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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매뉴얼을 펴내며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이 통과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은
국정의 동등한 동반자이면서 협력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화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
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는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국제교류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매뉴얼 책자를 펴내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매뉴얼」 은 지방행정현장에서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시작하고자 할 때 방향을 수립하고 고민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양국 관계에는 불행한 역사로 인해 서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간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따뜻한 교류의
이야기는 지역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장을 통해 양 국민은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 나리라 확신합니다.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과 목적한 바에 따라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할 때, 본
매뉴얼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고자 하오니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 1. 2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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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지방재정제도가 궁금해요.
6. 일본의 지방행정 유관기관 어떤 곳들이 있나요?
7. 일본 지방정부의 당면과제가 궁금해요.

[ 지방자치법상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1

세부종류

도도부현
(都道府縣)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1

일본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구분

•시정촌을 포함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47개)

•정령지정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등 20개 시가 지정
(2020년 4월 기준)
-정령지정도시 안에는 행정구 설치 가능

일본의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지방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행정구역이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자.

보통지방
공공단체

1) 행정구역 체계 알기
(1) 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의 3에서는 지방공공단체를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
공공단체’로 규정
(2) 보통지방공공단체는 광역 지방공공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
지방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으로 나누어짐
○도도부현 : 정촌을 포함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47개)

도도부현
시정촌

지방자치단체
특별구
특별지방
공공단체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시정촌
(市町村)

•시행 시 특례시
-2015년 4월 1일 특례시 (인구가 20만 명 이상 요건을
만족 시켜 정령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시) 제도가 폐지
되었으나, 폐지 시점에 특례시였던 시를 지칭
-후지시, 사가시 등 27개 시가 지정 (2020년 4월 기준)
•정촌
-정(町) : 도도부현  조례로 정하는 정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촌(村) : 별도의  요건 없음

○시정촌 : 792개의 市, 743개의 町, 183개의 村 등 1,718개의 시정촌(2020년 1월 기준)

보통지방
공공단체

•중핵시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
-나라시, 후쿠시마시 등 60개 시가 지정
(2020년 4월 기준)

특별지방
공공단체

•특별구
-도쿄도의 구(치요다구, 신주쿠구 등)으로 현재 23개구가 존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 : 시정촌 내의 일부 구역이 재산이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

재산구
8

9

2) 광역 지방공공단체

(1) 도도부현의 면적과 인구
홋카이도의 북방 영토 6 촌, 도쿄도의 23 특별구를 제외하고 일본에는 1,718개의 자치

1

단체가 존재(2020년 10월 기준)
인구

면적(km2)

