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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구 줄지만…도쿄도심은 늘어
재개발에 편의시설도 늘어 교외보다 살기 편하다 인식
지요다구 인구 8년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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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일본 인구가 매년 약 30만명씩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도쿄 중심구 3개 구의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 기현상
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중심부 지요다구 인구가 36년 만에 6만명(4월 1일 현재)을 넘어선 것
으로 조사됐다. 1999년 4만명 밑으로 떨어졌던 때와 비교하면 50%나 급증한 셈이다. 대기업 본사와 관공서
가 몰려 있는 지요다구는 한국으로 치면 종로구에 해당한다.

日 중학교서 총검술 수업…아베, 독도도발 ..

지요다구와 맞닿은 주오구 인구도 올해 초 15만명을 넘었고, 2025년에는 20만명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

`독도는 일본 땅` 日 의무교육 강행

이 나온다. 도쿄만과 인접한 미나토구 인구도 25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 추세다. 미나토구의 해안가에는

아베 옥죄는 모리토모스캔들…日검찰, 비리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을 짓고 있는데, 올림픽 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아베, 4월 국회해산 보류…모리토모스캔들

예상된다. 도쿄 중심 3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돼 최신 맨션과 편의시설이 크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나 초·중·고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주택가가 몰려 있는 외곽보다

내년부터 日모든 고교 `독도는 일본 땅` 왜..

Voice of Brand

도심 한복판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보육소나 학교에 들어가기 쉽고, 좋

Learn Mo

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판단해 도심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애드워즈를 시작하세요.
애드워즈 전문가가 궁금
증을 풀어드리고 애드워
즈 시작을 도와드립니
다.

분석이다. 한적한 주택가에 살던 고령층이 도심으로 되돌아오는 현상도
뚜렷하다. 도심 맨션에 살면 주택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교통, 쇼핑 등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가처럼 조만간 보육소·학교

No.1 경비지출관리 비즈플레이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 간병 의료시설 부족으로 불

법인카드영수증처리, 정말 간편해졌습니다.
종이영수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보관과 제출까
한번에 처리하세요.

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bizplay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 많이 본 기사
1 [단독] 유커가이드의 무너진 삶…`
사드 보복`에 대리기사 전전

#도쿄 #인구

오늘의
핫뉴스

中 "美의 北선제타격땐 불개입, 38선 넘을땐…"

17시간 36분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그 많던 유커 가이드들 사드 보복에…

17시간 36분

安 "내가 MB 아바타냐"…文 "항간에 그런 말도 있다..
후계자가 '창업자 정신'없으면 전문경영인 체제도 ..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 사퇴

AD

20분

女배우 배드신中, "실제, 행위" 유출.."충격"

12시간 54분
17시간 25분

2 中, 美의 北선제타격땐 불개입…38
선 넘는 지상전엔 즉각 개입
3 文 "16일 기권 결정후 北 통보" 宋
"최종 결정 20일"
4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본 맛집 1위는?
5 "北간부들, 美대치국면에도 태양
절 호화 만찬…긴장감 없어"

5~18세, 키 크려면 꼭 "이것"과 우유 먹이세요..

주식할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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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안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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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에이징, 울트라포머3로 V라인 만들기
"아토피" 피부 속 노폐물 빼냈더니.. 경악!
40代주부 "쉬면서 月500만" 수입이 "충격!"
30대女 "조기폐경" 때문에 결국...충격!
안빠지던살.."OO"으로 10주 "-12kg"감량?
혈압약 먹지마! "이것" 먹고 20분후 혈관확장!

복리 300일, 1,876% 수익! VIP종목 쓸어담아..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먹고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
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10명중 9명일 정도로 경제상
황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월급을 받아도
"쥐꼬리만한 월급이다", "월급 들어오면 뭐하냐? 들어
오자 마자 다 빠져나가는데" 라는..

Mac용 동영상 편집
자르기, 결합, 잘라내기, 회전, 안정화, 비디오 화질 보정, 자막 추가합니
다. 다운로드! movavi.com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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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8회, 다저스 불펜이 녹았다.

2

[썸타는 토요일]"내 페이스북,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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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보스턴전 결장...美 언론..

도움말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포토

시선집중
내 손안에 큰 세상! 큐브젬 빔 프로젝터 (동급 최..
350% 아남전자 판박이 종목! 5월 대폭등 사고치기..
세계1위기업 N사와의 독점계약, 외국인의 1천만주..

이일화, 나이 가늠 어려운 미모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성공한 현 시점 최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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