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랭킹으로 보는 도쿄 도시의 성장이 그 나라의 성장을 이끕니다. 세계 여러 도시 랭킹과 그 중에서의 도쿄의 위치를 소개합니다.city ran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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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질로 톱,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유럽의 종합지 「MONOCLE」가 뽑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랭킹」에서 도쿄가 
1위를 차지. 전철의 정시 운행이나 안전하고 맛좋은 식품 재료를 먹을 수 있는 것, 
골목 안에 입지한 음식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활의 격차나 위험한 치안
을 해소하려는 노력 등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얻게 했습니다. 

mono cle
모노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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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비약을 위한 열쇠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그룹이 2년에 한 번, 경제성장성등 6개 분야
를 분석. 도쿄는 아시아・태평양의 163 도시 가운데, 2위를 획득. 고품질인 인
프라나 대내 직접투자 전략이 평가되었습니다.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의 
커큐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됩니다.

f inanc ial  t imes
파이낸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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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시 지수로 4위, 장래를 준비하는 인재 확보가 과제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A.T.카니사에 의한 「2015년도 글로벌 도시 조사」에서 
도쿄는 4위. 인적자원 분야에서는 대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 등이 
평가 받았습니다. 장래적인 잠재 능력으로는 18위의 평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 .t.k earney
A.T.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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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에서는 세계 제일,  올림픽 개최를 기회로 비약을

모리기념재단 도시 전략 연구소에서는 세계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여섯 개 분
야의 종합력을 분석합니다.  2015년 도쿄는 종합 4위. 경제분야에서 1위, 문
화・교류 분야는 5위였습니다. 교통・액세스 분야의 순위는 낮았지만 하네다 공
항의 항공편 증가와 도시 지역의 개발에 의한 순위 상승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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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기념 재단 도시 전략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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