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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면서 산업, 정치,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집 되어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주거의 기능과 함께 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부터 사람들은 그 매력을 체험하기 해 도시를 방문했다(町村, 

2005).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이 의 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 속에서 의 상이 

되는 자원과 그 지 않은 자원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Page, 1995). 도시의 공간  

범  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의 활동 범 에 한 모호성 때문에 도시 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오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도시 에 한 연구는 개별  분석에 머물러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방송통신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 학교 학과 조교수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60  日本近代學硏究……第 40 輯

있어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통합 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심창섭 외, 

2012; Aschworth & Page, 2011). 

도시  연구는 1990년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 는데 이 무렵부터 경제 , 사회･문
화  기에 직면한 도시들이 재생을 한 략  수단으로 도시 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이재곤 외, 2012; 김계섭, 2000).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기 해 경유하는 

문(gateway)으로 유인력이 큰 도시는  객의 유입에 의해 발생한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으로 지방자치시 에 들어서면서 각 도시들이 도시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부가가치를 극 화하기 해 객 유치와 차별화된 자원 개발에 노력

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와 세계 기구(UNWTO)의 도시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아시

아･태평양 지역 12개 주요 도시  도쿄가 1 를 차지하 다. 도쿄는 도시화와  인 자원

에서 1 , 환경 인 라, 지식자원에서는 2 를 차지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상 권을 

유지하 다. 

도쿄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 으로 도시 을 진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이다. 하지만 도시  진흥 부터 도쿄는 일본 내의 도시 지로서의 역할을 

훨씬 오래 부터 하고 있었다. 도쿄는 1920년 모던도시가 성립된 이래 지 까지 시 ･사회

 변화와 함께 고유의 장소성을 갖게 된 여러 지역들이 도쿄 내의 도시 지로 객을 

유인하고 있다. 1920년  도쿄의 표 인 지 던 긴자(銀座)와 아사쿠사(浅草)같은 지역

은 오늘날까지 객에게 소구력을 갖는 지로 소개되고 있고, 1980년  후반부터 은이

와 여성들이 많이 찾는 하라주쿠(原宿)와 지유가오카(自由が丘)를 비롯해서 인공 인 시설물

로 만들어진 오다이바(お台場)와 같은 지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쿄 내에서도 객에게 인기 있는 지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각 시 별로 

객에게 소구력을 갖는 자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20년 부터 재까지 도쿄의 인기 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

고, 이와 동시에 시 별로 객에게 소구력을 갖는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시 별로 객에게 소구력을 가지게 된 자원이 등장한 원인에 해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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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도시 의 개념

도시는 정치･종교･상품 생산  교환의 심지이고, 좁은 공간에 교육, 오락, 의료 등의 

기 과 이와 직 ･간 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과 시설, 문화･ 술 산업이 집 해 있는 

장소이다. 특히 한정된 공간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어 만들어진 도시의 차별화된 장소

성은 사람들에게 오래 부터 소비되어져 왔다. 의 역사 속에서도 도시는 핵심 인 

지의 기능을 갖고 있었고, 리, 런던, 로마, 뉴욕, 베이징, 도쿄와 같은 도시들은 수세기 

부터 국내외 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는 주요 목 지로 인정받고 있다(Edwardes 

et al, 2008; 심창섭 외, 2012). 특히 이러한 도시들은 국가와 국가, 혹은 국내 지의 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에서도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수의 사람들은 여가보다는 사업이나 회의, 쇼핑, 친지방문을 해 도시를 방문하고 있고, 

도시의 시설물들은 을 목 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편의를 해 만들어진 

것이 더 많다(Edwardes et al, 2008).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溝尾(2001)는 도시다움을 체험하

기 해 다양한 목 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의 선진 인 기능의 매력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도시 지라고 정의하 지만, 실 으로 도시 지와 도시

지가 아닌 곳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 하 다. 이처럼 도시 은 

자원 범주의 모호함으로 인해 하나의 학문 인 분야로 정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도시 이 학문 으로 아직 정립되지는 못했지만, 1990년  후반부터 역사가 오래된 도시

들이 노후화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해 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시작하 다. 

