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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국 30 개 도시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
트는, 다양한 나라 특색있는 도시들의 국제회의입니다.

2012 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가고시마시・부산광역시・홍콩특별행정구가
대상 수상

이번호의 특집은 회원도시가 제공한 도시 데이터 등을
･･･3

바탕으로 한 각 도시의 비교입니다 (알파벳 순서).
각 도시의 특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주요 회의 예정
・・・5

데이터 1；면적과 인구규모
면적
Land Area

3,000

（ｋ㎡）

5,000

인구
Population

0

0

4,000
)

1,500

오클랜드시(NZL・2012)

1,569
1,387

(

5,675

방콕도(THA・2012)

1,087

브리스번시(AUS・2012)

768
11,800

3,586
7,044

부산광역시(KOR・2011)
창사시(CHN・2010)

6,700

다롄시(CHN・2011)

12,574
342

1,488

후쿠오카시(JPN・2012)

8,061

광저우시(CHN・2010)

7,434
456
2,096

광양시(KOR・2012)

152
7,521

호치민시(VNM・2011)

1,104
1,560
643
662
1,849
547
449
244
390
39
645
406
39
501
1,129
431

7,072

홍콩특별행정구(CHN・2011)
호놀룰루시(USA・2010)
이포시(MYS・2010)

953
658
9,762

자카르타특별시(IDN・2011)
제주특별자치도(KOR・2012)
가고시마시(JPN・2012)
기타큐슈시(JPN・2012)

592
608
972
1,670

콸라룸푸르시(MYS・2010)
구마모토시(JPN・2012)

734
1,652

마닐라시(PHL・2010)
미야자키시(JPN・2012)
나가사키시(JPN・2012)
나하시(JPN・2012)
오이타시(JPN・2012)
포항시(KOR・2012)
사가시(JPN・2012)

402
441
321
478
523
237
14,210
5,312

샹하이시(CHN・2012)

6,341
714
14,216

싱가폴공화국(2012)

3,110

우루무치시(CHN・2011)

562

블라디보스톡시(RUS・2012)

623

도심구역은, 10,000 ㎢ 이상의 광대한 도시에서부터 100 ㎢미만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입니다. 중국
등지는 비교적 도심구역이 넓으며,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도시는 작은 규모가 많습니다.
인구는, 중국의 각 도시나 동남아시아의 도시가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도 많습니다. 한편, 오클랜드시나
호놀룰루시, 제주자치도, 우루무치시처럼 면적에 비해 비교적 인구가 적은 도시도 있습니다.
Source: 각 도시의 발표수치, 통계 등
*( )안은 인구통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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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시, 브리스번시는 도시권 가운데 시내만 해당
*호놀룰루시, 오클랜드시는 광역지자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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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2；경제활동
산업구성비
Of Which

지역내 총생산(구매력 평가)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0
(Purchasing
Power Parity)
오클랜드시(NZL・2012)

100,000
（million USD）

84,699

창사시(CHN・2011.)

138,103

다롄시(CHN・2011)

150,771

후쿠오카시(JPN・2009)

62,939
244,730

광저우시(CHN・2010)
광양시(KOR・2007)

66,833

호치민시(VNM・2011)

58,983
330,567

홍콩특별행정구(CHN・2011)
호놀룰루시(USA・2010)

50,775
16,240

자카르타특별시(IDN・2011)
가고시마시(JPN・2009)

59,918
13,751
17,768

기타큐슈시(JPN・2009)

32,912

콸라룸푸르시(MYS・2010)
구마모토시(JPN・2009)

44,256
21,221
115,970

마닐라시(PHL・2009)
미야자키시(JPN・2009)

12,528

나가사키시(JPN・2009)

13,987

나하시(JPN・2009)

20,509

포항시(KOR・2010)

19,573
7,681

샹하이시(CHN・2011)

471,760

싱가폴공화국(2010)
우루무치시(CHN・2009)
블라디보스톡시(RUS・2010)

NO DATA

8,247

오이타시(JPN・2008)
사가시(JPN・2009)

제3차

82,633

부산광역시(KOR・2011)

제주특별자치도(KOR・2011)

제2차

176,163

방콕도(THA・2010)
브리스번시(AUS・2010)

이포시(MYS・2010)

제1차

45,813

249,390
26,911
8,371

GRDP(구매력 평가)는, 중국의 각 도시와 부산광역시, 브리스번시, 자카르타특별시 등이 높습니다. GRDP 가 높은
도시는 제 2 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는 제 3 차 산업이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제1 차 산업의 비율이 낮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이포시, 블라디보스톡시 등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 국가간 평가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통화의 구매력을 동등하게 한 교환비율. 단기적인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2011 년 구매력 평가(IMF)로 추계
Source: 각 도시의 발표수치, 각국의 통계 등(현지통화는 2012 년 달러 대비 평균환율로 계산)
*마닐라시는 2010 년 1 인당 GDP☓2007 년 인구로 추계, 블라디보스톡시는 2010 년 1 인당 GDP☓2012 년 인구로 추계
*오클랜드시, 브리스번시, 호눌룰루시, 마닐라시는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며, 블라디보스톡시의 내역은 연해주의 비율(20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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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가고시마시, 부산광역시, 홍콩특별행정구가 대상을 수상

