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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뉴스레터 
 No.29   2015년 3월호 

 

 

 

 

 

 

 

 

 

2014년 12월 17일（수）부터 12월 18일（목）까지，

「균형잡힌 삶과 지속가능한 생활」을 테마로，아시아 

태평양 도시서미트 제10회 실무자회의（주최：타이왕국 

방콕）가 개최되어 13도시・4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번에는 2015 년 10 월 29 일~31 일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연방)에서 제 12 회 시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제 10 회 실무자 

회의의 개요를 보고합니다. 

 

테마：균형잡힌 삶과 지속가능한 생활 

서브 테마： ①고령화 사회 

            ②공공자원으로의 접근성과 공평한 분배 

 

 

참가자 

게스트（기조강연） 

유엔 인간거주계획（허비닷）방콕 사무소 소장 

 

참가도시13도시 （5개국） 42명 

【회원도시】（13도시） 

방콕, 부산광역시, 다이렌시, 후쿠오카시, 광저우시, 

광양시, 이포시, 제주특별자치도, 가고시마시, 

기타큐슈시, 쿠알라룸푸르시，구마모토시, 포항시 

Ⅰ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제10회 실무자회의」（방콕）를 개최하였습니다. 

목차 

Ⅰ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제10회 실무자회의」（방콕）를 개최하였습니다 ・・・・・１ 

Ⅱ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도시 소개(블라디보스톡 시의 기고)  ・・・・・・・・３ 

Ⅲ 유엔 허비닷 후쿠오카 본부소식（연재５） 

 「유엔 허비닷의 환경기술 협력사업」규슈・후쿠오카발 프로젝트 ・・・・・・・・・・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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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프로그램】 

12월17일（수）본 회의  

개회식（프사디・탐싸이 방콕 부지사 환영인사등） 

본회의 

사회자：밸롭・스완디 방콕 정부 최고어드바이져 

기조강연  

「공공자원으로의 접근성과 그 공평한 분배」 

사토 마리코 UN허비닷 방콕사무소 소장 

참가도시발표 

1. 방콕（타이왕국） 

「방콕의 고령화사회」 

「공공자원으로의 접근성과 공평한 분배」 

2. 다이렌시 （중국） 

「고령자의 행복감을 고양시키는 것에 의한 고령화 대책」 

3. 후쿠오카시(일본) 

「후쿠오카시 고령화대책」 

오전 발표내용 총정리 

4. 기타큐슈시(일본) 

「기타큐슈시의 고령사회대책」 

5. 가고시마시(일본) 

「고령자의 삶의 보람에 관한 

정책에 관하여」 

6. 쿠알라룸푸르시（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고령화사회」 

7. 부산광역시(대한민국) 

「부산시 노인복지 시책」 

8. 광양시（대한민국） 

「광양시 노인복지정책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노후 광양시가 함께 합니다 」  

회의 총정리 

사무국 인사 

 

12월18일（목）시찰 

1. 반・뱅케 고령자사회복지개발센터 

（반・뱅케 노인홈2） 

2. 방콕 제48보건소 

3. 왓・카라야나밋・커뮤니티 

（뱅・루왕・모스크,카라야나밋 사원, 산타・크루즈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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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2015년10월29일~31일에 러시아・블라디보스톡시에서 개최됩니다. 

테마는 「도시에서의 청소년 시책」입니다. 블라디보스톡시에서 개최는 2010년 제9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이래 2번째가 됩니다만, 2012년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수뇌회담의 개최지가 되어, 더욱 

더 변화된 모습의 블라디보스톡을 소개합니다. 

 

정식명칭 블라디보스톡 시 

면적 625 km2  

인구 650,000명(2014)  

공용어 러시아어 

산업 
해운업（조선，선체수리），상업어업，해군기지  

식품제조업，임업，목재가공업，금속공업，물류 

자매도시・ 

파트너 도시 

자매도시：다이렌시, 연변 조선족 자치주(중국),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쥬노 시군, 샌디에고시, 타코마시(미국), 아키타시,니이가타시, 

하코다테시(일본), 원산시(북한), 만타시(에콰도르), 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블라디카프카스(러시아연방) 

우호협력도시:상하이시, 창춘시, 옌타이시(중국), 동해시（대한민국）， 

             사카이미나토시, 돗토리시(일본), 호치민시(베트남） 
 

블라디보스톡은 일본해에 접한 항만도시로써,  

러시아 연방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창구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블라디보스톡 만의 제방을 따라 

생성된 그림처럼 아름다운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블라디보스톡 만은 정박지, 상업항, 어업항, 

조선소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모항으로 

태평양측의 러시아 항중 가장 큽니다. 

