일어날 것이라고 일본정부가 측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난카이 트러

(Nankais Trough, 狀 盆)83)는 도카이‧도난카이‧난카이( ・ ・ ) 연속지

진의 진원지이자, 약 31m에 이르는 츠나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84) 후쿠시마원자

력발 소 문제는 여 히 해결되지도, 결론이 나지도 않았으며, 높은 심각한 험을 지닌 

방사능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쿄의  상황은 손님맞이나 2020년 올림

픽 선수들에게 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이다.85)

83) [ 京にオリンピックいらないネット2020] http://www.ne.jp/asahi/no-olympic/tokyo2016/2020/index.html

84) 애니메이션 『도쿄 매그니튜드 8.0(Tokyo Magnitude 8.0, 2010, 다치바나 마사키( 正 ) 감독)』은 2009년 7월 9일부
터 9월 17일까지 후지TV에서 방 된 작품으로, 2009년 문화청 미디어 술제 애니메이션 부문의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이다. 여름 오다이바, 학교 1학년생 나와 남동생이 함께 로 시회에 방문했다가, 도쿄를 강타한 매그니튜드 8.0
의 지진과 츠나미를 만나게 된다. 후지TV 건물의 계단 아래에 피난해서 구출을 기다리다가, 배를 타고 오다이바를 빠
져나오게 된다. 인보우 리지와 도쿄타워가 붕괴되는 등 일순간에 도쿄는 혼란으로 어들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
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쿄 교외지의 집까지 귀가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미심장한 은 오다이
바의 상징인 후지TV는 지진에 한 오다이바의 피해를 다룬 작품마 도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면서, 지진이 발생한 도
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차분하게 그리고 있다는 이다. 

85) 도쿄도는 스미다강과 임해부에 해서 M8.2의 지진과 츠나미의 발생가능성을 상정하고, 130km의 제방을 총 3,800억
엔의 산을 들여 보완할 정이다. 우선 으로 2020년 올림픽 개최 심지역을 우선 확인해서, 지반이 낮은 지역을 
심으로 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京都、河川 防130キロ補 　 波に え, 日 新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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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소결: (복합)집객도시, 도심 인 라 정비와 메가이벤트

제5장 장기불황 속에서 등장한 이시하라 도정은 도쿄의 도시경쟁력과 강한 리더십을 표

방했다. 2000년 는 버블붕괴 이후 단된 개발주의를 재강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제1  1999년 등장한 이시하라 도정은 다시  ‘세계도시 도쿄’를 내걸고 등장했다. 80년

와 같은 ‘세계도시’라는 정책목표를 내걸었으나, 실제 추진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80년  ‘ 융도시’인 로벌 융센터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실제로는 ‘오피스 건설’ 심의 

도시재개발이 진행되었던 반면, 2000년 는 ‘세계도시 도쿄’라는 목표를 다시 내걸고 진행

된 도시경쟁력 확보를 한 ‘인 라(공항·항만·도로)· (문화)산업’의 재배치 과정이었다. 

말하자면 2000년 는 오히려 사업의 도세수입을 증 시키고자 ‘집객도시 도쿄’를 진

행시켰던 과정이었다. 표 으로는 이시하라 도정은 처음 집권하자마자 ‘오다이바 카지노 

건설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공공성에 한 비  여론과 국회

의 부결 등으로 이 계획은 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경제 활성화 책으로 여러 정당

의 의원들을 연합하면서, 최근에는 다시 각 지방도시별로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

사카의 경우는 ‘카지노 건설’에 매우 극 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86) 

이시하라 도정은 『도쿄구상2000』에서 ‘환상메갈로폴리스 구조’를 통해, 도쿄 주변의 핵

도시를 배후지로 하는 도심집 을 도쿄와 일본의 경쟁력이라 강조해 나갔다. 도쿄도심의 

재개발사업은 내각의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규제완화와 특별교부 이 지 되었다. 이른바 

도쿄도의 ‘선택과 집 의 논리’의 의해, 도시기반 물류사업과 산업  등에 한 투자가 

증가된 것이다. 제3섹터 공공개발의 최 사례인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회계는 기채 발행

과 특별회계, 그리고 제3섹터 회계간의 자 유출입조작으로 여 히 난맥상인 상황이다. 

그러나 카지노 구상이나 상업·공공시설의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

은 재정 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2000년  들어서 이 지역의 공유지가 매각되게 됨

에 따라서, 이러한 처리방식에 한 여론의 비 도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80년  버블시

에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된 로젝트들 에 최  규모의 산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2006년 민사재생 차를 밟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7년에는 ‘임해홀딩스’라는 ‘지주회

사화’를 통해, 제3섹터들의 경 통합과 기능강화를 모색해 나갔다. 그러나 오히려 본사기능

86) 오사카는 과거의 지역이미지 략과는 다른, ‘ 랜드 략’ 등 새로운 장소마 을 재구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오사카는 도쿄보다 더 극심한 버블의 후유증과 불황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80년  이후 가속화
되는 ‘도쿄일극집 ’과 ‘세계도시론’에 해서 ‘ 항담론’ 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사카시립
학을 심으로 한 창조도시론( 々 雅 , 2011), 집객도시론( 也, 2002) 등처럼, 장소마 과 경제활성화 략의 

최 선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모색들이 제시되고 있다. 2003년 2월 오사카경제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도모할 목 으로 
효과 인 시책·사업과 시 자체 으로 규제완화를 집 으로 실시해 왔다. 민간의 도시개발 로젝트를 진하는 ‘도시재
생긴 정비지역’과 ‘구조개 특구’에서 규제완화의 활용 등에 의한 상승효과를 목표로 했다. 2003년 3월에는 3개년 시책·
사업과 규제완화를 내걸고, 로모션 강화책으로 책정한 것이 바로 ‘오사카도시재생 로그램’이었다. 이 로그램의 내용
으로서 ‘지  비즈니스 창조기능의 강화’, ‘문화집 기능이 향상’, ‘매력 넘치는 지역만들기 추진’ 등이었다. 특히, 2011년 
6월 재 오사카부 내의 ‘구조개 특구’는 35개소( 국화+오사카부 신청분 합계)에 이르고 있다. 
[ 阪 ·構 ] http://www.pref.osaka.jp/kikaku/toshichiikisaisei/kozokaika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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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 화되면서, 공 인 개입가능성이 어들게 된 것도 사실이다. 

제2 은 이시하라 도정 제3기에는 ‘거 도시의 재생논리’, 즉 도쿄의 재생이 곧 일본의 

재생과 연결된다는 논리로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을 개했다. 국내 유치후보지로 결

정된 뒤, 도쿄 도심과 임해부도심의 규모 재개발을 고했다. 이 과정에서 비이벤트로

서 기획된 소 트한 ‘도쿄마라톤’은 도심을 심으로 한 코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결합시

켜 큰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반면, 하드한 개발계획인 ‘국립미디어 술종합센터’는 ‘국립의 

만화가게’라는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만화 문가나 일반 들의 쓸모없는 거 시설(하

코모노, 箱 )을 건설하려 든다는 거센 비  속에서 건설은 백지화되었다.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계획의 특징은 ‘콤팩트’와 ‘환경’이었다. 반경 8km이내에 련 

시설들을 집약시켜, 이시하라 도정의 간 정책이었던 ‘환경’을 면에 내걸었다. 올림픽 총

 건축가 안도는 매립지 최남단의 ‘바다의 숲’ 로젝트는 인 인기가 높았다. 도심

의 열섬 상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바람의 길’과 ‘그린 도쿄 건담 로젝트’는 환경에 

한 높은 심을 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를 내걸고 거 한 재개발을 진

하려는 성장연합에 반해, 일시 이지만 지속 인 반성장연합인 이벤트연합은 개발보다는 

복지·교육 등에 투자할 것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올림픽에 한 여론조사 결과  조직

구성 등에 한 논쟁들이 있었다. 이벤트연합은 강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론에 향을 미

쳤고, IOC에도 향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일본의 2016년 도쿄올림픽 유치는 좌 되었다.

제3 은 3・11 도호쿠 지진 이후 진재부흥을 내걸고 다시  개발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2016년 올림픽 유치활동에서 나타난 문제 들인 과도한 유치경비의 사용( 표 으

로 덴츠(電 )의 수의계약)과 도시개조의 방향성(즉, 개발계획/주택계획 등), 그리고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환경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츠키지시장의 도요스 이 ’ 문제 등이 

다시  두되었다. 특히, 3・11 이후 도쿄만은 후쿠시마로부터 220km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실이다. 방사능 침출수의 유출과 함께 

기  방사성물질이 혼합된 빗물 등이 도쿄만으로 유입되는 강 하구에 축 되는 것이다.

