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２０１７년 １월 

회원도시 환경국장님 귀하 

          키타큐슈시 환경국장 코바야시 카즈히코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제 12회 환경부회회의 개최에 관하여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활동에 평소로부터 각 회원도시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7 월 중국 ・ 대련시에서 개최된 제 11 회 환경부회에서는 

「토양오염대책」을 테마로 각 도시의 행정과 산업계가 자리를 같이하고 

회원 11 개 도시의 행정 및 산업계가 하나가 되어 환황해지역의 토양환경을 

비롯한 환경개선 시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시아지역에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중요시되고 있는 한편 

현실적인 문제로서 폐기물처리에 대해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한국・부산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제 12 회 환경부회에서는 「폐기물처리 재활용대책」을 

테마로 각 도시의 행정과 산업계가 함께 협의를 하고 환황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 도시의 독특한 시책이나 환경비즈니스 대책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회원도시의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１ 개최 일정 

（※）기업시찰, 시내시찰은 희망자에 한하며  5월26일 (금) 귀국도 가능함

・ 환경부회, 기술교류 세미나는 해운대 센텀 호텔에서 개최(예정) 

・ 환영만찬회, 환송회는 부산시내에서 개최(예정) 

・ 부산시내 숙박은 부산 해운대 센텀 호텔(20, Centum 3-ro, Haeundae-gu, 

Busan, Korea、TEL: 82-51-720-9000)예정

(숙박요금: 132,000 원／일, 1인이용, 조식 포함)

  일 정 숙박 

５월 24 일（수） 

오후：입국  

사전준비   

저녁：환영만찬회 해운대센텀호텔

5월 25 일（목） 

오전：환경부회 회의  

오후:기술교류세미나(프리젠테이션+ 기업교류회)  

저녁：송별 만찬회 해운대센텀호텔

5월 26 일（금） 오전: 기업시찰, 오후: 시내시찰(※희망자) 해운대센텀호텔

5월 27 일（토） 오전：귀국  



２ 개최 내용 

（１）환경부회 회의(전원 참가） 

①공동프로젝트 활동보고 

②각 도시의 행정시책 및 산업계의 추진사례 발표 

・ 테마: 폐기물처리 재활용대책 

・ 발표: 각 도시의 행정 및 산업계로부터 각 5 분씩 사례 발표 

・ 질의응답: 상기 발표에 따른 질의응답 

③토의 

・사무국 및 각 도시로부터의 제안 사항에 대해 토의. 

④의장 총괄 

・각 도시로부터의 사례발표 및 제안사항의 토의내용을 토대로 한 

의장총괄을 채택. 

（２）기술교류 세미나(전원 참가) 

①각 도시 기업의 발표(각 도시 2 개사) 

・ 각 도시로부터 환경분야（폐기물처리 재활용대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 각 2 개사가 참가하여 자사 환경기술에 관한 

발표(각 5 분씩) 

②기업 교류회 

・세미나 참가기업에 의한 명함교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향후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연결하도록 한다. 

※회의장에는 각 기업의 PR 포스터 게시와 팸플렛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보드와 테이블을 준비한다. 

（３）기업시찰 및 시내 시찰(희망자에 한함) 

부산시의 우수한 환경관련기업 등을 시찰.



３ 제출 자료 

（１）환경부회 참가자명단 

각 도시의 참가자는 이하의 구성원으로 부탁드립니다. (합계 6 명 정도) 

・ 행정으로부터 환경국장, 실무담당자(3 명 정도) 

・ 환경산업계로부터 환경산업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의 사무국장(1 명  

정도) 

・ 기술교류 세미나 참가기업 대표(담당자)(2 사 2 명 정도) 

・ 참가자의 직위, 성함(모국어와 영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기한: 2017 년 3 월 24 일 (금)】 

（２）각 도시 대기오염상황(첨부 자료) 

・2016 년 수치를 기재해 주십시오. 

【제출 기한: 2017 년 3 월 24 일 (금)】 

（３）환경부회 발표원고(제안사항 포함) 

・테마: 폐기물처리 재활용대책 

・ 발표자 「행정(국장), 산업계 대표」의 발표 원고: 

①파워 포인트 5 매 정도, 

②발표내용 원고 1 매(A4, 800 자 정도, 모국어) 

【제출 기한: 2017 년 3 월 31 일(금)】(데이터용량: 10MB 이내) 

（４）기술교류 세미나 발표원고(2 개사 분) 

・ 테마: 자사가 가진 환경기술(폐기물처리 재활용대책) 

・ 발표자 「회원 각 도시의 기업」 발표 원고: 

①파워 포인트 5 매 정도, 

②발표내용 원고 1 매(A4, 800 자 정도, 모국어) 

【제출 기한: 2017 년 3 월 31 일 (금)】(데이터용량: 10MB 이내) 

（５）공동프로젝트 실시 보고서 

①해안 클린업 사업(해안 청소)（2016 년 실시실적） 

・ 해안청소 실시일, 실시 장소, 내용(50 자 정도), 참가인원수, 

쓰레기 회수량을 사무국에 보고해 주십시오. 

・ 해안청소 실시 사진 

특히, 횡단막(우리는 하나의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한 회원도시는 그 사진도 송부해 주십시오. 

