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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GPCI>

서울시, 글로벌 도시경쟁력 2년 연속 ‘세계 6위’ 

- 日 모리기념재단, 2013 세계도시 국제경쟁력평가(GPCI) 순위 공식 발표

- 서울시, 2008년 13위서 지난해 7계단 급상승 이후 2년 연속 ‘세계 6위’ 선정

- 경쟁도시 종합순위 : 런던 1위, 뉴욕 2위, 파리 3위, 도쿄 4위, 싱가포르 5위

- 서울시, 작년과 비교해 5위 싱가포르와 종합점수 격차 대폭 감소로 TOP5 진입 눈앞

- 6개 평가분야 중 경제, 문화, 거주,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모두 상승

- 특히, 경제분야에서 GDP, 임금수준 등 높게 평가된 것이 종합점수 상승의 주요인

- 향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및 홍보에 더욱 역량 집중키로

□ 서울시가 2013년 ‘세계도시 국제경쟁력’ 종합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40개 주요 도시 중 6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매년 10월에 공식 발표하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랭킹 ‘GPCI(Global Power City Index,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 평가 결과에서, 서울시가 2013년 평가에서도 싱가포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6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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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CI’는 ‘도시의 종합경쟁력’ 관점에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에 대해, 재단이 자체 개발한

26개 평가항목, 70개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하는 지수다.

○ 2008년 첫 순위발표에서는 30개 도시가 평가되었으나 점차 대상을

확대해 2012년 이후에는 세계 주요 도시 40곳을 선정해 평가하고 있으며,

UNESCO, OECD, UBS(스위스연방은행)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활용과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순위를 정한다.

□ GPCI가 처음 발표된 이후, 서울시는 2008년 13위, 2009년 12위,

2010년 8위, 2011년 7위, 그리고 2012년, 2013년에는 연속해서

‘세계 6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세계도시와 경쟁해 매년

최고 순위가 갱신되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발표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가대상도시수 30개 35개 35개 35개 40개 40개

서울시순위
13위 12위

(1)
8위

(4)
7위

(1)
6위

(1)
6위

(-)

<모리기념재단 GPCI 서울시 순위 변화('08~'13)>

□ 2013년 GPCI 종합순위 결과에서는 1위 런던, 2위 뉴욕, 3위 파리,

4위 도쿄, 5위 싱가포르, 6위 서울 순으로 나타나, 상위 6대 도시

의 평가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러나, 종합점수 결과를 보면 도시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런던을 제외하고 뉴욕, 파리, 도쿄, 싱가포르의 종합점수가

모두 하락한 반면, 서울의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23점 상승해 상위

10개 도시 중에서 프랑크푸르트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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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이어 ‘세계 1위’ 자리를 수성(守成)한 런던은 ‘거주’ 분야에서는

점수가 떨어졌지만 △경제 △연구개발 △환경 분야에서 점수가 올라가

결과적으로 2위인 뉴욕과의 종합점수 격차를 넓혔고, 파리와 도쿄의 종합

점수 또한 크게 떨어져 2위인 뉴욕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도 시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싱가포르 서울

'12년 평가점수
1453 1377 1350 1325 1119 1081

(76) (27) (25) (206) (38)

'13년 평가점수
1458 1363 1292 1275 1113 1104

(95) (71) (17) (162) (9)

증 감 5점 14점 58점 50점 6점 23점

<상위 6개 도시의 GPCI 평가 종합점수 현황('12-'13)>

(  ) : 순위 간 격차 점수 

□ 특히, 재단은 세계 6위인 서울과 5위 싱가포르의 종합점수 차이가

지난해 38점차에서 올해 9점차로 대폭 감소된 점은 이번 평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약진을 인상

깊게 평가하였다. 서울시가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세계 TOP5로의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서울의 경쟁력 상승의 원인은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모두

분야별 평가 순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서도 ‘경제’ 분야의

향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기여했다고 재단은 언급했다.

○ GPCI는 종합순위와 함께 6개 분야별 평가순위와 점수도 공개하고 있어

도시별로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경제(13위→8위) ▲연구개발(7위→6위) ▲문화교류(15위→

- 4 -

14위) ▲거주(24위→23위) ▲환경(13위→12위)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상승하였다. 한편, ▲교통접근성(4위→6위) 분야는 평가점수는 향상되었

지만, 프랑크푸르트와 홍콩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순위에서는

2계단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주로 ‘연구개발’과 ‘교통’ 분야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경제’ 분야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6개

분야 중 3개 분야(경제, 연구개발, 교통)가 상위 10위 안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6개 분야 지표수 26개 평가항목 (70개 평가지표수)
분야별 순위
(전년대비)

경 제 13
시장규모(2), 시장매력도(2), 경제집적(2),

인적자본(2), 비즈니스환경(3), 법규제·리스크(2)

8위

(5)
연구개발 8 연구집적(2), 연구환경(3), 연구개발성과(3)

6위

(1)
문화교류 16

교류․문화전파(3), 집객(集客)자원(3),

집객(集客)시설(3), 관광매력도(4), 교류실적(3)

14위

(1)

