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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1)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도심으로의 인구 집, 

중현상은 심해지는 것과 반대로 도심부 토지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서 이를 받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급속한 지가 상승이 나타. 

났으며 그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 주체의 토지수용이 어려워지게 , 

되었다 부족 한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되는 정 . 

비사업과 개발사업들은 획일적인 개발방식으로 생활공간의 다양성

을 유지시켜주지 못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역동. 

적으로 변하면서 기존의 사업방식을 통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

식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 

시계획사업을 가지로 분류하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3 , , ,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바로 그 분류이다 이 중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는 도심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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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용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관계로 개 발 사업이 주민의 반대에 ,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정비사업의 . 

경우 도심지역을 획일적인 건축유형으로 도시의 경관 환경 정체, , 

성 그리고 다양한 주택유형의 공급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 

왔다 최근 보다 소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제도 정비가 . ,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규모의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지고 있다 즉 도시차. , 

원에서의 기반시설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 일정 지역을 재정비하, 

는 방식을 고려해 보고자 하는 것 은 당연한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반시설과 비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토지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는 입체도시계획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 2) 

일본에서는 년 입체도로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사례들이 1989

이미 소개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년부터 계획되어진 오오하시 . 1990

잇쵸메 지구 정비계획은 입체 적인 중복이용기법을 적( )大橋一丁目
용한 종합적 계획으로 동경도와 주민이 협력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시행된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의 기반시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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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A number of case studies were introduced since 1989 when Japan implemented the multi-level road 
development system. The Ohashi 1-chome modification plan from 1990 was a comprehensive plan that adopted the 
double use zoning strategy and is a case study that shows how the road and the redevelopment project were practiced 
together through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okyo and the local residents. It is also seen as a based model for 
future projects.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model, this study takes an empirical approach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Ohashi 1-chome modification plan within and beyond the regional borders of Tokyo. Method: The 
effects are explained using the new regional input-output table that is set to Tokyo of 2005 when the exogenous method 
took place in the construction sector. For consistency, the analysis of the specialized industries and growth factors were 
applied to the industrial division and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were restructured with 26 industry elements. 
Through the regional input-output model,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duced effect of Ohashi 1-chome 
modification plan on promoting production, employment, income and value added within and beyond the regional 
industrial borders of Tokyo. Result: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Ohashi 1-chome modification plan on the 
construction sector sums up to the input of 117.7 billion, and after the modification process, Tokyo area is estimated to 
generate 51.5 billion worth of production, and 79.3 billion outside Tokyo. The induced number of people searching for 
jobs is estimated at 5,307 people within Tokyo and 4,957 people outside Tokyo, the employment figure is estimated at 
9,023 people within Tokyo and 4,026 people outside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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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모델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이러한  . 

정비사업들의 표면적 효과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오오하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동경지역 뿐 

아니라 동경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쳤는지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 

다루지 못하였던 동경의 정비사업의 현실을 반영한 투입금액을 추

정하고 산출하여 정비효과의 경제적 크기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의

의를 둔다.

1.2. 선행연구 검토

일본에서는 년 입체도로제도가 법적으로 제정된 이후 국내1989

에서는 일본에 영향으로 년부터 국내에서 입체도시계획에 대1994

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연구의 흐름 을 보면 우선 초기. (Table 1) , 

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입체도로제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계획적인 측면에 한정하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와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데 해당 연구(Lee, 1995) (Kim, 1996) 

들은 주로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였다 이후 년대에. 1990

서 년 전후의 연구는 주로 입체도시계획의 외형적 기법만 연구2005

되었다가 년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점을 전후에2005

는 제도 개선 연구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 

해당하는 연구들로는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의 연구와 의 연구 2001·2003) (Jeong, 2005·2006)

가 해당한다 특히 년 전후 로 기존 시가지 정비 사업이 활발하. 2010

게 개발되어진 시점부터는 인천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계획 발표이( )

후 입체도시 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보완 연구까지 이르

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은 입체도시공원 개발 을 위한 사례를 (Song, 2009)