이 시기부터 서구를 심으로 도시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여러 학자들이 

도시 을 정의하 다. 北條(1997)는 근 ･  도시기능을 향유하기 해 행하는 일상

생활권을 벋어난 여가활동이라고 도시 을 정의하 다. Law(1999)는 도시가 지역 외부로부

터의 객의 방문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풍부한 숙박, 교통, 락, 문화, 음식 등의 시설 그 자체가 도시 을 지칭한다고 

주장하 다(오정근, 2012). 한 Peace(2001)는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과 도시를 방문한 

객이 자원을 이용하는 활동을 도시 이라고 정의 내렸다. 신용석(2006)은 

송출지와 목 지의 공간  이동과 행동에 의한 규정에 기반하여 도시의 각종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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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편의시설과 도시의 장소 이미지를 상으로 하여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을 

도시 이라고 정의하 다. 이상의 여러 도시 의 정의를 정리하면, 도시 은 객이 

도시를 방문해서 도시의 매력을 체험하기 해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를 

들면 방문한 도시에서 문화유산이나 시설물을 람하거나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2 도시 의 요소

溝尾(2001)는 객은 도시다움을 즐기기 해 도시를 방문한다고 하 는데 도시 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도시다움을 나타내는 매력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의 

요소는 주로 공  측면과 수요  측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 주, 2005; 박종진, 

2012; 이재곤 외, 2012). 공  측면은 도시가 공 하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 자원에 

을 맞춘 것이고 수요  측면은 객의 활동을 기 으로 도시 의 요소를 분류한 

것이다.

공  측면에서 도시 의 요소를 분석한 표 인 학자는 Jansen - Verbeke(1986)이다. 

그는 요소를 1차  요소, 2차  요소, 부가  요소로 분류하 다. 1차  요소는 방문객을 

도시로 유인하는 핵심요소로 활동 장소와 여가 환경으로 구분하 다. 활동 장소에는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이 포함되고, 건축물이나 자연환경과 같은 물리  자원과 통, 

민속, 언어와 같은 문화  자원이 여가환경에 속한다. 2차  요소는 도시를 방문하게 하는 

직 인 요소는 아니지만 반 으로 객의 경험 형성에 향을 주는 호텔, 시장, 쇼핑시

설 등의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가  요소는 객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 도로, 주차장, 정보안내소 등이 이에 속한다. 

수요  측면의 구성요소를 이 주, 최승담(2004)은 4개 역으로 구분하 다. 첫 번째는 

특별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오락  요소로서 쇼핑, 축제와 이벤트 등이 포함되며, 세 번째는 음식과 

숙박시설로서 도시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 하거나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

된다. 네 번째는 문화  흡인요소와 상이며, 매력요소로 지역의 역사, 시  건축물, 

통, 박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北條(1997)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형백화 이나 기념

품 과 같은 쇼핑, 음식  등에서의 식사, 도시건축이나 구조물 시찰, 술 감상, 박물  람, 

회의, 시회 등의 참가, 스포츠 람 등의 활동이 모두 도시  활동이고 이 활동에서 이용되

는 시설이 도시 자원이 된다고 하 는데 그의 도시  구성요소도 수요의 측면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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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後藤(2001)는 기존의 도시  매력 요소에 한 연구 결과가 인공 인 자원이나 

시설물에 편 되어 있다고 보고 도시 의 매력을 결정하는 매력 요소에 해 조사하 다. 

그의 연구 결과 도시 은 3가지 매력요소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문화･ 통이다. 

도시는 역사, 문화축 , 기억장치이고 이러한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된 도시가 매력 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독자 인 도시의 라이 스타일이다. 이는 도시만의 라이 스타일과 생활풍

경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도시의 풍경･분 기･정서･쾌 한 공간이다. 