도도부현청 소재지

자치단체수

5,304,413

83,424.31

삿포로

179

아오모리현

1,292,709

9,645.59

아오모리

40

이와테현

1,250,142

15,275.01

모리오카

33

미야기현

2,303,098

7,282.22

센다이

35

아키타현

1,000,223

11,637.54

아키타

25

야마가타현

1,095,383

9,323.15

야마가타

35

후쿠시마현

1,901,053

13,783.74

후쿠시마

59

이바라키현

2,936,184

6,097.06

미토

44

도치기현

1,976,121

6,408.09

우쓰노미야

25

군마현

1,981,202

6,362.28

마에바시

35

사이타마현

7,377,288

3,797.75

사이타마

63

지바현

6,311,190

5,157.65

치바

54

도쿄도

13,740,732

2,190.93

도쿄

39

가나가와현

9,189,521

2,415.83

요코하마

33

니가타현

2,259,309

12,584.10

니가타

30

도야마현

1,063,293

4,247.61

도야마

15

이시카와현

1,145,948

4,186.09

가나자와

19

후쿠이현

786,503

4,190.49

후쿠이

17

야마나시현

832,769

4,465.27

고후

27

나가노현

2,101,891

13,561.56

나가노

77

기후현

2,044,114

10,621.29

기후

42

시즈오카현

3,726,537

7,777.42

시즈오카

35

아이치현

7,565,309

5,172.48

나고야

54

미에현

1,824,637

5,774.40

쓰

29

시가현

1,420,080

4,017.38

오쓰

19

교토부

2,555,068

4,612.19

교토

26

오사카부

8,848,998

1,905.14

오사카

43

효고현

5,570,618

8,400.96

고베

41

나라현

1,362,781

3,690.94

나라

39

와카야마현

964,598

4,724.69

와카야마

30

돗토리현

566,052

3,507.05

돗토리

19

시마네현

686,126

6,708.24

마쓰에

19

오카야마현

1,911,722

7,114.50

오카야마

27

히로시마현

2,838,632

8,479.45

히로시마

23

야마구치현

1,383,079

6,112.30

야마구치

19

도쿠시마현

750,519

4,146.65

도쿠시마

24

가가와현

987,336

1,876.72

다카마쓰

17

에히메현

1,381,761

5,676.11

마쓰야마

20

717,480

7,103.93

고치

34

5,131,305

4,986.40

후쿠오카

60

828,781

2,440.68

사가

20

나가사키현

1,365,391

4,132.09

나가사키

21

구마모토현

1,780,079

7,409.35

구마모토

45

오이타현

1,160,218

6,340.71

오이타

18

미야자키현

1,103,755

7,735.31

미야자키

26

가고시마현

1,643,437

9,186.94

가고시마

43

오키나와현

1,476,178

2,281.12

나하

41

127,443,563

377,970.71

고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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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홋카이도

1,7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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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지방공공단체

구분

(1) 시정촌은 주민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사무를 담당하는 기초적 지방공공단체

요건

시

정촌

인구 5만명 이상

<정의 요건>

•해당 시의 중심 시가지를 형성하
고 있는 구역 내에 있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60% 이상

•도도부현 조례로 정한 정으로
서의 요건을 구비 → 시가지
요건, 상공업 종사자 요건 등
을 정하고 있음

•상공업 등 도시적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자의 수가 전 인구
의 60% 이상

요건

생활
보호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생활보호
법에 기초한 보호 법정 등의 사무
를 담당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정촌에
서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보호
결정 등의 사무를 담당

행정조직상
특례

•구의 설치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없음
설치 등

도시
계획

지사가 도시계획구역을 지정, 해당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결정 사무를
담당

지사가 지정하는 도시계획구역
을 소유한 경우, 해당 구역 내에
서 도시계획결정 사무를 담당

재정상의
특례

사무

                       오사카시(大阪市), 교토시(京都市), 나고야시(名古屋市) 등이 있음
○중핵시 : 인구 20만 이상의 시 중에서 신청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  
○(시행 시)특례시 : 인구 20만 이상의 시 중에서 신청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

결정절차

•없음

•지방도로양여세의 증액
•지 방교부세의 산정
•지방교부세 산정상 필요한 조치
상 필요한 조치(기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정)
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정)
•복권의 발매 등

(2) 시에는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 시)특례시로 구분
○정령지정도시 :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

1

•인 구 5 0 만 이 상 인 •인구 20만 이상인 시 •특 례시제도의 폐지
시 중에서 정령으로
의 신청에 기초하여
(2015년 4월 1일) 시
지정
정령으로 지정
당시 특례시인 시

관여의 특례

•없음  

※ 시정촌 합병의 경우,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인구 3만 이상

시행 시 특례시

•지 사의 승인·허가
·인가 등의 관여를
•복지에 관한 사무에
필요로 하는 사무에
한정하여 정령 지정
대하여 그 관여를 없
도시와 동일하게 관 •없음
애거나 지사의 관여
여의 특례가 설정되
에 대신하여 직접 각
어 있음
대신의 관여를 필요
로함

<촌의 요건>

•도도부현 조례로 정한 도시적 시
설 기타 도시로서의 요건을 구비

중핵시

•정령으로 지정

•시 로부터의 신청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지정
•시의 신청에는 시의
회의 의결 및 도도부 •없음
현의 동의가 필요
•도도부현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이 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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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구분

