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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ＡＰＣＳ）뉴스레터 

２０１２년 １１월호 
 

    

 

2014 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개최 회의는, 

방콕도（태국）와 창사시（중화인민공화국）가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7 월 27 일에 개최된 제１０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포항 서미트）에서, 회원도시 여러분의 정식 의결을 

통해, 방콕도가 실무자회의, 창사시가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시장회의）개최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원도시 

여러분의 의사를 조사하여, 보다 많은 회원도시의 동의를 얻은 

도시에서의 개최가 결정됩니다.  

개최가 결정되면, 방콕도는 2004 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의 개최 이래 두번째, 창사시는 첫번째 개최가 됩니다.  

이번호에서는, 회의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2 도시에 관해 

소개합니다.  

http://www.urc.or.jp/summit/han/news/newsoffice/000902.html 

 

 

 

 

                                      

 

 

 

 

 

 

  

 

      
               방콕도（태국） 창사시（중화인민공화국） 

2014 년 실무자회의 개최를 희망 

서미트 가입：1994 년 

서미트회의 개최 실적：2004 년 제6 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관련HP 

 방콕도 웹사이트 

http://www.urc.or.jp/summit/han/city/thai/bangkok/ 

 

http://www.bangkok.go.th/th/main/index.php?&l=en 

 

2014 년 시장회의 개최를 희망 

서미트 가입：2012 년 

서미트회의 개최 실적：없음 

 

관련HP 

창사시 웹사이트 

http://www.urc.or.jp/summit/han/city/china/changsha/

 

 http://www.changsha.gov.cn/  

 

２０１４년 회의개최 희망도시 
방콕도와 창사시를 소개합니다.  

・・・・・ 목  차 ・・・・・ 
･   
        

２０１４년 회의개최 희망도시 방콕도와 

창사시를 소개합니다 

             ・・・１ 

   

2013 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는 

구마모토시에서 １０~11 월에 개최됩니 

다. 

               ・・・4 

 

   

               방콕도 창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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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도（태국）의 개요 
 

도시소개 

천사의 도시 방콕은 태국의 수도로, 1782 년 국왕 라마１세에 의해 천도되었다. 방콕도의 면적은 

1,568.74 ㎢이며 50 개구로 나뉘어져 있다. 방콕은 지리적으로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며, 행정, 상업,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지이므로, 태국에 있어서 최고의 출발점이다. 샴 왕조（태국의 옛명）의 정연함은 

옛말이 되어버렸지만, 태국의 풍부한 문화・자연유산은 지금도 남아 있다. 방콕은 아름다운 경치와 

볼거리가 가득하여, 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은 여행지 중 하나이다. 에메랄드 사원, 새벽사원 등 세계 

유수의 불교사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왕궁, 비만멕 궁전（세계 최대의 티크 목조 건물）은 유명한 

관광 스포트이다. 방콕은 인도차이나반도와 동남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통하는 창구이다.   

 

인구 

5,674,843 명（2012 년） 

세대수 

2,459,680 세대（2012 년） 

면적 

1,568.74k ㎡(2012 년) 

인구밀도 

3,617/k ㎡（2012 년） 

  산업별 취업자 비율 

제1 차 산업46％ 

제2 차 산업 36％ 

제3 차 산업 18％ 

일인당 시민소득 

16,833 US 달러  

주요 산업 및 주요 산물 

농업, 관광업, 금융업, 제조업 

주요 프로젝트 

이하 5 가지 방법의 실시를 통해, 방콕의 장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15% 삭감하기 위한 5 년간의 

행동계획을 세워, 지구온난화 완화 협력에 관한 방콕 선언을 채택하였다. 

