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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주요현황

Main Characteristics of 7 Cities

도시별 주요지표
구분

서울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국가

대한민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영국

프랑스

면적(㎢)

605

622

1,368

712

784

1,572

105

인구(명)

9,794,304

8,945,695

11,716,620

5,076,732

8,175,133

8,173,941

2,243,833

강수량 평년값(㎜)

1,451

1,529

532

2,207

1,278

788

637

기온 평년값(℃)

12.5

15.4

12.9

27.6

13.0

10.1

12.5

GDP(billions USD)

1,561

4,882

11,285

320

18,287

3,003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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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별

면적(행정구역)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베이징은 2008년, 파리는 2012년 수치를 사용
함.
2) 베이징시의 면적은 현재 전국제2차토지조사(全国第二次土地调查) 결과가 정식 발표되지 않았
으므로, 2013년까지 2008년 기준으로 작성함.
3) 싱가포르의 면적은 섬 면적을 포함함.
4) 뉴욕의 면적은 강과 바다를 제외한 육지의 면적만 포함함.
5) 런던 면적은 테임즈강 등을 제외한 육지의 면적만 포함함.
6) 도시별 인구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런던은 2011년 수치를 사용함.
7) 서울과 뉴욕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임.
8) 서울, 뉴욕, 도쿄의 인구는 인구센서스에 기반한 자료임.
9) 베이징의

인구총조사는 전체 도시지역 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한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
함. 상주인구는 실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나타내며, 법적인 호적인구와
는 차이가 있음.
10) 싱가포르의 인구는 거주권자(residents)와 비거주권자(non-residents)의 합인 총인구(total
population) 지표를 사용함.
•residents는 시민권자(citizens)와 영주권자(permenant residents)를 포함해 지칭함.
•non-residents는 영주권 없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함.
11) 런던의 인구는 상시거주인구(usual resident population)를 대상으로 작성함.
12) 파리의 인구는 시 인구(population municipale) 지표를 사용함.
•파리의 총인구는 population municipale과 기타 인구(population copmtee a part)로 구성되나, 총
인구는 통계자료로 사용하지 않음. population municipale은 주 거주지 거주자 인구로 교도소
내 인구, 노숙자 모두를 포함함. population copmtee a part는 학업을 위해 학교에 기숙하는 미
성년자,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 등 행정상으로 본 거주지가 있으나 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를 뜻함.
13) 강수량

평년값과 기온 평년값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의 평균값을 원칙으로 함. 싱가포
르의 경우 1984년부터 2010년까지를 산정함.
14) GDP는

도시별 국가의 GDP이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4년 10월)를 기반으로 2015년 발표한 수치를 사용함.

자료
면적
서울: 국토해양부, 2010, 1-1.행정구역현황(전국), 국토해양통계연보 2010, 2010년 기준자료.
도쿄: 総務省統計局, 都道府県市区町村別主要統計表, 平成22年国勢調査, 2010년 기준자료.
베이징: 北京市统计局, 2013, 4-15 土地面积及利用状况(2008年), 北京统计年鉴2013, 2008년
기준자료.
싱가포르: Singapore Land Authority, Total Land Area of Sigapore, 2010년 기준자료.
뉴욕: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2, 2010 Census Summary File1 G001: Geographic
Identifiers, 2010년 기준자료.
런던: Greater London Authority, 2015, Population Density(GLA estimates/projections), Land Area
and Population Density, 2010년 기준자료.

파리: INSEE, 2015, Circonscriptions Administratives au 1er Janvier 2015, RP 2012; Code Officiel
Géographique, 2012년 기준자료.

인구
서울: 통계청, 인구·가구 및 주택-읍면동, 인구총조사, 2010년 기준자료.
도쿄: 東京都, 2-3 地域別人口(大正9～平成25年), 東京都統計年鑑 平成25年, 2010년 기준
자료.
베이징: 中华人民共和国 國家統計局, 2013, 表1, 第六次人口普查分县数据(2010年), 2010년
기준자료.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4, Population Trends 2014, p.37, 2010년
기준자료.
뉴욕: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2, 2010 Census Summary File 1 G001: Geographic
Identifiers, 2010년 기준자료.
런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Table 2, 2011 Census: Population and Household
Estimates for the United Kingdom, 2011년 기준자료.
파리: INSEE, Populations Légales en Vigueur á Compter du 1er Janvier 2013, p.75-1, 2010
년 기준자료.