조사 및 시사점 도출하는 연구와 의 연구가 이루어(Lee, 2009·2010)

지면서 입체도시에 관심 또한  높아지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 2011

년 월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복합에 따른 효율적3 “ ⋅
인 운영방안 연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입체계획의 계획 기법 ” ⋅
및 재산상 구분지상권의 보상 문제의 연구가 진행되기에 이르게 되

었다 지역개발사업 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과 . (Kim, 1986)

은 지역경제구조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모(Lee, 1998),(Lee, 2004)

형 분석을 대구 및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Kim, 

은 철도사업 및 도로의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1992·2006)

급효과를 연구하였다 과 는 사회간.“(Huh, 1996·2003) (Ahn, 2001)

접자본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연구하였다(SOC) .”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공간적 물리적 범위는 일본 동경도 메구로구 에 위치한 오

오하시 잇쵸메 지구 정비계의 한 정하여 분석한다 오( ) . 大橋一丁目
오하시 잇쵸메 지구정비계획과 관련된 중복이용구역 ( )大橋一丁目
입체지정 자료를 동경도 메구로구에서 조사한다 하지만 사업비는 . 

동경도 와 메구로구에서 상세한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아 문헌조사

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연관 분석을 위해 년 이후 . 2005

공표된 산업연관표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연도인 년 기준 2005

산업연관 표를 활용하여 투입산출모형을  제시하였다 오오하시 잇. 

쵸메 정비 사업처럼 투입자금이 건설부문 한하여 일괄적으로 투입

되는 경우 분석대상인 건설부문을 외생변수로 구분하여 별도의 산, 

업연관표를 작성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 

건설부문을 외생화한 년 기준 동경도의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2005

작성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및 성장요인. 

에 산업구분과 일관적인 분석을 유지하기 위해 개 산업으로 구분26

된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 

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사업이 동경지역 뿐 아

니라 동경외 지역 산업까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 , 

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고찰 

2.1. 입체도시계획제도 

에 따(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995)

르면 토지이용 효율성과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공공복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도로 공간 내에 있는 동일한 토지의 지상 지하공간에서 도로, 

와 건물 등 개 시설간의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입체도로제2

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은 일반적으로 입체도시계. (Lee, 2005)

획의 정의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공간적인 측면

에서 공간 내 기준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를 법적으로 지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은 좀 더 .' . (Park, 2006)

보충하여 입체도시계획은 복합적인 용도개발의 다용도 개념을 포, ‘

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입체도로제도의 입체화된 공간 활용을 

Researcher Year Title Research Typ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1 A Study on the Vitalization Ways 
of Multi-Level Urban Planning

Japanese technique
Domestic

 Introduction And
Initial research 

↓

Jeong, 
Jong-Dae 2005

A Study on the Status of Multi-Level 
Urban Planning and the Its 
Application Ways of Korea

External
technique

Jeong, 
Jong-Dae 2006 The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for urban renewal
Choi,

 Seong-Ho 2009 The Multi-Level and Complex
Development of Public Facility

Song,
Ji-Young 2009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Multi-Level Urban Parks
↓

Lee,
Jong-Won 2009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Techniqu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olicy and

System 
supplementLee,

Jong-Won 2010
Study on planning techniques and 
regulatory improvements for enhancing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eoul

2011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eoul 

Guidelin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Three-dimensional complex building 

space design manual
↓

Hong,Sukho 2013 Three-Dimensional Urban Planning: 
Double Use Zoning Methods in Japan  

Supplementary  
Guidance and 
Law Revision

Table 1. Researc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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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바탕으로 타 용도의  민간 건축물 및 도시계

획시설과 일체화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공공시설과 비공

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적인  고도화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나 환경적

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입체도로 입체공원 입체복합공간이 있. , , 

다 입체도로는 도로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입체복합 공간. 

은 도로를 포함한 철도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시설 등 모든 도시, , 

계획시설을 도심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입체도로제도의 공간적으로 연장선상에서 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2. 중복이용구역 

입체도로제도는 년 도로법 등 관련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도1999

입된 이후 도시계획법에 제 장 제1 3

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용도지“

정 제 조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4 “

적인 설치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

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중복. 