지정도시

4) 특별 지방공공단체

역사 속에서 만나는
한일 지방정부의 교류 이야기

(1) 광역·기초 지방공공단체에 비하여 해당 구역이나 조직 및 권한 등이 특별하여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일반적·보편적이지 못한 지방공공단체

1

(2) 일본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의 3종류를 규정
○특별구 : 신주쿠구와 같은 도쿄도의 구를 의미

2020년 2월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의 특별전에서 ‘조선인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 쓰레기 처리나 소방 등을 시정촌이 공공으로 처리하기 위하

일본표착서화(배가 조난당해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을 그린

여 설치되는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적 사무에 대하여 광역

그림과 글씨)’가 전시되었다. 이 그림은 1819년(순조 19년)

계획을 작성하여 종합적, 계획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되는 광역연합으로 구분
○재산구 : 시정촌 중의 일부 구역이 재산이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 지방공공단체를 의미
이러한 재산구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설치되는 재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소규모의 농·산·어촌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

1월 7일 강원도 평해(지금 경북 울진)에서 멸치와 담배를 싣고
출항했다가 조난당해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에서 표착한 뒤
9개월만에 귀국한 조선 표류민 12명을 그린 초상화이다.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사학과)의 논문(‘조선후기 강원도 표
류민 발생과 송환-1819년 안의기 일행 표류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안의기(선장인 것으로 추측) 일행은 제법 융숭한 대
접을 받았다. 표류민을 발견한 지역관리(번)는 통역·필담·
몸짓언어 등으로 표류 경위와 출신지를 조사하여 중앙정부
(막부)에 보고했다. 이후 막부의 지시에 따라 비용을 직접 부
담하고 인도자와 함께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안의기 일행의 경우 가마를 타고 돗토리번까지 이동했는데
의사와 가마꾼, 지역 관리 등 일행을 수행하는 자가 60명에

▲ 조선인일본표착서화

이르렀다. 안의기 일행이 돗토리번 중심지에 도착하자 도로변 상가들이 장막과 금병풍을
치고, 기둥을 양탄자나 명주실로 감는 등 환영 이벤트를 열었다.
조선인들은 방 두 칸을 배정받아 머물렀고, 쌀밥에 고기와 생선 등 5~6가지 반찬을 곁들
인 식사를 삼시세끼 먹었다. 안의기 일행은 귀환 직전 돗토리번 관리(오카긴에몬·岡金右
衛門)에게 “친형제와 같이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감사편지를 써주었고, 기꺼이 초상화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
조난당한 조선인들을 친형제처럼 보살펴 주고 우정을 나누었던 돗토리번은 현재의 돗토리
현을 가리킨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돗토리번의 따뜻한 마음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돗토
리현(1994년 강원도와 자매결연 체결)은 일본 어떠한 지역보다도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적
인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용출처


경향신문
<관리에, 선장에, 홍어장수까지..‘조선판 하멜 <표류기>’의 주인공들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 (2021.4.6.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14

15

(7) 종합출장기관
사무소(도도부현), 지소, 출장소(시정촌)를 설치할 수 있음  
(8) 특별출장기관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 경찰서 기타 행정기관을 설치

일본의 지방정부는 한국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부, 의회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 구성 및 長과
조직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일본 지방행정을 보다 깊게 이해해
보자.

2) 위원회 및 위원과 장의 관계
(1) 집행기관은

조례, 예산 기타 의회의 의결에 기초한 사무, 법령, 규칙 기타 규정에
기초한 사무를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성실히 관리, 집행할 의무가 있음
(2) 집행기관의 조직은 장의 관할 아래 각각 명확한 범위의 소관사무와 권한을 가진 집행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1) 長과 조직
(1) 長
○해당 지방공공단체를 총괄하고, 대표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
(2) 부지사, 부시정촌장
○장을 보좌, 장의 명령을 받아 정책 및 기획을 총괄
○해당 직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를 감독, 관리
(3) 회계 관리자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회계사무를 총괄       
(4) 전문위원

3) 지방의회 : 지방

공공단체의 의사기관이면서, 주민이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 구성
(1) 조직

