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과위원회 개최개요 

2009 년７월８일（수）에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제９회 환경분과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치단체（사무국） 가 선출되어 도야마현이

계속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１ 개최개요 

（１）개최일시   2009 년７월８일（수）9:30～16:30 

（２）장    소  오쿠스 카날파스 호텔 도야마（도야마시 우시지마마치 11-１） 

（３）주    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도야마현 

（４）참가자치단체（５개국 15 자치단체） 

일    본（４）：니가타현,도야마현,이시카와현,돗토리현 

중    국（３）：요녕성,흑룡강성,호남성 

몽    골（１）：우브르한가이 현 

한    국 (５）：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충청북도,울산광역시 

러 시 아 (２）：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방 

  내빈으로 환경성 지구환경국 환경협력실（사토실장보좌）에서 참석 

   

２ 회의내용 

（１）보고사항 

  ㄱ 각 자치단체의 환경현상과 과제 

５자치단체（니가타현,이시카와현,돗토리현,충청남도,하바로프스크지방）가 환경현상과 과제 

에 대해서 보고하고,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현상 등에 대해 참가 자치단체가 상호이해를 높이며, 

공통된 인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단체명 내   용 

니가타현 
「니가타현 환경기본계획」（2007 년３월 책정）에 기준해 환경면에서

매력이 넘치는 니가타 실현을 향한 활동보고 

이시카와현 

「고향 이시카와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조례」（2008 년４월시행）에

기준해 책정한「이시카와현 환경종합계획」（2009 년３월 책정）의

각종목표달성을 향한 활동보고 

돗토리현 
「환경선진현을 향한 차세대 프로그램」책정（2008 년）과「돗토리현

지구온난화 방지조례」책정（2009 년３월 27 일）등의 새로운 시책 보고 

충청남도 
한국의「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정책실현을 향한

활동보고  

하바로프스크지방 「하바로프스크지방의 환경현상 및 환경상황 개선대책」（2007 년６월 

27 일자로 정령 No.124）의 각종목표 달성을 향한 보고 

 



ㄴ 2009 년 개별프로젝트 실시상황 

  도야마현,요녕성,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방이 ５개의 개별프로젝트 실시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다음의 ４항목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４회 국제경제포럼（하바로프스크지방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제문제와 경제위기 타개책 검토에 중점을 둔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２）협의사항 

ㄱ  2010 년 개별프로젝트의 제안상황 

  연해주,도야마현으로부터 2010 년의 개별프로젝트로서 다음의 ４항목이 제안되어 그 

개요설명과 참가요청이 실시되었습니다. 

 

 【계속프로젝트】 

 

 

 

 

 

 

ㄴ환경분과위원회의 활동계획 

  환경분과위원회의 향후의 활동계획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No. 
프로젝트명 

(제안 자치단체) 
개   요 

１ 

황사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도야마현） 

국내외의 경제계･학계･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간이

모니터링（시정조사）을 계속해서 실시함으로써 황사의 실태나

영향을 광역적으로 파악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황사가 날아오는 시기인 매년３월～５월에 조사실시. 

２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프로그램 

（요녕성,도야마현） 

자치단체 ・ 경제계 ・ 학계가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2009 년에 중국 요녕성에서「수질오탁방지・정화」를 

테마로 개최예정. 

３ 

동해・황해연안의 해변 

표착물조사 

（도야마현） 

①인공물에 의한 해변의 오염실태를 계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②연안 

지역주민의 조사참가를 통해서「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마음, 

바다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기른다」라는 공통의식을 

양성하고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프로젝트 

４ 

제４회 

국제환경포럼「국경없

는 자연」 

（연해주） 

전체회의,테마에 어울리는 워크숍,원탁회의,특별전시 등을 

실시하고 각분야의 현상과 과제,향후의 전망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환경정책의 개선과 보다 나은 환경창출,천연자원의 

복합적이용 ・고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2009 년 10 월６일～８일에「해양생태계」를 테마로 개최예정. 

No. 프로젝트명 제안자치단체 

１ 제５회 국제환경포럼「국경없는 자연」 연해주 

２ 황사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도야마현 

３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 프로그램 도야마현 

４ 동해・황해연안 해변의 표착물 조사 도야마현 



ㄷ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사무국）선출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서 계속해서 도야마현이 선출※되었습니다.（임기２년） 

     ※1999 년７월 이후６기연속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제９회 환경분과위원회（2009.7.8）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에 대해서 

1998 년 10 월의「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회의'98」에서 설치가 결정된 ５분야※의 분과위원회

（①경제・통상,②문화교류,③환경、④방제,⑤일반교류）의 하나로서 환경에 관한 개별프로젝트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책 등에 대해서

검토,협의 등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9 년７월의 제１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의 중심이 되어 연락,조정,운영을 맡을

코디네이터 자치단체（사무국）로서 도야마현이 선출되었다.  
 ※ 현재는 ①경제・통상,②환경,③교육・문화교류, ④방제, ⑤국경지구협력, ⑥과학기술, ⑦해양・어업, ⑧관광의 ８분야로 나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