이용구역의 지정을 통해 입체적인  

계획을 한다 특히 중복이용구역은 . 

도로구역 중 민간 소유 부지와 함께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민간 소유 건

축물 등의 건축물에 건축의 한계선

을 입체적으로 결정한다 효율적인 . 

정비를 위해  도로 구역의 상하를 입체적으로 공간을 정하고 건축이 

가능한 상하의 범위 건축 한계 를 결정한다 중복이용구역내의( ) .  건

축물 등의 건축 시 입체적으로 고시 후 지정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 

대해 상하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

2.3. 투입산출모형 

지역파급효과 분석 이란 지역 내(regional impact effect analysis)

의 개발정책이나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지역 내 고

용과 소득 증대 등 경제적으로 직 간접 효과를 추정 하는 · (estimate)

것이며 평가분석 방법론상 하나의 종류이다 이러한 파급효과에 의, . 

한 지역 분석은 도시 및 지역경제차원 에서 시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에 따른 직간접인 승수효과 만을 의미하며 지역 파(multiplier effect)

급효과분석은 승수효과 조사 분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승수효. 

과의 측정을 위하여 정부의 시정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직접적

인 지역효과의 측청 및 예측이 우선되어야 하며 파급효과분석은 직, 

접효과가 최종수요의 변화를 일으켜 관련 산업이 연관성을 주는 지

역영향을 측정한다 도시지역의 성장은 (Amstrong&Taylor, 2000). 

도시를 구성하는 각 산업에 의해 나타나다. 

각 산업의 성장은 그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외부수요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투입산출모형은 한 국가의 경제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경. 

제주체 간 공급과 수요 그리고 산업 간의 사업 연관관계를 정량적이, 

며 계량적으로 나타내고 최종 산업 수요변화에 따른 직간접 지역 효

과를 분석할 수 있다.

2.4. 외생화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이용하면서 각 산업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레, 

온티에프 역행렬이 가지고 있는 분석 상의 약점 즉 레온티에프 승수, 

에서 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의 미치는 산업간 영향이 결국 자기 자

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순수한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하기 어, 

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해당된 산업의 부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 

외생변수처리하고 모델 확장을 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지역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는  건설부문을 외생화한 표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Table 2 , 

다음과 같다. 

  
  

   ··· 
   ··· 

 
 




상기 식은 산업연관표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이때의 투입계

수를 나타낸다. 

Fig. 1. Double Use Zone

Endogenous sector of each 
industry

Exogenous sector
Total Output

Construction sector Final demand

Endogenous sector 
of 

each industry


 ···

 ···


· · ·
· · ·
· · ·


 ···

 ···∈


· · ·
· · ·
· · ·


 ···

 ···


Construction sector   ···  
 



Value Added 
 

 ···
 

 -  

Total input   ··· 
 - -

Table 2. Construction sector Exogenous Industrial Inpu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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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를 간단하게 

  


   

로 수식을 나타낼 수 있으며 최종수요가 으로 가정할 때, 0 , 

    




로 나타낼 수 있다. 

3. 오오하시 잇쵸메 지구 정비계획의 사업개요( )大橋一丁目

3.1. 사업배경 및 목적 

오오하시잇쵸메 주변 지구에서는 년에 수도 고속 ( ) 1990一丁目
중앙 신쥬쿠선(新宿

이 도시계획으로  )線
결정 되었고 년, 1999

에 일부 계획의 변경 

과정을 거쳐 현재 

주 수도고속도로에 ( )

의해 도로 건설이 진

행되고 있으며 오오

하시 잇쵸메 지구에

서는 수도고속 호선과 연결을 위한 오오하시 접선 건설이 시행한3

다.

또한 오오하시 접선 구역을 포함한 오오하시 잇쵸메 구역에서는 

도쿄도 시행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며 년에는 관2003

련 도시계획을 결정 하였고 년에는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2004 . 

