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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냉각
도쿄에게 헤이세이란 무엇이었을까?✽
사다카네 히데유키

1. 도쿄론의 정체
도쿄(匯☒)에서 헤이세이(䧯, 1989~2019)란 어떤 시대였을까? 이 논문에서
헤이세이의 범위를 버블 붕괴 이후 나타난 경제적인 곤궁 시대로 한정1한
다고 해도, 이 질문에 답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설사 글로벌 시티, 교외화,
또는 계층의 분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형성 등 각각의 관점이 옳
다고 해도, 이러한 견지는 일부 변화만을 설명할 뿐 도쿄 전체를 이해했다
고 하기에는 부족한 감을 지울 수 없다.
대답하기1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참조할 만한 헤이세이의 도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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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전공은 사회학·소비사회론·역사사회학이다. 저서로 『㐌偙䉖脝ֻ: 魀社⚶⩰ס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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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야기, 즉 담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 도쿄가 한창 이야기되던
시대가 있었다. 1980년대 소위 ‘에도·도쿄론 붐’이 일어나면서 마에다 아
이(⯼氭䠀)의 『도시 공간 속의 문학』, 후지모리 데루노부(喖攍⟤)의 『메이지
의 도쿄계획』, 진나이 히데노부(ꯘ⫐瑪⟤)의 『도쿄 공간인류학』, 요시미 순야
(⻊锶➿)의

『도시의 드라마투르기: 도쿄·번화가의 사회사』2 등 다수의 도

쿄론이 발표되었다. 주제나 대상이 되는 시대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도쿄에서 정태적(䡢溷)인 ‘구조’를 읽어 내려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요시미 순야는 20세기 전반의 도쿄는 과거를 표현하는 아사
쿠사(嵪蠗)와 미래를 표현하는 긴자(ꗯ䍴)라는 두 개의 전형적인 번화가가 있
었고, 20세기 후반에는 그 역할이 신주쿠(偆㶆)와 시부야(庬驟)로 계승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도쿄의 경험은 그러한 과거와 미래의 시공(免疾) 사이
에 낀 구조적인 폐역(ꪘ㔔) 속에 둘러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에다 아이는 더욱 복잡한데, 그는 문학에서 이야기되어온 도쿄를 같
은 정태적인 구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빈곤과 부, 지방 출신과 도
쿄 출신, 학생과 관료, 남과 여, 어린이와 어른 등, 도쿄의 경험은 다양한 차
이로 갈라진 텍스트로 읽힌다.
이렇게 안정된 구조를 가진 장소를 전제로 도쿄를 읽어 내려는 의지가
1980년대 ‘에도·도쿄 붐’(尉䨯·匯☒ )ّ٭ه에 두루 통했다고 한다면, 도쿄를
소비사회화와 정보화의 첨단으로 보려는 붐이 2000년대 초기에 나타났다.
기타다 아키히로(ⵌ氭冨㝕)의 『광고도시·도쿄: 그 탄생과 죽음』, 요시미 순

1 ‘헤이세이’라는 연호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시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헤이세이 연호인 1989년 12월 29일에 니케이 지수가 종가 최고
치인 3만 8915.87을 기록한 후 이른바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이후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 배후에는 냉전체제 붕괴에 기반을 둔 글로벌한 경제 발전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큰 사건과 거기에 대응하는 동안 도시의 역사는 휩쓸리고 있었다. 헤이세이는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 —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레이와’(♤⾔, 헤이세이 이후 1919년 5월 1일부
터 적용된 새로운 연호-옮긴이) 이후도 계속되고 있다 — 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적어도 그 차
원에서 천황제(와 연호의 의미)는 이 시대에 근대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대화된 것이다.
2 ⯼氭䠀, 『䉖疾ꪨס־םס倀㳔』, 瞣剹, 1982; 喖攍⟤, 『僻岕ס匯☒阛氺』, 㽒峒剹䍔, 1982; ꯘ⫐
瑪⟤, 『匯☒ס疾ꪨ☭㳔』, 瞣剹, 1985; ⻊锶➿, 『䉖غסُٚؖعٜ٭؟: 匯☒·潂㖪ס社⚶
⺮』, 䑡倀㕔, 1987.

225

연구논단 | 도시의 냉각

야·와카바야시 미키오(蝄卲䌙㝜) 편저의 『도쿄 스터디즈』, 아즈마 히로키(匯
嶙笫)·기타다

아키히로(ⵌ氭冨㝕)의 『도쿄에서 생각하다: 격차·교외·내셔널

리즘』3까지, 이야기하는 방식은 다채롭지만 공통된 점은 현재의 도쿄가 더
보편적인 자본주의 운동의 첨단이라는 의식이다. 교외화가 진행되거나 미
디어가 발달하고 쇼핑몰이 발달해도 어차피 도쿄의 역사는 과거와의 관계
이상으로 글로벌한 자본의 유동 속에 자리매김하면서 그 관계를 가장 빨리
표현하는 장소로 분석하는 방식이 정당화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도쿄론’ 붐은 수습이 되어 갔다. ‘도쿄론’
은 도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경험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유
에서 지적(焒溷)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면서 성립되
었다. 그러나 도쿄가 자본주의 운동 속의 상대적인 첨단에 불과하다면, 성
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특히 도쿄를 이야기한다는 의미도 축소된다. 물론
이후에도 하시모토 겐지(堦勓⣌◝)의 『계급도시: 격차가 지역을 침식한다』4
등 특정한 관점에서 도쿄의 사회를 도려내는 도시 분석이나 미우라 린페이
(┩嶓⡠)의

『‘공생’의 도시사회학: 시모기타자와(┫ⵌ屴) 재개발 문제를 통

해 생각한다』, 다케오카 도루(婣㼾凞)의 『살아남는 도시: 신주쿠 가부키초의
사회학』5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알찬 내용의 에스노그라피도 나오고
있다. 다만, 그러한 책들이 도쿄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고는 할 수 없
다. 그 책들은 도쿄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 격차나 커뮤니티의 존재 방식을
연구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 트렌드는 도쿄의 경험을 밝히는
문제에 가치를 둔 ‘도쿄론’이 아니라 도쿄를 분석의 한 예로 삼는 ‘도시사회
학’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도쿄론’의 소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

3 ⵌ氭冨㝕, 『䌮⼴䉖·匯☒: סא气כ媃』, 䏺座㕔⮂曫, 2002; ⻊锶➿·蝄卲䌙㝜(), 『匯☒ذت
』ث٭ؔظ, 笫⚢㎼㺑剹䍔, 2005; 匯嶙笫·ⵌ氭冨㝕, 『匯☒־脝ֻ: 呬䈼·ꋗ㜽·ػ٘بػٛ』ّث, 傽
勓侑⮂曫ⶾ⚶, 2007.
4 堦勓⣌◝, 『갧䉖: 呬䈼ֿ銏է』, 瞣剹, 2011.
5 ┩嶓⡠, 『「⪴气」ס䉖社⚶㳔: ┫ⵌ屴ꪛ溪ゼ꾴ך־םס脝ֻ』, 偆社, 2016; 婣㼾凞, 『气׀צ
䉖: 偆㶆娫薋⚧永ס社⚶㳔』, 偆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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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무수히 많은 도시가 존재하는 중에서 도쿄만 특정지어 이야기하는 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환상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일
본만 봐도 마스다 히로야(㙟氭㷂□)·도야마 가즈히코(⬃㻗⾔䔁)의 『지방소멸:
도쿄 극단적인 집중이 초래하는 인구격감』6이 출판된 이후 도쿄의 경험을
상대화하려는 도시화론도 나타나고 있다. 마치 일본 사회를 대표하는 것처
럼 오직 도쿄의 경험만을 이야기하고, 지방 도시를 논하지 않아 온 데에 대
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7
그러나 한편으로 ‘도쿄론’의 결여가 일본 사회, 그리고 특히 일본 사회
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도시군의 변화를 잘 보이지 않게 만든 것도 사실이
다. 결론부터 말하면 헤이세이의 도쿄가 밝히는 바는 총체적인 침체이면서
도, 역설적으로 그 침체로 인해 동아시아 도시군 중에서 일종의 선행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쿄는 헤이세이의 디플레이션 속에서 언급되어야 할 변화
를 최소화하면서 침체했다. ‘도쿄론’이 수습된 이유도 크게 보면 이러한 침
체 때문인데, 그 침체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은, 동아시아 도
시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 중요한 시점을 내포하지 않을까?
심지어 헤이세이 도쿄가 단순히 침체한 것만도 아니다. 헤이세이 이후
도쿄에서는 종래의 틀을 깨는 변화도 생겼다. 그것은 그때까지 도쿄를 움직
여 온 것과는 다른 힘이 이끌었고, 그래서 도시 총체의 변화와 정합적으로
논해지진 않지만, 도쿄의 현재와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종래 도쿄의 틀에서 벗어난 힘의 발달을 헤이세이에
오쿠보(㝕╽⟛)와 아키하바라(瑼訪⸮)라는 두 개의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틀에 따라서 도쿄의 쇠퇴와, 그
러한 도쿄를 부분적으로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의 출현이 어떤 방식으로 연
결되는지를 분석해서 도쿄의 경험을 절대화한 ‘도쿄론’을 부활시키려는 것
은 아니다. 반대로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은 도쿄가 외부로 열린 상