이와 같이 도시 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조 씩 차이는 있으나 공통 으로는 도시에 

주로 집 하게 되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건축물,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리고 숙박･쇼핑･식사와 

련된 시설들이 구성요소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성요소는 과거와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범

본 연구는 일본의 표 인 도시 지 도쿄를 상으로 도쿄의 자원이 시 별로 어떻

게 변화하 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1920년 부터 재까지를 상으로 한다. 海野(2000)는 

도쿄에 넓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백화 , 호텔, 고층빌딩, 기, 자동차와 같은 모던한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1920년 부터라고 하 다. 당시는 에도시 부터의 도시 지가 

이어져 오면서 모던한 모습을 갖춘 새로운 도시 지가 출 한 시기라 할 수 있어 1920년

부터를 연구범 로 설정하 다. 

물론 1920년 에는 도시 지라는 표 을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번화가를 의미하는 

사카리바(盛り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는데, 이 용어는 번화한 곳,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번화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로는 ｢a public resort｣, ｢amusement quarters｣
로 해석되기도 한다. 服部(1993)는 사카리바(盛り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번화가｣
를 의미하고, 일반 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도시 심부에 형성되며 쇼핑, , 교류, 

람과 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3의 공간｣, 는 ｢여가공간｣이라고 

하 다. 倉光(1993)는  사카리바(盛り場)에는 문화  기능, 상업  기능, 사교  기능,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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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4가지 기능이 있고, 문화  기능에는 ｢미술 , 홀｣, 상업  기능에는 ｢백화 , 쇼핑센터, 

소매 ｣, 사교  기능에는｢음식 , 호텔｣, 오락  기능에는｢ 화 , 극장｣등이 포함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사카리바(盛り場)는 도시 내의 여가공간으로 그 기능도 도시 과 유사하

기 때문에 도시 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  시 의 분석에 있어서는 도쿄의 사카리바(盛

り場)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들을 활용하 다. 

3.2 자료수집

도쿄의 도시  자원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객이 지를 방문할 때 지침이 되는 

가이드북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稲垣(2001)는 가이드북은 리얼타임의 문서로 여

행 목 지에 한 명확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북을 활용하면 지의 

상황과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 다. 한 가이드북에는 객 방문수가 많은 

지역이 게재되어 있다(岡田ほか, 2003). 따라서 가이드북에 실린 지역과 문화유산, 편의시설 

등은 그 시 , 그 지역을 표하는 도시 지와 자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가이드북을 통해 각 시 의 자원을 분석하 다. 도쿄가 도시

로 성장한 1920년  무렵의 자료로는 도쿄를 안내하는 서 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표

인 서 으로는 今和次郎의 新版大東京案内(1929)와 青山光太郎의 大東京の魅力(1936), 

1950년 이후에 출 된 木村毅의 東京案内記(1951)와 岩動景爾의東京風物名物誌(1952)를 

참고로 하 다. 1960년 부터 1990년   까지는 도쿄의 사카리바를 소개하고 있는 서 이 

많지 않고, 이 시기에는 주로 잡지의 한 코 로 도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서 의 분석 신 기존 선행연구 고찰로 신하 다. 

한편 1990년  이후의 도시  자원의 변화에 해서는 도쿄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가이드북은 책자형, 정보 과 같은 형 , 잡지･정보지형의 세 가지 종류로 나  수 

있다(岡田ほか, 2003). 이  잡지･정보지형의 경우는 명소에서부터 최신 지와 같이 일반

인 장소뿐 아니라 즉시성이 강한 자원이 많이 게재되기 때문에 보편 으로 도시 지로 

인식되고 있는 지와 자원에 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상

에서는 제외시켰다. 한 정보 이나 책자형 가이드북의 경우에도 음식이나 여성, 특정 시  

등의 한정된 테마로 도쿄를 안내하고 있는 가이드북이 있어 제외시키고 도쿄 체를 테마로 

한 가이드북만을 분석 상으로 선택하 다. 

