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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뉴스레터 

 No.42  2018년 6월호 
 

 

 

 

 

 

 

 

제 12 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의 개최에 앞서 

프리이벤트로, 2018 년 4 월 19 일(목) 후쿠오카시가 

주관하는 ‘SDGs 비지니스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150 명 정도가 

참가하여 현지의 텔레비젼 방송국도 취재로 찾아오

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에 의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사다카리 부시장의 개회 인사가 있은 뒤, 골드만삭

스 에셋매니지먼트（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가 ‘SDGs와 ESG투자’에 대해 투자가의 

관점에서 사업을 소개. 

히타치 제작소는 ‘SDGs 의 달성과 Society 5.0 의 실현에 공헌하는 히타치의 활동’으로 지역포괄

케어와 코펜하겐메트로의 열차운행 자동억제에 관한 사례소개를 했습니다.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은 ‘동경해상그룹의 SDGs 에 관한 활동’에서 기후변동이 초래하는 보험 리스

크를 설명.  

  계속해서 아지노모토는 ‘ASV 아지노모토 그룹의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식품을 통해 

영양개선에 공헌한 베트남의 영양관련제도 창설프로젝트와 가나의 영양보조식품을 이용한 아동 영

양개선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컴펙트 네트워크 재팬은 ‘SDGs 

에 관한 활동과 글로벌 컴펙트’라는 제목으로 밸류 체

인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행동과 사회적인 책임에 관

해 언급했습니다.  

향후 후쿠오카의 기업에서도 SDGs 에 관한 활성화

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차 

Ⅰ SDGs 비지니스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1 

Ⅱ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연재 17) ································· 2 

Ⅲ 【GLOBAL ACTION 2018】홍보마크를 제작하였습니다  ·············· 4 

Ⅳ 글로벌 ＭＩＣＥ 도시 ・후쿠오카 ··············································· 4 

Ⅰ SDGs비지니스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Asian-Pacific City Summit Newsletter No. 42 June 2018 
 

2 

 

 

１.유엔 해비타트의 최근 활동  

● 케냐의 카로베이에이 프로젝트( Kenya Kalobeyei Project) 

유엔 해비타트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케냐 카로베이에이 프로젝트에 관한 근황 

보고입니다. 2018년 2월에 유엔 해비타트는 주식회사 LIXIL과 계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위생 솔류

션 ‘그린 화장실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LIXIL은 지역주민과 난민을 대상으로 트

레이닝을 실시하여 일주일간 직업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스템 설치를 통해 난민 거주구의 생활 공간에 위생적이면서도 안전한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배설물을 비료로 재자원화하여 작물 재배에 이용함으로써 난민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

립과 지속가능한 생활 기반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매립기술 “후쿠오카 방식”을 통한 에티오피아 바히르다르(Bahir Dar)시의 폐기물개선사업 

산양의 방목이나 당나귀의 짐수레 등 한가로운 전원풍경이 남아있는 바히르다르이지만, 시장이 

“쓰레기야말로 시의 급선무 과제”라고 단언할 정도로, 급격한 도시화와 관광개발로 인해 쓰레기가 

증가하여 적절한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의 현장시찰 때와 비교해 보아도, 쓰

레기 양이 늘어나 이곳 저곳에서 불이 붙어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덤프사이트에 인간의 배설물이 

버려지는 것도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일년 반 동안, 기존의 덤프 사

이트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매립처리장과 물처리 시설 등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현지 고용 직원  

Ⅱ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 (연재 17) 

현지 고용직원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쓰레기더미 한가로운 전원 풍경의 바히다히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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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세미나 （전기 빌딩 교세관, 후쿠오카 주오구）

에서 활동 내용을 소개 

이번 세미나에는 동경 재일 네팔 대사관에서 프라티

바・라나 씨가 특명전권대사로 참가하였는데, 대사의 후

쿠오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열악한 수질의 연못이 유엔 해비타트

가 실시한 ‘생명의 물’이라는 사업을 통해 큐슈 지역 사

람들의 기술 지원등으로 크게 개선된 사례가 보고되었습

니다. 후쿠오카 현에는 유학 등의 이유로 5,500명이나 

되는 네팔 출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서 세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당초 70

명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당일에는 그것을 훨

씬 넘어서는 120명이 참가하여 네팔에 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２.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의 해비타트 세션  

1994 년부터 개최되어온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것은 실제로 16 년만이며, 유엔 해비타트와 후쿠오카시가 공동 개최합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열리는데, 8월 2일 오전에는 유엔 해비타