1. 공공교통기관 확충, 교통시스템 개선 

2.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촉진 

3. 건물의 전력소비 효율화 

4. 폐기물처리와 하수처리율의 향상 

5. 녹지 확대 

재정규모 

1,854 백만 US 달러 

직원수 

91,233 명 

자매도시 등（국명） 

워싱턴DC（아메리카 합중국）, 베이징시（중화인민공화국）, 차오저우시（중화인민공화국）, 

광저우시（중화인민공화국）, 부다페스트시（헝가리공화국）, 브리즈번시（오스트레일리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러시아연방）, 모스크바시（러시아연방）, 마닐라시（필리핀공화국）, 

자카르타시（인도네시아공화국）, 하노이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비엔티안시（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아스타나시（카자흐스탄공화국）, 후쿠오카현（일본）, 

서울특별시（대한민국）, 로잔시（스위스연방）, 앙카라시（터키공화국）, 아이치현（일본）, 

조지타운시（말레이시아）, 톈진시（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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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시（중화인민공화국）의 개요 

 

창사시는 후난성의 성도로, 정치・경제, 문화・과학, 교육, 상업・비지니스, 금융, 정보 등의 

중심지이며, 관광지로서도 유명하여「별의 도시」라고 불리운다.  

창사시는 23 개국 36 도시와 우호관계, 우호경제교역관계를 맺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 유명한 도시이다. 천년고도로서 산, 물, 성각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관광과 음식 등을 통해 후난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인구 

704.4 만명(2010 년)(남358.1 만명, 여346.3 만명) 

세대수 

207.54 만 세대 

면적 

11,819k ㎡ 

인구밀도 

596 명/k ㎡ 

산업별 시내총생산 

제１차 산업 243.38 억 위안 (3,894 백만 US 달러) 

제２차 산업 3151.68 억 위안 (50,427 백만 US 달러) 

제３차 산업 2224.27 억 위안 (35,588 백만 US 달러) 

（2011 년） 

일인당 시민소득 

도시부：26,451 위안 (4,232 US 달러), 농촌부：12,717 위안 (2,035 백만 US 달러) 

주요산업 및 주요산물 

건축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생물의약, 신재료, 담배, 불꽃 

재정규모 

668.95 억 위안 (10,703 백만 US 달러) (2011 년) 

대학수（4 년제 이상）・학생수 

49 교, 50.8 만명(2010 년) 

자매도시 등（국명） 

가고시마시（일본）, 구미시（한국）, 상파울로시（미국）, 초아추 항만도시（싱가포르）, 

아나폴리스시（미국）, 빅토리아시（캐나다）, 프리부르시（스위스）, 어번시（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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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에 개최되는 제 11 회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시장회의）는 구마모토시（일본）에서, 

10 월31 일부터 11 월2 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테마】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안심할 수 있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를, 

교통인프라, 방재 등 환경정비 문제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 등에 관하여 

각 도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마모토시는, 구마모토성으로 대표되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시민참가에 의한 1 구좌 

성주제도를 창설하여, 6 만명으로부터 16 억엔을 

모으는 등, 독자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 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정무역도시 

(Fairtrade City) 로 인증받아, 행정과 시민이 함께 

국제협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http://www.urc.or.jp/summit/han/news/newsoffice/000

446.html 

 

 

 

 

 

 

 

 

 

 

 

 

 

 

 

 

 

 

 

 

 

 

 

 

 

 

 

 

2013 년 제11 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구마모토시에서 １０~11 월에 개최예정

새로운 시민축제 「미즈아카리（みずあかり）」 

구마모토성은 구마모토시의 심볼 

1 구좌 성주제도를 활용하여 복원한 혼마루고텐 

노면전차 철도 레일의 잔디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추진을 호소하는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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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적인 마츠리(축제) 이외에도, 2004 년부터 시작된「미즈아카리」는, 일반 시민과 기업, 행정 

등 총2 천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는 새로운 시민 마츠리로 매년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시민참가에 의해 새로운 도시만들기 활동도 진행되고 있는 구마모토시의 도시 

만들기를,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에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http://www.urc.or.jp/summit/han/city/japan/kum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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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시(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대한민국),창사시（중화

인민공화국）,다롄시(중화인민공화국),광저우시(중화인민공화국),광양시(대한민국),호치민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정부(중화인민공화국),호놀루루시(아메리카합중국),이포시(말레이시아),자카르타특별시(인도네시아

공화국),제주특별자치도(대한민국),쿠알라룸푸르시(말레이시아),마닐라시(필리핀공화국),포항시(대한민국),상하이시(

중화인민공화국),싱가포르,우루무치시(중화인민공화국),블라디보스톡시(러시아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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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발행】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 

（공재）후쿠오카 아시아 도시 연구소 

〒810-0001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１-１０-１ 후쿠오카시청 북별관 ６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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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０１２년 11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