그 결과 1991년부터 지속 으로 가이드북을 출 하고 있는 JTB출 사의 가이드북이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고, 자원의 경우는 연도별로 등장하고 있는 자원의 변화가 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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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5년 단 로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최신 인 2012년호를 추가로 

분석하 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1> 도쿄 자원 분석에 활용한 가이드북 자료

발간시기 가이드북

1991년 ポケットガイド｢東京みどころガイド｣
1995년 エースガイド｢東京｣
2000년 アイじゃぱん｢東京｣
2005년 るるぶMAP東京

2010년 るるぶはじめての東京

2012년 タピハナ　東京

4. 분석결과

4.1 1920년 ~1980년 의 자원

1929년에 발간된 今和次郎의 新版大東京案内의 ｢盛り場｣라는 장을 보면 도쿄의 표

인 번화가로 ｢긴자(銀座), 아사쿠사(浅草), 카구라자카(神楽坂), 신주쿠(新宿), 우에노(上野), 

닌교쵸(人形町), 도겐자카(道玄坂)｣의 7개 지역이 소개되고 있다. 이  긴자와 아사쿠사는 

당시의 표 인 번화가라고 할 수 있다. 아사쿠사는 메이지 40년(1907년)경부터 동 지진

이 일어난 1923년 무렵까지 도쿄를 표하는 번화가로 모든 계층과 세 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동 지진을 경계로 근 인 백화 과 카페가 들어선 모던 보이와 

모던 걸 이른바 모보･모가(モボ･モガ)의 거리인 긴자가 아사쿠사보다 더욱 인기를 끌기 시작

하 다(吉見, 1985). 이 두 지역에는 당시 번화가를 표하는 자원이 집 해 있었다. 

아사쿠사는 센소지(浅草寺)를 심으로 에도시 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1882년 

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공원 내에 6구(六区)가 정비되면서 이 구역 안에 12층의 료운각(凌雲閣)

과 기 , 일본 과 같은 서커스나 진귀한 물건을 보여주던 미세모노고야(見世物小屋)가 

생기면서 도시 지로 성장하 다. 이 후 1920년 에는 일본 , 도쿄구락부, 후지 , 오페라

좌, 키네마구락부와 같은 화 이 집 하고, 화와 함께 오락시설, 재즈를 활용한 아사쿠사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細馬, 2001). 한편 긴자는 아사쿠사와는 다른 자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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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객을 유인하 다. 아사쿠사가 도쿄에서 가장 표 인 번화가 던 메이지 기에 

긴자에는 벽돌 건물의 거리가 건설되기 시작하 다. 동시에 긴자는 요코하마를 통해 유입된 

양복, 화장품, 시계, 식료품과 같은 외국 상품을 매하는 상 이 집 하기 시작하 다(吉見, 

2008). 이러한 장소  배경에 의해 동 지진 이후 긴자는 카페와 백화 이 속도로 집하

기 시작하 고, 1930년 는 도시를 표하는 번화가로 성장하 다. 보다 구체 으로 이 

시 를 표하는 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版大東京案内의 ｢향락의 도쿄｣, ｢유람의 도쿄｣라고 하는 장에는 다양한 도쿄의 자

원들이 소개되어 있다. 우선 ｢향락의 도쿄｣에는 극장, 화상설 , 요세(寄席)1), 카페, 스홀, 

요리 , 운동경기장이 소개되어 있고,  ｢유람의 도쿄｣의 ｢도쿄의 명승｣이라는 장에는 다양한 

명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신사, 사원, 공원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한 ｢신명승｣에는 

백화 , 아 트 등이 도쿄의 유람시설로 소개되고 있다. 1920년  도쿄의 도시  자원을 

보면 신사와 사원과 같이 인문 자원 외에도 도시를 심으로 집 하는 백화 , 운동경기

장과 같은 시설과 극장, 카페, 스홀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大東京写真大観(加島, 1932)의 p.214