거 주 14
취업환경(3), 거주비(2), 안전·안심(2)

생활환경(3), 생활편의성(4)

23위

(1)
환 경 9 생태(3), 오염상황(3), 자연환경(3)

12위

(1)
교통접근성 10

국제교통네트워크(2), 국제교통기반시설(2),

도심지역교통서비스(3), 교통편리성(3)

6위

(2)

<2013-GPCI 평가항목 및 서울시 분야별 순위>

□ 재단에 따르면, 2013-GPCI의 보다 상세한 도시별 분석결과는, 최종

리포트 GPCI YEARBOOK 2013 에 게재되어 2013년 12월 말

에 발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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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제경쟁력과 삶의질 평가에서

서울시가 세계 경쟁도시와 비교해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홍보함으로써 실질

적인 도시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높여 명실상부한 세계 TOP5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모리기념재단 및 GPCI 개요 

2. 2013-GPCI 평가 순위 결과 

3. 역대 GPCI 평가결과 및 서울시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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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모리기념재단 및 GPCI(Global Power City Index) 개요

평가기관 소개

❍ 日本 모리기념재단(www.mori-m-foundation.or.jp)

     - 설립연도 : 1981년 

     - 설립목적 : 일본의 유명 부동산개발회사인 ‘모리빌딩주식회사’ 창립자 모리 다이키치로의 

업적을 기념하고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기관 

     - 주요업무 : 도시재개발과 시가지 환경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도시전략연구소

     - 모리기념재단에서 매년 GPCI를 연구․분석하고 발표를 담당하는 연구조직 

     - 주요업무 : 세계 각국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정치·경제·국제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발전전략을 제언 

     - 평가조직체계 : 평가위원회 + 워킹그룹 + 제3자 평가자 

       ※평가위원회(Committee)는 지표선정 및 순위 작성과정에서 수퍼바이저 역할을 하며, 도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피터홀(런던대학교수)경(卿)과 사스키아사센(콜롬비아대학교수), 

리차드벤더(캘리포니아대학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 

평가지수(GPCI) 개요

❍ 평가대상 : 40개 도시

❍ 평가주기 : 1년 (매년 10월 발표)

❍ 평가지표 : 6개 분야 - 26개 세부항목 - 70개 세부지표

     - 6개 분야 : 경제(Economy), 연구․개발(R&D), 문화교류(Cultural Interaction), 

거주(Livability), 환경(Environment), 교통․접근성(Accessibility)

❍ 평가특징
     - GPCI는 글로벌 아젠다로서의 도시문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  

     - 2008년 처음 발표한 이래 GPCI는 6번째로 발표되었으며, 특정분야(비즈니스나 삶의 질)

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종합력"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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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2013-GPCI 평가 순위 결과

    ※ 출처 : 모리기념재단(2013.10), Global Power City Index 2013 (Summary), p. 8

URL : http://www.mori-m-foundation.or.jp/english/research/project/6/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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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역대 GPCI 평가결과('08~'13) 및 서울시 순위 변화

※ 상위 20위까지의 순위 (종합점수 소수점 반올림)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종합점수) 2013 (종합점수)

평가대상 30개 도시 35개 도시 35개 도시 35개 도시 40개 도시 40개 도시

1위 뉴욕 뉴욕 뉴욕 뉴욕 런던 (1453) 런던 (1458)

2위 런던 런던 런던 런던 뉴욕 (1377) 뉴욕 (1363)

3위 파리 파리 파리 파리 파리 (1350) 파리 (1292)

4위 도쿄 도쿄 도쿄 도쿄 도쿄 (1325) 도쿄 (1275)

5위 비엔나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1119) 싱가포르 (1113)

6위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 서울 (1081) 서울 (1104)

7위 암스테르담 비엔나 암스테르담 서울 암스테르담 (1068) 암스테르담 (1062)

8위 보스턴 암스테르담 서울 홍콩 베를린 (1047) 베를린 (1040)

9위 LA 취리히 홍콩 암스테르담 홍콩 (1038) 비엔나 (1015)

10위 토론토 홍콩 시드니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1017) 프랑크푸르트 (995)

11위 싱가포르 마드리드 비엔나 시드니 베이징 (978) 홍콩 (986)

12위 시드니 서울 취리히 비엔나 프랑크푸르트 (967) 상하이 (975)

13위 서울 LA 프랑크푸르트 LA 바르셀로나 (965) 시드니 (965)

14위 시카고 시드니 LA 취리히 상하이 (965) 베이징 (965)

15위 취리히 토론토 마드리드 오사카 시드니 (963) 취리히 (965)

16위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밴쿠버 보스톤 스톡홀름 (961) 스톡홀름 (948)

17위 홍콩 코펜하겐 코펜하겐 제네바 오사카 (942) 마드리드 (924)

18위 코펜하겐 브뤼셀 오사카 베이징 취리히 (938) 토론토 (922)

19위 마드리드 제네바 제네바 코펜하겐 브뤼셀 (931) 바르셀로나 (920)

20위 샌프랸시스코 보스톤 보스톤 마드리드 코펜하겐 (930) 코펜하겐 (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