6 㙟氭㷂□·⬃㻗⾔䔁 , 『㐌偙忶: 匯☒┞嚋겏╚ֿ䬲ׂ☭庿』, ╚㝠韢社, 2014.
7 필자의 저서(『㐌偙䉖脝ֻ: 「魀社⚶」⩰ס盚』־, ⚻社, 2015)도 이러한 전제에서 도쿄의
경험을 상대화하여 지방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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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을 어쩔 수 없이 제 것으로 삼은 점이고, 도쿄의 경험에 균열을 내는 그
러한 새로운 변화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에 속하는 하나의 도시로서 도쿄
가 잃어 가는 가능성과 그것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2. 지역 이야기의 정체와 고령화라는 중력
이러한 시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먼저 최근 도쿄의 총체적인 침체에 대
해 검토한다. 버블 이후의 경제 침체 속에서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불황
이 더 심해지고, 1999~2000년도 GDP[내각부(⪠ꫂ䍟), 국민경제계산(㎼宐篑座阛
砯), 각목명세서(⻄潨僻箖剹) 기준]가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놓고

보면, 1998년을 정점으로 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통계국(ⳡ澈簡阛㹾)]도 떨어
지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도쿄권으로
향한 인구이동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1998년 54만 8,000명에서
2014년 40만 4,000명까지 거의 30%나 감소했다.8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도쿄의 지역도 침체하고 총체적으로 활력을 잃
은 것이리라. 실제로 도쿄도의 공시지가(㐌❿獏❿呬, 전체용도) 도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크게 줄었고,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08년까지는 원만하게
상승했으나, 다시 201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다. 게다가 도쿄도에 새롭게 착
공된 건물의 바닥면적도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그림 1>). 확
실히 2003년 전후로 약간의 회복기미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도심 회
복에 따른 고층 타워맨션 등 주거용 건축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버블 이후
비주거용 건물의 신규 건설은 계속 정체 상태였다.

8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보고(⛿宐㕈勓⺫䊣 ☭瓌ⳛ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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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쿄도의 신축건축물의 바닥면적
출처: 건축착공 통계조사보고서

이러한 도쿄의 게다가 특히 번화가의 정체를, 무수한 무명(摾⻏)의 사람
들에서 나타나는 관심의 추이라는 차원에서 잘 표현한 것이, 잡지에서 다룬
도쿄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의 변용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피아』(ֵק, 1972~ )나 『시티로드』(ؔطبٞغ٭, 1971~1992)를 선두로 『hanako』
(1988~)나

『도쿄 워커』(匯☒٭٭ؚؗ, 1990~) 등,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는 잡지가 커다란 붐이 되었다. 이러한 잡지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
화를 재빨리 찾아내어, 독자가 그곳을 방문해서 소비하도록 부추겼다. 다
시 말해 이러한 잡지는 도쿄를 다양한 정보가 명멸(僻忶)하는 ‘정보지적 공
간’(㖥霺溷疾ꪨ)9으로 변화시켜 간 것이다.
그러나 정보지의 지역 이야기 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사회의 경제적인 퇴조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점점 쇠퇴해 간다. 정보지 중에서도 성차(䙎䈼)와 취미를 초월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도쿄 워커』를 보면, 그 양상을 잘 알 수 있다.10 『도쿄 워

9 匆┪焒䔁, 『㖥霺溷┾汔』הגםס, 䘼䞯ס璇㳔社, 1984.
10 예를 들면 공칭부수(璥ꌃ俙: 일본잡지협회에 가맹하지 않은 발행사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부수-옮
긴이)로 보면, 1997년에 『도쿄 워커』는 약 42만 부, 『hanako』가 26만 부, 『피아』가 40만 부(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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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쿄 워커』의 지역특집(5%를 넘은 항목)
1990-1999

2000-2009

2010-2019

요코하마(埆嵋)

17.9%

긴자(ꋒ䏟)

16.7%

신주쿠(倜㺊)

16.7%

시부야(幪靼)

16.7%

신주쿠(倜㺊)

14.8%

시부야(幪靼)

16.7%

신주쿠(倜㺊)

13.1%

임해(오다이바)
(荅嵲(ֶ〴㜥))

13.0%

하라주쿠(⾱㺊)

8.3%

긴자(ꋒ䏟)

6.0%

시부야(幪靼)

9.3%

아키하바라(猧衝⾱)

8.3%

우에노(아메요코)
(♳ꅿ(،ً埆))

6.0%

요코하마(埆嵋)

7.4%

기치조지(し牫㼇)

8.3%

이케부쿠로(寑郌)

8.3%

가마쿠라(ꓞ⦋)

8.3%

언급된 지역 숫자

84

54

12

✽ 『도쿄 워커』 매년. 그리고 제1 특집 중에서 지역이 다수 나열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3개
까지 특집으로 다룬 케이스를 계산했다. 제1 특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표지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른다.

커』의 특집에서 처음 확인되는 변화가 지역의 다양화에 대한 언급이다. 『도
쿄 워커』에서 ‘제1 특집’으로 다룬 지역을 정리한 <표 1>을 보면, 시부야(庬
驟)·신주쿠(偆㶆)의

일관성 있는 높은 수치가 눈에 띄는데, 한편으로는 대상

이 된 지역도 다양해졌다.
『요코하마 워커』(埭嶆٭٭ؚؗ, 1998~2013)의 창간으로 요코하마 특집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에 임해 지구[오다이바(ֽ⺫㖪)]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2010년대에는 하라주쿠(⸮㶆)와 아키하바라(瑼訪⸮), 기
치조지(⻊㸊), 이케부쿠로(尊鋵), 가마쿠라(⠡)와 같은 다양한 지역이 리스
트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는 사실 작은 변화일 뿐이다. 가장 큰 변모는 오히
려 대상 지역의 총수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특집에서 다뤄진 지역의 총수를
살펴보면, 1990년대 84에서 2000년대 54, 그리고 2010년대에는 12까지 급
감한다. 언급된 지역을 연간 발행 권수로 나눈 한 권당 특집 수를 보면, 이

그 수치를 10년 가까이 바꾸지 않고 있다)로, 『도쿄 워커』가 상당히 대중적인 층까지 판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ظٛج·ز٭ئ٤٭ذ呎䑑⚶社 , 『겧霺偆臝』׃ג־, ْ·ؓؔظٛئ
ج·ز٭٤٭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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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쿄 워커』 지역특집호의 추이(한 권당 특징 수)
출처: 『도쿄 워커』 매년

러한 변화가 2000년대 초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2>).11 같은
시기에 『도쿄 워커』는 꽃놀이와 불꽃놀이와 같은 이벤트, 도쿄 디즈니랜드
와 같이 더욱 한정된 어트랙션(attraction, 명물 혹은 명소의 의미-옮긴이)으로 특집
의 방향을 바꾸면서 갑자기 지역 자체에 관한 관심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지 요인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용과 더불어 지역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컴퓨터의 보급률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 급상
승해서 2003년에는 78.5%에 달했다(『정보통신백서 2017년도판』).12 스마트폰의
보급은 2010년부터 시작됐으나, 그전에도 구글 지도나 다베로그(էٞء: 일
본 맛집 정보 사이트-옮긴이)