도민들의 찬반으로 립하게 된 ‘재해쓰 기’ 처리 문제는 도쿄만에 치한 소각・매립 

과정에서 ‘신속한 재해처리’인가, ‘방사능의 국화’인가라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원자력발 소가 가동 지한 상황에서 도쿄는 3・11 이후 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과 지침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렴하고 안정 인 력공 은 도쿄의 내외 인 도

시경쟁력과 하게 련되기 때문에, 도쿄만 주변에 새로운 ‘천연가스발 소 개발 로

젝트’가 검토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쿄도는 2020년 도쿄올림픽 재유

치를 선언하고, ‘부흥올림픽’을 한 각종 캠페인을 개하고 있다. 이에 올림픽 반 운동 

시민단체는 엽서를 IOC 원들에게 수도권 지진의 가능성과 방사능 험성에 해 경고

하는 엽서를 달하는 등 올림픽반 운동을 재차 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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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1980년 (1979-1990)
버블형 개발주의: 
융도시

1990년 (1991-1999)
성찰  개발주의:
생활도시

2000년 (2000-2012)
포스트 개발주의: 
(복합)집객도시

성장연합 이익유도형 정치 개발비 (성찰의 양면성) 신자유주의

경제과정 라자합의 아시아 융 기 리먼쇼크

도정 목표 ‘마이타운’ ‘생활도시 도쿄’ ‘세계도시 도쿄’

경 워터 런트 미학  성찰성 복지 vs 경쟁력

사회구조 민활·부동산 붐 고용악화·사회불안 공간  양극화

경  이상 도심회귀 시각성(조망의 재구성) 메가이벤트

[표 6-1]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개발주의): 성장연합과 경

제6장 결론: 세계도시 도쿄의 형성

제1  요약: 개발을 둘러싼 성장연합과 경 의 변화과정

이 연구는 ‘1980년  이후 도쿄’에서 진행된 ‘재구조화과정’ 속에서 진행된 임해부도심 

개발을 분석한 논문이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을 둘러싼 성장연합과 경 을 심으로 고

찰함으로써, 개발주의의 개과정을 각 시기별로 분석했다.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한 

선행연구들의 두 흐름인 정치-경제학  근(도시의 정치경제학・도시계획)과 사회-문화  

근(시민사회론・포스트모던 도시론)을 통합하고자 했다. 

1960-70년  개발주의는 ‘메가이벤트+도시개발’이 결합되어, 거 한 규모의 ‘부도심 개

발’로 진행되었다. 1980년  이후 개발주의는 세계화과정에서 도쿄로의 ‘선택과 집 ’인 도

쿄일극집 을 가속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30여년에 이르는 임해부도심 개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가진 행 자들이 성장연합을 구성했다. 세계도시・발 국가・신자유

주의의 향 계 속에서, 시기별로 성장연합의 범   강도는 변화되었다. 한, 세계성과 

토착성을 결합하거나, 상충되면서 새로운 경 (시각성・도심회귀・메가이벤트)을 구성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공간 역시 다른 상징 인 의미 속에서 소비되었다[표 6-1].

1980년  세계화(국제화)의 압력 속에서, ‘버블형 개발주의’는 최 의 워터 런트 재개발

(특히,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로 확 되었다. 후 일본의 개발주의는 ‘ 주도’의 메가이벤

트 개최한 뒤, 거기서 형성된 개발붐으로 도시재개발이 확 되는 구조 다. 이 과정에서 

차 부풀려진 개발비용은 정치자   지방의 보조 으로 이어지는 ‘이익유도형 정치’

다. 1980년  들어  주도로 진행된 개발들은 민간자본을 동원하거나 유인해서, 확 된 

사업 규모가 다시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게 되었다. 1980년  스즈키( 俊一, 1910-2010) 

도정은 신보수주의  ‘재정재건’을 통해 개발자 을 확보했다. 이후 도시재개발 역에서 

새로운 ‘개발자(developer)’처럼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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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라자합의 이후 엔고로 형성된 자본은 규제완화・민간활력을 통해서, 도쿄권의 

도시 재개발(‘어번 르네상스’)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재개발의 문화  기반에는 도시 산층

(세계도시 라이 스타일의 소비자)의 수요를 유인하는 형태로 확 된 로 트문화(카페, 크

루즈 등)가 향을 미쳤다. 한, 출 ·문화계가 주도했던 ‘에도도쿄학’도 수변공간에 한 

들의 심을 모았다. 도시재개발의 심축이 도심(특히, 도심3구 심과 수변축)으로 

회귀되면서 지가는 상승했다. 개발의 심은 더 큰 규모와 개발의 걸림돌이 은 새로운 

체 개발지인 매립지(10·13호지)로 이동해갔다. 이 지역에 한 국내외에서 다양한 개발 

청사진들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텔 포트 구상(매립지10・13호지 재개발)에서 ‘도쿄임해

부도심(도시박람회)’으로 개발의 규모는 10배 이상 확 되었다. 

1990년  들어 버블붕괴로 임해부도심의 공모기업들은 연달아 입주를 취소했다. 그러나 

1991년 도지사 선거에서는 스즈키 도지사(4기)는 당선되었다. ‘도쿄일극집 ’에 한 비  

속에서 수도이  논의가 진행되었다. 도쿄도는 수도이  반 책으로 임해부도심을 활용하

고자, 무리한 공사속도를 강행해 나갔다.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 지진’ 이후 ‘안 문제’

의 불안이 높아졌다. 당선된 무당  도지사 아오시마는 도시박람회 개최를 지시켰다. 개

발 재검토를 한 다양한 방법들(간담회, 시민참여 등)을 모색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부분

재검토(A안)와 종합재검토(B안)가 립되면서, 재검토의 성과는 미미했다. 더욱이 1997년 

아시아 융 기로 인해, 아오시마 도정은 ‘재정 기선언’을 하면서 좌 되게 되었다. 

한편, 불황에도 들은 매립지를 ‘일종의 체념과 비일상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소비

를 계속해 갔다. 무인 차 ‘유리카모메(ユリカモメ)’처럼 인 라·교통시설 등이 개통되었다. 

도쿄의 도심과 해안 지역이 가진 ‘시티뷰(city-view)’ 자체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결

국 개발계획은 큰 축소 없이 진행되었고, 개발목표도 ‘테마 크형 집객도시’로 차 환되

어갔다. 한편, 아이치 만국박람회에는 환경문제와 시민참가의 이슈가 부상했다. 그러나 

로벌한 자본이 확 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개발에 한 성찰조차도, 메가이벤트

-개발과정에 편입되어갔던 것이 바로 ‘90년 의 특징’이기도 했다. 

2000년  보수계 이시하라 정권의 탄생은 실추된 도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 재계

의 불안과 추진력 있는 개 속도의 리더십에 한 기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이즈미 내

각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버블붕괴 이후 단된 규모 재개발이 재가동되었다. 이러한 앙

정부의 정책은 이시하라 도정의 신자유주의와 공명해 나갔다. 이시하라 도정은 환경비즈니

스, 애니메이션・ 산업을 일체화한 ‘오다이바 카지노 구상’을 개했다. 그러나 당시 비

 여론으로 인해서, 이 계획의 추진을 단념하게 되었다. 

결국 축 된 자로 인해 임해부도심은 산하고, 2006년 민사재생의 차를 밟게 된다. 

한, 련 제3섹터들도 지주회사인 ‘임해홀딩스’로 환되어 통합되었다. 임해부도심개발

의 자를 해소하면서도, 새로운 분 기를 가져올 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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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 도정 3기(2006년)는 ‘2016년 도쿄올림픽’(주요 개발지 임해부도심)을 유치를 선택

했다. 콤팩트・환경올림픽을 내걸고, 유치활동과 비이벤트에 많은 재정이 지출되었으나 

유치는 좌 되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활동이 다시 개되는 가운데, 3·11 이후 임해

부도심 지역은 ‘안 ·안심’과 ‘개발의 재시동’ 사이에 변화의 기로에 있다.  

요컨 , 임해부도심 개발과정은 90년  장기불황 속에서 성장연합의 균열 사이에서 제기

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재검토되었다. 즉, 불황이 낳은 문제들이 가시화되면서, 90년  

개발에 한 성찰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거주 합성(안 ·안심)처럼 ‘환경·성숙도

시’(Jonas eds, 2011)에 한 요구들은 1990년  이후 정치  쟁 을 변화시켜 나갔다

(MacLeod, 2011). 그러나 2000년  재가동된 ‘도시재생’ 로젝트들은 과거 80년  개발

계획들을 추진하면서, 일시  호경기(‘미니버블’이라 불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도

심 심의 메가이벤트(도쿄올림픽 유치활동 등) 유치 계획은 과거 고도경제성장의 노스탤지

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되어갔다.

물론 여 히 ‘도쿄의 융센터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미츠비시총합연구소 

정책·경제연구센터’는 보고서 [국제 융센터로서 도쿄의 지지와 과제1: 도쿄의 국제 융센

터화에 한 앙 이트조사결과로부터]를 발간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재 도쿄의 지 와 

성장의 가능성과 함께, 국제 융센터화가 가져올 향과 도쿄가 직면한 과제 등으로 구성

된다. 흥미로운 것은 도쿄에 해 큰 기 를 하는 해외 계자들과 달리, 일본 국내 계자

들은 부정 인 경향이 높아 의견 차이를 보 다는 이다. 도쿄가 극복할 과제로는 세제 

등 비용 면과 수익 면에서도 다양한 개선 들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구체 으로 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시장의 자유도와 개방도, 의식개 , 투자처로서 일본기업의 존재 등의 항

목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 히 높게 나타났다(対 さおり, 2009;2010).1)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90년  이후 진행된 융자유화  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

지만, 융 심의 자본주의 진화과정에서 일본도 요한 ‘성장 략’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

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22일 국가로부터 ‘국제 략총합특구’의 일환으로, 도쿄도 ‘아시

아헤드쿼터특구’ 5개 지역(도쿄도심・임해, 신주쿠역 주변, 시부야역 주변, 시나가와역·다마

치역 주변, 하네다공항 용지)이 지정되었다. ‘특구’의 비 에서는 도시 간 경쟁의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도쿄의 지 와 역할의 하에 한 ‘ 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임해부도심개발 계획은 ‘세계도시 도쿄’라는 목표와 도쿄의 팽

