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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The 10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１．사업 목적
2010년, 헤이조 천도 1300년을 기념하여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합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행정 과제에 대하여 각각의 정책을 서로 보고하고, 상호이해를
깊이함과 동시에,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회합의 계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우리들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상호 우호

교류를 깊이함으로써 국가간의 외교를 보완하여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아시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２．회원 등
회원 지방정부

7개국 72지방정부

◇중국 (16)

장쑤성, 안후이성, 산둥성, 허난성, 산시성, 간쑤성, 청두시, 시안시, 뤄양시,
양저우시, 황산시, 쑤저우시, 웨이팡시, 린이시, 둥잉시, 둔황시

◇인도네시아 (2)

서자바주, 욕야카르타 특별주

◇말레이시아 (1)

말라카주

◇필리핀 (3)

오로라주, 디나룬간정, 발레르시

◇한국 (8)

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주시

◇베트남 (5)

푸토성, 투아티엔·후에성, 광남성, 비엣찌시, 후에시

◇일본 (37)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교토부,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다가조시,
아라카와구, 니가타시, 고후시, 다카야마시, 다자이후시, 나라시, 덴리시,
가시하라시, 고세시,가쓰라기시, 이카루가초, 미야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시모이치초

특별 회원 등

일본정부·주일 외국 공관

◇총무성, 외무성, 7개국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３．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개최에 대하여
2019년11월6일(수)∼8일(금)

개최 일정

나라현 나라시

개최지

토의 테마·강사
◆ 테마1 ◆
‘관광 진흥’
∼관광을 통한 지역 진흥과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개요>

<강사>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광을 통한 지역 진흥과 지역의 매력
향상을 위해, 역사·문화 자원을 비롯하여, 지역 자원의 개발, 인바운드 관광 전략,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등, 각 지방정부의 과제와 시책에 대하여 의논합니다.
모타니 고스케 (주식회사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프로필>

1964년에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남. 헤이세이(平成)합병전 3,200시정촌(市町村)
전부와 해외 106개국을 자비로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 지역 진흥
과 인구 성숙 문제에 관해 정력적으로 연구·저작·강연을 실시. 2012년부터 현직.
저서로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산촌 자본주의)’
(KADOKAWA), ‘완본 유연한 일본열도를 만드는 방법’(신초문고), ‘세계 길모퉁이
(촬영:아오키 유키)

지정학’(마이니치신문 출판), ‘세계 길모퉁이 지정학 Next’(문예춘추) 등.

◆ 테마2 ◆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누구나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개요>

동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누구나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상호 협력을 통해 건강 인구를 늘려 갈 수 있는
충실한 복지·의료를 지향합니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정부가 직면한 과제와
실시중인 시책에 대하여 의논합니다.

<강사>

미야모토 타로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프로필>
1958년에 도쿄도에서 태어남. 주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수료. 복지정치론 전공.
리츠메이칸 대학 법학부 조교수, 홋카이도대학 법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13년부터 현직.
저서로 “공생보장 - ‘상호 의지’의 전략”(이와나미 신서), “생활보장 -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이와나미 신서), “복지국가 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법률 문화사)등.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유식자 검토회 좌장,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위원 등을 역임.
현재 사회보장 심의회·생활 곤궁자 자립지원 및 생활보호부회 부(部)회장, 사회보장
심의회·복지부회 위원,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에 재임중.

참가 대상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회원지방정부 등

４．회합 스케줄
【11월6일(수)】
시간
오후

회장: 호텔 닛코나라
프로그램

‘특별 강연’과 ‘메모리얼 상영’을 실시할 예정.
회합 창설 경위와 10년간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가능성과 진행해야 할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양자회담

【11월7일(목)】
시간

10주년 기념 프로그램

회장: 호텔 닛코나라
프로그램

개회식
(이미지)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토의
오전

메인 세션
(테마1)

토의
(오전부)

서브 세션
(테마2)

（撮影：青木優佳）

메인 세션
1개의 토의 테이블에 각 지방정부의
수장급 참가자(단장)가 한자리에 모여,
오전·오후를 통하여 2개의 서로 다른 테마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실시합니다.

10주년 기념 ‘메모리얼 상영’

오후

메인 세션
(테마2)

토의
(오후부)

서브 세션
(테마1)
(이미지)

총회, 기념 촬영, 대표 기자회견
저녁

서브 세션 (테마 선택제)

교류회 등

각 지방정부의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의 실무 담당자가 안고 있는 과제와
지역 실정, 실제 시책 사례 등을 공유합니다.

【11월8일(금)】
시간

오전

프로그램

익스커션
(현내 문화시설 등)
※프로그램은 현시점에서의 예정이기
떄문에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