및 종류
○
의원 정수는 조례로 결정               ○의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
[ 본회의와 위원회 구성 ]

본회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

위원회
※ 일부 의원으로 구성

상임위원회 일반적인 지방공공단체 사무에 관한 심사
특별위원회 의회 의결에 따라 부결된 사건에 관한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장의 위탁을 받아,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5) 부속기관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해 조정, 심사, 심의, 조사
(6) 내부조직
○부(국)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분담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부조직을 설치

○
정례회 : 안
 건에 상관없이 매년 조례로 정한 회수에 따라 소집, 모든 안건을 논의
○
임시회 : 필요에 따라 미리 고지된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
※ 정례에 따라 정례회·임시회 구분을 두지 않고 회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조례로
정례 일을 정해야 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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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2

일본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핵심기관은 무엇일까요?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분담시키기 위해 조례로 필요한 지역에 지청, 지방

(2) 의회의 권한

(7) 의원의 겸직 금지

○의
 결사항 : 조례의 제정, 개폐, 예산, 결산, 주요공무원의 임명, 시정촌의 통폐합,
경계 변경에 대한 지사의 결정, 기타 권한으로는 의견서 제출, 조사,

○의
 원 재직 중에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출석 인원
2/3 이상이 결정한 경우 그 업무를 그만두어야 함    

(3) 의원의 선출

자치법상의 겸직 금지

○임
 기 : 원칙적으로 일반 선거의 일부터 기산하여 4년. 보결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 중의원 의원·참의원 의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및 단기간 근무 직원
- 선거관리위원

의 잔임기간으로 함
○선
 거권 : 일본 국민으로서 연령 18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피선거권 :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연령 25세 이상의 자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4) 선거구

다른 법률에 의한 겸직 금지
- 교육위원회 위원
- 인사위원회 및 공평위원회 위원
- 공안위원회 위원
- 고정자산평가 심사위원회 위원 및 고정자산평가위원
- 해구어업조정위원
- 재판관  

도도부현 의회 의원
○
① 하나의 시(지정도시에서는 그 행정구, 이하 동일) 구역
② 하나의 시 구역과 인접하는 정촌의 구역을 더한 구역   
③ 인접하는 정촌의 구역을 더한 구역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조례로 정함
○지정도시의 의회 의원 : 행정구의 구역
○기타 정촌 의회 의원 : 원칙적으로는 시정촌 구역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정하나                             

(8) 의회의 운영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선거구를 설치
※ 각 선거구에서 지방 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수는 인구에 비례
하여 조례로 결정

의회 소집

(5) 의원의 정수
○의원의 정수는 조례로 결정
○정촌은 조례로 의회를 두지 않고, 선거권을 가진 자의 총회로 의회를 설치
(6) 의원 보수
○의원 보수는 비용 변상으로 지급

정례회, 임시회

•의회는 장이 소집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또는 의원 정수의 1/4
이상인 경우 장에게 의회에서 부결해야 할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회 소집을 청구 가능
•의회 소집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
•20일 이내에 장이 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집  
•정례회는 매년 조례로 정한 회수에 따라 소집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정해 임시회 소집
•조례에 따라 정례회, 임시회 구분을 두지 않고 회기로 인정  

○의원에게 기말 수당을 지급 가능
정무활동비 : 의원의 조사연구 기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로서 의원에게 지급
○
•금액이나 대상경비 범위,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
•교부를 받은 의원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장에게 사용보고서를 제출

정족수, 의원의
청구에 따라 개회

•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
할 수 없음
•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회의
를 개최    

•의장은 정무활동비의 사용 용도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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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감사청구, 청원 처리 등 있음

1

○의
 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1명씩 선출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
•의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음

의장의
권한

제척(除斥)

•의장 및 의원은 자신,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
자매의 일신상에 관련된 사건 , 앞에서 언급한 자가 종사하는
업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참가할
수 없음
(단,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음)