등의 확대에 호응해서 온라인상에 지역에 대한 정

11 일본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는 것과 동시에 『도쿄 워커』도 부수를 줄이면서 1998년에 42만
부였다가 2008년에는 8만 부, 2018년에는 2만 부까지 급감했다. 더불어 2004년에는 격주간지(갲ꅹ
⮜霺)로 2015년에는 월간지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특집을 1년 발행권수로 나눈 수치를
구했다.
12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9/pdf/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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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많이 실리게 되었다. 정보잡지를 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도를 손에 넣
거나 영화관 혹은 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2000년
대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온라인 무료 서비스로 충분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잡지의 지역 이야기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도쿄 워커』를 대표로 1990년대 이후 지역정보지는, 원래 도시에 대한 정보
만 팔았던 것은 아니다. 와카바야시 미키오가 “‘도쿄 워커’적인 것”이란 도
시를 “그때그때 ‘붐’으로 칭송하며 포장한 소비 이벤트의 장”13이라고 지적
한 바와 같이, 『도쿄 워커』는 다양한 지역의 정보로 대중이 소비해야 할 정
보를 지시하는 소위 메타정보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네트워크의 확대는 진
짜로 가치 있는 정보의 선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정보의 가치를 딱히 훼손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잡지가 지역을 유행하게 하는 정보 팔기를 완전히 멈춘 것
은 아니다. 『산책의 달인』(俆婧ס☭, 1996~), 『도쿄에서 한 주』(匯☒┞ꅹꪨ,
1997~2010),

『도쿄 캘린더』(匯☒ٝ٤٭ر, 2001~) 등, 부수는 적어도 더 작은

세그먼트(segment)를 대상으로 한 지역정보지 — 고령자나 커플, 고소득층이
주요 타깃이 되었다 — 의 창간이 오히려 2000년 전후에는 활발해졌다. 그
러한 의미에서 더욱 큰 변화는 지역 이야기, 즉 어떤 지역의 정보를 소비해
야 할지를 지시하는 지역의 메타정보가 과거 큰 집단의 공통 관심사에서 작
은 마니아 집단을 타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사
가 누구나 똑같은 메인 컬처에서 특정인을 향한 ‘서브컬처’로 변하면서, 대
중을 타깃으로 삼은 『도쿄 워커』는 지역특집을 줄여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 방식을 바꾼 도쿄의 변동 실태에 대
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는 도쿄를 세그먼트화해서 소비하
는 다양한 층을 가시화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에 성차나 계층, 문화, 문화자본이라는 면에서 사람들을 분단하는 시스

13 蝄卲䌙㝜, 「『ؔطبٞ◯ ┢כ』غ٭䌑♣溷ססם侵ⵌ」, ⻊锶➿·蝄卲䌙㝜 , 『匯☒ؔظذت-』ث,
笫⚢㎼㺑剹䍔, 2005,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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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있었기 때문이고, 게다가 그러한 ‘다양화’를 제지할 만한 대중적인 관
심을 도쿄의 지역이 만들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헤이세이 시대에
새로운 건물의 착공 수가 도쿄에서는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러한 거시적인 변화를 전제로 도쿄의 지역은 다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의 갱신을 멈췄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 잃
게 된 것이 아닐까?
돌아보면 실제로 도쿄는 20세기 후반 이후 유행하는 지역=번화가를 계
속해서 천이(瓌)시켰다. 예를 들면 요시미 순야에 따르면,14 전전(䨏⯼)의
아사쿠사·긴자에 이어, 이를 반복하듯이 전후(⯼䔿)에는 1960년대에 신주
쿠, 1970~1980년대 이후에는 시부야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 이후 도쿄에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새로운 지
역은 태어나지 않았다. 분명히 1970~1980년대 이후에는 시부야의 발전
에 맞춰 하라주쿠나 에비스(䛒嬟㸒), 지유가오카(蔦氮ֿ╁)와 같은 시부야 주
변 지역의 활성화가 나타났고, 2000년대에는 오다이바가 일시적인 유행으
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 부분적인 유행
일 뿐 도쿄 전체의 번화가 모습을 갱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정체를 타파할 방책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쿄 올림픽도 기획했지만,
그 계획도 신궁(㵢)과 임해 지역이라는 한정된 장소의 재개발만 진행했을
뿐, 그것이 실현되어도 여전히 도쿄 전체의 갱신과 재활성화의 촉진과는
거리가 멀었다.15
그렇다면 왜 헤이세이의 도쿄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진 것일까? 경제의
쇠퇴나 전후 이후의 축적에 수반된 권리관계의 복잡화 등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개개의 변동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더욱 큰 공
통 면으로 중요해지는 것이 도쿄의 인구학적 변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헤이세이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착착 진행되었

14 ⻊锶➿, 『䉖غסُٚؖعٜ٭؟: 匯☒·潂㖪ס社⚶⺮』.
15 鬕蝠▆, 「「䱖ꯙ」「כ」: ؘة٤عٛ٘ب٭آؔن٤סחגרס⣨긖」, 『α-Syndos』 vol. 24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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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아시아 도시의 고령화 비율: 일본 및 도쿄도는 통계국통계조사부 국세통계과(窟鎘㽷窟鎘锃叨鿇㕂
窟鎘铬)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4&tstat=000000
090001&cycle=0&tclass1=000000090004&tclass2=000000090005&stat_infid=000000090270), 서울은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http://kosis.kr/eng/), 타이베이시는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Taiwan) (https://eng.stat.gov.tw/mp.asp?mp=5)을 참조.

다. 실제로 도쿄에서도 고령화비율(65세 이상)은 1990년 10.6%에서 2000년
15.9%, 2010년 20.9%, 그리고 2015년 22.2%로 2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그림 3>). 이와 같은 고령화는 ① 인구 수가 많은 단카이세대(㎒㗉
┾♣: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로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옮

긴이),

단카이 주니어세대(㎒㗉ؓؼٖة: 1970년에서 1974년 이전에 출생한 세대로 제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도 한다-옮긴이)의 연령이 상승한 데다 ② 결혼연령이 높아

지면서 저출산의 확산 ③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도쿄권 전입인구의 감소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인구 피라미드의 변동에 따라 새로운 구매력이 나
타나지 않게 되고 결국 지역의 갱신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실제로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젊은층이 잇달아 구매
력으로 집단을 형성하면서 신주쿠, 시부야·하라주쿠와 같은 새로운 지역이
형성되었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는 과거에 만들어진 지역의 틀을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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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태로 유지하게 했다. 새로운 그래서 자신들을 배제할지도 모르는 지역
보다는 옛날부터 친숙하고 게다가 기득권익(債䕑埫)이 있는 지역이 지속되
기를 고연령층이 환영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인구 규모적, 또는 경제적
으로 큰 구매력을 가진 집단에 말려들어 도쿄 지역의 갱신은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도쿄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것이 사실 『도쿄 워커』에서 보이
는 지역특집의 감소로, 특히 주목할 점은 『도쿄 워커』독자층의 변화다. 창
간 당시 『도쿄 워커』는 ‘20세 전후(±5살)’16와 단카이 주니어세대에 가까운
사람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독자를 개척하지
못한 채 있다가 2018년에 지면을 쇄신하면서 독자층을 ‘40~50대’17로 옮겨
연령층이 높아진다. 즉, 도쿄라는 지역이 고연령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도쿄 워커』의 독자층도 중장년층화해 간 것이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대한 관심도 잃어 간 것이다.18

3. 에스닉 타운화와 오타쿠 거리화
이처럼 최근 도쿄는 고령화를 큰 중력으로 보수화하는 양상이 강해지고 있
다. 새로운 구매력의 출현이 한정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도쿄는 에너지를 잃고 광범위한 지역 이야기에 무관심한 보수적인 지역이
된 것이다.
과거 와카바야시 미키오는19 레비 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의 논의를
언급하면서 변화가 심하고 그것을 역사로 누적시키는 ‘뜨거운 도시’와, 변
화가 적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흡수하는 ‘차가운 도시’를 대비적으로 분류했