<그림 1> 1930년  카페와 스홀

 1) 만담, 야담, 마술, 노래 등의 연 를 흥행하는 연 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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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에 발간된 青山光太郎의 大東京の魅力에는 도쿄의 3  번화가로 ｢긴자, 아사쿠사, 

신주쿠｣를 소개하고 있고 이 밖에 ｢우에노(上野), 간다진보쵸(神田神保町), 닌교쵸(人形町), 

마루노우치(丸の内), 우시고메(牛込)의 가구라자카(神楽坂), 시부야의 도겐자카(道玄坂), 도고

시긴자(戸越銀座), 고야마긴자(小山銀座) ｣를 소개하고 있다. 도쿄의 주요 자원은 1929년

에 발간된 新版大東京案内와 거의 유사해 극장, 화상설 , 카페, 스홀, 음식 , 운동경기

장이 소개되어 있다. 도쿄가 도시의 모습을 갖추면서 여성이나 은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카페나 스홀이 긴자와 같은 새로운 번화가를 심으로 집 하고 도쿄의 주요 자원

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주쿠> <시부야> 
출처:大東京写真大観(加島、1932)

<그림 2> 1930년의 신주쿠와 시부야

1950년  기에는 木村毅의 東京案内記와 岩動景爾의東京風物名物誌2편의 도쿄 안

내서가 출 되었다(海野, 2000). 東京案内記에는 ｢긴자(銀座), 신바시(新橋), 니혼바시(日本

橋)와 쿄바시(京橋), 닌교쵸(人形町), 마루노우치(丸の内), 유락쵸(有楽町), 간다(神田), 신주쿠

(新宿), 시부야(渋谷), 이 부쿠로(池袋), 우에노(上野), 아사쿠사(浅草), 긴시쵸(錦糸町)｣가 소

개되었고, 東京風物名物誌에는 ｢긴자(銀座), 유락쵸(有楽町), 마루노우치(丸の内), 신바시

(新橋), 츠키지(築地), 교바시(京橋), 니혼바시(日本橋), 닌교쵸(人形町), 간다(神田), 우에노(上

野), 아사쿠사(浅草), 신주쿠(新宿), 시부야(渋谷), 이 부쿠로(池袋), 가구라자카(神楽坂)｣가 

번화가로 등장하 다. 1950년 부터 도쿄의 표 인 번화가로 등장하기 시작한 지역  

신주쿠, 시부야, 이 부쿠로와 같은 지역은 터미 을 심으로 발 한 지역이다. 이 지역들에

는 터미 을 심으로 샐러리맨이나 주부, 학생 등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백화 , 화 , 

카페 등의 오락･편의시설이 집 해 있었다. 이 시기부터 도쿄는 에도시 부터의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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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아사쿠사와 도시를 상징하는 스홀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집 한 긴자, 

터미 을 심으로 발 한 신주쿠･시부야･이 부쿠로와 같은 다양한 장소성을 보유한 지역

들이 혼재하기 시작하 다. 

도쿄의 자원은 1960년 를 지나 1970년 에 들어서면서 더욱 다양해졌다. 1970년  

이후 도쿄의 새로운 번화가로 성장한 지역은 하라주쿠(原宿), 아오야마(青山), 록본기(六本木) 

등의 지역이다(陣内、1991；中野、1993；吉見、2008). 이 지역들은 기존 지역과는 달리 패션

이나 하 문화를 테마로 한 도시 이며 인 자원으로 은 세 들을 유인하 다.

4.2 1990년 ~2012년까지의 자원

1991년부터 지속 으로 가이드북을 출 하고 있는 JTB출 사의 가이드북을 상으로 약 

20년간 도쿄의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고찰하 다. 가이드북에 게재되어 있는 

자원은 크게 명소(見どころ), 음식 (飲食スポット)으로 나 어져 있다. 명소(見どころ)는 溝

尾(2001)의 자원 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하 다. 溝尾(2001)는 자원을 자연자원과 인문

자원Ⅰ, 인문 자원Ⅱ 등으로 분류하 는데 이  인문 자원Ⅰ은 오랜 세월동안 

가치를 인정받은 자원으로 앞으로도 그 가치가 감소될 일이 없는 자원을 의미하고, 인문

자원Ⅱ는 재는 매력이 있고 많은 객을 유인하고 있으나 그 매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

라는 보장이 없는 자원을 의미한다.