메구로 구에서는 메구로구 마스터플랜에 의해 오오하시 잇쵸( )目黒
메 주변 구역을 주택 상업 업무 공공시설 등의 복합 기능이 집약된 , , , 

광역 생활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년 월에는 오오하2003 11 ‘

시 잇쵸메 주변 지구 정비 구상 을 완료하고 년 월에 정비 ’ ,  2005 12

방침을 고시하였다.

3.2. 지역 현황 

재개발 시작하기 전 이 지역

은 다양한 도시 기능이 혼잡하

고 간선 도로변에는 저층부 점, 

포 상부 사무실과 공동주택으

로 한 중고층 건축물이있고 저, 

층 공동주택 및 공동 주택 공, 

장 버스회사 주차장이 있던 곳, 

으로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 

역이었다.

3.3. 사업의 개요  

오오하시 잇쵸매의 사업은 도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나뉘어진

다 공공사업은 도시고속도로 호선 연결사업과 주변지역을 연결하. 3

는 간선도로 사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환상도로 옥상과 구역 경계부. 

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복이용 구역을 지정한 계획이다 옥상 . 

정원 설치에 국가보조금인 새로운 마을 만들기 보조금 제도에 의‘ ’ 

해 지원은 사업이다 .

공공사업의 사업규모는 도로사업비와 변전소 사업비 억엔으870

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지구 주변 공원 및 공중공원 사업비가 . 37

억엔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층 연면적 세대로 사42 (156m) 83,094 689㎡ 

업비는 억엔이다 총공급 세대수가 세대로총사업비는 190 . 902 225

억엔으로 추정 된다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계획과 관련된 사업비는 . 

공공사업비가 억엔이고 재개발사업에서 억엔이고 총 사업907 270

비는 억엔으로 조사되었다1,177 .

3.4. 정비사업의 효과 

오오하시 지구에서는 고속도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연계시켜 

고속도로 연결 정비와 마을 만들기를 함께 행하는 도로사업협동형 ‘

재개발사업 을 실시한 ’

사업이다 이로 인해 연. 

결 구간 정비와 지역주

민 주거환경 개선과 원

주민 주거 재정착 되는 

등 도로 사업과 재개발 , 

사업이 각각의 큰 메리

트를 창출하여 앞으로의 

도시부 기반정비의 모델 

사업으로서 주목받고 있

다 협동으로 인한 상승효과로는 첫째 부지의 효율적 사용이다 입. . 

Fig. 2. District location map 

Fig. 4. Scenery of Ohashi 1-chome 

Segment 1-1 1-2 Total

Floor 
42 floors above ground / 
2 floors below basement

27 floors above ground / 
2 floors below basement

Building 
High

156m 99m

Site Area 7,200㎡ 1,717㎡ 8,917㎡

Building 
area

3,683㎡
(Building coverage rate 

51%)

844㎡
(Building coverage rate 

49%)
4,527㎡

Total area
83,094㎡

(Volume ratio 800%)
18,376㎡

(Volume ratio 796%)
101,470㎡

Number of 
households

689 generations 213 generations
902 

generations

Project cost 19 billion yen 8 billion yen 27 billion yen

Table 3. Outline of redevelopment business 

Fig. 3. Before Modific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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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도로 구역의 일부를 재개발 빌딩 건축 부지 

로서 중복 이용함에 따라 바닥 면적이 증가되었다46% .

둘째 수도고속 중앙환상 신주쿠선 조기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 지구 내에서의 생활환경 재건 재개발 빌딩에 재입주 가 가능해 . ( )

짐에 따라 원주민과 합의 형성이 빨리되어 도로를 조기에 정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그 외의 마을 만들기 효과이다 도심의 방. . 

재와 지역 환경에의 공헌을 함으로써 약 의 녹지대 창출이 8,460㎡

가능하여 수목의 비율이 약 향상되었다 시가지 정비 수단을 활36% . 