강수량 및 기온 평년값
서울: http://cleanair.seoul.go.kr/climate.htm?method=year(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1981~2010년 평년값.
도쿄: http://weather.time-j.net/climate/chart/tokyo(오픈 데이터 비즈니스 연구회 홈페이지),
1981~2010년 평년값.
베이징: 北京市统计局, 2014, 4-17 气象情况(1978~2013年), 北京统计年鉴 2014, 1981~2010
년 평년값.
싱가포르: National Environment Agency, 24 Hours Mean Temperature, 1984~2010년 평년값.
National Environment Agency, Total Monthly Rainfall, 1984~2010년 평년값.
뉴욕: National Weather Service, Average Monthly&Annual Precipitation at Central Park, Central
Park·NY Historical Data, 1981~2010년 평년값.
National Weather Service, Average Monthly & Annual Temperatures at Central Park,
Central Park·NY Historical Data, 1981~2010년 평년값.
런던: http://www.metoffice.gov.uk/pub/data/weather/uk/climate/datasets/Rainfall/date/England_
S.txt(MeT Office 홈페이지), 1981~2010년 평년값.
http://www.metoffice.gov.uk/pub/data/weather/uk/climate/datasets/Tmean/date/
England_S.txt (MeT Office 홈페이지), 1981-2010년 평년값.
파리: http://meteo-climat-bzh.dyndns.org/departement75-1981-2010-1675-2012-4.
php(METEO FRANCE 홈페이지), 1981~2010년 평년값.

GDP
모든 도시: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2/weodata/index.aspx(International
Mondtary Fund 홈페이지), 2015년 기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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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eoul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함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지역(수도권)을 의

지이다. 서울의 면적은 605㎢로서 도쿄의 23개 특별구와 비

미하며, 도심으로부터 반경 70㎞에 이르는 11,819㎢의 면적

슷하며, 싱가포르와 뉴욕시보다 다소 작은 크기이다. 서울

에 약 2,384만 명(2010년)이 살고 있다.

은 외사산과 내사산에 둘러싸인 분지의 지형이다. 그리고
수계로서 청계천,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탄천 등의 지천이
한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의 도시 역사는 백제의 수도로서 위례성이 서울 동남
부의 한강변에 위치하였던 약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후 오늘의 도시발전은 서울이 1394년 조선왕조

이렇게 서울은 동서 간 37㎞, 남북 간 30㎞로, 산악지형의

(1392~1910년)의 수도가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도시지역

분지에 입지하고 있고 주변이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었던 사대문의 성곽 안과 성곽 밖 교외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정되어 이를 제외한 시가화면적은 도쿄나 뉴욕에 비해 상

서울은 조선시대에 큰 변화 없이 약 20~30만 명 내외의 규

당히 작다. 그러나, 인구는 1990년에 1,061만 명을 넘어 1992

모를 유지하였다.

년 1,097만 명으로 피크를 보이다가 2010년에 979만 명으로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
가를 보이고 있는 베이징보다 적으나, 도쿄 23개 구부나 뉴
욕, 런던보다는 많은 편이다.

서울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전기, 철도, 전차, 공원, 상수
도, 학교와 병원 등의 시설을 도입하면서 근대 도시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일제강점기(1910~1945
년)로 이어졌고, 점차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불량 정착촌

서울시는 대도시권의 중심도시로서 인구밀도가 16,181명/㎢

이 도시 곳곳에 형성되었고, 외곽지역이 급속히 편입되어

이며 21,289명/㎢인 파리를 제외하고는 도쿄 등 타 도시보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해 나갔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서울

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도시권은 서울시를 포

시로 부르다가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으

서울특별시

Seoul and World Cities, Urban Changes in the New Millennium

서울 위성사진 [자료: ESRI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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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전쟁(1950~1953년)으로 폐허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유치
함에 따라 적극적인 도시개선과 미화정책이 시행되었다. 잠

서울의 인구는 194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성곽

실지역에 대규모 경기장들과 올림픽공원 및 선수촌 등 올

을 허물고 간선도로를 따라 시가지가 확장되어 나갔다. 해

림픽 관련 시설의 대대적 건설, 한강의 종합개발계획과 한

방 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의 인구는 1968

강변에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의 건설, 강남지역의 개발에

년 4백만 명에 이르렀다. 이후 서울시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따른 한강 교량의 지속적 건설, 지하철 2, 3, 4호선의 연이은