트 후쿠오카 본부가 활동내용과 사업을 소개하는 ‘해비타트 세션’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2015 년에 유엔 해비타트가 발행한 ‘도시와 국토계획에 관

한 국제 가이드라인’ 에서 소개된 26개의 도시 중, 5도시가 발표를 할 예정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후 변동으로 인한 재해 리스크

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엔 해비타트는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현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조정지. 바이오정제 

‘아쿠아리프트’를 투입하기 전에는 이끼가 물

에 떠 있고 악취가 심해서 결코 위생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조정지를 사용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오정제 ‘아쿠아리프크’에 의해 수질이 상당

히 개선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고 이곳을 

시민의 쉼터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벽도 

새롭게 지었습니다. 참고로 ‘아쿠아리프트’는 후

쿠오카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습

니다.  

강연중인 호시노 본부장 보좌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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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시에서는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도시 조성’에 관한 3개의 국제 회의

가 개최됩니다. 

-도시・국토 계획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유엔 해비타트)  

-국토와 지역에 관한 계획책정 및 추진지원플랫폼에 관한 회합  (국토교통성)  

-제 12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후쿠오카시,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이번에 상기의 세 회의를 통해, 후쿠오카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세계적 활동（Global 

Ac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3자 공통의 홍보마크를 제작하였

습니다.  

 

 

 

 

 

 

 

ACTION의 ‘O’에는 SDGs의 색상환을 배치하여 이 활동이 SDGs의 달성을 위한 것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 회의는 일주일에 걸쳐 열리는데, 이 일주일을 ‘SUSTAINABLE 

URBANIZATION WEEK（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주간）’으로 표현하여, 각 주최자의 로고와 함께 넣

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마크를 사용하여 후쿠오카시의 SDGs 를 위한 활동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후쿠오카시는 일본 관광청으로부터 동경과 교토시와 함께 ‘글로벌 ＭＩＣＥ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대형 ＭＩＣＥ의 유치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광국（JNTO）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된 대형 ＭＩＣＥ는 해외로부터 1.2 만명이 참가한 ‘제 99 회 라이온즈 클럽 국

제대회’를 비롯하여 383 건이었습니다. 이 개최수는 일본 국내에서 동경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8

년 연속 국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에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와 ‘럭비 월드컵’, 2021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 등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ＭＩＣＥ가 열릴 예정인데, 

이렇듯 후쿠오카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ＭＩＣＥ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8월에 개최되는 ‘제12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에서는 참가자들이 많은 결실을 거둘수 있는 

회의 제공은 물론, 회의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후쿠오카의 개성을 살린 아이디어로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껏 맞이하겠습니다.  

글로벌 ＭＩＣＥ 도시 ・후쿠오카를 많이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Ⅲ 【GLOBAL ACTION 2018】홍보마크를 제작했습니다  

Ⅳ 글로벌 ＭＩＣＥ 도시・후쿠오카 



 
 
 
 

Asian-Pacific City Summit Newsletter No. 42 June 2018 
 

5 

 

★ 회원 도시 담당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의 토픽, 신규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보내주세요. 

(뉴스레터는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회원 도시에는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개최시기 회 의 명 개최도시 

2018년 8월 1일~2일 

※3일은 시찰 
제12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후쿠오카시(일본) 

 

 

 

 

 

 

 

 

 

 

 

 

 

 

 

 

 

 

 

【편집・발행】2018년6월1일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사무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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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http://apcs.city.fukuoka.lg.jp/201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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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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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시 (뉴질랜드) 

방콕도 (타이 왕국) 

브리즈번시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창사시 (중화인민공화국) 

다롄시 (중화인민공화국) 

후쿠오카시 (일본) 

광저우시 (중화인민공화국) 

광양시 (대한민국) 

호치민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중화인민공화국) 

호놀룰루시 (USA) 

이포시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특별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가고시마시(일본) 

기타큐슈시 (일본) 

쿠알라룸푸르시 (말레이시아) 

구마모토시 (일본) 

마닐라시 (필리핀 공화국) 

미야자키시 (일본) 

나가사키시 (일본) 

나하시 (일본) 

오이타시 (일본) 

포항시（대한민국） 

사가시 (일본) 

상하이시 (중화인민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우루무치시 (중화인민공화국) 

블라디보스톡시 (러시아 연방)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회원도시 (13개국 30개 도시) 

향후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회의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