회의 부계속 원칙

•회기 중에 의결을 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지
않음

•질서유지권, 의사조정권, 사무통괄권, 의회대표권, 위원회에서
발언권 등  

의원은 의결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음

의안 제출

•집행기관의 집행 전제요건, 전제절차로서의 의결을 해야 하는
안건 제안권은 장에게 있음
•예산의 제안권은 장에게 있음
•단체의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안건의 제안권은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장과 의회 모두에게 있음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 하기 위해 조례의 제안권 등은 의원
에게 있음 - 상임, 의회운영, 특별위원회는 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음   

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로 하되, 비공개 회의를 둘 수 있음

수정의 동의

•의회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의제로 삼을 경우, 
의원 정수 1/12이 발의

회의 규칙

의회 사무국

의회도서실 설치

•의회는 회의 규칙을 두어야 함
•도도부현의 의회는 사무국을 설치  
•시정촌의 의회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사무국 설치 가능
•의원의 연구조사를 위해 도서실을 설치, 관보, 공보, 간행물
보관

•의사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

표결

<예외>
–사 무소의 위치 조례, 비공개회의, 의원 자격결정, 
거부권에 의한 재의 등 → 출석 의원의 2/3 이상 동의
–직접 청구에 의한 부지사 등의 해임, 제명처분, 불신임
의결 등 → 의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 의원의 3/4 이상
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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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

선출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구성도 ] - 2020년 인사원 발표 자료 참고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약 332만 5,000명)
지방공무원
(약 273만 9,000명)

도도부현
일반직 •일반 행정 등(의회직원, 총무, 기획, 세무,

일본 지자체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일본 지방공무원의 조직 체계 등
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의 중앙/지방공무원의 구성과
업무 분야 및 지자체의 직급 체계를 살펴보자.  

노동, 농림수산 상공, 토목, 민생, 위생)
•공영기업 등 회계 분야(병원, 수도, 교통,
하수도 등)
•교육 분야     •경찰 분야     •소방 분야
특별직 •지방공공단체의 장(지사, 부지사 등)

•지방의회 의원, 장 등
시구정촌
일반직 •일반 행정 등(의회직원, 총무, 기획, 세무,

1) 공무원 구성과 업무 분야

노동, 농림수산, 상공, 토목, 민생, 위생)
•공영기업 등 회계 분야(병원, 수도, 교통,
하수도 등)
•교육 분야         •소방 분야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며, 각각 채용을 추진
(2) 국가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정부의 근간을 유지하는 국가 기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과 국회의원 등 특별직  

특별직 •지방공공단체의 장(시정촌장 등)

○커리어(キャリア) 공무원
•커리어(キャリア)는 일본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종합직 시험에 합격해 중앙부처에
채용되는 국가공무원의 별칭
•종합직 시험에 의해 선발된 커리어는 다른 공무원(비 커리어)과 별도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보다 빠른 속도로 승진, 고위직 관료가 됨           
•일본의 각 중앙부처마다 제도가 다소 달라 부처별로 어디까지를 커리어로 볼 것
인가는 차이가 있음  
•도도부현 경찰이 속해 있는 경찰 조직에서는 국가Ⅱ 경찰시험으로 채용된 경찰
관은 準커리어(セミキャリア)라고 부르기도 함
(3) 지방공무원은 채용된 지역에 밀착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공공단체
○도도부현, 시정촌, 교육, 경찰, 소방 분야의 일반직과 선거로 뽑힌 지방정부의 수장,
의회 의원 등의 특별직으로 구성

•지방의회 의원, 장 등

국가공무원
(약 58만 6,000명)

도도부현
•급여법 적용 직원(총무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금융
청, 환경성 등)
•검찰관         •특정독립행정법인 직원
특별직
•대신, 부대신, 대신정무관, 대사 등
•재판관, 재판소 직원
•국회의원(국회, 중의원, 참의원 등)
•방위성 임원(자위관 등)
•특정독립행정법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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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지방정부 직급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공무원

