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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뉴스레터 
 No.32   2015 년 12 월호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는 통상 2 년에 한 번 시장회의가 개최되며 시장회의가 없는 해에는 

실무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2016 년에는 11 회째를 맞이하는 실무자 회의가 11 월 혹은 12 월에 

이포 시(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 및 테마는 미정) 

이번 호에서는 말레이시아 제 3 의 도시 페라 주의 주도로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포 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포시는, 인구 657,892 명, 면적 643km2, 기온 

27℃～33℃로 열대성기후에 속하며, 석회암 

언덕과서쪽의 Kledang, 동쪽의 티티왕사화강암 산맥에 

둘러싸여 있다. 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킨타강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계이다. 

말레이시아의 2 대 도시, 페낭과 콸라룸푸르의 중앙에 

위치하며, 석회암 언덕과 종유동굴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동식물의 보고로서,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석으로 만들어진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석회암 경승지」로 

유명하다.  

인구：657,892 명 (2010 년) 세대수：162,844 세대 (2010 년 주평균 세대규모 4.04 명을 기준으로 산출) 

면적：642.57km2（2010 년） 인구밀도：1,023.8 명 /km2 (2010 년) 

주요산업(주요 생산물)：토석채취업（석회암과 화강암）, 제조업（전자기기）, 농업（고무와 팜유） 

주요프로젝트： 

1. 페라크주 하이테크파크의 조성 

2. 도심부 관광자원의 보전과 유지 

3. 어번 트렌스포메이션 센터( Urban Transformation Centre)의 정비 

자매도시・우호도시：후쿠오카시（일본），원저우시（중국）, 난닝시（중국）, 메단시（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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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빌딩 전체 이미지 

(가칭)구마모토 성 홀 

재개발 지역 전체 이미지 

중심 

시가지 

구마모토 성 

재개발 빌딩 
오픈 스페이스 

 

 

 

 

구마모토 시에서는 교류인구의 증가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구마모토성 홀」(MICE 시설)의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MICE(*주)의 추진은 회의개최, 숙박, 음식, 관광 등을 

통한 경제효과와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함으로서 생겨나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회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희 시에는 숙박시설과 음식, 쇼핑 등의 상업시설들이 

모여있고 교통이 편리한 공간에 (가칭)구마모토 성 홀을 정비함으로서 MICE 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가칭)구마모토 성 홀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정비되는 재개발 빌딩의 일부로, 구마모토 시의 심볼인 

구마모토 성과 중심 시가지가 이어지는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빌딩에는 상업시설, 호텔, 버스 터미널 

등이 한 곳에 갖추어지도록 하여 관광과 교류의 

복합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디자인을 통하여 재개발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성읍도시로서 번성한 역사성을 존중하여 

구마모토의 특징이 잘 드러난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가칭)구마모토 성 홀은 시설 전체를 이용할 경우 3,000 명 

규모의 컨벤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층은 각 

시설별 이용 혹은 복수 시설을 조합하여 이용함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전체가 주최자 및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중시한 시설입니다.  

4~6 층에 위치한 메인 홀은 2,300 석의 

고정석(1 층:1,700 석, 2 층: 600 석)이 

설치된 홀 로 강연회, 대회, 식전, 

전기음향계 콘서트 개최에 

적합합니다. 또한 메인 홀의 

휴게실과 휴게실에서 출입할 수 있는 

옥상정원에서는 구마모토 성을 

조망할 수 있어 컨벤션 등을 전후로 

개최되는 리셉션에서 특별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모여있는 3 층에는 총 19 개의 크고 작은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소규모 학회나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규모의 행사 개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Ⅱ 규슈 중앙의 컨벤션・엔터테인먼트 거점시설「(가칭)구마모토 성 홀」 

(구마모토 시의 기고) 

메인 홀 이미지 

메인 홀 휴게실 이미지 옥상정원 이미지 



 
 
 
 

Asian-Pacific City Summit Newsletter No.32 December 2015 
 

3 

 

 2 층의 다목적 홀에는 접이식 좌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를 배치하면 최대 750 석의 소규모 홀, 또는 약 

1000m2 의 평면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콘서트와 

무도 등의 문화행사, 국제회의, 강연회, 식전, 이벤트 및 

전시회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층의 이벤트・ 전시홀은 분할 이용이 가능한 약 

1,800m2 의 평면 공간으로 중량물의 전시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2 층의 메인 입구에서 홀 안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지어져 있어 메인 입구에 모인 다양한 분야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벤트 

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8 년도 완성을 목표로 (가칭)구마모토 성 홀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변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이 도시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구마모토의 

독자성과 매력을 어필함으로서 중심 시가지 전체의 활성화와 도시의 거점성을 높이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팔 대지진과 UN 해비타트 활동에 대하여」 

 

2015 년 4 월 25 일에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7 월 시점의 집계에 의하면 약9,000 명이 

사망하고, 60 만여채의 주택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280 만명에 

이릅니다. 이 심대한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는 발빠르게 다양한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자금・사람・

물자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의 부흥을 위한 피해상황 확인과 부흥수요 평가 및 앞으로를 위한 

조사도 각 관련기관의 연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Ⅲ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연재7) 

메인 입구 이미지 

2층 다목적 홀 

1층 이벤트・전시홀 

(*주):「MICE」・・・국제회의나 전국규모의 대회, 학회 등의 컨벤션(Convention) 및 기업 등의 회의(Meeting), 기업 등이 실시하는 

포상・연수여행(Incentive Travel), 전시회・견본시장・문화 행사 등의 이벤트(Event/Exhibition) 등을 포괄한 새로운 집객시책의 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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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5일, 네팔 정부가 주최한 네팔부흥지원회의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부흥에 

필요한 자금을 산정한 결과 67 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각국・각 기관이 

어떤 분야에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국제사회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네팔의 부흥을 

지원해 갈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기관들이 함께 긴급지원・부흥지원을 실시할 때에는 

피해상황 확인, 부흥수요 조사, 경비 산정, 역할 분담의 확인 등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총괄하는 실행부대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네팔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조정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UN 해비타트에서는 당장의 긴급지원책으로 기부금을 통해 구입한 비닐 시트・양동이・식수 등의 

긴급 물자의 배부와 간이 급수기의 제공, 식수 살균제 등의 배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긴급 대피소 지원사업이 2015 년 6 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일본 

정부가 UN 해비타트의 네팔 사업에 지원금을 분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몬순으로 의한 2 차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

토목・물・위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 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네팔 국내의 대학・연구기관・NGO 등과 연계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 해비타트가 실시하는 재해부흥 지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부흥 활동에 참여하는 「People’s 

Process」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팔 대지진에서도 커뮤니티 내에 

정보공유 거점을 설치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현상 파악, 주민들에게 설명 및 트레이닝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지원받는 피해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을 부흥해 나가는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흥지원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진행방법은 부흥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해비타트는 

주택, 인프라(특히 물과 위생 분야), 방재 등 다양한 사업을 주민 주체로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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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회원도시 정보를 2015 년 11 월에 

갱신했습니다. 인구, 면적, 주요산업 외에 재정규모와 주요사업 등의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회원도시 여러분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정보갱신은 수시로 가능하오니 정보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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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회원도시정보를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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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 회 의 명 개최도시 

2016 년  11 월 혹은 12 월 제11 회 실무자회의 이포시 （말레이시아） 

 

 

 

 

 

 

 

 

 

 

 

 

 

 

 

 

 

 

 

 

 

 

 

 

【편집・발행】 2015 년12 월10 일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후쿠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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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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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국 30 개 도시) 

향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주요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