함께 간선도로의 확장 및 연장, 청계고가도로 및 여의도 건

개통, 도심부의 재개발 및 주택 재개발이 대표적인 사업이

설, 각종 도시 재개발, 무허가 정착지에 시민아파트 건설 등

었다.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을지로와 테헤란로 도시설계에 의한 시가지의 정비

1968년 전차를 걷어내고, 1974년 서울에 지하철 1호선이 개

및 계획, 중산층의 폭발적인 주택수요에 대응한 강남, 목동,

통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남북한 간의 긴장고조에

고덕, 개포, 상계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도 서

따라 서울의 도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

울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1988년에는 인구가 천

벨트)이 서울의 경계부에 환상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서

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울 강북지역의 도시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강남개발이
결정되었으며, 대대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신

199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서울은 지하

시가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인구유입이 지속됨

철 5~8호선을 추가로 건설하였고, 고층건물들은 서울의 도

에 따라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도 605㎢로 확장되었다.

심과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았다. 그 이후 서울은

서울대도시권 행정구역

연천군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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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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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화와 광역화를 경험하면서 시가지가 경기도로 확산되

긴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은 20세기 후반

었으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와 함께

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이들 도시보다 인구가 많은

교외지역이 끊임없이 개발되었다.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은 대중교통, 도

100년 전 성곽도시였던 서울은 엄청난 거대도시로 성장하
였고, 청계천이 복원되고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등이 건
설되었으며, 한양도성과 고궁들을 아우르는 역사도심을 유
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용산과 삼성동, 잠

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의 각종 도시경쟁력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예로서, 서울은 일본 모리사가 발표하는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에서 세계 6위의 도시로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실, 상암 등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논의

반면, 최근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1·2

되고,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의 광역급행노선이 건설되었

인 가구의 증가와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인구의 경기도 이

으며, 중앙버스차로제가 도입되는 등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

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능과 공공기관의 이전 문

되었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서울 도심과 부도심, 수

제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

도권 도시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광역급행노선이 검토되는

이에 따라, 2030 서울플랜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해 ‘소통과

등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체계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란 비전으로 5개의 이슈와 17

서울은 20세기 중반 들어 오늘날의 발전을 시작하였지만,
서구의 런던과 뉴욕은 20세기 초반에 이미 수백만의 인구

개의 목표, 58개의 전략으로 통합하고, 공간구조 계획과 생
활권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를 가진 대도시였고, 이웃한 도쿄도 이미 100만을 훨씬 넘

Seoul and World Cities, Urban Changes in the New Millen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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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Tokyo

도쿄는 일본의 수도로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다. 행정구
역상 도쿄도는 23개 특별구의 구부지역과 그 서쪽 외곽의
타마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심도시인 23개 구부지역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과 유사한 규모의 시가화된 지역으
로, 면적이 622㎢이며, 2010년 약 89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
고 있어 2000년의 813만 명에 비해 10%가 늘었다.

의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도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의 본부를 두었던 1603년 이
래로 수도 역할을 해왔다. 그 이후 1868년에 메이지 황제가
도쿄로 옮겨오면서 이름도 도쿄로 개칭하였고, 일본의 공
식적인 수도이자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1889년까지 도쿄시
는 15개의 구로, 1936년에 현재의 범위로 확대되었다. 그 이

그러나, 일본은 경제 저성장 추세로 돌아섰고, 금융기관의

후 1943년 의회와 시장이 선출되어 도쿄는 처음으로 자치체

이자율이 0%대로 낮아진 지 오래되었다. 2010년 인구의 분

가 되었으며, 1947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구가 총 23

포를 보면 유소년 인구가 10.8%로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가

개 구로 늘었다. 1970년대에 들어 도쿄의 23개 특별구는 각

심각하며, 고령화율은 19.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각 구청장과 구의회를 투표로 선출하는 등 자치체로서 상당

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도쿄대도시권은 도쿄도와 주변의 3개 현인 사이타

1872년 도쿄에서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면서 시가지가 공간

마, 가나가와, 지바로 구성되어 있으며, 50~70㎞의 광범위

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망이 확충되

한 통근권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구부의 서측에는

면서 인구도 교외의 철도를 따라 분산되었다. 철도교통망

타마신도시가 건설되어 도쿄의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발달하던 당시 도쿄는 통근자들이 야마노테선에서 환승

도쿄대도시권은 면적 13,558㎢(국토의 3.6%)에 3,562만 명

하게 됨에 따라,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 같은 철도 환
승역이 부도심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도쿄의 중심부는

서울과 세계대도시, 밀레니엄 이후 도시 변화 비교

도쿄 위성사진 [자료: ESRI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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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區(東京23區）
(ku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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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의 관동대지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시가지가

업으로는 도쿄 도심과 나리타 국제공항 사이의 마쿠하리 신

크게 훼손되어 정형화된 격자형 도시구조로 개조하는 계기

도시 개발사업, 하네다 국제공항의 확장, 도쿄의 임해 부도

가 되었다.