4.2.1 명소(見どころ)의 시  변화

溝尾(2001)의 자원 분류에 따라 명소(見どころ)를 고찰하 다. 먼  자연자원의 경우는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 오다이바(お台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다이바에 있는 비치가 함께 

소개되기도 하 지만, 그 외에 자연자원은 반 으로 많이 소개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도쿄

의 지리  특성상 특별한 자연자원이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도시 지에서 자연자원이 

객에게 소구력이 큰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 내의 자연자원은 거주민들에게는 

매력 인 자원일 수 있지만, 단기간 도시에 머무르는 객에게 있어 자연자원은 다른 인문

자원에 비해 소구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인문 자원Ⅰ의 경우를 보면 사 과 

신사 등이 가장 큰 비 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문 자원Ⅰ은 해를 거듭할수록 

소개되는 비 이  감소하고 있고, 센소지(浅草寺)와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등 표 인 

명소를 제외하고는 2012년 가이드북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사실로부터 자연자원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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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도시 에 있어서 인문 자원Ⅰ도 객에 한 소구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이드 북 지면에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자원은 인문 자원Ⅱ이다. 도쿄에 많이 등장

하고 있는 인문 자원Ⅱ에는 박물 , 미술 과 건축물 등이 있다. 박물 과 미술 의 경우

는 해가 거듭될수록 소개하는 지면도 증가하고 있다. 1995년도 가이드북에는 몇 번밖에 소개

되지 않았지만 2000년 에 들어서면서 2001년 지 리미술 (スタジオジブリ) 설립과 2003년 

록본기힐즈(六本木ヒルズ), 2007년 미드타운(ミッドタウン) 설립을 계기로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 다. 특히 록본기(六本木)는 국립신미술 , 모리미술 (森美術館), 산토리미술 (サン

トリー美術館)의 설립으로 록본기 아트 트라이앵 (六本木アートトライアングル)로 불리면

서 술을 표하는 지역으로 새로운 장소성이 생성되었다. 2000년  들어 표 으로 소개되

고 있는 건축물은 방송국을 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새롭게 도쿄의 상징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스카이트리(スカイツリー)이다. 도시는 그 시 의 엔터테인먼트를 표하는 시설

물이 항상 표 인 지로 등장하 는데, 1920년 에서 1930년 에는 스홀과 카페가 

표 인 도쿄의 자원이었고, 최근에는 미디어와 계된 시설들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2010년도 가이드북에는 후지텔 비젼 본사, NHK 스튜디오 크, 아카사카 사카스(赤坂サカ

ス, TBS 방송국 본사 빌딩), 일본텔 비젼 타워, 텔 비  아사히와 같은 방송국만을 따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엔터테인먼트 시설로서 방송국 본사 건물은 객에게 매력 인 시설

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 2012년에 개장한 새로운 도쿄의 상징물인 스카이트리는 2010년

에 건설 의 모습이 소개되었고, 2012년 가이드북에는 스카이트리와 주변 지역 소개가 등장

하는 등 도쿄의 새로운 명소로 소개되고 있다. 