용하여 기성 시가지의 재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무 상업 문화, , , 

교류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한층더 집약시킨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거점을 형성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4. 정비사업의 파급효과 

4.1.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사업 지역 동경 및 동경외 파급효과( ) 
오오하시 지구의 파급효과 동경 분석은 건설부문을 외생부문으( ) 

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 산업연관표를 통해 와 같이 생산Table 5

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에서 건, , , 

설부문 총 투입액 억엔을 곱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177 .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건설부문에 억엔이 투입되고 이러1,177

한 신규수요의 증가가 여타 다른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의 규모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 .

생산유발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건설부문을 제외한 산업부문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백만엔 상업 백만엔 운수업(11,020 ), (4,926 ), 

백만엔 금융업 백만엔 등으로 서비스산업부분으로 (4,821 ), (4,692 ) 

업종별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고용유발 규모도 생. 

산유발규모와 비슷하게 서비스업 명 상업 명 운수업(945 ), (370 ), 

명 기타제품제조업 명 등의 산업부문 업종별 중심으로 (236 ), (202 )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사업의 지역인동경지역 외

의 다른 지역에도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의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동경외지역의 투입산출 모형을 통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 , 

업유발 고용유발의 경제적 규모를 추정하였다, .

동경외 지역은 생산유발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과 같이 금Table 6

속제품 백만엔 철강 백만엔 상업 백만엔 운(9,746 ), (8,100 ), (6,703 ), 

수업 백만엔 펄프 종이제품 백만엔 산업부문으로 유(6,538 ), , (5,926 ) 

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이나 고용유발은 동경지역. 

과 비슷하게 서비스 명 상업 명 기타제품 명 산업 부(757 ), (755 ), (685 ) 

문 순으로 나타났다.

4.2. 동경과 동경외지역 파급효과 비교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사업이 지역경제에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보면 에서 건설부문에 억엔이 투입되어 정비사Table 7 1,177

업이 진행되면 동경지역은 억엔의 생산유발액이 나타나며 동경515 , 

외 지역에서도 억엔의 생산유발액이 추정되었다 취업유발은 동793 . 

경지역은 명 비동경지역은 명 고용유발은 동경지역은 5,307 , 4,957 , 

명 비동경지역은 명으로 유발액이 추정되었다9,023 , 4,026 . 

생산유발효과에서 생산유발계수 및 생산유발액을 동경지역과 동

경 외 지역의 비교 시 건설 금융 보험 부동산 정보통신 공무 서비, · , , , , 

스업 외 모든 업종에서 동경 외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계수 및 부가가치 유발액을 비교해보면 동경 외 지

역에서 농림 수산업 광업 음식료품 화학제품 일반 기계 사업만 동, , , , 

경지역보다 높게 나오면 외 건설 서비스 산업 외 개 산업에서 높, 18

게 나타났다 취업유발 계수 및 취업 유발액을 석유 석탄제품 건설. · , , 

금융 보험 부동산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에서 동경 외 · , , , 

지역이 높게 나왔다.

Segment Name Width(m) Extension(m) Area( )㎡ Modification Type Expense Remarks

Road

Motorway

Urban Expressway 
No.3 2,281

87 billion yen6)

Building Area and 
Double Use Zone Area

: 2,839㎡

Double Use Zone Area 
with Urban Expressway 

Line 3 : 496㎡
(Include the substation 

in the ramp)

Urban Expressway 
Central Ring 

Shinjuku Line
24,857 Newly established

Arterial 
highway

Radiation No. 4 20(40) 221 4,524 Existing Road 
Improvement

Ring 6 11(22) 111 1,321 Existing Road 
Improvement

Access 
road

Section road-1 7.5(11) 142 1,110 Adjustment of existing 
roads

Section road-2 5(9) 238 1,227 Adjustment of existing 
roads

Open Space

Open Space-1 630 Newly established

700 million yen Country subsidy: 200 
million yen Open Space-2 630 Newly established

Open Space-3 7,200 Newly established 3 billion yen Aerial garden 
construction

Total 90.7 billion yen

Table 4. Re-development Project with Road Project



입체적 중복이용 정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오오하시 잇쵸메 지구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 )大橋一丁目

40 KIEAE Journal, Vol. 19, No. 3, Jun. 2019

Industry
Production 

Induc. Coeff.
(Pr. Yen)

Add. Value 
Induc. Coeff.
(A.V. Yen)

Job Creation 
Induc. Coeff.

