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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는 국제적인 도시간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후쿠오카시가 1994년에 제창해서 지금까지 개최되어 왔습니다. 각 도시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공유하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후쿠오카시에서 열렸던 제12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는 SDGs에 입각한 “계속 살아

갈수 있는 도시 조성”을 주제로 16개국 32도시의 대표자들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약 400명이 넘는 분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2020년 11월에 제13회를 맞이하는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는 다시 한번 후쿠오카시에서 유엔 해비

타트 후쿠오카 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시문제의 해결이 지구 규모의 과제해결에 공

헌할 수 있다는 이념 아래, “ SDGs의 로컬라이즈~2030년을 향해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가을의 후쿠오카시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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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시장
다카시마 소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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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2020년11월9일（월）~11일（수）

장 소：힐튼 후쿠오카 시호크（후쿠오카시 주오구）

주 최：후쿠오카시,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주 제：SDGs의 로컬라이즈～2030년을 향하여～

01 제13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제 12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에서는 “도시”가 SDGs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며,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DGs 실천의 지연이 지적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국가
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시책을 맡고 있는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제13회 도시서미트는 “SDGs의 로컬라이즈~2030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SDGs의 뛰어난 사례에 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
시 서로가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기 위한 토론을 실시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예정）

1일차：11월 9일（월요일）
2일차：11월10일

（화요일）
3일차：11월11일（수요일）

개회식
기조연설
해비타트 세션
네트워크 브레이크
양자회담
포토 세션
환영 리셉션

분과회
주제별 강연
전체회의
폐회식
네트워크 브레이크
양자회담
후쿠오카 구 시가지 ・미술관
시찰
페어웰파티

테마별 시찰
- 스타트업 시설
-스마트 시티
- 침수대책 시설（빗물
조정지）

- 물관리 센터 등
- 스모 시합 관람

참가자（예정）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회원도시：15개국 32도시
■제 13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옵저버 도시：SDGs에 대해 뛰어난 실천을 해온 도시 등
■정부기관：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등
■국제기관：UN 해비타트, 세계은행 등
■민간기업：SDGs에 대해 뛰어난 실천을 해온 민간기업 등
■대학：SDGs에 관한 학술적 견해, 또는 뛰어난 실천을 해온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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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개요



02 SDGs 관련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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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SDGs본부에서 SDGs에 관한 수뇌급 회합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합에서는 수
뇌급 수준에서 2015년에 채택된 SDGs에 대해 과거 4년간을 되돌아보면서, SDGs 달성을 더
욱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UN의 그레테스 사무총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들은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언급
하면서, SDGs의 진척상황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UN 
가맹국 190개국과 지역의 공동선언에서도 빈곤퇴치와 여성의 활약, 기후변동 등 많은 분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행동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2019년9월24일～25일 미국 ・뉴욕）

Voluntary Local Review Declaration

뉴욕시 주최로 UN총회 개최에 맞추어 도시가 주도하는 세계 도시에 의한 SDGs 레뷰의
선언에 관한 서명식이 UN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바로셀로나, 헬싱키,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22개 도시가 서명하고, 본

선언을 기반으로 도시간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서, SDGs 달성을 위한 과제해결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선언의 중요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기본계획 등과 SDGs와의 관련성을 정리
(2) SDGs에 관한 포럼 개최
(3) UN에 SDGs에 관한 레뷰를 제출

（2019년9월25일 미국・뉴욕）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P25

지구온난화대책을 전 세계가 실천하기 위한 체약국 회의가 2019년 12월 2일부터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의 실시지침 중에서도, 외국에서 줄인 온실효과 가스 절감분을 자국의 절
감분으로 계상할수 있는 시스템인 “시장 메카니즘”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처음
예상했던 회의를 2일이나 연장해서 교섭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합
의를 이루지 못해서 COP26에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의 기온상승 1.5～2℃미만 목표에 대해서, 온실효과가스 삭감목표 인상에 대

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목표 인상을 의무적인 실행으로서 문서화하지는 못 했습니다.  
（2019년12월2일~15일 스페인 마드리드）



03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 | 세계도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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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제10회를 맞이하는 세

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WUF)이 개최되었습니다. 

WUF는 UN해비타트가 2년에 한번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 회의에서는 ”Citie

s of Opportunities”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달성을 위

한 각국・조직들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연계를 심화시켜, 과제

나 더욱 나은 실천에 관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의하이라이트나개회식・폐회식의모습은 YouTube에올려져있으니, 다음을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JA04q_VT5l8&t=161s (Highlights) 
https://www.youtube.com/watch?v=iUR6BahQrFM （Flag Raising Ceremony）
https://www.youtube.com/watch?v=HuJ3EOzIUz4&t=751s (Opening Ceremony)
https://www.youtube.com/watch?v=8m_2MaxYkcA&t=5004s (Closing Ceremony）

다음의제11회 WUF는폴란드카토비체에서열릴예정입니다. 

제10회 세계도시포럼 개최

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전등록자・방문자 수에 영향을 미

쳤음에도 불구하고, １만 3천명을 넘는 참가자가 세계각국（16

8개국[잠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총 이벤트 수는 500개나 되었으며,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600

명이 넘는 발표자가 모였습니다. WUF는 10회째를 맞이하면서, 

여성 발표자가 남자 발표자보다 많아, 젠더 평등이 달성된 회의

가 되었습니다. 

주목을 받은 「후쿠오카 방식」쓰레기 매립 기술
WUF에서 개최된 약 80개의 사이드 이벤트 중의 하나로 「후

쿠오카 방식」쓰레기 매립 기술에 관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케냐 등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에티오피아・미얀마에의 도입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서는 다양한 도시와 UN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마쓰토 후쿠오

카대학 명예교수와의 회합이 열려, 후쿠오카 방식의 개요설명과

도입 가능성에 관한 협의가 열렸습니다.  