심을 가로지르는 해상고속도로 등이 있다.

이후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힘입은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중앙정부의 주

에 따라 도쿄는 대량의 인구유입으로 교외 팽창을 가속화시

도와 지방정부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나가와, 시오

켰다. 그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 들어 도심지역의 지가

도메, 록본기힐스 등이 개발되고 야간인구의 확보정책이 성

상승으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외로 많은 사람이 이

과를 내면서 도심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하게 되어 교외 통근자가 많이 늘었다.

인구의 도심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도쿄는 집중과 분산의 두

도쿄의 도시계획 중 2009년에 개정된 도시만들기 비전을

가지 특성이 있었다. 인구는 도시외곽에서 성장하고, 고용

보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매력과 활력을 갖춘 환경선진도

은 도심부와 요코하마, 가와사키, 지바 등에서 증가하였다.

시 도쿄를 창조’하기 위해 도쿄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

이에 따라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채우기 위해 대형주택 개

활력의 유지 발전, 지속적 발전에 불가결한 지구환경과의

발사업이 철도 노선을 따라 방사상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공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광역 인프라인 공항과

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산업단

항만의 기능 강화, 환상의 고속도로와 대중교통네트워크를

지가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해 도

1980년대 거품경제의 호황기에 있었던 대규모 도시개발사

시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埼玉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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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
(Tokyo Do)

神奈川県
(Kanagawa 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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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Beijing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16,411㎢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이래로 약 천 년간 수도의 지위를 잃었지만 동북부 변경의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수도권보다 크며, 도시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수양제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역만이 아니라 넓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서쪽과 북

때도 베이징은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그 이후, 거란족이

쪽의 산악지형이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면적

요나라를 건립하고 나서 남경(또는 연경)이라고 칭하였으며,

은 평지로 베이징의 중심시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12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금나라와 원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이와 같이 베이징시의 행정구역은 대도시권으로 분류하
였으며, 그 구성은 중심도시인 성육구의 6개 구와 도시 주
변의 8개 구, 두 개의 현으로 되어 있다. 중심도시의 면적

원은 베이징의 성곽 둘레를 29㎞로 하여 면적을 52㎢로 확
장하였고, 이후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 수도로서 비약
적으로 성장해 왔다.

은 1,368㎢이며, 2010년의 인구는 1,172만 명으로 2000년의

천진조약 이후에 영국의 조차지였다가 1937~1945년간 일

850만 명에 비해 37.8% 급증하였다. 대도시권 인구도 2000

본에 강점되었던 베이징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 이어

년 1,357만 명에서 2010년에는 1,961만 명으로, 2014년에는

1949년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다시 중국

2,150만 명으로 성장하여 이 연구에서 비교하는 7개 도시 중

의 수도가 되었다. 1949년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 행정기능

인구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다.

의 위치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소련 전문가들의 의

베이징은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역사적으로 중국

견에 따라 행정기능을 구도심의 남측과 자금성의 서쪽에 놓

대륙과 요동지방이 만나는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에 위치하

게 되었다. 이후 베이징의 중심도시 인구는 1980년 515만 명

고 있으며, 전국시대 이래 요, 금, 원, 명, 청나라 등 중국 역

에서 1990년 657만 명, 2000년에 850만 명, 2010년에 1,172

대 왕조의 수도였다. 연나라의 수도이던 베이징이 진시황

만 명으로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베이징의

서울과 세계대도시, 밀레니엄 이후 도시 변화 비교

베이징 위성사진 [자료: ESRI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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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증가는 산업화에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는 도시개발의 부작용도 낳

산업의 성장과 함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개편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을 수치로 보자면 1952~2008년까지 56년간 연평

도시에서의 교통혼잡은 심각하며, 대규모 공해를 유발하는

균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며, GDP의 총량은 318배 증

제조업 등의 산업구조는 겨울철 석탄 중심의 난방구조와 함

가하였다. 1인당 GDP는 2008년에 9,075달러에서 2013년에

께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징진지계획은 공해

14,838달러로 성장하여 세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하였다.