(J.C. Yen)

Hiring Induc. 
Coeff.

(Hr. Yen)

1 Agriculture-Fishing 0.0003132
(36.87)

0.00018713
(22.02)

0.000113
(13.4)

0.000027
(3.25)

2 Mining 0.0025234
(297)

0.0000777
(9.145)

0.000176
(20.7)

0.000176
(20.7)

3 Food & Bev. 0.000889(
104.6)

0.00021658
(25.49)

0.000049
(5.83)

0.000046
(5.46)

4 Textile 0.0015933
(187.5)

0.00035726
(42.05)

0.000201
(23.7)

0.000139
(16.4)

5 Pulp Paper ・
Lumber

0.0116201
(1367)

0.00361067
(424.9)

0.000954
(112)

0.000804
(94.7)

6 Chemicals 0.0018522
(218)

0.00022889
(26.94)

0.000076
(8.95)

0.000075
(8.93)

7 Oil Coal・ 0.0020924
(246.2)

0.00018446
(21.71)

0.000075
(8.91)

0.000075
(8.91)

8 Ceramics Stone・ 0.0149611
(1760)

0.00295298
(347.5)

0.000705
(83)

0.000663
(78)

9 Steel 0.0044369
(522.2)

0.00062774
(73.88)

0.000154
(18.1)

0.000153
(18)

10 Nonferrous 0.0027095
(318.9)

0.00032896
(38.71)

0.000143
(16.9)

0.000139
(16.4)

11 Metal 0.009612
(1131)

0.00394485
(464.3)

0.001122
(132)

0.000931
(109)

12 Machinery 0.0012122
(142.6)

0.00029628
(34.87)

0.000074
(8.72)

0.00007
(8.32)

13 Elec. Machinery, 
IT

0.003713
(437)

0.00074711
(87.93)

0.000144
(17)

0.000141
(16.6)

14 Transportation 
Machinery

0.0003387
(39.87)

0.00006313
(7.431)

8.661525
(1.01)

8.499503
(1)

15 Precision 
Machinery

0.0001163
(13.69)

0.00003067
(3.61)

5.914762
(0.69)

5.521398
(0.64)

16 Other 
manufacturing

0.0079235
(932.6)

0.00286619
(337.3)

0.001721
(202)

0.00049
(57.7)

17 Construction 1
(117700)

0.39441955
(46423)

0.023417
(2756)

0.05886
(6927)

18 Elec., Gas, Water, 
Waste

0.0068761
(809.3)

0.00276915
(325.9)

0.00015
(17.7)

0.000148
(17.4)

19 Commerce 0.0418587
(4926)

0.02202899
(2592)

0.003147
(370)

0.00296
(348)

20 Finance Insurance・ 0.0398675
(4692)

0.01951412
(2296)

0.000953
(112)

0.000929
(109)

21 Real Est. 0.0086211
(1014)

0.00617322
(726.5)

0.000105
(12.4)

0.000075
(8.93)

22 Transportation 0.0409617
(4821)

0.01520898
(1790)

0.002011
(236)

0.001849
(217)

23 IT 0.032255
(3796)

0.01134248
(1335)

0.000964
(113)

0.000923
(108)

24 Public Admin. 0.0005787
(68.11)

0.00038959
(45.85)

0.00002
(2.47)

0.00002
(2.47)

25
Edu. R&D, 

Medical, Public 
Health, Society

0.00666
(783.8)

0.00423748
(498.7)

0.000592
(69.7)

0.000558
(65.7)

26 Service 0.0936323
(11020)

0.04177467
(4916)

0.008035
(945)

0.006426
(756)

Table 5. Inducement Coefficients and Money for Industries Related 
with the Reconstruction Project(Tokyo) 

(Unit: Million Yen, Person)

Industry
Production 

Induc. Coeff.
(Pr. Yen)

Add. Value 
Induc. Coeff.
(A.V. Yen)

Job Creation 
Induc. Coeff.