창과 불가분의 계를 가진 채 앞으로도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2)

1) ‘모리(森)기념재단’은 도시경쟁력과 련된 지수개발과 문화도심을 표방하는 다양한 로젝트들(‘도시미래연구소’)을 진
행하고 있다. 특히, 도쿄의 도시경쟁력을 둘러싼 ‘세계의 도시총합력랭킹(GCPI: Global Power City Index)’ 담론(‘도시
략연구소’)을 생산해 내고 있다. GCPI는 세계를 표하는 주요 40개 도시를 선정해서, 도시의 힘을 표 하는 주요 6분야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주거, 환경, 교통·액세스)에서 70개의 지표에 기 해 평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URL을 참고 http://www.mori-m-foundation.or.jp/index.shtml

2) 「 京都･アジアヘッドクォーター 」 http://www.chijihon.metro.tokyo.jp/ahq_project/japane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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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에서 포스트개발주의로의 변동

정치-경제  측면:
체제변화

사회-문화  측면:
공간 소비의 의미변화

이론-실천  측면:
세계도시·비교사례

� 개발(보수)-생활(진보)
� 성장연합 vs 이벤트연합
� 개발주의→포스트개발주의

� 세계문화/토착성
� 에도도쿄학 유행
� 로 트문화
� 공간의 소비

� 세계도시, 수변공간 개발
� 해외: 런던, 뉴욕
� 일본: 도쿄권, 오사카부
� 한국: 서울, 송도, 평창

[표 6-2] ‘임해부도심’ 사례의 시사

제2  연구의 시사 과 한계: 포스트 개발주의

이 논문은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 해서, 개발주의가 가진 성장연합과 경 을 심으

로 분석해 보는 과정이었다. 시기 으로 버블의 거품이 사라지고, 성장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한 고찰이기도 했다. 개발주의의 구조변화(포스트 개발주의)에 한 분석이자 새

로운 방향성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했다. 런던 도크랜드, 뉴욕 배터리 크 등과 달

리,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한 분석이었다. 최근 ‘2012년 런던올림

픽’을 계기로 재개된 수변공간의 변화와의 비교연구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비슷한 시기에 

개된 일본의 요코하마·MM21( ･ 21)이나 치바·마쿠하리( · ) 등과의 일정한 

비교 논 들에 해서 시사하는 바도 클 것이라 생각된다.

[표 6-2]과 같이 정치-경제 인 측면에서 본다면, 임해부도심개발은 1980년  이후 세계

도시 ‘도쿄’의 공간  재구조화의 궤 을 담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이익유도형 개발주의가 

성장의 엔진이자 추동력이 되었다면, 성장기에 개발은 생활과의 립축을 구성하고 있

다. 포스트개발주의의 방향은 선택과 집 인 ‘도심의 압축  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버블경제-복합불황-(미니버블)불황’의 경기변동 속에서, 

일본은 ‘토지-자본’을 둘러싼 융시스템의 변동과 장기 인 성장기를 경험했다. 경기변

동과 개발의 재검토가 교착했던 일본의 경험은 우리의 근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

다. 공공사업에서 민 구성의 성격이 ‘제3섹터’에서 ‘PFI사업’( 正 ほか, 2001; 한국법

제연구원, 2009)이나 ‘지주회사(홀딩스)’로 변화되는 과정이 낳은 문제 도 살펴봤다. 공유

지의 토지이용방식( 부·차지·매각 등)이 갖는 공공성(김경일 외, 2009)은 무엇이며,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에 한 문제제기도 시 하다. 

사회-문화 인 측면에서 제기된 역동성에도 을 맞춘다면, 물리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은 ‘제도·법률’ 등의 일방향성만이 아니다. 오히려 공간의 ‘소비과

정’은 해당 시민사회의 이해 계 속에서, 지속 으로 변화해 가는 변증법 인 과정이었음

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간을 둘러싼 소비자들 역시 동질 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계가 낳은 갈등의 지 들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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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부도심은 토지의 소유구조(공유지, 매각방식 등)와 개발방식(제3섹터, /민, 앙/

지방 등) 역시 각 시기별로 변동했다. 사회문화 인 여론이 공간의 소비 패턴에 직 으

로 상당한 향을 미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의 정치경

제학의 논의들을 보충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  ’으로 재구성해 보는 작업을 통해 

개발이 낳은 상반된 기 에 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도시 네트워크의 변화(특히, 도쿄도·오사카부·아이치

( 知 ))과 정부-지자체 사이의 ‘권한이양’과 지역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도주제(

州 )나 오사카도( 阪都)를 추진하려는 움직임 등)처럼 많은 논 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포스트3.11 이후에도 도심 직하형 지진이 고되는 가운데 험사회 논의(이재열, 

2005; 정진성 외, 2010)와 련된 시사 을 제공될 것이라 본다. 

정책  측면에서는 재 서울시가 면 재검토하려는 ‘한강르네상스’과 ‘용산재개발’ 과

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과도 련된다. ‘매립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박람회를 

개최했던 인천·송도국제신도시(허동훈 외, 2010) 건설뿐만 아니라, ‘2018년 평창동계올림

픽’(남상우, 2007;한승백, 2010) 이후의 개과정에도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발 vs 

지자체의 재정과 채무처리의 문제 등에 한 상당한 시사 도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난 1980년  이후 지난 30년간 일본 개발주의, 임해부도심 개발의 궤 을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세계도시 형성의 사례로서 임해부도심개발 과정을 추 하는 장 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험  사례의 특수성이 강조된 한계도 있다. 한편, 토지를 둘러싼 개발

행 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등에 일본 내부의 오랜 논쟁도 존재한다. 컨 , 물리  건

조환경이 단지 이윤의 추구과정(‘토지자본론’)만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사회자본론’)(宮

憲一, 1967=1997)이라는 논의이다( 治,　1996). 이와 같이 추상  논쟁을 반 해서, 동

아시아의 개발과정을 새롭게 개념화하는 작업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요컨 , 세계도시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공통된 속성들과 각각의 지방  경로들에 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발 국가론’의 국가론 이고 제도론 인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다. 발 국가 하에서 도시정부가 주도권을 모색하는 과

정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에 해, 연 기 인 설명과 시사 은 제공되었다고 생각된다. 흔

히 서구의 연구들에서는 ‘도쿄와 유사성’을 가지고 도시개발이 개되었던 ‘서울의 사례’나 

‘아시아의 도시들’이 언 되곤 한다. 이제 모던 도시의 유형화와 다른 발 경로에 한 성

찰뿐만 아니라, 재구조화과정 이후 포스트 모던한 개과정에 해 ‘새로운 틀’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역사성과 토착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해서, 보다 심층 인 도시

사 ·문화사 인 을 포 하는 비교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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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항목 도쿄도 ( ) 연차

A 지‧ 상

　 2,189k㎡ 377,955k㎡ 45 2011.10.01

B ・

　

13,159천 128,057천 1 2010.10.01

등 418천 2,134천 1 2010.12.31

(다  행 역  동) 396천 2,332천 1 2010

(다  행 역  동) 348천 2,332천 1 2010

합계특 생 1.12 1.39 47 2010

638만 5,184만 1 2010.10.01

 평균 원 2.03 2.42 47 2010.10.01

C 건 ・주택

　
가 44.6% 61.1% 47 2008.10.1

주택당 연 (거주 당 주택) 62.51㎡ 92.41㎡ 47 2008.10.1

G 동

　

0.82 0.65 －　 2011, 평균

당 평균월간 여 (사업 규 30 상) 469,974엔 360,276엔 －　 2010, 평균

당평균실질 동시간(사업 규 30 상) 150.3시간 149.8시간 －　 2010, 평균

실업 5.5% 5.1% －　 2010, 평균

H 사업

　
사업 694천 사업 6,043천 사업 1 2009.07.01

사 9,521천 62,861천 1 2009.07.01

I 업 산업

　 農業産出額 업 산 264억엔 83,136억엔 47 2009

K 공업

　 하  등( 업원4 상) 82千억엔 2,891千억엔 12 2010

L 산업‧ 업

　 연간상 매 (도‧ 매)*민간사업 만 1,822千억엔 5,482千억엔 1 2007

M 가

　
가지역차지 ( 합)

* 도쿄도=도 , =도도 청 재지  
지 도시  평균

106.5 100.0 －　 2010, 평균

N 가계

　

１ 당 1개월간 근 처 
(2  상   근 ) 577.3천엔 485.9천엔 －　 2010, 평균

1 당 1개월간 지
(2  상   근 ) 363.1천엔 318.2천엔 －　 2010, 평균

P 도민경 계산

　 도내 생산( 목GDP) 852,016억엔 4,740,402억엔 1 2009 도

S 료・ 생・ 경

　 공해고통지 7,243건 80,095건 47 2010 도

T 경찰・

　

통사고 생건 55천건 726천건 47 2010

지건 196천건 1,586천건 47 2010

재건 5,128건 46,574건 - 2010

재 ( 1만 당 재건 ) 4.07 3.67 33 2010

U 재

　 계 여산
(도쿄도 계당 산) 62,360억엔 924,116억엔 －　 2011

[부록-1] 국에서 본 도쿄(2012년)
* 출처: [ らしととうけい2012] http://www.toukei.metro.tokyo.jp/kurasi/2012/ku-zenko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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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도쿄항 체도(매립지 번호)　*출처: 島俊雄(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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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도쿄’ 이해를 한 도식-세계화와 취약성
* 출처: 1985~2005년까지 인용(町村敬志, 2006:46), 1980·2010년은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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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도쿄도에 계획책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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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투표년월일 당선자/연령-득표 차 자-득표 득 차 투표율