②라이트 다운 캠페인 사업（2016 년 실시실적） 

・ 라이트 다운의 실시일, 실시 장소, 내용(50 자 정도), 참가단체 

시설명 등을 사무국에 보고해 주십시오. 



【제출 기한: 2017 년 3 월 31 일 (금)】 

(6) 기술교류 세미나에서의 PR 포스터, 팜플렛(2 개사) 

・ 기업교류회 회장에 설치할 PR 포스터(728 ㎜×1030 ㎜) 

및 기업 팜플렛 사진 데이터 

【제출 기한 : 2017 년 4 월 21 일 (금)】 (데이터 용량:10 MB 이내) 

(※) 2017 년 5 월 24 일 (수) 저녁까지, 회장으로 PR 포스터, 팜플렛을 

지참해 주십시오. 

４ 주의 사항 

 (1) 참가자 명단, (3) 환경부회 발표원고, (4) 기술교류 세미나 발표 

원고, (5) 공동프로젝트 실시 보고서는 키타큐슈시가 번역을 합니다. 

(2) 각 도시 대기오염상황은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의 HP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한내로 제출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５ 자료 제출・문의처 

키타큐슈시 환경국 환경국제전략과  야스타케・하라다 

TEL:093-662-4020 FAX：093-662-4021 Email：yasutake0508@yahoo.co.jp 



○ 제출 자료 

(1) 환경부회 참가자 명단 

(행정) 

직위 직위（영문） 성명 성명（영문） 금연/흡연 

(산업계 대표) 

직위 직위（영문） 성명 성명（영문） 금연/흡연 

（기술교류 세미나 참가자） 

직위 직위（영문） 성명 성명（영문） 금연/흡연 

(2)각 도시 대기오염상황         별첨 엑셀 데이터 참조 

(3) 환경부회 발표원고(제안사항 포함)   ＰＰＴ 자료내용 

(4) 기술교류세미나 발표원고(2 개사 자료) ＰＰＴ 자료내용 

(5) 공동 프로젝트 실시 보고 

① 해안 클린 업 사업(해안 청소) 

실시일 내용 참가인원수 쓰레기 회수량

② 라이트 다운 캠페인 사업 

실시일 내용 및 참가 단체, 시설명 등 

(6) 기술교류 세미나에서의  PR 포스터, 팜플렛은  별첨을 참조 



○ 제출 자료(작성 예) 

(1) 환경부회 참가자 명단 

키타큐슈시(행정) 

직위 직위（영문） 성명 성명（영문） 금연/흡연 

국장 Chief Executive 石田 謙悟 KENGO ISHIDA 흡연 

과장 Director 長濱 信秀 NAGAHAMA NOBUHIDE 금연 

직원 Assistant 

manager 

安武 宏 HIROSHI YASUTAKE 금연 

환경테크노스(산업계 대표) 

직위 직위（영문） 성명 성명（영문） 금연/흡연 

대표이사 President 鶴田 暁 AKIRA TSURUTA 금연 

○○산업（기술교류 세미나 참가자） 

직위 직위（영문） 성명 성명（영문） 금연/흡연 

대표이사 President ○○ ○○ ○○ ○○ 흡연 

대표이사 President ○○ ○○ ○○ ○○ 흡연 

(2) 각 도시 대기오염상황         별첨 엑셀 데이터 참조

(3) 환경부회 발표원고(제안사항 포함)   ＰＰＴ 자료내용 

(4) 기술교류세미나 발표원고(2 개사 자료) ＰＰＴ 자료내용 

(5)공동 프로젝트 실시 보고 

① 해안 클린 업 사업(해안 청소)  

실시일 내용 참가인원수 쓰레기 회수량

2016/5/13 

해수욕시즌을 앞 둔 시기에

주민・민간단체 등의 참가에

의한 해안청소를 실시함.  

(합계 38 개소) 

7,800 명 약 53,000kg

② 라이트 다운 캠페인 사업 

실시일 내용 및 참가 단체, 시설명 등 

2016/6/21、7/7 

20:00∼22:00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라이트다운 캠페인에 참가를

모집하여 시청사 옥외조명의 소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옥내조명 소등을 실시하였다. 

(6) 기술교류 세미나에서의  PR 포스터, 팜플렛은  별첨자료를 참조 



연평균

（Ａ） （Ｂ） （Ａ） （Ｂ） （Ａ） （Ｂ）

　【산정방법】

① 각 측정국의 단순평균치. 단, 「광화학 옥시덴트농도」는 낮의 1시간의 평균치.

② (A) 일반환경 대기 측정국 평균(B)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국 평균

③ 키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는 4월~다음 해 3월의 연도방식

도시별 대기오염상황 일람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2016

도 시

그 중 ＰＭ2.5

（μg/㎥）
이산화황 농도

（ppm）
（Ａ）

이산화질소 농도

（ppm）
일산화질소 농도

(ppm)
일산화탄소 농도

(ppm)
（Ｂ）

광화학 옥시던트농도

(ppm)
（Ａ）

부유입자상 물질농도

(mg/ｍ3)
（Ａ）

도 시

대 련 시 대 련 시

청 도 시 청 도 시

천 진 시 천 진 시

연 대 시 연 대 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키타큐슈시 키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 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 후쿠오카시

구마모토시 구마모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