16 ْ·ؓؔظٛج·ز٭ئ٤٭ذ呎䑑⚶社 , 『겧霺偆臝』׃ג־, 183쪽.
17 https://www.yomiuri.co.jp/fukayomi/20181119-OYT8T50136/2/
18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쿄 워커』는 2018년 10월에 타깃을 ‘30대까지’를 포함한 ‘도쿄 거
주 싱글 남녀’로 바꿔서 리뉴얼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는 한 권당 지역 특집이 증가했다.
19 蝄卲䌙㝜, 『斪ַ䉖 ⬗ַג䉖』, 䑡倀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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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개념을 빌리면 헤이세이 도쿄는 특히 혹독한 불황이 시작된 세기의
변곡점 즈음부터 ‘냉각’의 정도가 강해진 것은 아닐까? 도시는 과거의 구조
를 남겨 둔 채로, 결과적으로 대중적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감소하고 있
는 것이다.
그렇다고 헤이세이 도쿄에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쿄
는 헤이세이 시대에 고령화와 경제 불황으로 총체적으로 냉각되었지만, 과
거의 틀을 착실하게 돌파하는 동시다발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미세해서 대
중적인 이야기의 대상으로 정착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도쿄를 살아가는
경험을 부분적으로나마 갱신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 이후 오쿠보의 성장이
다. 그 이전에 오쿠보는 외국인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오쿠보
는 전쟁의 재해로 주민들의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 상점가를 중심으로 형성
된 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즈음부터 특히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계통의 주민과 점포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후반에는 특히
코리안 타운으로 성장했다.20
오쿠보가 변화한 원인 중 하나는 일본 전체에서 이주노동자가 증가하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버블기의 노동력 부족으로 1985년경부터 비영주자
가 일본 국내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오쿠보의 경우는 신주쿠에서 가깝다
는 점도 있어서 1980년대에 한국의 여권발행이 완화된 이후 가부키초(娫薋
⚧永)에서 일하는 한국 출신 호스티스가 많이 살기 시작했다.21

게다가 유학생의 수용도 확대되었다. 1983년 나카소네 내각(♼劀呧⫐
ꫂ)이

‘유학생 10만 명 계획’을 내세우면서 이후 일본 유학생이 급증했다.

1983년에 10만 428명이던 유학생은 10년 후인 1993년에는 52만 405명,
2003년에는 10만 9,508명, 2013년에는 16만 8,145명, 2018년에는 29만
8,980명으로 증가한다.22 오쿠보의 경우 도심 대학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20 甮訪✲㲳, 『ٍؠ؛؛䉖ⲇס: 㝂倀疾ꪨ』ّثِػؕرס, 㳔蛮⮂曫社, 2008, 26쪽.
21 甮訪✲㲳, 『ٍؠ؛؛䉖ⲇס: 㝂倀疾ꪨ』ّثِػؕرס, 47쪽.
22 『2018년도 외국인 유학생 재적 상황조사 결과』, https://www.jasso.go.jp/sp/about/statistics/intl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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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제학우회(㎼갾㳔⚶)의 근처 아파트가 처음부터 유학생이 수용했
다는 점도 있어서 많은 유학생의 생활지로 선택했던 것이다.23
그 결과 일종의 에스닉 타운화가 이뤄지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곳
은 오쿠보만이 아니었다. 규모가 크건 작건, 비슷한 변화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도쿄의 몇 곳에서 진행된다.24 예를 들면 야마노테센(㻗䩘納)에서 세 정
거장 떨어진 이케부쿠로에는 원래 영세한 점포·아파트가 많고, 그곳에 지
방에서 상경한 노동자나 학생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 중
국에서 온 이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니시구치(锞) 근처의 에스닉 타운화
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2년 역 앞에 중국계 슈퍼가 생긴 것이 하나의 계
기가 되어 이케부쿠로 차이나타운이라 불리는, 재일중국인의 거주 지역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25
오쿠보나 이케부쿠로가 변모하는 조건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도시
의 정체다. 고령화와 경제 불황의 여파로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과거 일본인
을 상대로 운영해 온 가게가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그 틈을 외국계
가게와 주민이 메우면서 도시가 존속했던 것이다.
이렇게 외국계 주민이 가게나 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보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순풍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합법이
든 불법이든 그때까지 도쿄에 사는 외국인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또는 그녀들이 구매력 있는 집단을 형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 노동자 대
부분이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었고, 게다가 번 돈을 모아서 본국으로 송금하
는 일이 흔했다. ‘풍요로운’ 일본과 그들의 모국과의 경제 격차는 컸기 때문
에, 일본에서는 되도록 소비를 줄이고 견디면서 일하고, 돈을 모으는 일이
일반적인 생활방식이 되었다.

student_e/2018/index.html
23 甮訪✲㲳, 『ٍؠ؛؛䉖ⲇס: 㝂倀疾ꪨ』ّثِػؕرס, 48쪽.
24 그 외 다카다노바바(둚氭뉉㖪)에 있는 미얀마인 커뮤니티, 니시카사이(锞詏锞)에 있는 인도인 커뮤
니티 등 최근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㵍堦鎑⾔, 『傽勓ס沌㎼: 㐂傽㜽㎼☭ס焒傽䊬』, 冘倀社,
2019).
25 㻗┫庣, 『尊鋵ؗذػؕٔز٤: ⫐劄㝕ס偆襪⦔銏ס㵅⦐מ』, 崎岩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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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침체하면서 한국·대만·중국을 중
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가 급성장하자 일본에서 일하고 생활한다는 의미가
달라진다. 단기간 노동으로 큰돈을 벌기 어려워진 대신에, 일본은 비교적
안전하면서 생활비가 저렴한 곳으로 떠오른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학생도 급증한다. 물론 고학생도 있었지
만, 노동자와 비교하면 유학생은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실현하면서 무엇
보다 일본에서 소비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특히 후반 이후 이민자들은 무시하기 어려운 구
매력을 형성했고, 도쿄에 전례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일으
켰다. 그들은 장기거주 생활자로 일상적인 소비를 도쿄에서 반복했고, 이로
인해 오쿠보나 이케부쿠로에서는 요코하마 중화가(╚襪銏)에서 일본인을 주
고객으로 삼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매
행태를 배경으로 뉴커머(new comer, 신규 이민자)를 위한 레스토랑이나 점포,
서비스업이 집적되고, 그 덕분에 일본으로의 동화를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문맥을 도쿄의 지역으로 들여온 것은 에스닉한 구매력
만은 아니다. 바로 비슷한 시기에 오타쿠적 구매력이 활성화되면서 아키하
바라를 대표하는 지역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키하바라는 전전부
터 이어진 라디오 점포나 전후 암시장으로 모여든 영세한 전기상을 모으다
가, 20세기 후반에는 ‘전자제품 거리’로 일본 최대의 가전제품 지역을 형성
했다. 26 그 주요 고객은 고도성장 속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베이비붐
의 ‘전후 가족’이었다. ‘전후 가족’은 남편이 회사에서 긴 시간 근무하는 것
을 전제로 대출을 받고, 주부의 가사부담을 줄이면서 가정생활을 즐겁게 보
내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아키하바라에서 샀다.
그러나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해 아키하바라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교외
화가 진행되고 싼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파는 양판점의 교외 진출이 두드러

26 ┩㴎槏┞, 『瑼訪⸮』♀ע, 蛮偆臝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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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시작하면서 아키하바라에 밀집해 있던 전자제품 점포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27 그 틈을 일시적으로 메운 것이 1995년에 정점을 찍었던 컴퓨
터 붐이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교외의 가전양판점에서 비슷한 수
준으로 완성도가 높은 컴퓨터를 저가에 팔기 시작하면서 아키하바라를 일
부러 방문할 필요가 적어지고, 실제로 2000년 정도에는 “대기업 점포가 일
시 폐점하는 등” 컴퓨터 판매점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28
그 위기를 구한 것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나타난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의 유행이었다. 가정용 게임기·PC의 소프트웨어 전문점이던 멧
세산오(MESSE SANOH)가 1992년에 동인 소프트웨어(⻎☭عنخ: 컴퓨터에 기
반을 둔 디지털 미디어 동인작품으로 동인 작가나 동인 서클이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한
다-옮긴이)를, 1994년에는 동인지를 취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4년 처음

으로 동인지나 애니메이션 관련상품을 다루는 도라노아나(呎䑑⚶社軦ס)가
개업하면서, 컴퓨터 붐의 퇴조로 빈 가게가 눈에 띄기 시작했던 전자상가
를, 동인지나 개라지 키트(garage kit: 소규모로 생산되는 조립식 모형-옮긴이), 캐릭
터 굿즈, 비디오·DVD, 게임 등 다채로운 만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파는 점포들이 채운다. 덕분에 아키하바라는 그러한 상품을 찾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적으로 관광하러 온 국내외 손님으로 가득 찬 지역
으로 변모한다.29
이렇게 아키하바라를 오타쿠 거리로 재편한 힘에는 동시대에 오쿠보와
이케부쿠로 니시구치(尊鋵锞)를 에스닉 타운으로 바꾼 힘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도쿄의 인구학적, 경제적 정체다. 오쿠보와 이
케부쿠로의 번화가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가게의 경영부진이 에스닉