1 1947-04-05 安井誠一郎/57 705,040 川 郎 615,622 89,418 61.70％

2 1951-04-30 安井誠一郎/60 1,433,246 藤勘 811,616 621,630 65.20％

3 1955-04-23 安井誠一郎/64 1,309,481 有 八郎 1,191,608 117,873 59.63％

4 1959-04-23 東龍 郎/66 1,821,346 有 八郎 1,652,189 169,157 70.12％

5 1963-04-17 東龍 郎/70 2,298,616 阪本勝 1,634,634 663,982 67.74％

6 1967-04-15 美濃部亮 /63 2,200,389 松下正寿 2,063,752 136,637 67.49％

7 1971-04-11 美濃部亮 /67 3,615,299 秦野章 1,,935,694 1,679,605 72.36％

8 1975-04-13 美濃部亮 /71 2,688,566 石 慎 郎 2,336,359 352,207 67.29％

9 1979-04-08 木俊一/68 1,900,210 薫 1,541,594 358,616 55.16％

10 1983-04-10 木俊一/72 2,355,348 松 英 1,482,169 873,179 47.96％

11 1987-04-12 木俊一/76 2,128,476 749,659 1,378,817 43.19％

12 1991-04-07 木俊一/80 2,292,846 磯村 徳 1,437,233 855,613 51.56％

13 1995-04-09 島 /62 1,700,993 石 信雄 1,235,498 465,495 50.67％

14 1999-04-11 石 慎 郎/66 1,664,558 鳩 851,130 813,428 57.87％

15 2003-04-13 石 慎 郎/70 3,087,190 樋口 子 817,146 2,270,044 44.94％

16 2007-04-08 石 慎 郎/74 2,811,486 野史郎 1,693,323 1,118,163 54.35％

17 2011-04-10 石 慎 郎/78 2,615,120 東国 英 1,690,669 924,451 57.80%

18 2012-12-16 猪瀬直樹/66 4,338,936 宇都宮 968,960 3,369,976 62.60%

[부록-5] 도쿄도지사 선거의 추이( 々木信 , 2011:30 보완)

선거일 의석수 투표율 당 별 당선자수‧특표율

63-04-17 120
(100.0)

%
67.85

자유민주당
69(48.2)

공명정치연
합17(10.5)

일본공산당
2(4.5)

일본사회당32(
27.8)

민주사회당0(
5.3)

기타0(
0.3)

무소속0(
3.4)

65-07-23
120
(100.0) 58.58 38(30.2)

공명당23(13.
3) 9(10.1) 45(28.0) 4(6.8) 0(1.6) 1(10.0)

69-07-13
126
(100.0)

59.73 54(33.0) 25(17.3) 19(14.5) 24(24.2) 4(4.9) 0(0.0) 1(6.1)

73-07-08 125
(100.0)

60.74 51(34.1) 26(17.7) 24(20.2) 20(20.6) 민사당
2(3.6)

0(0.0) 2(3.8)

77-07-10
126
(100.0) 65.17

자유민
주당
56(36.1)

신자유
클럽도
민회의
10(10.2)

25(14.7) 11(14.2)
일본사
회당18
(15.2)

사회시
민연합
0(1.3)

3(3.4)
신자

유연합 
0(0.6)

- 3(4.2)

81-07-05 127
(100.0)

54.23 52(34.5)
신자유
클럽8(6.
6)

27(19.8) 16(16.2) 15(12.
6)

5(3.9) - 0(0.8) 4(5.6)

85-07-07 127
(100.0)

53.50 56(36.0) 6(5.7) 29(21.1) 19(15.5) 11(11.
7)

2(3.0) - 0(0.8) 4(5.2)

89-07-02
128
(100.0) 58.74

자유민주당
43(30.4) 26(15.6) 14(13.9)

29(24.
4) 3(2.2)

진보당
1(0.8) 2(1.7) 10(11.0)

93-06-27
128
(100.0) 51.43 44(31.1) 25(15.9) 13(13.5)

14(13.
0)

네트워
크3(1.7
)

2(1.5)
일본신
당20(12
.1)

0(1.8) 7(9.4)

97-07-06 127
(100.0)

40.80
자유민
주당54(
30.8)

신진당0(
1.9)

공명당24(18.
7)

26(21.3)
사회민
주당
1(1.9)

2(2.5) - 민주당1
2(10.3)

0(3.8) 8(8.7)

01-06-24
127
(100.0) 50.08

자유민
주당53(
36.0)

자유당0(
2.8)

공명당23(15.
1) 15(15.6) 0(1.4)

생활자
네트6(
2.9)

-
민주당2
2(13.5) 1(1.0) 7(11.7)

05-07-03
127
(100.0) 43.99 48(30.7) 23(18.0) 13(15.6) 0(0.2) 3(4.1) -

35(24.5
) 1 4

09-07-12 127
(100.0)

54.49 38(25.9) 23(13.2) 8(12.5) 2(2.0) - 54(40.8
)

0(1.2) 2(4.4)

[부록-6] 도의회의원선거의 추이(단 : 명, %)( 々木信 , 2011:80-1 보완)
* ( )내는 당회 의 득표율이며, 음 부분이 제1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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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일정

개최월일 주요 검토사항

제1회(1995-08-11) 좌장, 부좌장의 선임, 자문
개발의 경 와  상황 등의 설명, 임해부도심지역의 시찰

제2회(1995-10-04) 검토과제의 정리
소 원회의 설치

제3회(1995-10-30)
검토과제의 정리
토지이용과 지역의 활용에 해서
재정상황에 해서

제4회(1995-11-13) 토지처분, 개발자부담 등, 개발 스 쥴, 역  교통기반, 아리아 북쪽(有 ) 지구 개발, 도
요스․하루미(豊 ・ )지역개발에 해서

제5회(1995-11-30) 구체  검토과제에 해서
간 정리를 한 논 정리에 해서 

제6회(1995-12-04) 간보고(가안)에 해서

제7회(1995-12-21) 간보고(안)에 해서

제8회(1995-12-25) 간보고 답신

제9회(1996-01-22) 꿈이 있는 활용에 해서

제10회(1996-02-09)
장기수지추산실례에 해
개별과제의 검토
(생활과 업무: 주택․복지, 국제․정보 등)

제11회(1996-02-20)
개별과제의 검토
업무(국제․정보 등)
환경, 방재, 링키지(기성시가지와의 연 )

제12회(1996-02-29)

아리아 지구  도요스․하루미지역지권자로부터 의견청취
개별과제의 검토
방재, 링키지(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미시마개발(아리아  북쪽  도요스․하루미지역)
교통액세스

제13회(1996-03-22) 개별과제의 검토
토지처분/재정/개발스 쥴/환경/기타

제14회(1996-04-03)
개발과제의 검토
개발과제의 검토내용에 해서 정리
최종보고에 해서

제15회(1996-04-08) 최종보고에 해서

제16회(1996-04-23) 최종보고(소안)에 해서

제17회(1996-04-26) 최종보고 답신

2. 소 원회

제1회(1995-10-14) 검토과제의 정리

제2회(1995-10-20) 검토과제의 정리
재정상황, 토지이용과 지역의 활용에 해서

제3회(1995-10-24) 재정상황에 해서
토지이용과 지역의 활용에 해서

제4회(1995-11-08) 토지처분, 개발자부담 등, 개발스 쥴, 역  교통기반, 아리아 북쪽지구개발, 도요스·하루미
지역개발에 해서

제5회(1995-11-09) 토지처분, 개발자부담 등, 개발스 쥴, 역  교통기반, 아리아 북쪽지구개발, 도요스·하루미
지역개발에 해서

제6회(1995-11-18) 구체 인 검토과제의 재검토내용(안)에 해서

제7회(1995-11-21) 구체 인 검토과제의 재검토내용(안)에 해서

제8회(1995-11-24) 간정리에 해서

제9회(1995-11-28) 간정리에 해서

제10회(1995-12-02) 간정리에 해서

제11회(1996-04-08) 최종보고에 해서

제12회(1996-04-20) 최종보고에 해서

3. 일일도민임해간담회

1996-03-09

거주하고, 일하고, 방문하는 사람에서 매력 인 부도심만들기
도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임해부도심의 육성책
방재, 주택 등 도쿄 체 지역만들기와 임해부도심과의 연계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에서 재무부담의 검
기타, 임해부도심이 꿈이 있는 활용과 앞으로의 개발의 진행상황

[부록-7] 간담회 개최 일정과 검토과정(東京都, 1996: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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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시   경 해 도심개   변

1979/4 9  통 지 거,  도지사  당
( 사 도 보 계 도지사 당 )

1979/8 도쿄마 타운 상간담  첫 합( 계 책  
과 )

1979/11 본프 트산업 (JAPIC) 립, 건 심
, 시가지 경  진에 한 책  답신

1980/3 도쿄항거 지 계 ( 미견본시  13 지 )

1980/5 라(大平正芳)내각 신  가결, 간 도 연도
 공포(연도 지 )

1981/1 도쿄도 합실시계 (마 타운계 ) 

1981/3 2차 시행 사  첫 합, 고  ‘포 피
81’ 개막

1981/5 주택·도시 공단  공포(주택공단과 택지개 공
단  통합)