를 유발하는 베이징의 전통산업기능을 주변의 허베이성 등

또한, 2000년대 들어 도시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보면, 금

으로 옮기고 베이징 내에는 첨단산업과 업무, 상업기능을

융가, IT산업의 중심지 중관촌, 중공업공장을 개조하여 문화

중심으로 하는 중심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변모시킨 798지구, 최근에 2008년 올림픽을 위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개방

해 건설한 올림픽촌과 대규모로 개발 중인 CBD 등이 대표

경제 이후에는 1982년, 1992년, 2004년을 예로 들 수 있다.

적이다.

2004년의 계획을 보면, 2020년의 목표인구를 1,800만 명으

베이징의 도로망은 2환, 3환, 4환, 5환, 6환의 4각형 순환망

로 하고, 성육구 주변에 녹지기능을 강화해 도시성장 경계

과 장안가로 등 도시내부의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격자형

선을 설정하여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년에는 2개 라인밖에

이징시의 행정기능을 주변으로 이전하고, 도시경쟁력 차원

없던 지하철을 2013년에는 18개 라인을 갖추도록 대규모로

에서 기존 공항에 더하여 서우두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제3

투자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30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

의 신공항을 2025년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베이징은 이러

는 고속철도 노선을 전국 각지로 연결하여 상하이까지 5시

한 내용 등을 담은 차기 도시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간에, 광저우까지 10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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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남단 싱가포르섬에 위치한 도시국

국의 기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싱가포르로

가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면적이

온 식민지 통치관 래플즈(Raffles)는 도시의 기능과 인종 간

712㎢이며, 섬의 2/3가 해발 15m 이하의 평탄지이다. 인구는

커뮤니티를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등 오늘날 중요한 도시계

2000년의 403만 명에서 2010년에는 508만 명으로 성장하

획의 토대를 놓았다.

였다. 싱가포르 센서스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

그리고 그 이후인 19세기에 들어서는 영국의 주요한 교역

국인을 포함하여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1차 세계대전에는 영국의 해군기지로

는 1920년의 42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300만

서 역할을 했으며, 194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는

명에 이르더니 최근에는 10년마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일본군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이후 다시 영국의 식민지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인종분포를 보면 중국계가

말레이시아 연방이 되었다가, 1965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가장 많아 대다수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말레이반도와 남아
시아에서 온 이민자 등이다.

싱가포르는 영연방의 하나로 공화국 형태의 정부를 공식적
으로 선포한 이후 동남아시아의 상업중심지가 되어 세계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역과 금융센터의 허브로 성장하였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부터 세력 갈등이 있었다. 14~15세기

에 이르러 한국, 홍콩, 타이완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

에는 자바 사람 등 여러 민족이 교대로 지배하다가 16세기

로 설명되면서 미국 등 서구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부터는 세계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었다. 16세기에는 포르투

싱가포르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중심부로부터 외곽으로 향

갈,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있다가, 1819년에는 영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싱가포르 위성사진 [자료: ESRI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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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심과 주변지역을 지

싱가포르는 합계출산율이 1.15로 서울의 1.02보다 높은 수치

하철인 MRT(Mass Rapid Transit)와 경전철, 버스로 체계

를 보이며, 고령화율도 9.0%로 서울과 근사한 수치를 보이

적으로 연결하고, 도시중심부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고 있다. 결국 싱가포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서울과 함

ERP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께 겪고 있으면서도 서울보다 다소 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하철 또는 경전철망을 추가로 공급하여 늘어

있다.