이 밖에 명소로 자주 등장하는 곳은 극장, 백화 , 시장, 학 등이다. 이 에서 극장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가이드북부터 키치죠지(吉祥寺), 시모키타자와(下北沢)와 

같은 은 세 의 서  컬쳐(하 문화)를 심으로 성장한 지역들이 소개되기 시작하 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에는 인디밴드와 연극과 같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극장이 집해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도쿄의 자원은 자연자원이나 역사  유산과 같은 인문 자원은 

시 가 거듭될수록 가이드북에 소개되는 빈도가 감소하는데 반해 엔터테인먼트와 련된 

시설은 어느 시 나 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방송미디어와 련된 

방송국들이 도시의 심 인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  이후 

도쿄의 도시공간은 한층 더 확 되고 다양화되어 세 별로 모이는 장소가 분화되었고, 은 

세 가 주로 모이는 지역이 증가하기 시작한(陣内、1991)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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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음식 (飲食スポット)의 시  변화

다음으로 도쿄의 음식 (飲食スポット)의 변천을 분석하 다. 과거에 비해 의 목 이 

다양화 되면서 최근에는 식도락만을 목 으로 하는 이 생겨날 정도로 음식은 에 

있어서 요한 자원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도쿄는  세계의 요리와 일본 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하다. 

1991년부터 최근까지 도쿄의 음식 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분석하 다. 음식 은 2002년

도 일본표 산업분류의 ｢음식 ･숙박업｣2)2)분류에 근거해서 나 었다. 먼  일본음식 의 

경우는 1990년 부터 재까지 조 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양요리 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양음식  에서도 이탈리아와 랑스 요리가 차 소개되는 빈도가 높아지

고 있는데, 이는 서양음식 특히 이탈리아와 랑스 스토랑이 집한 장소로 특화된 록본기

(六本木), 다이칸야마(代官山), 아오야마(青山) 같은 지역이 새로운 지로 부상하면서 생겨

난 상이다. 

한편 음식   가장 뚜렷한 시  변화를 보이는 것은 그 밖의 음식 에 포함되는 한국음

식과 에스닉음식이다. 신주쿠(新宿)를 심으로 하는 한국음식과 도쿄 역에 분포하는 에스

닉음식이 차 인기를 끌면서 가이드북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한국음식은 

2005년 무렵부터 시작된 한류드라마의 인기로 신오오쿠보(新大久保) 지역에 일본인 객이 

모여들면서 재까지 꾸 히 객을 유인하는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카페에 한 소개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카페는 주로 디 트(スイーツ)와 

련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지유가오카(自由が丘)를 비롯하여 최근 은 세 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을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하고 있고, 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5. 결론

도쿄는 1920년  도시로 자리를 잡은 이후 지 까지 다양한 장소성을 갖게 된 지들

이 생겨났다. 에도시 부터의 통을 바탕으로 성장한 아사쿠사와 같은 지역부터 은 세 나 

 2) 2002년 개정된 일본표 산업분류의 ･소･세분류 항목에 있는 ｢음식 ･숙박업｣항목  음식업의 

분류에 근거하 다. 분류는 ｢일반음식 ｣과 ｢유흥음식 ｣으로 분류된다. 일반음식 은 ｢일본요리, 
서양요리, 화요리｣와 같은 ｢식당, 스토랑, 소바･우동, 스시, 찻집, 그 밖의 음식 ｣으로 분류된다. 
유흥음식 은 ｢요리  바, 카바 , 나이트클럽｣으로 분류된다(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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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소구력을 갖는 하라주쿠, 아오야마, 지유가오카, 인공 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바탕으로 성장한 오다이바 등 다양한 지들이 도쿄에 존재한다. 도쿄 내에서 각 시 를 

표하는 지가 변화한 것은 시 마다 객에게 소구력을 갖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1920년부터 재까지 도쿄의 표 인 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 고, 

각 시 마다 객에게 소구력을 갖는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도쿄의 사카리바(盛り場)를 소개하고 있는 안내서와 가이드북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 졌다.

첫째로 시 별로 어떤 지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1920년 부터 1940년

까지는 에도시 부터의 유흥시설이 집한 아사쿠사,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어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주로 방문하던 긴자와 신주쿠, 우에노, 마루노우치 등이 표 인 도시 지 다. 