1981/7 2 , 1차 답신

1981/11 행 개   립

1981/12 　 도쿄항 4차 개 항만계  책

1982/4 폴리 `90 건 상 원 , 본 상  
리

1982/7 2차  본답신

1982/11 나 (中曾根康弘) 내각 립 건  시행  개 ( 합 계 도  지규 하한 하), 본주
택  1차 

1982/12 도쿄원룸 리 맨  도쿄도 계 (13 지  하나  ‘심볼 ’ )

1983/2 시가지주택 합 계 도(맨  용   등)

1983/3 나  상, , 건폐 ·용   지
시

1983/4 10  통 지 거,  도지사 2 , 건
, 지역주택(HOPE)계  , JAPIC

1983/6 도쿄도 합 계 도 허가 강 

1983/7 시행 개 진심  , 건  규  
등에 한 도시개  진보고

1983/10  지 등 용본  , 도쿄 나
미  원룸맨  지도  

1983/11 미  건 통  

1983/12 37  거, 민당 과  하

1984/1 , 지· 철용지 용 본  결

1984/4 간사 공항주식 사  공포(10월 사 립, 
착공 시 )

1984/10 도쿄도 신주쿠 도심  리사   운  개
시

1985/1 , 지 행 강 통지

1985/3 　 도쿄항21 상 사보고(항만 )

1985/4 통신사업 1  계 포트연합 , 청 지가공시 (1월 1  재 
): 도쿄도심 등 상업·업 용지가격 상승, 지  본격

1985/9 플라 합 (엔고달러 ), 내  책 마  
색

1985/10 , 철민  결 (지 5사   
할 민 )

도쿄 포트 상 (항만 , 40ha), 도쿄도청  신주쿠 도심 
 결

1985/12
청과 도쿄도, 도쿄도심지가상승 책연결  , 건  규

, 사업 진, 사  신  등 통달(재계· 민당 등 도시계 ·건 규
 언 계 )

1986/2
청 도심지가 검 원  (3월 보고

), 건  민간 프 트 진  (  
건 신)

1986/3 민  립 　

1986/4 민간  도  언( 마  언), 마에가
리포트(내 ), 

도쿄항 단 건 특별  립(87  10월 1  도쿄만 단도 ㈜ 
립), 도쿄 리 ㈜ 사 (赤坂) 본 ( ) 재개  사업 
공

[부록-8] 시  배경과 도쿄 임해부도심 개발의 변화
※ 출처: 本一雄(2000:195-7), 裕也(2009:39-51), 石 頼房(2004:335-363), 部裕三(1993:), 248-253), 도쿄도·
항만국 임해부도심개발, 수상  홈페이지, 東京都 表 등을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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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5

12  진 뇌 (도쿄 ) 개 , 경단  
21  목  개  과 : 4 에게 
란다 , OECD 도시 뷰 공 , 신주택시가
지개  개 (업 시  지  허용), 민간사
업  용에 한 특 시  진
시  공포

1986/6

행 심  답신: 없  재 개 , 합병 
진 등 창, 도시계 심 에 규

책  검 원  , 건 과 도쿄도 재개
프 트 진에  연결  

1986/8

민간 용 진간담  , 참동 거( 민
당  원 304 , 참 원 74  승), 건

 시가  개 허가 도  탄  
운 통달

도쿄 포트 상검 원  간보고( 심 실)

1986/9
GATT 다각  역 (우루과 라운드) 개시 결

　
해 도심개 계  (지사, 지사, 계  ), 가

마루 리 등 해  시찰

1986/10
도쿄도 지거래  시행, 지거래감시 
개시

1986/11 ‘주택취득 진 ’ 창

도지사, 민 간담 에  개  도주도 강 , 2차  도쿄도 계
( 해 도심  7 째 도심 ), 도쿄 해 개 진  (

청, 통상산업 , 운 , 우 , 건 , 주택·도시 공단  도
쿄도  )

1986/12

시행 개 진심   공포, 본경 연
합  내  에 한 견( 지 동
진 망), 건  특 가 · 합 계·고도 용지

규  통달, 도쿄도심  지가 상승 , 
주택지·지가·다  도시  

1986/1
간사 공항 착공, 건  도 재검  
통달, 지 도시    폐지, 지 리

, 리 도 개

1987/3 철민 , 지가상승, 건  러 , 리 트 도쿄 포트 상  보고

1987/4

  도지사 3 , 철민  실시(JR6사  
할, 철청산사업단 , 지  ), 

경 심  경  보고(마에가 리포
트): 택지병과 　 진, 지고도 용  한 규

, 미용용지  용, 지신탁 등 언 

　

1987/6
합보 지역 (리 트 ) 공포( 산 에도 

 지 ),  4차 합개 계  
각  결 (다극 산    등)

해 도심개 계  본 상(440ha, 취업  11만 5천 , 거주
 4만 4천 , 사업  8 엔)

1987/7
 시행 개 진심 에 지가 등 지

책 (8월에 심  내에 지 책검 원
( 지 ) , 10월에 답신)

1987/8
용계  개  시행( 지거래감시 도 

도 ), 도시계 심 , 도시내 도  
책 답신

1987/10
랙 , 도쿄주식시 도 다 날 폭락, 

지가(7월 1  재), 도쿄도에  평균 85.7% 
상승( ),  지 책 강 각  결

도쿄 해 도심개 진  간보고 

1987/11 다케시타(竹下登) 내각 립

1987/12
경시청 지 게 동산업  용계  

 검(각 당·여러 단체, 지 책  책
언  다 )

1988/3 다극 산 진
도쿄 해 개 진 , 해 지역개 · 역근간시  등 본

, 개 본계 & 진  ( 본계 : 448ha, 취업  11만
, 거주  6만 )

1988/5

해 도심개  등 도쿄  도시 가 집
에  다   도 함, 도시재개 ·

건  개 (재개 지 계 도 도 , 
 용도지역 한  지 하고 계 규  폭

 가 )

도쿄항 5차 개 항만계  책

1988/6
다극 산 진  공포( 가  행  
등 , 지 진 거  개 , 업 핵도시

, 택지개 ·철도신  체개  등

1988/7
리쿠 트사건( 단  가 사 역 재개 에 미공
개주 도, 재 톱에 뢰 다

1988/9 리 트·맨  , 도쿄  주택지가 상승 도쿄 상 원 , 도쿄 계도시 람  개  언

1988/11
  시 에  하  ‘고향

(ふるさと)과 창생’  실시
도쿄 해 도심건 ㈜ 립( 해 도심  본 사업  사업  
행할 3  도쿄도가 51%  해 립)

1988/12
민당 계개  6  강행채결(3%  

도  등  주  내용, 89  4월 시행), 마 도쿄 계도시 람  본 상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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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우 · 라쿠  지  재개 계 진
 립

1989/4 지 본  , (3%) 도 개 사업 계  (신 지 용 식  채용), ㈜도쿄 포트  
립, 해 도심개 사업 계 ( 본  담당할 사업 계)

1989/6

다케시다 내각 사직, 도 ·도시계 ·건
 개 (도  지하·상공  건 에 용하  

해 도 내 건 한  , 체도 에 
하  지 계  등

1989/7 참 원 거 여 당 역
도쿄 계도시 람 본 상간담  보고, 계도시 람 (도쿄프런티
어)에 한 개  등  

1989/8
가  등 진연결 , 76 ·  

11  등 처  결 ( 처  도  내 
, 도쿄   4  뿐 었 )

해 도심개 ·도쿄프런티어 진  

1989/9 청 지가동향 , 상승   평균 6.8%, 
도쿄· 사  상승  하락

1989/10   지 에 한 주  
에 통보

1989/11
린 벽 , 평해산(연합과  결 ), 

미  미 에  시가 역내 지  
택지병과  등 지개  18항목 

1989/12
지 본  공포·시행(공공  복지우 , 한 

계 에  용,  거래  억 , 개
에  담 등  시)

도쿄프런티어 진본  (도쿄프런티어 본계  강)

1990/1

동산업 등에 한 량규 , 도시계 ·건
 개 (주택지고도 용지  계 ), 도시

 개 , 청  사 간담  도
간담  

개  한 도 지  리  처 에 한 본  결 (신 지
식 용 식 도 )

1990/2 39  원 거( 민당  다 ), 청 
지 책심  

용지개 규  

1990/3
90  지가공시(상승 , 사  주택지 
56.1% 상승, 도쿄· 코하마  보합상태)

도시 계 에 한 본 (도쿄도  도쿄 해 도심건 ㈜ 사
에 체결), 해 도심지역만들  가 드라 , ㈶도쿄프 티어  
립

1990/4 사 (  지 람  개 ) 지 별실시계 Ⅱ, 지역만들 가 드라 &주택마 플랜 

1990/5
주택용지  건&다 지 사업주체별 주택공 계  결 , 1

 진 업공  강

1990/6
도시계 ·건  개  공포(주택지고도 용
지 , 용도별 용 지 계  등  계
도, 지 용 진지 )

도 ·하루미개 계 , 1  도쿄 포트타운 진 망  공
(6.1~8.31 지)

1990/7
도쿄도 용계 에 한 지거래감시  5

간 연  결

1990/8 라  쿠웨 트 공 도쿄 해열공 ㈜ 립

1990/10
지 책심  지 에 한  
지 책  향에 해  답신

사업공사 합  ( 리 케남지  매립지공 매립 허 
취득)

1990/11
행 민  지 연 , 지 에  지
주  변  창

1  진 업  결 (14개 사업 , 15 )