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세계
화된 컨테이너 항구와 세계적으로 수송량이 많은 공항 중
하나인 창이국제공항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서 손색이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개발부, 도시재개발청, 주택개발국이 역할
을 분담하여 도시 및 주택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도시계획 체계는 1971년부터 10년마다 수립
되고 있는 Concept Plan과 이를 구체화한 Master Plan으로

싱가포르의 주택개발국(Housing Development Board)은 인

되어 있다. Concept Plan(2001, 2014)을 소개하면, ‘21세기의

구증가에 대비한 주택정책의 하나로 고층아파트를 적시에

월드클래스를 향하여’란 비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

공급함으로써 주택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은 외국의 휴

장과 삶의 질이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도시에서

렛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은 물론 국

의 새로운 주거와 고밀도시에서의 살기 좋은 경관, 여가의

제금융업이 발달해있고, 동남아 국가협의체(Association of

다양한 선택, 비즈니스의 유연성, 세계적인 비즈니스센터,

Southeast Asian Nation: ASEAN)의 주요한 멤버로서 역할을

철도네트워크의 연장,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다양한

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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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New York

뉴욕시는 미국 동북부의 뉴욕주 동남 쪽 바다에 면하여 위

베르겐(Bergen), 파이크(Pike), 서섹스(Sussex), 퍼세이크

치한 미국 최대 규모의 도시이다. 1524년 지오바니 다 베라

(Passaic), 모리스(Morris) 등의 카운티와 펜실베이니아

자노(Giovanni da Verrazano)가 발견한 후, 1626년 네덜란드

(Pennsylvania)주의 헌터든(Hunterdon) 카운티를 포함하여

인들이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먼저 정착하여 뉴암스테르

뉴욕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면적의 MSA이다. 뉴욕대도

담으로 불리었다. 그 이후 1664년 영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

시권의 2010년 인구는 1,890만 명으로 2000년의 1,832만 명

면서 찰스 2세가 형제 요크 공에게 이 땅을 주며 뉴욕이라

에서 3.1% 증가하였다. 뉴욕대도시권의 면적이 17,319㎢이므

고 칭하게 되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뉴욕이

로 인구밀도는 1,091명/㎢이다.

최초의 수도가 되었다.

뉴욕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남과 북의 경계점에

뉴욕시의 2010년 인구는 818만 명으로 2000년의 801만 명
에 비해 2.1% 증가하였다. 면적은 784㎢로 서울보다 크
며, 인구밀도는 10,430명/㎢로 7개 도시 중 중간 크기이다.
뉴욕시는 맨해튼(Manhattan), 브롱크스(Bronx), 브루클린
(Brooklyn), 퀸스(Queens),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서울과 세계대도시, 밀레니엄 이후 도시 변화 비교

델피아로 옮기면서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그러나, 북미
에서 제1도시를 놓고 필라델피아와 경쟁 중 1825년 이리운
하의 개통으로 시카고 등 중서부지역의 곡창지대에 대한 접
근성이 좋아져 결국 미국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뉴욕대도시권은 뉴욕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뉴욕은 항구를 기반으로 하여 유럽의

주의 나소(Nassau), 서퍽(Suffolk), 퍼트넘(Putnam), 웨스트

다양한 기술과 문화의 수입, 내륙으로의 전파, 그리고 미국

체스터(Westchester)와 함께 뉴저지주의 록랜드(Rockland),

생산물의 수출기지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입지하여 오늘날

뉴욕 위성사진 [자료: ESRI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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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달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으로부터의 많은

1904년에 런던과 파리에 이어 뉴욕의 지하철이 개통된 후

이민자 유입과 맨해튼 전역의 격자형 도시개발, 중앙의 넓

최근까지 18개 노선이 개설되었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은 센트럴파크 조성 등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계획적 토

이 잘 발달되어 미국 도시 중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의 특

대를 만들었다. 뉴욕은 세계의 금융과 보험, 무역, 기업경영

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맨해튼 진입을 위한 비싼 교통요금

의 국제중심도시이며, 미국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중추

과 맨해튼 내에서의 비싼 주차요금은 이러한 대중교통 위주

도시이다. 특히, 뉴욕에는 일찍이 증권거래소와 미국 연방

정책을 펴고 있는 뉴욕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입지하여 월가를 형성
하고 그 일대가 세계적인 금융가로 발전하였다.

뉴욕시의 도시기본계획으로는 기존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 외에 뉴욕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정계획’으

아울러, 세계의 많은 법률, 광고, 정보, 하이테크, 디자인, 출

로서 2007년에 최초로 수립되고 2011년에 두 번째 수립된

판·인쇄 등의 생산자서비스 산업, 크라이슬러와 록펠러센터

PlaNYC가 있다. 이 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더 푸르고 더

등 미국의 자동차 및 전통 제조업의 다국적기업의 본사 등

위대한 뉴욕시’를 모토로, 뉴욕이 처한 당면 문제인 성장에

이 입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브로드가에는 연극과 뮤지컬산

대한 대응, 노후화된 기반시설, 열악해지는 환경문제에 대

업이 발달하고, 센트럴파크 인근에는 링컨센터 등이 입지하

하여 10가지 핵심이슈, 11개 부문별 정책목표, 41개 기본전략

는 등 예술과 문화, 오락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이 성장하였

과 132개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이슈는 주택·공원,

으며, 그 외 관광산업과 컨벤션산업 기업들이 입지하여 발

브라운필드, 교통, 에너지, 기후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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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London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는 영국의 수도이자 유럽 최