2) 국가공무원의 분류
(1) 국가종합직 : 행정/정치,

국제/법률/경제/인간과학/공학/수리과학, 물리, 지구과학/

* 3년째부터 2년간, 13년째부터 2년간은 채용된 노동국과는 별도의 노동국에 배치  

•특   징 : 다른 직종에 비해 현장근무가 많고, 인생경험을 쌓은 사람들과 접한
기회가 많음

공학/임학
(3) 국가전문직 : 외무전문직원/국세전문관/재무전문관/노동기준감독관/황궁호위관/


○외교전문직(외교관)(시험명 : 외무성 전문직원 채용시험)
•업   무 : 높은 언어능력과 해당지식을 살려 특정지역에 주재하면서,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일본과 해외의 가교 역할 수행
•근무처 : 외무성 본부 근무와 세계 200여개의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대표
부)에서 3~4년 간격으로 근무

항공관제관/식품위생감시관 등
(4) 행정부
○행
 정부 : 1부 12성청 직원(시험명 : 국가종합직/국가일반직 (대졸))

(5) 사법부
○사법부 재판소 직원(시험명 : 재판소 일반직, 재판소 사무관으로 대졸)

•업   무 : 각 중앙부처에서 정책 기획/실행

•업   무 : 재판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판 절차 및 보조사무 담당  

•근무처

•근무처 : 재판 분야 – 법정사무, 재판절차 보조사무 담당

–국가종합직 : ①기본적으로 도쿄 가스미가세키(각종 일본 행정기관 밀접지역)에
서 근무하나, 부처에 따라 2~3년 간격으로 지방 파견 근무
                    ②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해외유학, 다른 부처, 지방 공공단체,
국제기관, 민간근무 등 다양한 근무 경험 가능  
–국가일반직 : ①부처뿐만 아니라, 세관이나 노동국 등 지방기관도 포함한 폭넓은
선택지에서 근무처 선택 가능
                    ②기본적으로 부처를 넘나드는 이동은 없음

○국
 세전문관(시험명 : 국세전문관)
•업   무 : 세무서나 국세국에 근무, 법률/경제/회계에 관한 지식 구사
–국세조사관: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 검사, 지도 등
–국세징수관: 세금 재촉과 체납처분, 납세 관련 지도 등
–국세감찰관: 악질적인 탈세자에 대한 강제조사, 압류, 고발 등  

•근무처 : 세무서나 국세국에 배치
•특   징 : 근무연수에 따라 국가 자격인 세리사 과목합격이나 세리사 자격 부여
○노동기준감독관(시험명: 노동기준감독관A)
•업   무 : 노동관계법령에 기초해 노동조건, 안전/위생 확보, 개선 촉진
–현장조사 감독 : 노동조건이나 건강관리 상황 등에 대해 조사, 지도
–화재조사 : 노동재해 발생상황이나 원인에 대해 조사, 재발방지 지도
–사법처분 : 노
 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원으로서 조사, 관련 건이나
피의자를 검찰로 송부   

              사법행정 분야 – 총무, 회계, 인사 등의 일반사무 담당
•특   징 : 내부시험에 의거, <재판소 서기관>으로서 승격 가능
              서기관의 경우, 재판입회, 공판 스케줄 관리 등 보다 깊게 재판 관여 가능
(6) 입법부
○중의원 사무국·참의원 사무국(시험명 : 중의원사무국-일반직·참의원사무국 종합직)
•업   무 : 회의 운영, 조사, 총무 분야로 나누어지며, 입법부 운영 지원
•근무처 : 국회의사당
•특   징 : 중의원과 참의원 별도로 채용시험 실시하므로 다 응시 가능   

3) 지방공무원의 분류
(1) 도도부현(시험명: ○○현 상급/ ○○현 대졸 정도 등)
•업   무 : 해당 광역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 광역 내 시정촌의 구역을 넘는 업무
•해당 광역 전체 총괄 : 의무교육, 사회복지 수준 유지, 각종 인허가, 검사 등
•시정촌 구역 넘는 업무 : 종합개발계획,

치산치수사업, 산업입지조건 정비, 도로·
하천·공공시설 관리 등  
•근무처 : 도도부현 및 도도부현 관련시설(출장소 등)
•특   징 : 지역주민과 직접 접할 기회는 적으나, 시정촌에 비해 업무 규모나 권한이 큼