1990/12 도쿄프런티어사업계 ( 간보고) 

1991/1

걸프  ( 본도 다  경 담, 견 
등,  합 지 책 강 결 ( 지신  타 , 

한 지가 · 하고 합리  지 용  
실 , 도 ·산업 산 등)

1991/3

지  강 (지가  창 , 고 산 ·상  
평가 상향, 특별 지보  강 , 도쿄 · 사

 지가하락 시 , 량규  해 , 신차지
차가 ,  짐

1  도  에  1990 도 개 사업 계보 산   결
, 1991 도 결( 계 산  가결 었 나, 해개 산에 
해   에 집행동결 등 결 가 해짐), 그러나 지사결
에 해 1991 도 개 사업 계 산  결 함(지  177
 3항 규 에 함), 도쿄 해고 철도㈜ 립

1991/4
 도지사 4 (도쿄 신청사(신주쿠) 개청), 

지가  립(새 운 지보  도 , 시행 92
 1월 1 )

재검  계 에도 하고 거 승  개 에 차  가함

1991/6 　
개  등 재검 원  ( 해 도심개   도쿄프런티어계 에 

한  한 도청  직  , 지사· 계  
편 )

1991/8 　
심개  등 재검 원  1차 보고(주택  1천  가, 개  시
동  간  1993 에  1995 도말  , 도쿄프런티어(도시
람 ) 개  시  1996  3월  연 함.

1991/9

차지차가  공포(갱신거  당사  , 차
지  창  등 92  8월 1 ), 행  지가, 
도쿄  사  주택지·상업지에  하락( 하락 
시 , 지담보 가 량채 해  산, 

경  함)

시민포럼 ‘ 미 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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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
1차 보고  결 : 개   도쿄프런티어 에 한 도  

(다 지 : 1가  상업계용지에  주택계용지  변경, 지 별실시
계   변경  결 )

1991/11

미 (宮沢喜一) 내각 , 도쿄도 ‘도쿄도시
`91: 운 도시생  목 ’  :

미  도  해  고 거 도시  규  필
 , 

개 원  체 보고 (시동 (2  연 ) 료 후 개 케
 창 (1996-2000 ), (2001-3 ), (2004 ~)  

변경하  등 검  결과(취업  10만 6천 , 거주  6만 3천
 변경)

1991/12
체  보고 결 ( 해 도심개   도쿄프런티어 에 한 도
 )

1992/3 지가  과  실시
도쿄프 티어사업계 ( 1  도쿄 포트타운 진 업(14사)  

본  )

1992/6 용지  가격 재책 (산  90-2  공시가격  해, 료· 리
 하, 매  8%  지  상해 감)

1992/9

15  개 ·도쿄프런티어 진  계 프  변경  결 함(주
거  3천  가(  6만 →6만3천 , 취업  4천  감 (

  11만 →10만6천 ), 리 케남G 역,   공 주체  
개  항목(도쿄상공  그룹에  주택 지  하고 남  지

 하고, 주택 지에 해  공  주체가 개 함)

1992/12
용지  가격  재차 산 하   (1993  1월 1   지가
공시가격 하에 용지  가격  재차 산 )

1993/2
철거지 등 용계 검 결과보고  , 1  도쿄 포트타운 
진 업  8사  지 계  개시

1993/3 　 도 철도계  사퇴

1993/7
지가  폭  하락· 피  감퇴, 경

 용지  가격  재차 산

1993/8 (細川護熙)연립  탄생 보우 릿지 개통

1993/9 　

개 ·도쿄프런티어 진  지처 식 변경  결 (  신 지
용 식에  식  변경(1996 도  신 지 용 식
 통상  차지 식  함), 계도시 람 ·도쿄프런티어 개계  

결

1993/12 계도시 람  등에 한 특별 원  (  변경, ‘ 해 도심개
· 계도시 람 진 ’(  도쿄프런티어)  변경)

1994/3 민·사 ·사 가케연립  탄생, 건  개
, 고 산  평가 폭 상

시민검 원  (시민  ), 계도시 람 사업가 드, 도쿄
동 합 계  사퇴

1994/6 라 마(村山富 )  탄생

1994/8 계도시 람  사업가 드, 미 상사그룹 계  체결

1994/9 청 공 ·공동  , 리 케 A·B 간 상 처 결

1994/11 시민공청  개 (시민검 원   )

1995/1 한신· 지 지진 도시 람  진 업 리  공식 시

1995/2
해지역만들 플랜 ( 해 시민 : 도  계 에 해, 실 가
한 체  지향함)

1995/3

1  도   도 가 해 산 합 재고 결 (1995
도 개 사업 계 산에 ‘시동  후  개 에 해  합  

 행할 것’ 라  결 가 행해짐), 미F 역에 해  
동 재  간  계  체결

1995/4 시마도지사  탄생

1995/5 　 계도시 람 (도쿄프런티어) 지 결 (항만  료에  게재  
 상 ), 

1995/6
건  개 (도 사 ·폭원  용  한  

)
도시 람  진  업들 지  한 보상  함(닛쇼  진  
동결, 도  개업 연 )

1995/9 　

개 간담 ( 1 )  개 (계  책  시   시  사 경 상  
게 변 었  에, 개 프 , 케 , 재 계  등  합

 재검 하  한 간담  , 30  (3  도 니  
도민  포함 )), 리 케하 처리  운  개시

1995/10 　 공동 · 해열공  운  개시, 콤 ·다 프 티어  공

1995/11 　 리  개통(1주간 25만  용)

1995/12 　 리 케청 공  운  개시, 해 도심간담  간보고 

1996/1 하시 (橋本龍太郎)  탄생 미· 리 케프 티어 , 타 24  공

1996/2 　 시리  다 3 가·5 가 공, 지사에  언

1996/3 　
공청  도민 해간담 (시민그룹에 한 계  10건  상 , 
도민 17  견 진 함) 개 , 닛코도쿄·도쿄 해고 철도 개업

1996/4 　
도쿄 시 ·도쿄 타운 개업, 주택 집· 거 망 쇄도, 티
미 어 실험, 해개 간담 · 보고 

1996/5 　 12  계 포트연합

1996/6 개 도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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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7 　 도쿄  개업, 개  본  결 (개  )

1996/11 진 사업  변경, 용지  용실시  변경

1997/1 신 합 지 책 진 강(지가억 에  지  
용 )

 ‘ 보우 타운’  결

1997/2 용 상지진 사업  집 강 (3월 진 망  등 )

1997/3

도시계 ·건  개 (공동주택  용  
, 고 주거 도지 , 지규 별 합 계

도 집시가지 재가 진 , 지·주택
 경감 , 경 향평가 

지역만들  진계 ( 본계 ) 책 (시동 (~1995 ), 2
(1996-2005 ), 3 (2006-2015 ), 개  442ha, 주거  4
만 2천 , 지균  2036 도, 도민 도 도

1997/4 　
후지TV본사 사  개업, 용사업  집 (5월 용

 사업  결 ), 도 · 미개 계  개 , 도쿄항 6차
항만계

1997/5 　
보우 타운 지역만들  도민  실시  결 , 골  

가 95만 , 도쿄 니랜드  게 

1997/8 진 사업  등  강 

1997/9 　 진 사업  등  , 지역만들 도민  집

1997/11
진 사업등  결  80건, 95사, 보우 타운 지역만들  도민

 집 (9월 25 ~11월 25 지 건  2,421건)

1998/2 지가  과  지

지역만들  가 드 라  개  책 ( 2 지 개  진척상   
경  변  1997 도에 실시한 ‘지역만들 도민 ’  우  
취지  살 , 다시 해 도심주택 계  1998  2월 주거 경 

보 등 항목  여함), 진 사업  2차 공 ( 리 케남LM )
 실시

1998/3

해 계 3  경  책 결 ( 도심건   
302억 3,800만엔, 포트   191억7,800만엔), 3

 3사  경 책  책 (10   , 지  감 , 
 등 270억엔 지원), 매립 지   6ha  삭감( 후 2005
 3월에 3  산함), 해 도심 본계 -개  책

1998/4 　

‘프랑 해’  한 ‘  여신상’ , 6차 도쿄항개 항만계  
변경 고시, 쓰 지시 업계 6단체 연 , 해  시  

 가 에 한 사·검  청하  망 (  지역  ‘도
’가 상 )

1998/6 　  그랑 시픽 리  개업, 진 사업 ( 리 케LM ) 결

1998/7 (小渕恵三)  탄생

1998/10 재생 개 가  , 병원 용지 공 강 , ·통산 ·과학
청  ‘ 체연  상’( 미지 )  

1998/11 시나가 시티 개업, 건  개 (건
 민간개 , 연담건 계 도)

1999/2
연 학  사업  결 , 미GH·LM가 , 지역만들 가

드라  책

1999/3 돌 략플랜, 재 재건플랜
트타운  MEGA WEB, 람차 등 개업, 병원용지 사업  

결 (2005  3월 개업), 마 플랜, 도쿄도감리단체 검  
한 본지

1999/4 시하라 도지사  당

1999/6 미 IT  피  도쿄 리 케워싱  개업

1999/8 　 트타운에 포트 개업

1999/9 시하라 도지사  쓰 지 시찰(“ 래 고, 고, 험하다”고 언함)

1999/11  ‘그린 도쿄계 ’ 책
리 케 지  지역만들  마 플랜 책 , 쓰 지시 재 진

 재  재  곤란,  향 할 에 없다
 견 집

1999/12
진 사업 가등 강 · (1999  12월 13 -2000  1월 27

 가등 건  36건, 36사)