 

기후：블라디보스톡은 소치（러시아），바루나 

（불가리아），니스（프랑스）와 같은 위도에 

위치합니다.  

온난습윤한 여름, 햇살 넘치는 가을과 겨울, 바다 와 산맥이 가까이 있고, 광대한 숲이 독특한 기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 최적시기는 7월~10월입니다. 년간 평균기온은 여름이 18도, 겨울이 영하 13도입니다.  

한 여름 해수온도는 24도까지 상승합니다. 

교외에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편히 쉴 수있을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독특한 식물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수 

있습니다. 시 북부는 그 일대가 숲입니다. 바람, 해류, 지형, 수괴( 해양중의 수온・염분・바다색・투명도・

플랭크톤 분포등이 비교적 일정한 해수의 덩어리 )의 보기드문 조합이 독특한 기후를 만들어 내, 이로 인해, 

남과 북이라는 2개의 서로 다른 세계의 식물과 동물이 생육・생식하고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생육하는 소나무가 아열대의 덩쿨식물속에 점재해 있습니다.  

즉, 소나무가 가래나무 (호두나무) 나 오미자나무, 포도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Ⅱ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개최도시 소개（블라디보스톡 시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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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주변에 여러개의 사육원이 있으며，사슴과 

호랑이등의 동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설 초부터 블라디보스톡 시는 적극적으로 국제적무역, 

과학, 문화, 스포츠 교류를 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시는 아시아대륙에 있는 유럽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외관부터 도시경관의 세세한 

부분도 그러합니다. 

 
 

도시의 역사：1859 년에 동 시베리아 총동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는 천혜의 항, 자연에 의해 마치 

항구의 형태로 설계된 듯한 특별한 항을 발견하고, 1860 년 7 월 2 일, 그의 명령에 의해,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을 창설하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시는 러시아의 태평양측 해군기지가 되어, 현재까지도 귀중한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19 세기말 부터 20 세기 초엽에 걸쳐 여러곳에 보루와 요새, 포대가 있는 블라디보스톡 요새가 만들어 

졌습니다. 오늘날 블라디보스톡 요새는 세계 최강의 요새가 되어, 역사적, 군사 방위상의 건조물로써 인식 

되어져 있습니니다. 이곳은 블라디보스톡 관광에서도 가장 흥미깊은 장소이자 러시아여행자, 외국인 여행자 

에게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1962 년 총길이 175 미터나 되는 러시아 유일의 케이블카(와이어로프 철도)가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소형 

차량이 「독수리 둥지」라 불리는 구릉위 전망대까지 승객을 운반합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 기념비 블라디보스톡 요새 

 

케이블 카 도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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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발레극장 

 

블라디보스톡에는 600개 이상의 사적이 있으며, 이는 과거와 현대 생활의 특징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100 년 이상 전의 건조물이 신축 건조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으며, 시의 역사지구는 옛 시대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 세기 건조물이 많고, 다양한 건축양식이 서양과 동양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극동 최대의 과학문화 중심지이자,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지부,대학,전문학교,연구기기관 

이 있습니다.  

2012 년, 블라디보스톡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APEC）수뇌회의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비하여, 시의 인프라가 개수・개선되었는데, 시내에 

2개의 거대 사장교(Cable-stayed bridge)가 건설되었   

습니다. 한 개는 시 중심부의 블라디보스톡 만에 걸쳐   

있는 졸로토이 대교 다른 하나는 본토와 서미트가  

개최되는 러스키섬을 잇는 러스키 연락교 입니다.  

또한 러스키섬의 아름다운 아야쿠세만에 극동연방 

대학(FEFU）의 현대적인 캠퍼스와 아름다운 워터프론트 

를 개발하였습니다. FEFU 는 최대의 극동교육・연구・

이노베이션센터이며, 러시아 국내외로부터 재능있는 젊은 

이들, 과학자, 하이테크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러시아와 아시아 각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문화생활 ：블라디보스톡에는 4개의 극장과 30곳  

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문화생활의 정수로써 2013년에 완성된 

오페라・발레극장입니다. 극장의 기술 장치는 러시아 제일 

이며, 매우 뛰어난 음향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축상 특징은 유리 파사드로 이뤄진「입방체 안에 입방 

체」라는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극장은 오케스트라, 

합창단, 오페라・발레단으로 이루어지며, 러시아, 우크라이 

나,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루마니아, 미국, 브라질, 한국, 

일본에서 온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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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르세니예프 박물관이며 극동 최고의 박물관입니 

다.이 박물관은 수장품이 40 만점 이상에 이릅니 

다. 블라디보스톡에는 러시아 유일의「자동차 

역사 기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50대이상의 클래식 자동차나 다양한 회사의 오토 

바이등, 1920~70년대의 보기드문 국산 및 외제차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의 주요 관광지는 바다，즉, 여러 개의 만, 

호수, 아름다운 해안선입니다. 높은 벼랑이 완만한 경사를 

이룬 모래사장 사이에 점재합니다. 