(J.C. Yen)

Hiring Induc. 
Coeff.

(Hr. Yen)

1 Agriculture-Fishing 0.0055084
(648.3)

1.93043622
(0.227)

0.002152
(253)

0.000233
(27.4)

2 Mining 0.0263729
(3104)

0.00088925
(104.6)

0.000817
(96.2)

0.000797
(93.8)

3 Food & Bev. 0.0059731
(703)

0.00006828
(8.036)

0.000253
(29.8)

0.000232
(27.3)

4 Textile 0.0046792
(550.7)

0.00006001
(7.063)

0.000454
(53.4)

0.000315
(37.1)

5 Pulp Paper ・
Lumber

0.0503496
(5926)

0.00040515
(47.68)

0.002348
(276)

0.001976
(232)

6 Chemicals 0.0229048
(2695)

0.00063666
(74.93)

0.000274
(32.3)

0.000273
(32.1)

7 Oil Coal・ 0.0222564
(2619)

0.00012368
(14.55)

0.000032
(3.84)

0.000032
(3.83)

8 Ceramics Stone・ 0.0403223
(4745)

0.00047034
(55.35)

0.001864
(219)

0.001713
(201)

9 Steel 0.0688215
(8100)

0.00026756
(31.49)

0.000865
(101)

0.000852
(100)

10 Nonferrous 0.0220798
(2598)

0.00022844
(26.88)

0.000428
(50.4)

0.000408
(48)

11 Metal 0.0828039
(9746)

0.00080583
(94.84)

0.005614
(660)

0.004806
(565)

12 Machinery 0.0086226
(1014)

0.0001116(
13.13)

0.000317
(37.4)

0.000302
(35.5)

13 Elec. Machinery, 
IT

0.0135828
(1598)

0.00020142
(23.7)

0.00041(
48.2)

0.000388
(45.6)

14 Transportation 
Machinery

0.0045141
(531.3)

0.00001429
(1.683)

0.000086
(10.1)

0.000083
(9.86)

15 Precision 
Machinery

0.0003369
(39.66)

0.00001217
(1.433)

0.000015
(1.78)

0.000014
(1.64)

16 Other 
manufacturing

0.0284704
(3350)

0.00057887
(68.13)

0.005822
(685)

0.004609
(542)

17 Construction 0.0462469
(5443)

0.00100894
(118.7)

0.001093
(128)

0.000062
(7.32)

18 Elec., Gas, Water, 
Waste

0.0184715
(2174)

0.00015301
(18.01)

0.000432
(50.8)

0.000423
(49.7)

19 Commerce 0.0569523
(6703)

0.00280926
(330.6)

0.006418
(755)

0.005682
(668)

20 Finance Insurance・ 0.015717
(1849)

0.00108068
(127.1)

0.00075(
88.3)

0.000701
(82.5)

21 Real Est. 0.0044501
(523.7)

0.00010159
(11.95)

0.000035
(4.18)

0.000023
(2.76)

22 Transportation 0.05555
(6538)

0.0011113(
130.8)

0.003729
(438)

0.003576
(420)

23 IT 0.0125694
(1479)

0.00161656
(190.2)

0.000604
(71)

0.000576
(67.8)

24 Public Admin. 0.0004402
(51.82)

0.00000317
(0.373)

0.000023
(2.78)

0.000023
(2.78)

25
Edu. R&D, 

Medical, Public 
Health, Society

0.0089461
(1052)

0.00038481
(45.29)

0.000894
(105)

0.000853
(100)

26 Service 0.0465177
(5475)

0.00351798
(414)

0.006435
(757)

0.005304
(624)

Table 6. Inducement Coefficients and Money for Industries Related 
with the Reconstruction Project(other than Tokyo) 

(Unit: Million Ye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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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발 계수 및 고용 유발액은 석유 석탄제품 건설 금융 보험· , , · , 

부동산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외 업종에서 동경 외 지역이 높게 나, , 

타났다 또한 동경 외 지역은 오오하시 잇쵸메 정비 사업의 해당 지. 