2000/3 시리  다  신거리 공, 도쿄도 런  시트

2000/4 리(森喜朗)  탄생 감리단체개 실시 계 , 쿠 시티 다  개업

2000/6
도쿄 갈 폴리  상, TDM( 통 매니지
트), 도쿄행동플랜, 지 난 책도쿄플랜

도쿄항만합동청사 공, 용 상지진 사업  등  강( 미E
지 ) ·등  (2000  6월 26~30  등 건  2건, 2사)

2000/7 동산 신탁해 , 도시계 ·건  개
2차 공 강 (다 H , 리 케남P ), 용 상

( 미E지 ) 사업  결

2000/8 리 케지 매립 허 취득, 9월  매립공사 착공

2000/9 도쿄 에리어21( 간보고) 공 ( 지매각  시)

2000/11 　
사업 진본  (상시등 ·공  실시(8 ), 진책  
공 ( 리 납 도, 매개 공보 도  창 ), 도쿄 (2 ) 
다  콩  개업, 해 도심  고 맨  

2000/12
도쿄도·도시계  [도쿄 상2000: 천객만래 
계도시·도쿄 목 ] 2001-15 에  



- 201 -

 도쿄도  본 , 도  지하철 에도
(大江戸線)  개통

2001/1
재 그랜드 , 규 공공사업  사 평가
(시행), 

사업 진책 , 상시공 상  가( 미A·I), 용
도 상시공  실시(3 ), 진시 계 , 쓰 지시  지  
도  지  등 사 지에  염 사결과  책  공

2001/2
공 (상 계   지역별 도시만들  향

 시), 주택마 플랜 도쿄 에리어21(도시계 ) 

2001/3
도 재 5개 (10 엔 언), 산업진
플랜

도쿄 해지역재편 지   개  책 , 연 학  
개 , 닛쇼 본사  

2001/4
도쿄원 사 트 , 경 본계 , 폐 처리계

, 고 미(小泉純一郎)  탄생, 도시재생본
 ·도시재생프 트 결

해지역개 사업 계 , 3 계(매립, 하 다 다매립, 해 도
심개 )  통합함, 공동  민간통신사업  해 , 리 케남지 H

 용사업  결

2001/5
해지역개  재 강 책검 원 (개 사업 체 사업내용, 
, 담   목 , 계  직원  원  
)

2001/6 도시재생프 트 1차 건 미지 F2  용사업  결 , 도쿄만 해 에 해 
간  재거  가 들어감

2001/7 해 도심 업  2천사  개시

2001/11 지처  에 해  식에 해 ‘매각 식’  도

2001/12 도쿄 해 에  간  역 재거 에 한 

2002/2 리 케지 P  진 사업  결

2002/3

도시재생특별 , 도시재개  개 (민간에 
용 한), 도시계 ·건  개 ( 고용
 1,300%, 도시계  도, 합 계 차
 신 )

해지역개  재 강 플랜 공 ( 채상  포함해 든 시
 지처   변 해 , 사업  재  강 한

다), 해3  5사 차  각각 도쿄 포트 (1,160억엔), 다
케시 지역개 (1,222억엔), 도쿄 해 도심건 (1,374억엔), 도쿄

타운(868억엔), 타 24(468억엔) , 합계 5,095억엔 , 리
케 지  지역만들  가 드라  책 (마 플랜  실 하  한 
개 도 본  )

2002/4 도쿄도에  도시재생특  운 에 해
도쿄항 해도 , 해  개통, 경평가 차  , 지 체
지 연  립

2002/7 도시재생 지역  지역  도 처 가격  고 해 공 하  식  도 , 등 도  폐지

2002/9 재건  마루  개업 도 · 미개 계 ·재개 (도 ) 책

2002/11
시 도 재개  픈, 공  등 한  폐지, 
도심 귀 가

다 H 신공 강 공 (03  3월 다 H지   미B1
 진 사업  결 )

2002/12 도쿄 해고 철도  연

2003/1 2차 재 재건플랜
용사업  공  강( 미W ) 공 ( 미B1 공  

지)

2003/3 진 사업  공  강( 리 케 지  학 용지) 공

2003/4
시하라 도지사 2

도쿄도지역 재계 , 재도시만들 , 폰  
 개업

리 케 지  학 용지진 사업   미W ( ) 
용사업  결

2003/10 지보  과  지 신  시나가 역 개업

2003/11
용( 여) 사업  공 강( 미K , 리 케남N  

공 , 지 상

2003/12 용( 시 ) 사업  공 강( 미CI ) 공포

2004/3 지 체 지  립

미지   지역만들  본 상 공 , 리 케 (有明の
丘) 재거 ( )에 해  ‘ 통 동지 ’과 지매각
계  체결, 도시계 지역  , 개   보  , 용지지역 
등 , (재) 연 합병원 개

2004/7 도  3   실, 합계 1,800억엔 과, 만들 진플랜

2005/3
합 ~도쿄에  시 한 개 , 그린신
략가 드라 , 지 난 책도쿄플랜

도쿄 타운과 타 24가 민사재생  용신청, 그후  도쿄
사 트( ) 에 2사  합병시켜, ( )도쿄 사 트가 , 

도쿄 변공간 매 향상에 한 체 상, 리 케  재거
( )에 해  통  동 과 지매각계  체결, 건

에 상  , 미F2 , 경시청에 상  , 리
케  립 리 케 합병원 개업, 

2005/4 하 라(秋葉原)재개  개업

2005/8 쿠 엑 프  개통

2005/10 우 민  립, 내진 사건 각

2006/3

도쿄도  새 운 공 계 도, 재택마 플랜, 가
도 1 (勝鬨1丁目)지 프 트, 지역만들

3  , 주생 본  , 내진 사건  통
해 건   개 , 3  도시  상업지·주
택지 지가 16 만에 상승

후 처: 마 리10  책 , 해 도심개 에 해  도청에  
검 직  , 도쿄항 7차개 항만계 , 개  도쿄항에  매립지

 개 에 한 강, 리 케 지  고 도 건 용지에 해  
도고 도 ㈜  지매각계  체결, 후 재 운  , 행재 개

실행프 그램, 리 케  재거 ( )에 해  ‘ 통
동지 ’과 지매각  체결, 리  도 지 연 , 

사 34 ( 미거리 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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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 사하라 도지사 3 미A  공  지

2006/5 ‘2016  도쿄 림픽 본 ’ 

3 -3사 재생 차 개시 신청, 도쿄 포트 , 해 도심건 , 
다케시 지역개  3사  채   3,800억엔  2,000억엔  

에 해 채 폐  해, 3사  100% 감 해  합병시켜, 
다  해 3  4사  함께 신 한 지주 사(도쿄 해 )  

사  했 , 3사  도가 52%  해, 역  사  래  
OB, 사원  30%가 도  견 , 도  실  381억엔(  250
억엔  계에  지 ), 지   하  해, 차

변 지 25 간 지 (연 16억엔), 합계 400억엔   폐
, 직원  재 70 에  37 지 삭감하  등 슬림  도 해, 

07 도 결산에  월결  해 (도생신보 2008  6월 13 )

2006/8 31  림픽경  내 후보도시 결

2006/9 (安倍晋三) ( 1차) 

지 용계  등   공 , 재차 계  변경(취업  9만  
도, 거주  4만 7천 에  취업  2만 과 거주  5천  

(2009  4월 1  시  계 ), 1997  본계  프 과 
하 , 당 에 해 리 케 지 에 주택  집 시 고, 

미지 에 피  집 하도  함 

2006/10 Urban Dock라라포트  도  픈

2006/11 사 34  개통

2006/12
계  ‘10 후 도쿄: 도쿄가 변한다’ (

림픽 개  건  함), 2016  림픽경  
도쿄  향한 지원에 한 견 (도 )

2007/1

3  지주 사 ㈜도쿄 해  립하고, 해열공  
사 함, 주식 에 해  도쿄 해열공 , 도쿄 포트 , 리

, 도쿄 사 트, 민  후 도쿄항 공사  사해, 도 감
리단체5사 경  통합함, 도쿄 사 트  도쿄도가 주식    
계  보 하  해, 사  지 

2007/2
지역만들 가 드라 재개  책 ( 라 케 지 에 해  본

 사고  , 상 한 것  ‘ 해 도심 리 케 지 지역만들 가
드라 ’(2001  3월)에 함, 지  매각  진행함

2007/3 도쿄미드타운 개업

2007/4 신마루  개업

2007/6 통 책심  항공 과  답신

2007/8
도쿄 포트 , 리  ㈜도쿄 해  사 함, ‘새

운 도시만들  한 도시개 도 용 ’

2007/9 후쿠다(福田康夫)  탄생

2007/10
해 도심개 에  처 에 해 (항만 ), 쓰 지시

(도  경  1천   검 )

2007/11 2016  도쿄 림픽· 럴림픽개  본계  쓰 지시 (도쿄도가 670억엔  도 염 책  함)

2008/3
공동  후 1km착공 산 , ㈜ 해  월결  해 (07
도 결산,  43억엔)

2008/4 도쿄항 공사  민

2008/5 쓰 지시 (도 에  경  4만 3천   검 )