27 ⫐氭갗┩, 「䉖ס槁㐂, 䉖ס剱椙」, 槁♣社⚶煝疴⚶ , 『勑僻ס־䘼脝: 社⚶㳔⺪ס茣䙎┾כ汔
ס潸髳寛』י״, عتي٭ـ社, 2005.
28 『匯☒侍汻ُ وش2000』, ْؓؔظ٠تؠ٭, 2000, 5쪽.
29 실제로 Patrick W. Galbraith, Otaku and the Struggle for Imagination in Japan, Duke University
Press, 2019, p. 148에 따르면, 2007년 아카하바라의 오타쿠 거리를 찾은 사람 중에서 30%가 국내에
서 온 관광객, 5%가 해외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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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이 확대하는 배경이 된 것과 같이, 아키하바라도 가전업계에 이어 컴퓨
터업계까지 이어진 정체가 현재와 같은 아키하바라 출현에 어떤 의미에서
는 추진력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모리카와 가이치로(喖䈢㈇┞ꋝ)는 아키하바라가 오타쿠
거리로 변모한 것이 관이나 민간의 도시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일본 도시에
서 나타난 특이한 사례라고 평가했지만,30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원
래 전후 암시장이나 그것을 전제로 신주쿠나 우에노·이케부쿠로가 발전했
고, 이후 하라주쿠의 다케시타도리(盯┫)나 우라하라(鎁⸮: 하라주쿠의 뒷골
목-옮긴이)와

같이 전후 일본에서는 자발적인 지역의 형성이 오히려 표준형

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키하바라는 디플레이션 경제 속에서 발전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아키하바라는 오쿠보나 이케부쿠로 니시구치
와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지역을 외부의 구매력이 살리면
서 부분적인 핫스팟으로 형성되었다. 침체한 도쿄 속에서도 그처럼 특이한
예외가 되었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정부의 국수주의적인 주목 — ‘일본 대단
해’(傽勓)ؕإت라는 — 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이란 오쿠보나 이케부쿠로 차이나타운처
럼 일본 사회의 외부에서 온 것은 아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와 관련된 취
미활동의 구매력은 이미 1970년대 즈음부터 확대되고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돈과 관련해서 달라진 연소자의 상황이 일조를 했다. 아동 조사연
구소(㲳ל鞪吉煝疴) 조사를 보면,31 1970년대에는 아동의 용돈이 대부
분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급증했다는 기묘한 사태가 나타났
다. 1972년부터 3년간 초등학교 2학년의 용돈이 월평균 523엔에서 556엔
으로 6%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저축액은 1만 1,273엔에서 2만
1,626엔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저축액이 급증한 이유는 주로 가족이 아
닌 다른 사람한테 받은 세뱃돈의 증가다. 많건 적건 간에 용돈은 아동이 어

30 喖䈢㈇┞ꋝ, 『鲧ס气: 覰ֻ䉖ؓفـ؞ٚ』, 69쪽.
31 筙㝜·卲⩴⪿, 「ֽעַ־ט׆鞋」?סס, 『㸯㳔◝䌑气』 31(10), 1976,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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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물건을 어떻게 살지를 제한하는데, 1970년대에는 사회가 넉넉해지고 무
엇보다 어른들이 ‘소비사회’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많
은 돈이 가정 외부에서 아동에게도 배분된 것이다.
게다가 고등교육 진학률의 상승이나 아르바이트 비율의 상승 — 대학
생 아르바이트 비율은 1970년대 처음으로 80%에 이르면서 포화상태가 된
다.32 — 이 학생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 부모한테 최소한의 생활을 보
장받으면서 ‘취미’에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젊은층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구매력을 전제로 만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도 생겨
났다. 1977년 『우주전함 야마토』(㴓㴹䨏虀ُٕ)ع, 1981년 『기동전사건담』(塌
ⳛ䨏㛶؝٤)ّر의

극장 공개를 거쳐 애니메이션이 확대되고 그와 관련된 프

라모델이나 굿즈(goods, 상품)도 유행한다. 예를 들면 중고생을 대상으로 야
마토 굿즈를 개발한 라포트(َٚ)ع٭가 1978년에 신주쿠의 게이오 백화점
(☒椟溯䍔)에서

상품들을 판매하자 패닉상태에 빠질 정도로 젊은층 손님이

몰려들었다고 한다.33
그러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만화 관련 상품시장이 싹을
틔우는 한편, 그와 같은 시장이 도시 속에서 집합적이면서 지속적인 장소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
쳐서 애니메이션·만화 숍은 신주쿠나 이케부쿠로, 시부야와 같은 건물 한
귀퉁이나 뒷골목에 자주 산재했으나,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구역으로 자
립하지 못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굿즈를 판매하는 소매 업체 애니메이트
(ؓ)عْؕؼ가 1983년에 라포트에서 독립할 때에도 라포트가 운영하는 애니

메이션 숍[아니멕(ؓ])ؠشْؼ이 위치하는 신주쿠에는 점포를 내지 말도록 요
구했다고 한다.34 애니메이션 숍이 집중해서 가게를 여는 일은 도저히 상상

32 㳔气饦⚶ , 『ٜؓعؕف溮剹』, 㳔气饦⚶, 1980.
33 ꓩ囷┞, 「「ُٕ؝「יא」ع٤」ّر: 睗2ّؓ٭هْؼ气璓需」, 閣庣☭ , 『animec ؝٤ّر
40⽟䌑阾䗻⺴』, KADOKAWA, 2019, 109쪽.
34 둚堦骅, 「ؓ┾עثشءْؼ汔⾔מ鬚桬」ױַי, 閣庣☭ , 『animec؝٤ّر40⽟䌑阾䗻⺴』,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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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고, 실제로 애니메이트도 지하철역이 네 정거장이나 떨어진 이케
부쿠로의 그것도 역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어렵게 영업을 시작했을 뿐
이다.35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관한 구매력은
1980년대에 더 주목받기 어려웠다. 이미 1975년에 코믹마켓(شآ٭ُؠشِؤ
ع: 매년 도쿄에서 두 번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동인지 배포·반포 및 판매하는 행사이자, 세

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만화 행사 중 하나-옮긴이)이

시작되고, 1985년에는 3만

명, 1989년에는 12만 명까지 참가인원을 늘리지만,36 이것도 결국 일시적인
축제의 장이라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드디어 애니메이션과 만화 관련 구매력이 아
키하바라라는 고정된 공간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디플레
이션이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은 “단가가 낮아서 대형가전제품이
나 컴퓨터와 비교해서 매출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37라는 말이 나오는 것
처럼, 반드시 지역의 자영업자나 건물주에게 환영받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
런데도 불황 속에서 공실이 눈에 띄기 시작했던 아키하바라의 건물주는 살
아남기 위해서 그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디플레이션과의 관계뿐 아니라 ‘전후 가족’의 규범이 사적인
소비 욕망을 억누르기 힘들어졌다는, 보다 큰 사회변동도 중요해진다. 만화
나 애니메이션, 또는 관련 상품은 자주 ‘전후 가족’이 공공연하게 노출하지
않았던 욕망을 밖으로 표출시켰다. ‘전후 가족’ 속에서는 쓸모없는 미소녀
에 대한 페티시(fetish)적인 취향이나 ‘전후 가족’이 전제로 삼은 미국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 평화(Pax Americana)에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폭력적인 표현
을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분출시켰다. 하지만 ‘전후 가족’에서 불거져 나온

