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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ＡＰＣＳ）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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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7 월, 대한민국 포항시에서 개최된 제10 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의 테마는, 저탄소 그린성장 

을 위한 도시정책과 도시간연계로, ２개의 UN 기관 대표와, 10 개국 23 도시로부터 시장과 행정관계자 등 

약120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호에서는 13 개 회원도시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합니다（발표순）. 

http://www.urc.or.jp/summit/han/mayor/2012.html 

GUTTER, DOWNSPOUT AND 
STORAGE TANK

    

- 제주 올레란? 
⇒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집으로 통

하는 하주 좁은 돌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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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oka Model”

Fukuoka offers a high quality of life, enabling a good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city and suburbs, modernity and tradition.

福岡 アジア100万人都市のモデル

FUKUOKA City

이포시（말레이시아）빗물 회수 시스템 
2011 년 법개정에 의해, 모든 신축건물에 물집적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주택과 공공시 
설에서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대한민국）제주올레（자연탐색로） 
사업의 개발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탐색로 정비를 추진하여,  
관광 중심지로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기타큐슈시（일본） 저탄소 그린성장을 위한 도시 
정책과 도시간 연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그린성장 모델도 
시」로 선정되어,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후쿠오카시（일본） 후쿠오카시의 환경도시 만들기 
「쓰레기처리」「자연환경 보전」「자율분산형 
에너지」「환경교육・시민계발」의 4 가지 시책을 
중심으로 환경도시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http://www.urc.or.jp/summit/han/mayor/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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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ROWTH DEVELOPMENT
BASED ON LOW CARBON CITY IN JAKARTA

BOARD OF ENVIRONMENTAL MANAGEMENT – JAKARTA CAPITAL CITY 
GOVERNMENT 

PRESENTED AT

THE 10TH ASIAN-PACIFIC CITY SUMMIT 2012

POHANG, 27 JULI 2012

   

Create Seomjin River ecoCreate Seomjin River eco--mapmap

 

 

 
 
 

 

 

 

 

 

 

 

 

 

 

 

자카르타특별시（인도네시아） 저탄소도시를 
기초로 하는 그린성장 개발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홍수와 폭풍해일의  
피해를 입어, 장기・단기의 교통・물・쓰레기 
처리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대한민국） 저탄소・그린성장 도시의 
구축 
자연과 산업의 조화를 위해, 도시재생, 그린도시 
만들기, 기후・대기 등 6 분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시（러시아연방）주요 환경정책 
러시아 극동지역을 거점으로, 매년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공장의 개수, 녹화정책과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마모토시（일본） 저탄소도시 구마모토의 실현을 
향하여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위하여「저탄소 도시만들기 
전략계획」을 책정하여, 80 개의 액션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오이타시（일본） 오이타시의 저탄소사회 구축 
시민협동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 쓰레기 
감량과 리사이클, 자연의 보전과 창출 등을 추 
진하여, 저탄소사회 실현에 힘쓰고 있다.  

가고시마（일본） 가고시마시의 저탄소시책에 
관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책정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도입, 가고시마 환경 미래관에서 환경교육 등 
저탄소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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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재해로부터의 도시 부흥 

 
 
 

 

 

 

 

 

 

 

 
 
 
 
 
 
 
 
 
 
 
 
 
 
 
 

 

 

포항시（대한민국）도심재생전략 
도심에 있는 동빈항과 동빈운하의 재개발을 
관민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물과 가까운 
도시만들기를 추진하여,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미야자키시(일본）구제역으로부터의 부흥 
2010 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부터 부흥하기 
위하여「힘내자! 미야자키 프로젝트」등을 
관민이 하나되어 추진하고 있다.  

방콕도（태국）홍수 제어 시스템 
수십년에 한 번 밖에 일어나지 않는 작년의 대홍수 
로부터 부활하였다. 홍수의 원인을 분석하여, 수로의 
증설과 계획적인 배수 등, 향후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口蹄疫からの復興

Reconstruction after Foot-and-Mouth Disease -- Works 24 hours a dayWorks 24 hours a day
-- Report rainfall data from radar by radio, twitter and facebook Report rainfall data from radar by radio, twitter and facebook 
of of DDS DDS 

-- Call center to receive direct information from people and Call center to receive direct information from people and 
broadcast using public radiobroadcast using public radio

7. 7. Flood Control Center (FCC) Flood Control Center (FCC) 

Background

72

Do you know Pohang?Do you know Po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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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０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개요 

기 간 ：2012 년 7 월 26 일（목）～7 월 28 일（토） 

개최도시：대한민국 포항시 

전체테마：「저탄소 그린성장을 위한 도시정책과 도시간연계」 

분과회테마：「테마가 있는 도심개발 및 Waterfront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정책」 