 

 

 

 

 

 

 

 

이처럼 매력이 가득한 블라디보스톡시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미트에 귀 시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유엔 허비닷의 환경기술협력사업」~규슈・후쿠오카발 프로젝트 

 

유엔 허비닷 후쿠오카 본부에서는 아시아 도시에 공통된 환경과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규슈・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과 지자체가 보유한 기술・경험・노하우를 아시아에 소개・이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매년 가을에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환경기술 전문가회의」와, 그 후 현지에서의 파일럿 사업이다. 

테마는 물,폐기물,하수,에너지등 생활의 기본 인프라부터 도시교통과 스마트시티까지 대단히 폭이 넓다. 

  

 

 

 

 

 

 

Ⅲ 유엔 허비닷 후쿠오카본부 소식~유엔허비닷의 프로젝트소개~(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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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최근 라오스에서 실시된 후쿠오카 중소기업의 파일럿 사업을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개요＞ 

・실무내용：빗물 이용으로 안전한 음료수 확보~우수 저수 지하 탱크 설치 

・실무장소：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아탑프현（타옴마을・푸사이마을） 

・실시기간：2014년6~7월（현지 체재 기간은１주간） 

 

 

 

 

 

 

 

 

 

① 설치 예정지（초등학교 옆）                ② 굴삭 후 

 

 

 

 

 

 

 

 

③ 잘게 부순 돌 투입・다시 땅 매꾸기            ＊어린이들과 함께＊ 

 

 

 

 

 

 

 

 

 파일럿사업에 참가한 (주)타이켄의 마츠오 사장님이 말하길「이 회의에서 유엔 허비닷과의 인연을 

계기로, 후쿠오카의 지역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가 아시아 여러나라에 진출하여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활용하는 일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연 것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http://en.wikipedia.org/wiki/File:Map_of_Attapeu_Province,_Lao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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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도시 담당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시의 토픽이나 신규사업, 도시 문제를 해결할 힌트가 될 만한 귀시의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보내주세요.  

(뉴스 레터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회원 도시 등에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습 

니다) 

 

 

 

개최시기 회 의 명・테 마 개최도시 

2015년 

10월29일-31일 

제12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테마：도시에서의 청소년 시책 

블라디보스톡 시 

(러시아 연방) 

 
 
 

 

 

 

 

 

 

 

 

 

 

 

 

 

 

 

 

 

 

 

 

 

【편집・발행】 2015년3월16일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후쿠오카 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810-8620 후쿠오카 시 주오 구 덴진 1-8-1 

TEL: +81-92-711-4028     FAX: +81-92-733-5597 

E-mail: apcs@city.fukuoka.lg.jp   Website: http://apcs.city.fukuoka.lg.jp/han/ 

 

향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주요 회의 예정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Asian-Pacific City Summit)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회의 및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도시의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뉴질랜드) 

방콕도(타이 왕국) 

브리즈번 시(오스트레일리아) 

부산 광역시(대한민국) 

창사 시(중화인민공화국) 

다롄 시(중화인민공화국) 

후쿠오카 시(일본) 

광저우 시(중화인민공화국) 

광양 시(대한민국) 

호치민 시(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중화인민공화국) 

호놀룰루 시(USA) 

이포 시(말레이시아) 

자카르타 특별시(인도네시아 공화국) 

제주 특별자치도(대한민국) 

가고시마 시(일본) 

기타큐슈 시(일본) 

쿠알라룸푸르 시(말레이시아) 

구마모토 시(일본) 

마닐라 시(필리핀 공화국) 

미야자키 시(일본) 

나가사키 시(일본) 

나하 시(일본) 

오이타 시(일본) 

포항 시（대한민국） 

사가 시(일본) 

상하이 시(중화인민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우루무치 시(중화인민공화국) 

블라디보스톡 시(러시아 연방)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회원도시 (13개국 30개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