역인 동경지역과 다르게 서비스 부문이 아닌 제조업 부문에서 상대

적으로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서 동경지역에서는 서비스 상업 교통 금융 등의 Table 8 , , , 

서비스 부문에 많은 영향이 미쳤으며 동경외 지역에서는 금속 철, , 

공 등 제조업 부문 산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되었다. 

5. 결 론
오오하시 지구에서 도로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연계시켜고속도로 

연결 구간에 정비와 마을 만들기를 함께 시행하는 도로사업 협동형 ‘

재개발사업 을 실시한 사업이다’ .

이로 인해 연결 구간 정비와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과원주민 주

거 재정착 되는 등 도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각각의 큰 메리트를 , 

창출하여 앞으로의 도시 기반 정비의 모델 사업으로서 주목 받고 있

다 협동으로 인한 상승효과로는 첫째 부지의 효율적 사용이다 입. . 

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도로 구역의 일부를 재개발 빌딩 건축 부지

로서 중복 이용함에 따라 바닥 면적이 증가되었다 둘째 수도46% . , 

고속 중앙환상 신주쿠선 조기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구 내에. 

서의 생활환경 재건 재개발 빌딩에의 재입주 가 가능해 짐에 따라 ( )

원주민과 합의 형성이 빨리되어 도로를 조기에 정비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셋째 그 외의 마을 만들기 효과이다 도심의 방재와 지역 환경에. 

의 공헌을 함으로써 약 의 녹지대 창출이 가능하여 녹지 비8,460㎡

율이 약 향상되었다 시가지 정비 수단을 활용하여 기성 시가지36% . 

의 재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무 상업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도시 , , , 

기능을 한층 더 집약시킨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거점을 형성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교통 결절점과 생활거점 등에 있어서의 상. 

업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생활 기능이 집적된 살기 좋은 생활권을 형, , , 

성 될 수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도시의 장점을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입체적 재생사업이 지역 경제에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입체도시계획이 국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정량적이며 계량분석기법 . , 

중의 하나로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건설 

부문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작성함으로써 건

설부문에 일괄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 경우에 적합한 분석을 시도

하였으며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을 통하여 입체, . 

도시 재생사업의 생산유발효과 산업별 파급효과 부가가치유발효, ,  

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의 경제적규모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오오, . 

하시 잇쵸메 정비사업이 지역경제에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보면 건설부문에 억엔이 투입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동경1,177

지역은 억엔의 생산유발액이 나타나며 동경외 지역에서도 515 , 793

억엔의 생산유발액이 추정되었다 취업유발은 동경지역은 명. 5,307 , 

비동경지역은 명 고용유발은동경지역은 명 비동경지4,957 , 9,023 , 

역은 명으로 유발액이 추정되었다4,026 .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할 수 밖에 없

었다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중이고  건설부문의 투자에 따른 지역 . 

파급효과만 보는 것으로 정비 이후의 지역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한계점이다 하지만 도로사업 협. ‘

동형 재개발사업 이 일본에서는 모범사례이고 이러한 사업이 국내 ’

도심 재생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는 점이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비사업들의 표면적 효과. 

Production 
Induc. Coeff.

(Pr. Yen)

Add. Value 
Induc. Coeff.
(A.V. Yen)

Job Creation 
Induc. Coeff.

(J.C. Yen)

Hiring Induc. 
Coeff.

(Hr. Yen)

Tokyo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 515.0 629.00 5307 9023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s other than 

Tokyo
793.0 19.70 4957 4026

Table 7. Economic Impact (Comprehensive)

In Tokyo Outside of Tokyo

Table 8. Comparison of ripple effect by industry



입체적 중복이용 정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오오하시 잇쵸메 지구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 )大橋一丁目

42 KIEAE Journal, Vol. 19, No. 3, Jun. 2019

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오오하시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동경지역뿐 아니라 동경외 지역까지 경

제적 파급효과를 미쳤는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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