2008/6 도쿄 트 도심  개통

2008/9 (麻生太郎)  , 리 쇼  계동시  

2009/1 도  지 가 폭  감퇴
도쿄 사 트, 도쿄항 공사  ㈜도쿄 해  사 , 주  
3  통합 료( 역지역  해  ), 해 책 강

2009/9
하 마(鳩山由紀夫)  탄생, 민주당  
체

2009/10 2016  림픽· 럴림픽 개 도시 결 ( 라질 리우 루), 

2010/6 간(管直人)  탄생

2011/3 3·11 도 쿠 지진, 시하라 4  마 언

2011/4 시하라 도지사 4 2020  도쿄 림픽  재도  

2011/9 다(野田佳彦)  탄생 2020  도쿄 림픽 원  립, 

2011/12
민당  탈 , (安倍晋三) ( 2차) 

, (猪瀬直樹) 도지사  당 , 가 
‘ 략 합특별 역’ 지

도쿄도 ‘ 시 헤드쿼 특 ’ 5개 지역(동경도심・ 해、신주쿠역주변, 
시 역 주변, 시나가 역·다마 역 주변, 하 다공항 용지)

2013/9 125차 IOC  2020  림픽 개  도시 결  ( 라질)

2015 도시 본  료( 미지 , 리 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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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the representative case study on the growth coalition and 

landscape of the Tokyo Waterfront City Sub-center Development (TWSD), Japan 

developmentalism in 1980s-2000s. The manufacturing (warehouse) industrial 

facilities which located in the bay and waterfront areas have been moved oversea 

in economic restructuring process form 1970s. As the corporations left the core 

functions (command-control management) in urban center areas with information 

society, its subordinate facilities have been moved away in the suburb area.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seaside and waterfront areas have generated the massive 

unused lands, the global cities have suffered from the severe urban decline. For 

attracting the transnational corporate capital and the visitors, the big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started in core and waterfront area in global 

cites. As the real estate markets were heating up in global cities, the landscapes of 

the global cities have been changed in the high-rise buildings with complex 

functions (commercial and residential). 

And what are the local pathways of the global city formation since 1980s? What 

are the features of urban coalition (the particularity and structure) and landscape 

(value-orien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space) in the big redevelopment 

projects? Who have promoted the TWSD in global city Tokyo in Asia,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development process? 

In the growth coalition, the TWSD by TMG’s initiatives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is the process which related in the universality of the global city, the 

Particularity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neoliberalism. The changing 

process for global city is the ‘neoliberalizing city’ (polarization), or that is the 

reorganization of Japanese developmentalism (developmental state + the inclusion of 

corporate society). The TWSD has been promoted with the third sector in iron 

triangle of the pork-barrel politics (politicians, bureaucrats, and capital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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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nd reconsideration of the TWSD have generated a lot of controversies 

over the urban competitiveness and social inclusion. 

In the aspects of landscapes, the TWSD has related in the visuality of city-view, 

the gentrification of displacement, and the holding the mega-events. And the 

process was the construction of the complex-high rise buildings in the information 

functions (intelligent buildings) and starchitect (brand architect). The cultural 

strategies (mega events, festivals, spectacle etc.) for attracting the capital and 

person have been used in the TWSD process. It seems that the similar strategies in 

global cities have reproduced the citation space of indistinctiveness. And the view 

point of the urban development direction, the TWSD is the contesting processes of 

value-orientation and ideologies on the space. 

The TWSD of the global city formation would divide the three periods, by not the 

plans and changes of projects but the integrated perspectives in urban 

politics(growth coalition) and culture(landscapes). 

Bubble Developmentalism in 1980s (1979-1990)-Financial city: The TWSD as the 

project for the financial city Tokyo have consisted of the growth coalition who 

have expected the development benefits from the real estate market and landscapes 

for the making global city in the bubble developmentalism. Unlike the Anglo-Saxon 

global cities of New York and London, the global city Tokyo as developmental state 

in East Asia is the state and bureaucrats–led society. The growth coalition of 

TWSD project has consisted of the three sections: ⅰ) the TMG governor Suzuki 

with the development funds in the fiscal balance adjustments and increase of 

corporate income tax in bubble era, ⅱ) the politician and government bureaucrats 

for the purpose of the stabilizer of the fever in real estate market by the private 

revitalization as the increase of domestic markets, ⅲ) the capitals (construction 

industry, 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 etc.) for the new construction 

rush. As a result, the growth coalition of mobilizing corporatism has increased 

tenfold from the early ‘Teleport plan (40ha)’ to ‘the TWSD (448ha).’

The hard urban redevelopment and soft festivals by ‘My Town Tokyo plan’ of the 

Governor Suzuki Shunichi in TMG would be the making process of Tokyo’s 

identities. The blueprints and proposals for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ntegrated in the two aspects of the vernacular (folk-recreation culture, Edo-Tokyo 

studies) and the global (loft culture, lifestyle). But the plans of TWSD have become 

the main construction of offices and commercial facilities to the catch up with the 

ideal-type landscapes of global cities of New York and London. Furthermore, the 

plan of mega event ‘World City EXPO '96’ for expanding the development boom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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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called the 70s’ development leaders (MIT bureaucrats and starchitects) into 

the TWSD. 

Reflexive Developmentalism in 1990s (1991-1999)-Resident-Friendly city: The 

economy in the early 1990s was beginning to show signs of the collapse of bubble. 

The sphere was not an economy from the failure of readjustment of economic 

flows, but the long complex recession with the transforming process of the urban 

stocks (stock prices, lands, constructions etc.). But the issue of capital relocation 

policy in early 1990s would revive for the resolution on the problems of the 

uni-polar concentration in Tokyo. TMG agreed with the policy of the capital 

function’s partial relocation for the political purpose. Like the office core cities, 

TMG considered TWSD as the alternative on the national government policy of 

capital relocation, speeded up the construction.

The growth coalition has been fractured on the public housing rate in TWSD by 

the political party New Koumeito in Tokyo Metropolitan Assembly which has been a 

conservative political base of the governor Suzuki. And like the case of the Kobe 

earthquake and the Aichi Expo plan, the civil society in Tokyo criticized the TWSD 

problems (the closed structure, high costs etc.). In the critical background on 

development, nonaffiliated candidate, Aoshima Yukio was elected in Tokyo governor 

in 1995. He decided to stop the ‘Word City Expo’ (manifesto) for the 

resident-friendly city Tokyo. But it would never end that the controversy on the 

extent of modification (all vs partial) went on the Discussion Meetings of the TWSD 

(17times). As the construction of TWSD went on without the essential changes, the 

urban infrastructure (Yurikamome railway, Rainbow bridges) and the consumer 

space (hotels, world arcades) have been constructed there. The landscapes of the 

TWSD made the citizen to take the ambivalent feelings of the despairs on 

development issues (Yumenoshima or the reclaimed land) and the escapes on the 

long recession (Fuji TV Drama). The Neoliberal administrative structure reformation 

would speed up because of the East-Asia financial crisis late 1990s. As a result, 

the unrest of national government and business community on the Tokyo’s 

competitiveness has increased the portions of commercial spaces in TWSD.

Post Developmentalism in 2000s (2000-2012)-(complex) attracting city in 2000s: 

Unlike the financial global cities of capital consumer type in New York and London, 

Tokyo have been the capital supplier type. The conservative governor Ishihara 

Shintaro elected in 1999 returned to the goal slogan of ‘the global city Tokyo.’ As 

the credit rating of Japan was downgrading in early 2000s, there was the 

controversy on fiscal conditions in debt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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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the big redevelopments in Tokyo core areas stopped after long 

recession since 1990s have been completed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of the 

Koizumi national government in 2002. TMG has again accelerated to the 

development for Tokyo’s urban competitiveness in 2000s. TWSD areas have been 

changed into the (complex) attracting city constructed with the infrastructures 

(harbor, road, airport, etc.) and the culture-tourism’s facilities (‘Casino Plan’). 

As the third sectors went through a bankruptcy process for bad loans in mid 

2000s, the TWSD filed for the largest civil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2006. The 

third sector (five companies) of TWSD development transformed the ‘Tokyo Rinkai 

Holdings’, integrated the related subsidiary companies. To enhance the speed of 

development in TWSD, TMG have taken the complicated measures (debt repayment, 

changes in accounting, and the land sales for the companies). TMG tried to make 

the development boom in Tokyo, through ‘2016 Summer Olympic Games 

plan’(Green•Compact) in TWSD (main area). Although TMG took the massive costs 

in the active campaigns and the pre-events (Tokyo Marathon, the National Media 

Center), the bidding activities of TMG failed to accept widespread acceptance in 

civil societies. It will be feared that a near-field earthquake may hit the 

metropolitan area after 3•11 Tohoku earthquake. Going on the TMG’s activities for 

‘2020 Tokyo Olympic Game’, TWSD have confronted with a choice between the 

growth coalitions (Japan’s Recovery) or the event coalitions (Safety·Security).

The redevelopment for the global city formation is the process of the urban 

politics in actors who have the different interests in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the urban physical built-environments. The TWSD in restructuring process have 

changed the reclaimed lands from the Keihin industrial areas to the global city of 

the symbolic space in office and culture. But this restructuring processes have 

intensified in uni-polar concentration in Tokyo of the place-specific processes, that 

is the polarization process which have distributed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economy of urban concentration by classification and space. 

Keyword: Tokyo Waterfront Sub-center Development(TWSD), developmentalism, 

growth coalition, landscape, global city, developmental state, neoliberalism, event 

coalition, visuality, gentrification, mega-event, Expo, Olympics, financial city, 

Resident-Friendly city, (complex)attracti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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