35 현 사장에 의해 아니멕은 “전국의 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명도 있는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ئ٤
ؕٔب٤‘ ⋯⋯)ؔطب앞’에 가게를 열었습니다.”(㐣┫㷝, 「ؓסعْؕؼ㎼⮂䍔סךױ32䌑社ꩽ
ֿ靣㹻ׂ」!!, 『weekly وٍٝؕ٭ٜ』 50(17), 2019, 151쪽)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강조된 부분
은 선샤인시티 내부에서는 도저히 가게를 열 수 없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36 عشآ٭ُؠشِؤ徙⤫⚶, 『 عشآ٭ُؠشِؤ30’s ؕؒنٜ』, 귱卲䈰跔蕪, 2005.
37 『瑼訪⸮侍汻ـ٤』ؠشهغ, ؓؓؔظْ·٭؞ت٠تؠ٭, 2000,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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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욕망을 통해 가동되면서, 애니메이션과 만화 관련 취미는 사적인 공
간·방, 또는 코믹마켓 행사장 등에 둘러싸여 도시의 큰길에서는 결코 장소
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모리카와 가이치로와 갤브레이스(Patrick W. Galbraith)38에 따르면
아키하바라는 사적인 취미를 공적인 장소에서 노출한다. 아키하바라는 과
거 사적인 공간 속에 한정되었던 욕망을 무작위로 가로(銏鴤)에서 표출하고,
‘개인공간이 도시로 확장’39하는 것을 실현했다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키하바라가 표현하는 것은 ‘전후 가족’과 ‘소비사회’
의 갈등이다. ‘소비사회’는 사적 욕망의 추구를 돕지만, ‘전후 가족’은 그 추
구에 끝까지 제약을 가한다. 구매력은 고작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가전제
품이나 기능적으로 편리(하다는 알리바이가 있는) 컴퓨터 구매에 고정되었는데,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아키하바라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고 그
틀을 초월한 욕망의 추구가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 도쿄에서는 가시화(⺪)될 수 없었던 욕망의 힘을
이용해서 아키하바라는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아남는다. 그렇다고 아키하바
라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사적 구매력의 전개에 한계가 없던 것은 아니다.
오타쿠 거리는 어디까지나 ① 사방 500m 내에 들어오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좁고 한정된 공간에 머물렀다 — 최근 재개발로 오피스 빌딩의 진출이 가속
화되면서 경계가 더욱 명확해졌다 — 는 것에 더해 ② 사적인 취미의 추구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키하바라 오타쿠 거리화는 1990년대 초 이후 계속 진행되어
온 유해 코믹스 규제 및 조닝(zoning, 구역 설정)의 전개와 중첩되었다. 1991년
에는 코믹스에, 1996년에는 잡지에 ‘성인’ 마크의 적용이 ‘자주’적으로 결정
된 것처럼40 만화나 그 주변의 표현에서 청소년이 배제되고, 대신에 ‘성인’

38 喖䈢㈇┞ꋝ, 『鲧ס气: 覰ֻ䉖ؓفـ؞ٚ』와 Patrick W. Galbraith, Otaku and the Struggle
for Imagination in Japan.
39 喖䈢㈇┞ꋝ, 『鲧ס气: 覰ֻ䉖ؓفـ؞ٚ』, 73쪽.
40 ꩽ㼾聋䌗, 『ُ٤םע؝锺⯜「 ;־ס劔㵬」׃״┾笫ס侍ꮐ』, ⭡社, 2010.

243

연구논단 | 도시의 냉각

의 자유로운 사적 욕망의 추구가 허용된다. 그렇게 요구된 조닝의 공간적인
현실로 아카하바라는 묵인되면서 번성한 면이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는 일부러 교통비를 들이면서 아키하바라까지 와서 사람들에 섞여 상품을
사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러한 청소년의 ‘희생’을 전제로 이곳에서는 어른
들의 취미에 대한 탐닉이 정당화된 것이다.
게다가 명백하게 ‘배제’된 것이 여성이다. 아키하바라의 오타쿠 거리 성
립은 젠더차를 초월하는 자유로운 욕망의 추구를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벽을 재생산해서 여성을 외부로 밀어냈다. 원래 여성 손님이 많던 코믹
마켓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녀를 대상으로 날짜와 구역이 나뉘는데, 그
축제의 장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때에 따라서는 불행한) 혼효(庋帪)나 조우
도 나타났다.
그러나 아키하바라의 가로에는 소녀 캐릭터의 독특한 모습이 벽면 가득
히 펼쳐졌고, 나중에는 메이드복(ْؕغ劚)을 입은 모습의 여성이나 아이돌
의 접대를 펼치면서 거의 명시적으로 여성을 배제했다. 실제로 2003년 아
카하바라를 방문한 어느 두 명의 여성은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들었고, “이
곳은 남자의 성지라고, 여자는 빨리 꺼져”41와 같은 시선을 아키하바라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차의 벽을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키하바
라는 ‘전후 가족’의 규범에서 불거져 나온 욕망을 긍정하는 한편으로, 다른
국면에서는 ‘전후 가족’적 규범과 결탁해서 그것이 키우는 성차의 판타지를
오히려 보호한다.
그렇다고 여성들의 사적 욕망 추구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다. 아키
하바라의 오타쿠 거리화보다 한 발 늦게 야마노테센(㻗䩘納)의 반대쪽 이케
부쿠로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가게가 모여들기 시
작했다. 애니메이트 이케부쿠로 본점과 1994년에 개점한 <K-BOOKS 이케
부쿠로점>을 중심으로 2000년 즈음부터는 여성들의 사적 욕망에 대응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의 집적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실제로 앞에서

41 摾⻏, 「ש╚┫黆ס: 瑼訪⸮」, 『 』רפ1월호, 2004,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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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라포트에서도 아키하바라의 마초이즘에 지친 여성들이 당시 자신들
이 “내 맘대로 ‘오토메 로드’”(▚㟕ٞغ٭: 이케부쿠로 선샤인 60빌딩의 서쪽 거리에 붙
여진 이름으로 여성을 겨냥한 애니메이션·만화의 주요 쇼핑·문화 중심지-옮긴이)42

라고

부르는 이케부쿠로의 한쪽 구석으로 되돌아와 편안함을 느낀다.43
그러한 의미에서 오토메 로드의 형성은 ‘전후 가족’과 ‘소비사회’의 충
돌과 동시에 기묘한 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도쿄는 경
제적인 불황 속에서 ‘전후 가족’에서 돌출된 욕망의 추구를 긍정하는 것에
하나의 활로를 발견한다. 그것은 ‘소비사회’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욕망은 성차에 의해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자
유를 정당화했다. 아키하바라와 오토메 로드의 병행적인 존속은 그러한 의
미에서 사적 욕망을 허용하는 ‘소비사회’와, 남녀의 역할 분담을 강하게 요
구하는 ‘전후 가족’이 도쿄의 지역에서 애매한 형태로 결탁하고 있는 모습
을 잘 나타내고 있다.

4. 군중의 이벤트화와 도시의 냉각
1990년대 후반 이후 에스닉 타운화와 오타쿠의 거리화를 비롯한 과거와는
다른 도시 형성의 원리가 도시·도쿄를 침식해 간다. 오쿠보나 아키하바라
를 중심으로, 그러나 — 이케부쿠로가 전형적인 것처럼 — 반드시 그러한 국
소(㹾)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힘이 도시·도쿄에 부분적으로 번지면
서 그 풍경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다.
거기에서 공통된 특징으로, 우선 ① 그것이 네이션(nation)의 틀을 벗어나
는 힘으로 구동되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다른 국민국가의 수도와 마찬

42 摾⻏, 「ש╚┫黆ס: 尊鋵」, 『 』רפ4월호, 2004, 146쪽.
43 실제로 필자가 <NTT 모바일 공간통계>(NTTٓؕفٜ疾ꪨ簡阛)에 위탁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19년 10월 7일 14:00～15:00의 아키하바라에서는 남성 : 여성의 비율이 2.62로 남성이 2배 이상 많
은 데 비해, 이케부쿠로의 오토메로드 근처에서는 0.76으로 반대로 여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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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도쿄도 지금까지 일본 국가라는 네이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교
육기관이나 정치, 미디어, 상업의 중심지를 두고 지방에서 재화(鬙)와 인재
를 흡수하는 등 도쿄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휘두르며 지방을 종속시켰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여전히 명백하게 잔존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한계
도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가 앞에서 확인한 고령화다. 인구
이동의 감소는 —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에
서 — 고령자의 도쿄 집적도를 높이고 그래서 번화가의 정체도 진행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네이션의 틀과는 다른 수준에서 오는 힘이 도
시를 부분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에스닉 타운을
형성한 힘은 네이션의 외부에서 지역의 풍경을 바꿨다. 동아시아를 중심으
로 한 경제력의 상승에 따라 글로벌한 구매력이 몰려들어 네이션 밖으로 직
접 통하는 창이 헤이세이의 도쿄에는 열려 있었다. 그러한 힘이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바운드의 구매력으로 긴자를 시작으로 도쿄의 거리를 크
게 바꿔 놓았다.
이렇게 네이션의 외부에서 오는 글로벌적인 힘과 달리 오타쿠적인 거리
는 네이션의 내부에 계속 은폐되고 갇혀졌던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것은
국민국가를 지탱하는 ‘전후 가족’의 규범을 흔들고 그것이 내부에 감춰 온
것을 공적 장소에서 노출하게 했다. ‘교외’의 사적 공간으로 갑자기 연결되
는 문이 중심부의 번화가에 출현해서 ‘전후 가족’이 지탱해 온 공과 사의 질
서가 상대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네이션의 수도로 발전해 온 도쿄의 틀을 외부와 내부에서 전
복시키는 힘이 헤이세이 사회에서는 착종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총체적
이 아닌,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지역의 문맥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구매자
를 대상으로만 열려 있을 뿐으로, 예를 들면 이케부쿠로의 차이나타운에는
점포가 지하나 건물 2층 이상에 있고, 광고도 소극적이라 단골 손님이 아
니면 그 장소를 찾기 어렵다.44 마찬가지로 이케부쿠로의 오토메 로드에서
는 더 의도적으로 외부자에게 닫혀 있다. 아키하바라와는 달리 오토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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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역에서 멀어 일반인이 찾아가기 힘든 한쪽 구석에 있고, 게다가 그곳
에 위치하는 가게도 자신의 존재를 벽면 포스터나 깃발 간판 정도로 과도하
게 광고하지 않는다. 아키하바라와 이케부쿠로를 조사한 오사다 스스무(ꩽ
氭)와