도시 역할의 중요성
폐회식에서는 선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국제기관이나 정부, 

민간단체 등 주체별로 기대되는 역할이 언급되어 있는데, 본 선

언에서도 도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선언문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uf.unhabitat.org/sites/default/files/2020-
02/WUF10_final_declared_actions.pdf

https://www.youtube.com/watch?v=JA04q_VT5l8&t=161s
https://www.youtube.com/watch?v=iUR6BahQrFM
https://www.youtube.com/watch?v=HuJ3EOzIUz4&t=751s
https://www.youtube.com/watch?v=8m_2MaxYkcA&t=5004s
https://wuf.unhabitat.org/sites/default/files/2020-02/WUF10_final_declared_actions.pdf


『후쿠오카 100』이란인생 100세시대의 도래를 내다보면서, 한사람 한 사람이 심신 건강
하게 “개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 즉 “개인”과 “사회”가 서로 행복
할 수 있는 건강 장수 사회 모델 만들기를 컨셉으로 하여, 그것을 구현화하기 위한 100개의행
동목표를 통칭한 말입니다. 
후쿠오카 100에서는 2025년까지 100개의행동목표의 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7

월에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56개의 행동목표를 실천해 왔습니다. 
행동목표에는 AI나 IoT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학・관의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사회에 밀착한 두개의 행동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 

인생 100세 시대의
건강 장수 사회모델을 만드는
100개의 행동목표

벤치 프로젝트
후쿠오카시에서는누구라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 벤치를 설치하는 “벤치 프로젝
트＂를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근처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 주변의 민간 소유 토지에도 벤치 구
입을 위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나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벤치 설
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헬스・라보
후쿠오카 헬스・라보는「즐기면서」「자연스럽

게」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건강행동의습관화）

이 기대되는 제품・서비스에대해, 시민의 참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평가・인증하는시스템입
니다. 
사회실험의 결과, 건강행동의 습관화에 효과가 있

다고 평가되는 경우, 후쿠오카 헬스・라보가「즐기
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라고 인증하여, PR 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서 해당
제품・서비스의 보급을 지원함으로서, 실제로 사회
에 적용하는 것을 도와 시민의 건강과 장수의 증진
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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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후쿠오카시의 SDGs에대한 실천

후쿠오카헬스・라보에서인증한서비스실시풍경

市内各所に設置しているベンチの写真と
ベンチプロジェクトのイメージ図




　『후쿠오카 100』이란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면서, 한사람 한 사람이 심신 건강하게  “개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 즉 “개인”과 “사회”가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건강 장수 사회 모델 만들기를 컨셉으로 하여, 그것을 구현화하기 위한 100개의 행동목표를 통칭한 말입니다. 

　후쿠오카 100에서는 2025년까지 100개의 행동목표의 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7월에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56개의 행동목표를 실천해 왔습니다. 

　행동목표에는 AI나 IoT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학・관의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사회에 밀착한 두개의 행동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 

인생 100세 시대의 

건강 장수 사회모델을 만드는 100개의 행동목표







벤치 프로젝트 

　후쿠오카시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 벤치를 설치하는 “벤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근처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 주변의 민간 소유 토지에도 벤치 구입을 위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나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벤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헬스・라보

　후쿠오카 헬스・라보는 「즐기면서」「자연스럽게」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건강행동의 습관화）이 기대되는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민의 참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평가・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회실험의 결과, 건강행동의 습관화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후쿠오카 헬스・라보가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인증하여, PR 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서 해당 제품・서비스의  보급을 지원함으로서, 실제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도와 시민의 건강과 장수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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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후쿠오카시의 SDGs에 대한 실천



후쿠오카 헬스・라보에서 인증한 서비스 실시풍경





市内各所に設置しているベンチの写真と
ベンチプロジェクトのイメージ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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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사무국 공지사항

회원도시 담당자는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 시의 토픽이나 신규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등 자유롭게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레터는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회원도시 등에게는 email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에 관한 부탁밀씀

향후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의 개최예정

개최시기 회의이름 개최장소

2020년11월9일～11일 제13회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후쿠오카시（일본）

2022년 제14회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미정

※ 제14회 아시아태평야서미트 개최지에 대해서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의 전체

회의에서 의견 교환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회의나 실무자
회의 등의 회의를 통해, 도시간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회원도시

【호주】

브리스번 시
【캄보디아】

프놈펜 도
【중화인민공화국】

창사 시, 다렌 시, 광저우 시, 홍콩 특별행정구, 
상하이 시, 우루무치 시
【인도네시아】

자타르타 특별시
【일본】

후쿠오카 시,가고시마 시, 기타큐슈 시, 구마모토
시, 미야자키 시, 나가사티 시, 나하 시, 오이타 시, 
사가 시
【말레이시아】

이포 시, 쿠알라룸푸르 시
【미얀마】

양곤 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
【필리핀】

마닐라 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광양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
【러시아 연방】

블라디보스톡 시
【싱가포르】

【태국】

방콕 도
【미국】

호놀룰루 시
【베트남】

호치민 시
15개국 32도시

【편집・발행】2020년3월28일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사무국（후쿠오카시 총무기획부 국제부）
〒810-8620 후쿠오카시 주오쿠 덴진 1-8-1 TEL: +81-(0)92-711-4028
Email: apcs@city.fukuoka.lg.jp Website: http://apcs.city.fukuok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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