런던광역시의 행정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존재 여부

대 규모의 도시이며,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

에 대해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 정부와 토니 블레어의 노

가 관할하고 있다. 런던광역시는 런던 중앙부의 구시가지인

동당 정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먼저, 대처 총리는 집권하

City of London, 런던 내부의 12개 자치구, 런던 외곽의 20개

자 1986년 대런던 시의회인 GLC(Greater London Council)

자치구를 더해 총 33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를 폐지하였으나, 2000년에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2010년 중심도시인 런던광역시의 인구는 817만 명으로
2000년 717만 명에서 14% 증가한 수치이다. 런던광역시의
면적은 1,572㎢로 7개 도시 중 가장 넓으며, 서울의 2.6배에
달한다. 특히, 행정구역의 상당 부분이 오픈스페이스나 그
린벨트로 되어 있으며, 인구밀도는 5,199명/㎢로 7개 도시

Authority)를 다시 설립하였다. 그리고 대처 총리는 지역의
정치권을 33개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정책결
정을 런던시와 32개 자치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 1998
년 토니 블레어 총리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역서비스
의 제공을 위해 다시 광역지방정부의 설립을 제안하고, 시
민들의 투표에 의해 런던 광역시장과 시의회의원을 선출하

중 가장 낮은 편이다.

도록 하였다.
런던대도시권은 외곽의 그린벨트와 도시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런던 관할청(Government Office for London, South

런던의 시작은 BC 1세기경 로마인이 런던시 지역에 전진기

East, East)의 3개 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면적이 27,189㎢

지를 세운 시기까지 올라가지만, 알프레드왕이 9세기경 런

로 7개 도시 중 대도시권 면적이 가장 넓다. 2010년의 인구는

던을 수도로 정한 이후 중요한 중세도시로 발전하였다. 16

2,027만 명으로 2000년의 1,839만 명에 비해 10.2% 증가했으

세기 들어 런던거래소(Royal Exchange)가 설립되어 금융센

며, 인구밀도는 745명/㎢로 가장 낮은 편이다.

터로 부상하였다.

서울과 세계대도시, 밀레니엄 이후 도시 변화 비교

런던 위성사진 [자료: ESRI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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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17세기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 먼

개발되었고, 1944년 아비크롬비(Abercrombie)가 수립한 대

저 1665년 런던시에 대규모의 페스트가 창궐하여 많은 인명

런던계획은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피해를 주었고 그 이듬해에 런던을 거의 전소시킨 대화재

제어하고 도시개발을 시가지 안쪽으로 유도하였다. 그린벨

가 발생하였다. 런던 대화재는 런던시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트는 런던의 도심에서 약 16~24㎞의 거리에 16㎞의 폭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었는데, 훌륭한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

유지함으로써 런던의 도시경계를 한정하였다.

(Christopher Wren) 경에게 도시를 계획하게 한 것이다. 그
는 대로를 포장하고 건물의 외장재료가 내화성 재료인 벽돌
과 석조로 건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1710년에는 성바울로
대성당(St. Paul’s Cathedral)을 설계하여 완공함으로써 런던

대처 하에서 런던의 계획은 시장경제 논리 아래 경제 활성
화와 고용창출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도크랜드 재활성화사업과 밀레니엄 돔, 원 캐나다
스퀘어 건물 등이다.