스즈키 아야노(ꖂ勎╹)에 따르면, “‘오타쿠계 전문점’이 아키하바라

에서 ‘얼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케부쿠로”에서는 ‘비밀 아지트’(璓㶔ס걇
㵵)45로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은 『도쿄 워커』와 같은 대중적인 잡지에 등장하
기 어려웠다. 그 지역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쿄 워커』에서 아키하바라를 중심 주제로 삼
아 특집으로 다룬 것은 1996년과 2003년, 2014년 세 번뿐이고, 오쿠보는 아
시아 특집 때 더불어 언급되었지만 그 지역 자체가 중심 주제로 다뤄진 적
은 없었다.
이러한 폐쇄성과도 관련해서 ② ‘상자’(硟)라고도 할 수 있는, 도로에서
동떨어진 공간이 도쿄 지역에서 종종 증가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낯
선 손님을 상대하지 않고 특정한 구매력을 손님한테 얻을 수만 있다면, 싼
값에 빌릴 수 있고 게다가 더욱 안전하게 외부로 닫힌 건물 내부에서 가게
를 여는 일이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실제로 이케부쿠로의 차이나
타운에서 요코하마 중화가와 같이 관광객을 상대로 노면에서 영업하는 가
게는 적고,46 오토메 로드에서는 지하나 2, 3층에 동인지 숍과 굿즈 숍이 자
주 열려 여성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상품을 살 수 있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자화’(硟) 현상은 사실 더욱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앞에서
『도쿄 워커』의 특집에서 다루는 지역이 2000년 전반에 급감한 사실을 확인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한 가지 더 명확한 원인이 있었다. 2002년 도시특별
재생법(䉖杅⯁气岺)이 제정되어 대규모 건조물에 의한 재개발이 쉬워진

44 㻗┫庣, 『尊鋵ؗذػؕٔز٤: ⫐劄㝕ס偆襪⦔銏ס㵅⦐מ』, 崎岩社, 2010.
45 ꩽ氭·ꖂ勎╹, 「䉖ؠذ؛ֽׄמ倀⛺ס翝♕ׄ: 瑼訪⸮כ尊鋵薋⺫כ嬟鼛煝疴」, 『䢻
䗎聋㘪㝕㳔傽⻊笫锡 社⚶璇』, 20⺴, 2009, 52쪽.
46 㻗┫庣, 『尊鋵ؗذػؕٔز٤; ⫐劄㝕ס偆襪⦔銏ס㵅⦐מ』, 崎岩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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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이를 더욱 가속화해서, 2003년에는 롯폰기 힐스(⪭勓勎كٜ)ث, 2004년
에는 시오도메 시오사이트(寱汦عؕئ؛ب, siosit), 2006년에는 라라포토 도요
스(כ٭װ骅嵌), 오모테산도 힐스(銨كٜ)ث, 도쿄 미드타운(匯☒ِذغش
ؗ٤)

등이 연이어 오픈한다.47 2005년 4월 27일 호에서는 「NEW 어뮤즈

먼트 도시탄생」(NEWِْٖؓث٭٤ع䉖气)이라는 특집이 구성되는데, 이
것이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도쿄 워커』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자’를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어뮤즈먼트(amusement)로 간주하면서 적극적으로 다
루는 한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상자’가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도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서 지역 자체의 대규모적 갱신이 어려워졌기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획
할 때 그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48 — 때문이지만, 거기에 글로벌 자본주
의 힘의 고조와 함께 지역보다 상자건물(硟朮)에 입주하는 메가 브랜드(mega
brand)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상자’의 성패는 그것이 위치하는 지역보

다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지에 좌우되었고, 그래서 ‘상자’는 지역의 문
맥에서 빠져나와 글로벌하게 떠도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해서 과거
도쿄의 모습을 정했던 즉 방문해야 할 지역을 지시하고 유행을 만드는 미디
어의 권력은, 어떤 상자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점포를 배치할지를 정
하는 글로벌한 자본의 전략으로 치환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상자’를 하나의 무대로 삼으면서 도쿄의 지역에서 ③감
소한 구매력의 구획화 또는 이벤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
다. 앞에서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이 보수화(⟛㴕)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
다. 총체적으로 지역은 고령화하는 구매력에 지배되어 보수화된 것이지만,

47 2000년대 이후 번성했던 에키나카(뉭ػ: 역 구내의 상업 공간-옮긴이)도 ‘상자화’의 일종이다.
2000년 차지차가법(⡊㐌⡊㵵岺: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통고나 계
약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임차인 보호법-옮긴이)의 개정으로 정기건물임대차(㴻劻
䐭朮魍鬽⡊: 계약 갱신이 없는 특약을 맺은 건물의 임대차-옮긴이)가 가능해지면서 임차인의 이동
이 용이해진 점을 계기로 쇼핑몰과 에키나카가 활성화되었다.
48 鬕蝠▆, 「「䱖ꯙ」「כ」: ؘة٤عٛ٘ب٭آؔن٤סחגרס⣨긖」, 『α-Syndos』 vol. 24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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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새로운 구매력은 아키하바라와 이케부쿠로의 구획된 영역이나
‘상자’에서 코믹마켓이나 도쿄디즈니랜드와 같은 이벤트와 어뮤즈먼트라는
형태로 상대적인 자유가 허용된다. 이러한 장소의 의미는 중의적이다. 사람
들에게는 일시적인 이바쇼(㺇㖪: 사전적 의미는 있을 곳, 거처, 사회학적으로 확장된
의미는 안심할 수 있는 장소,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장소-옮긴이)가

주어

진 대신에 한정된 공간이나 시간 속에 격리되어 관리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심에서 이러한 현상을 ‘야생’적으로 표현한 것이, 최근 열린
시부야 할로윈의 성황이다. 원래 1980년대에 ‘시부카지’(庬ة: 시부야 캐주얼
의 약자-옮긴이)라

불리는 패션이 생기고, 1990년대에 ‘시부야계’(庬驟笠)라 불

리는 음악이 큰 인기를 끈 것처럼, 예전의 시부야는 젊은이의 거리라고 여
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실제로 필자가 <NTT 모바일 공간통계>
에 위탁해서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전수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10월 7일(일요일) 14:00~15:00에 시부야 센터 거리 주변에 모인 집단 중에
10대 후반(단, 이하 모두는 15세~19세)의 비율은 15.2%에 그쳤다.
구매력이라는 의미에서는 젊은층은 더 설 자리가 없어졌다. 2019년 시
부야에 오픈한 도큐프라자 시부야(匯وٚ ا庬驟)가 ‘어른을 즐겁게 하는 시
부야로’를 콘셉트로 하여 ‘40~60대의 고감도에 명품·본질을 알고, 여유로
움이 있는 어른’49을 타깃으로 한 점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별로 구매력
이 없고 집단으로도 수가 적은 젊은층은 최근 시부야에서도 매력적인 타
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고연령층의 고객이 —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
럼 — 지역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할로윈데이에는 지역의 연령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2010년경부터 10월 31일을 전후로 시부야역 앞에서 가장한 사람들이 대
거 모이는 현상이 되풀이되었다.50 그렇게 모여든 군중에는 분명히 젊은 사

