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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프 로 그 램

●11/6（수）

●11/7（목）

●11/8（금）

2019

2019

2019

호텔 닛코나라

호텔 닛코나라

나라시내

14：00 － 18：00 양자회담 

18：00 － 21：00 석식

09：20 － 13：00
익스커션(중식②) 

（사슴 불러 모으기, 쇼랴쿠지(正曆寺) 절）

08：30 － 08：50 개회식

08：50 － 09：20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09：30 － 12：10 토의(오전부)
　메인 세션（테마1･'관광 진흥'）

　서브 세션（테마2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12：10 － 13：10 중식①

13：10 － 13：20 10주년 기념 ‘메모리얼 상영’

13：20 － 16：00 토의(오후부)
　메인 세션（테마2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서브 세션（테마1 '관광 진흥'）

16：10 － 16：40 10주년 기념 ‘게스트 스피치’

16：40 － 17：10 총회

17：20 － 17：40 기념 촬영

17：50 － 18：20 대표 기자회견

18：30 － 20：30 교류회

20：30 － 22：20 나이트 익스커션（가스가타이샤 신사, 도다이지 절 니가쓰도(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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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 제 10회를 맞이하게 된 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본의 정권이 나라현에 위치했던 6세기에서 8세기, 

중국의 당나라와 한반도를 비롯한 근린제국으로부터 일

본은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임으로써 국

가의 초석으로 삼은 역사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표현할지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 회합을 개최하여 왔다.

본 회합은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테마를 정해 의견교환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낸다기 보다도 다이얼로그(대화)를 통해 각 지역의 발

전, 또 동아시아의 협조적인 발전 모습을 그려가는 회합이다.

이번에는 ‘관광진흥’ 과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라는 2가지 테마

로 회원지방정부 여러분들은 물론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등의 관계기관도 참가

하셨다. 또한, 제 10회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특별강연, 메모리얼 상영, 게스트 스피치와 

같은 기념 프로그램 외에 본 회합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패널전시 코너도 준비하고 있다. 

부디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각 지역의 진흥과 앞으로의 충실한 시책 전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호 우호와 교류를 더 한층 돈독히 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참가하신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여러분, 강연자, 강사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정된 시간이기는 하지만 회합기간에는 견학 등을 통해 깊어가는 

나라현의 가을도 만끽해 주셨으면 한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회합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으시길 기원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우호

적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환영 인사말로 갈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