「친환경 그린성장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간 경제협력」 

「저탄소 그린성장을 위한 도시별 우수정책사례」 

기조연설：「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연구대학의 역할」 포항공과대학 총장 김용민 

참가자：２개의 UN 기관과 10 개국 23 도시（약 120 명）※옵져버 참가도시 포함 

      UN 기관（２） 

UN 인간거주계획（해비타트）, UN 환경계획 

회원도시（18 도시） 

방콕도（태국），부산광역시（대한민국），창사시（중화인민공화국），다롄시（중화 

인민공화국），광저우시（중화인민공화국），광양시（대한민국），이포시（말레이시 

아），자카르타특별시（인도네시아공화국），제주특별자치도（대한민국）， 

포항시（대한민국），싱가포르（싱가포르공화국），블라디보스톡시（러시아연

방）, 오이타시, 가고시마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미야자키시, 후쿠오카시 

옵져버 참가도시（5 도시） 

잔장시（중국）, 장자커우시（중국）, 선전시（중국）, 바리아붕따우시(베트남), 

제네럴티니오시（필리핀） 
 

 
 

향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주요 회의 예정 

개최시기 회 의 명 개최도시 

２０１３년 

10 월31 일 

～11 월2 일 

제11 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테마：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안심할 수 있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구마모토시（일본） 

２０１４년 제10 회 실무자회의 방콕도（태국） 

２０１５년 제12 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블라디보스톡시（러시아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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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시가 추진하고 있는 절수형 도시만들기 시리즈 

제 3 탄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재생수사업입니다. 

후쿠오카시는 1980 년부터 안정된 수자원으로서, 하수처리수를 

화장실 세정용수나 나무 살수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1 

년은 1 일 평균 5,300m3/일 의 재생수를 공급하였으며, 공급 

개소수는 386 개소, 공급구역은 1,414ha 로, 일본 

제일이었습니다.  

시내에는 중부와 동부 ２개의 재생처리시설이 있으며, 수처리 

플로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처리센터의 2차처리수를 원수(原水)로 하여, 응집침전처리, 

오존처리, 모래여과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탈색・탈취 

처리하여, 완성은 섬유여과를 통해 수질을 안정・향상시킵니다.  

재생수의 공급구역은, 대형건축물이 많은 시가지나 매립으로 

인해 새로운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이 

중심입니다.  

 또한, 비용면에서는 초기비용의 반은 국비보조로, 나머지 반과 

유지비용은 재생수의 요금수입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이 

해와 협력으로 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urc.or.jp/summit/en/news/newsfukuoka/000937.html 

 

 

 

 

하수처리시설 

공원・도로의 

나무 살수 

재생수이용건물 

오존 

발생기

응집침전지 

모래 여과기 

차아염소산 

나트륨 

PAC 

배수지 

오존반응탑 

재생처리시설 

하수 

섬유여과기 

하수처리수 

     재생수 

시리즈 절수형 도시만들기 － 후쿠오카시 ③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재생수사업

절수형 도시만들기의 활동 

중부재생처리시설의 플로우 

http://www.urc.or.jp/summit/en/news/newsfukuoka/0009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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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회의개최도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은, 2016 년에 개최 예정인 제11 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실무자회의 개최도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는, 1994 년부터 

회원도시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장회의와, 실무담당자들에 의한 실무자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여,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의 연계를 통한 과제해결과 국제기술협력지원 

등에 힘써 왔습니다. 회의개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프로모션의 기회이며, 

회원도시 및 국제관계기관 등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교류 ・ 협력관계의 강화와 국제적인 

비지니스 환경정비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2016 년 4 월～2017 년 3 월에 실무자회의（지방정부의 실무담당자에 의한 회의）의 

개최를 희망하시는 회원도시는, 우선적으로 개최후보도시로 하겠사오니, 2013 년 

２월28 일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APCS 통신에 게재할 회원도시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APCS）회원도시 

●해외(21 도시)오클랜드시(뉴질랜드), 방콕도(태국), 브리스번시(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대한민국), 

창사시（중화인민공화국）, 다롄시(중화인민공화국), 광저우시(중화인민공화국), 광양시(대한민국), 

호치민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중화인민공화국),호놀루루시(아메리카합중국),이포시(말레이시

아),자카르타특별시(인도네시아공화국),제주특별자치도(대한민국),쿠알라룸푸르시(말레이시아),마닐라시(필리핀공화국)

,포항시(대한민국),상하이시(중화인민공화국),싱가포르,우루무치시(중화인민공화국),블라디보스톡시(러시아연방) 

●일본 국내(9 도시)가고시마시,기타큐슈시,구마모토시,미야자키시,나가사키시,나하시,오이타시,사가시,후쿠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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