49 https://www.ryutsuu.biz/report/l120313.html
50 驟ⱁ┞ꋝ, 「䉖ـסٞؔؗ٤气ג⮂ײ傽勓社⚶: 괚锡⣪劔溷٘ب٭آؼِٖؤם٤」,
⻊⩱婞簬·尊氭㝚蔘·锞⸮ꓧ , 『َ〈عت٠ؕؕ〉ס倀社⚶㳔: 㟕㲳「סהג偆םג嚝」ײ䱱
』, ِؾٜ٥ؒ剹,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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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많았고, 실제로 앞에서 말한 <NTT 모바일 공간통계>의 데이터에서
는 10대 후반의 비율은 2014년 10월 31일(22:00~23:00)에는 21.2%, 2016년,
2018년 같은 날에는 각각 37.5%. 42.9%로 통상보다 3배 가깝게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할로윈에 젊은층이 많았던 사실은 더욱 구체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2019년 10월 31일 시부야 센터 근처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
작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눈에 띈 것이 고등학생과 대학 1, 2년생을 중심
으로 한 젊은 사람과 외국인이었다. 전체 34명 중에 10대 후반은 32.3%로
대학생으로 보이는 21세까지 포함하면 44.1%가 된다. 한편 외국에서 온 사
람도 38.2%로 약 절반으로 많고, 22세 이상으로 좁히면 인터뷰한 사람 중
에 외국에서 온 사람은 68.4%나 되었다. 이렇게 할로윈에서 눈에 띈 것은
젊은 사람과 외국인으로,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평소 시부야에서는 ‘이바
쇼’가 적은 사람들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 빈약한 구매력 때문에 시부야의
일상적인 소비문화 속에서 쫓겨나 설 자리가 사라진 젊은층과 외국인이 당
당하게 걸을 수 있는 이벤트로, 시부야는 할로윈 때 일시적으로 ‘해방’된다.
때문에 이러한 ‘해방’이 경찰이나 자영업자에 의해 심한 단속을 받았다
고도 할 수 있다. 2018년 할로윈 때는 시부야가 ‘무질서’한 군중에 지배되어
자영업자의 영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내용의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반복적
으로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같은 날 필드 워크에 나선 필자가 느낀 바
로는 시부야의 질서는 충분히 지켜지고 있었지만, 아무튼 매스컴의 공격과
경찰의 규제 강화로 2019년 10대 후반의 비율은 26.1%로 전년도의 60%나
감소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이나 그 보호자가 기피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
렇게 해서 경찰이나 구매력을 더 가진 고연령층을 겨냥한 자영업자가 의도
한 바대로 할로윈 때마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지배하는 ‘상태’(normalcy,
䊬䡢)로 시부야는 되돌아오고 있다.

헤이세이 시대, 이렇게 도쿄는 ① 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힘, ② 상자화
된 공간의 증가, 게다가 ③ 새로운 구매력의 구획화와 이벤트화로 인해 공
통의 콘텍스트를 잃고, 설명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 갔다. 확실히 특정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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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나 애니메이션 취향의 닫힌 시가지 구획이나 상자건물은 등장하지만,
그것으로 지역의 총체적인 문맥은 쇄신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부동한 상
태에 머물러 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도쿄에서 사라지는 것이 군중이다. 군중을 특정한 목적 없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불특정 다수의 집결이라고 한다면, ‘상자’나 가로(銏
鴤)의

자립, 그리고 군중의 이벤트화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존재할 가능

성을 파헤쳐서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특정 가로나
‘상자’를 찾을 뿐, 다른 구획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버린다. 도시는 그렇
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차하고 서로를 인식하는 ‘이바쇼’를 잃어 간다.
결과적으로 도쿄는 저항을 위한 피난처, 또는 변화를 위한 잠재적인 가
능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시미 순야는 메이
지(僻岕: 1868~1912) 이후의 도쿄 역사를 분석해서 도시의 번화가를 그 사회
에 결여되어 있는 무언가를 보충하는 타자적 공간으로 밝히고 있다.5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사쿠사는 도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실했던 과거
로서의 공동성(⪴⻎䙎)을, 긴자는 당연하게도 서구화된 근대 모습을 환기하
면서 군중을 모은다. 요시미 순야는 전후에는 그 역할이 신주쿠와 시부야로
넘어가는데, 번화가가 떠맡은 것은 요시미 순야가 강조하듯이 시간적인 외
부만은 아니다.
도시의 번화가는 가정이나 집의 외부로서의 사적 소비나 국가에 저
항하는 정치적 운동을 촉진하는 등 사회의 현실을 지양하는 ‘다른 장
소’(heterotopia, ♑ם㖪)로 기능했다. 도시의 번화가에서 군중 속에 섞이면
우리들은 아버지, 어머니, 학생, 어린이, 노인, 누군가의 연인, 순종적인 국
민이나 시민과 같은 역할을 잠시 잊고, 불특정 다수 속에 몸을 숨겨 다른
‘누군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도쿄가 ‘차가운 도시’로 변모하는 동안 빼앗긴 것은 이러한 군중
이 되기 위한 ‘다른 장소’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이 되는 것을 빼앗기

51 ⻊锶➿, 『䉖غסُٚؖعٜ٭؟: 匯☒·潂㖪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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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역할이나 욕망의 동일성에 얽매인다.
이러한 도쿄의 헤이세이 변화는 다른 동아시아의 도시와 대비했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 예를 들면 동시대의 서울은 도쿄와 비교해 보면 더욱 ‘뜨
거운’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시장이던 이명박의 도시 개조에 더해 강
남이나 홍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소비지의 창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과 같은 정치적 중심지의 건설 등 대대적인 변혁을 좋든 싫든 최근 30년 사
이에 서울은 경험해 왔다.
그것을 지탱한 것 중 하나는 도쿄와 비교해서 고령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그리고 서울의 고령화 비율은 최
근 급상승했지만, 도쿄와 비교해 보면 낮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실제
로 2000년도 서울의 고령화 비율은 5.4%로 도쿄의 1970년대 초에 필적한
다. 2015년에도 서울의 고령화 비율은 12.6%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도쿄의
1990년대 전반의 수준을 유지한다(<그림 3>).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서울은 도쿄가 헤이세이 이전에 다양한 도시계획
을 구동시키며 시부야·하라주쿠를 활성화한 활력을 최근까지도 유지한다
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서울이 송출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젊은이도 매혹
시키는 한류의 청년문화(youth culture)나 지속적인 정치적 운동이다. 도쿄에
서도 분명히 1990년대 말에는 아키하바라와 같은 마니아적 문화의 장소가
생겨났고, 2010년대에는 원폭 사고에 대응한 데모문화를 발달시켰다. 그러
나 전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한류 문화의 파도에 휩쓸려 그 존재감이 작아졌
고, 후자는 일시적인 운동 또는 이벤트에 그치면서 정권을 바꾸는 것과 같
은 대중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 책임의 전부를 인구구조의 차이에서 찾으려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
다. 그러나 새로운 상대적인 변화가 생겨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일시
적인 이벤트로 해소되기 쉬운 인구구조의 중력이, 서울 또는 타이베이나 상
하이 등 동아시아의 여러 도시와 비교할 때 도쿄의 변화를 속박하는 족쇄가
되었다는 점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고령화가 진행된 ‘헤이세이’ 시대의 도
쿄는 여전히 ‘뜨거운’ 상태로 있는 동아시아 여러 도시군 중에서 가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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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되었다.
이렇게 보수화된 도쿄는 그렇다면 헤이세이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은 주지하
는 바와 같이 공간적인 밀집을 관리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
도쿄에서는 일시적인 이벤트의 가능성까지도 잃어 가고 있다. 2020년 봄 시
점에서는 코믹마켓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가 언제 부활할지 뚜렷하지 않고,
할로윈과 같은 이벤트가 앞으로도 예전과 같은 형태로 지속될 거라고 예상
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이러한 이벤트가 일시적인 것이라 해도 도쿄의 고
령화에서 기인한 ‘냉각’에 ‘저항’해 왔지만, 앞으로 도시 행정 속에서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것이 그러한 이벤트로 ‘보호’되어 온 상대적으로 약한 구
매력이다.
물론 이것은 도쿄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아시아 여
러 도시는 지금까지도 도쿄를 좇아 천천히 ‘냉각’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의 유행은 그 속도를 순식간에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
로 이러한 도시는 어떤 형태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장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구매력은 21세기 아시아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소수화되고, 또한 예측되는 경제 불황으로 힘을 잃
기 쉽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시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도시를 재
활성화할 수 있을지가, 도쿄를 비롯한 동아시아 도시군에는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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