표창받은 수상도시 등의 대표자

도시의 녹화사업에 크게 공헌
가고시마시 시전궤도 녹화사업 （가고시마시）

2012 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주최: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아시아 태평양 담당),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등)의 시상식이 2012 년 11 월 27 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 각국 도시의 뛰어난 도시경관과
거리조성을 표창하기 위해 2010 년에 설립된 상으로, 이번에는 ‘살기 좋은 도시, 풍요로운 생활’을 테마로
9 개 도시의 뛰어난 프로젝트가 수상했습니다. 수상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의 3 개국 9 개 단체로,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회원 도시인 가고시마시(일본), 부산광역시(대한민국), 홍콩특별행정구(중화인민공화국)의
3 도시・단체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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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회원도시와 내용
가고시마시 시전궤도 녹화사업
(가고시마시)
시영전차 궤도 전노선의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부에서
선로상으로
이어지는 녹지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선로주변의 소음
경감, 도시경관 향상 등에 공헌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부산광역시)
경사진 토지에 계단식으로 늘어선
선명한
색채의
가옥들,
역사깊은
미로형태의 골목이라는 지형적인 특징을,
문화예술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존과 재생’을 통한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쥰쿠완오의원 (홍콩특별행정구)
나무를
심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입하고
기온상승을
억제하면서,
사람들의 안식과 건강회복, 환경개선에
있어 기능을 발휘, 병원 전체가 균형잡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색을 살린 도시의 보존과 재생
감천문화마을 (부산광역시)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조화
쥰쿠완오의원 (홍콩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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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아시아 도시 경관상 대상 수상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도시명 / 국명

가고시마시 시전궤도 녹화사업
Kagoshima City Tram Track Turf - laying Project

가고시마시
(일본국)

감천문화마을
GAMCHEON Culture Village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쥰쿠완오의원
Tseung Kwan O Hospital New Ambulatory Block

홍콩특별행정구
(중화인민공화국)

NO.8 로얄 파크
No.8 Royal Park

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관광사업
Green Eco-tourism Business for Adaptation of Future Society

대전광역시
(대한민국)

둥잉(東營)시 중심지구개발 프로젝트 경관 설계
The Urban Core Architectural Landscape Transformation Design of Dongying City
탕산만 에코타운 수환경 종합정비계획
Water Environment Comprehensive Treatment of Tangshan Bay Eco-Town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
Seongbuk-dong Historical Culture District
구라시키 미관지구
Kurashiki Bikan Historical Quarter

둥잉(東營)시
(중화인민공화국)
탕산시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구라시키시
(일본국)

향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주요 회의 예정
개최시기
2013 년
10 월 31 일
-11 월 2 일

회의명

개최도시

제 11 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테마：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구마모토시（일본）

～안심할 수 있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014 년 7 월 제 10 회 실무자회의
예정
2015 년
예정

테마：균형있는 삶과 지속가능한 생활（예정）」
제 12 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테마：「도시에 있어서의 청소년 시책（예정）」

5

방콕도（태국）

블라디보스톡시（러시아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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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에서 알림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은, 2006 년부터 공익재단법인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가 담당해 왔습니다만, 2013 년 4 월 1 일부터 후쿠오카시가 직접 사무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7 년 동안 보내주신 회원도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의 충실・강화를 위해, 저희 연구소도 후쿠오카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각 회원도시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 부탁 드립니다.

★APCS 통신에 게재할 회원도시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APCS）회원도시
오클랜드시(뉴질랜드),

방콕도(타이왕국),

다롄시(중화인민공화국),

후쿠오카시(일본),

홍콩특별행정구(중화인민공화국),
제주특별자치도(대한민국),

브리스번시(오스트레일리아),
광저우시(중화인민공화국),

호놀룰루시(아메리카합중국),

가고시마시(일본),

부산광역시(대한민국),
광양시(대한민국),

이포시(말레이시아),

기타큐슈시(일본),

창사시(중화인민공화국),

호치민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자카르타특별시(인도네시아공화국),

콸라룸푸르시(말레이시아),

구마모토시(일본),

마닐라시(필리핀공화국), 미야자키시(일본), 나가사키시(일본), 나하시(일본), 오이타시(일본), 포항시（대한민국）, 사가시(일본),
샹하이시(중화인민공화국), 싱가폴공화국, 우루무치시(중화인민공화국), 블라디보스톡시(러시아연방)
【편집・발행】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
2013 년 3 월
【３월말까지의 연락처】
（공재）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810-0001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1-10-1
후쿠오카시청 북별관 ６층
TEL：+81-92-733-5687
FAX：+81-92-733-5680
URL：www.urc.or.jp/summit/
【４월부터의 연락처】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810-8620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1-8-1
TEL: +81-92-711-4028
FAX: +81-92-733-5597
E-mail: apcs@city.fukuoka.lg.jp
URL: http://apcs.city.fukuok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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