을 복구시킨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2004년, 2008년, 2011년에 수정된 런던계획은 2031년을 목
런던은 17세기 동안 인구 50만 명의 세계무역 중심지로 성
장하였고, 1800년대 말에 이미 450만 명에 이르러 세계 최
대의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1863년에 도시철도가 개통되
고, 1890년에는 전철화가 되어 교외지역에까지 철도가 보급
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 중심부에 고밀도로 집중되었던 시
가지가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표로 모든 사람과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
의 환경기준과 삶의 질 추구, 21세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더십을 갖는 제1의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6개의 계획목표로 경제와 인구성장문제 해소, 국제 경쟁력
제고, 안전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공동체, 건물과 거리의 보
전 및 오감만족, 환경개선의 세계적 리더, 일자리에 접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도심지역에서 바비칸센터가 재

쉽고 편리한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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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도시 소개

파리

Paris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로서 북부지방의 센강변 내륙에 위치

고, 987년부터 카페왕조(Capetian King)가 왕권을 잡고 나서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파리시는 면적

프랑스의 수도가 되었다. 13세기 초 가로와 성벽의 건설로

이 105㎢로 서울의 1/5.8에 해당할 정도로 작지만, 그 위상을

도시는 크게 발전하였으며, 1227년에는 도시 최초로 소르본

고려하여 현(Département)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가

(Sorbonne)대학이 들어섰다.

지는 파리시를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넓게 개발되어 있다.
파리시를 포함하는 대도시권인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
는 8개 현으로 구성된 12,012㎢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2010년 파리시의 인구는 224만 명으로 2000년의 213만 명

실의 호화사치생활 등에 살기 힘들었던 파리 군중들은 1780

보다 5.6% 증가하였다. 파리시의 인구밀도는 21,289명/㎢로

년 봉기하여 바스티유(Bastille)감옥을 공격하였고, 결국 군주

7개 도시 중 가장 높아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시대에 돌입했으며, 보나파르트

파리대도시권은 2010년에 1,179만 명으로 2000년의 1,095만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타났다.

1848년 나폴레옹 3세가 등극하여 제2공화정이 시작되었고,
오스만 남작(Haussman)을 파리시 지사로 임명하여 구도시

파리의 역사는 BC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BC 1세기경

의 대대적인 정비임무를 맡겼다. 오스만은 도심부에 넓은 대

부터는 로마의 지배하에 센강 주변으로 성장하였다. 파리는

로(Boulevard)를 건설해 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민중반란의

4세기 초반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기 시작하였

진압도 쉽게 하였다.

파리 위성사진 [자료: ESRI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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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루이 13세와 14세의 통치하에 베르사유궁의 건설과
뛰레리(Tuileries)와 루브르(Louvre)궁 등의 확장이 있었다. 왕

명보다 7.7% 증가하여 대도시권의 인구증가폭이 더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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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들어 제3공화국 기간에는 중요한 산업중심지로 성장

파리 광역도시권은 2개의 환상형 고속도로에 의해 형성

했으며, 수많은 건물과 교량을 건설하였다. 1889년 세계박람

되는 제1환상권(Premier Couronne)과 제2환상권(Grande

회를 개최하여 유명한 에펠탑을 선보였으며, 메트로라고 불

Couronne)에 전략적 성장거점지역들을 두어 투자를 집중하

린 지하철도 건설하였다.

고 있으며, 2개의 국제공항과 서유럽을 잇는 4개의 기차역,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치하에서 벗어나자 파리광역시는
다시 급성장했고, 도시 주변에 대규모 신계획 단지들이 개발
되었으며, 유네스코(UNESCO) 본부 등이 들어섰다.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1965년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영국과 서유럽을 바지선을 활용하여 잇는 센강 등 주요한
교통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4년 도버해협의 해저터
널로 런던을 TGV로 연결하고 파리의 거점시설과 지역을 고
속도로로 연결하고 있다.

수립하여 근교에 4개 정비거점과 5개 신도시를 지정하여 개

2009년에는 그랑 파리 프로젝트(Grand Paris Project)를 통

발과 성장을 유도하였다. 187㎞에 이르는 연속된 도시회랑

해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세계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일

에 신도시와 교외성장거점 축을 대상(띠)의 형태로 개발하고

드 프랑스(Ile-de-France) 일대의 도시들을 철도와 고속도

과감한 공공투자를 통해 인프라와 대중교통을 갖추고 산업

로망으로 묶고 다핵의 방사형 도시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과 인구를 유치코자 하였다. 다양한 현대적 상업기능과 업무

있다. 파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PLU(Plan Local

기능의 개발수요를 구시가지와 분리된 지역에 라데팡스(La

d'Urbanisme)가 2006년에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목표는 파

Defense)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중심부로 개발한 것은 파리

리 시민의 일상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일자리 창

의 17세기 스카이라인 유지와 역사적 도시 보존에 중요한 역

출에 힘쓰고, 도시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파리의 연대감을

할을 하였다.

고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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