이후 1950년 부터는 형 터미 이 만들어지면서 신주쿠, 시부야, 이 부쿠로와 같은 교통의 

요충지를 심으로 자원들이 집 되면서 그 지역들이 객에게 매력 인 장소로 변화

하 다. 이후 도쿄는 다양한 소비 계층들에게 어필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 는데, 은 세 나 여성들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이 속하게 증가하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 다. 그 표 인 지역으로는 지유가오카, 하라주쿠, 아오야마, 다이칸야

마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시 별 자원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아사쿠사와 긴자가 표 인 지 던 

1950년  이 에는 화 , 백화 , 스홀, 카페와 같은 시설물들이 도쿄의 표 인 자

원이었다. 이 후 1990년 에 들어서면 자원은 보다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 된다. 문화자본

이 시되고 문화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박물 과 미술 이 주요 자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 2000년  이후 록본기와 같은 지역은 술을 테마로 한 장소성으로 

새롭게 객에게 소구력을 갖기 시작하 다. 한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스홀과 

화 이었다면 1990년  이후에는 각 방송국을 심으로 발 한 미디어 계의 엔터테인먼

트 시설이 인기를 모으는 자원이 되었다. 음식의 경우도 시 으로 변화하 는데 일본 

음식 보다는 이탈리아나 랑스 음식 들이 소구력을 갖기 시작하 고, 2000년  이후에는 

에스닉음식이나 한국음식 등이 새롭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음식이라는 자원 

하나만으로 신오오쿠보와 같은 지역이 가이드북에 소개되기도 하 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같이 도시  자원으로 통과 역사가 담긴 인문자원과 각 시 를 

표하는 최첨단 엔터테인먼트와 련된 시설물들이 어느 시 나 객에게 소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1990년  이후 사회 으로 은 세 와 여성이 핵심 인 

소비계층으로 등장하면서 도시 지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심으로 한 시설물이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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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원으로서 추 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시 별로 도쿄 내에서 어떤 지가 객들에게 소구력을 갖게 되었

고, 소구력의 원인이 된 자원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었다. 향후 국내 도시들이 도시  

진흥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려고 할 시에 어떤 자원을 바탕으로 어떤 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지에 한 지침을 제시한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시 별로 객들에게 소구력을 가지게 된 자원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한 심층 인 분석이 부족하 던 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 향후 

지, 자원의 분석뿐 아니라 사회간 자본  소비계층의 변화, 시 별 소비패턴  

경제 상황 등 사회 반의 변화에 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사용한 자료의 표성 문제를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분석에 활용한 자료가 한 

출 사가 발간한 가이드북으로 출 된 모든 가이드북을 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수의 가이드북을 기  없이 선정할 경우 오히려 시 별 특징을 추출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서는 같은 출 사가 발간한 가이드북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의 객 성을 좀 더 높이기 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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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도시 자원의 변화에 한 연구

‒ 1920년  이후의 도쿄를 상으로‒
본 연구는 1920년부터 모던도시가 성립된 이후 지 까지 도쿄의 표 인 지가 무엇이고 각 시 마다 객에게 

소구력을 갖는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하고 있다. 분석에는 1920년 부터 
오늘날까지 도쿄의 사카리바(盛り場)를 안내하고 있는 안내서와 가이드북을 상으로 하 다. 그 결과 도시 자원은 
어느 시 나 꾸 히 통과 역사가 담긴 인문자원과 각 시 를 표하는 최첨단 엔터테인먼트와 련된 시설물들이 
항상 객에게 소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은 세 와 여성이 사회 반에서 핵심 인 소비계층으
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심으로 한 시설물이나 음식 들이 자원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Study on the changes in urban tourism resources 

‒ a case study for Tokyo after 1920’s ‒
This study aims to show, since the formation of a modern city in 1920’s, what the representative attractions in Tokyo have 

been and how the tourism resources that attract tourists have changed over time. 
It is shown that the facility of cutting-edge entertainment at each era have always been attracting tourists. It is also found 

that, as younger generation and women emerged as core consumer groups, the entertainment facility or restaurants for those 
new consumer groups have become tourism 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