•근무처 : 후생노동성 전문직으로서, 도도부현 노동국이나 노동기준감독부서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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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생물, 약학/농업과학, 수산/농업농촌공학/임업, 자연환경
(2) 국가일반직 : 행정/전기,

전자, 정보/기계/토목/건축/물리/화학/농학/농업농촌

1

(2) 정령지정도시(시험명 :○○시 상급/ ○○시 대졸 정도 등)

(1) 종합직 시험 : 주로 정책기획 및 입안,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종사를 위한 채용

•업
    무 : 정
 령지정도시는 법률상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도시로, 본래의 기본적
인 행정서비스에 더해 광역 지방정부를 대신해 복지나 도시계획도 수행
시의 관련기관(출장소 등)에 근무

•응시자격 : 30세 미만으로 대학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 법무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시험과목

•특   징 : 도
 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 채용시험은 같은 날에 실시되므로 동시응시 불가능
(3) 시정촌(시험명:○○시 상급/ ○○시 대졸 정도 등)
•업   무
–지역주민 행정창구 : 호적주민등록, 주거표시, 증명서의 발급 등
–주민생활 기초절차 : 소방,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정비, 공원/녹지 정비 등
–지역 만들기 : 도시계획, 도로/하천/기타 공공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각종 시설 운영 : 공민관, 보육소, 초중학교, 도서관 등 건설 및 관리 등

•근무처 : 시정촌 및 시정촌 관련 시설(출장소 등)
•특
    징 : 시정촌 창구 업무 등으로 지역주민과 직접 접할 기회가 많아, 도도부현이
나 국가 공무원 보다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업무 성과에 대한 실감이 큼   

–제 1차 시험 : 기초능력시험(객관식), 전문지식(객관식)
–제 2차 시험 : 전문지식(논술), 정책과제 토의시험, 면접
–영어시험

○대학 졸업자 시험
•응시자격 : 21세 이상 30세 미만
* 대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는 21세 미만도 응시 가능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 기초능력시험(객관식), 전문지식(객관식)
–제 2차 시험 : 전문지식(논술), 정책논문시험, 면접
–영어시험

(2) 일반직 시험 : 주로 일반적인 행정 사무를 위한 채용

(4) 도쿄특별구(시험명: 도쿄구 1종)
•업   무 : 도
 쿄 23종을 보통 <도쿄특별구>라고 하며, 상하수도, 소방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구별로 시정촌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

○대학 졸업자 시험
•응시자격 : 21세 이상 30세 미만

•근무처 : 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23구 합동으로 통일시험을 실시. 근무 희망
구는 제3지망까지 기입 가능

* 대졸·전문대 및 예정자는 21세 미만도 응시 가능     

•시험과목   

•특   징 : 구
 별로 독자의 정책 실시, 지역주민과의 협동으로 업무 추진 등이 장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채용 예정 인원, 수험생 인원, 최종합격자 수가            
가장 많음(수험자 수는 매년 1만 명 초과, 합격자 수는 1천명 이상)

–제 1차 시험 : 기초능력시험(객관식), 전문지식(객관식), 일반논문시헙
–제 2차 시험 : 면접

○고등 졸업자 시험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4) 공무원 채용절차 및 관련시험

* 중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5년 미만의 자도 응시 가능

•시험과목

[ 채용절차 ]

채용시험

관청방문
(면접)

–제 1차 시험 : 기초능력시험(객관식), 적성검사(객관식), 전문지식(객관식), 작문시험
–제 2차 시험 : 면접

내 정

채 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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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처 : 시 청, 구청(정령지정도시는 행정사무 처리 편의상 행정구를 설치).            

○대학원 졸업자 시험

○사회인 시험
•응시자격 : 4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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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직급 구성 ]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 기초능력시험(객관식), 적성검사(객관식), 전문지식(객관식), 작문시험
–제 2차 시험 : 면접

○대학 졸업자 시험

구분

도도부현(본청)

시정촌

10급4)

1

<참고> 국가공무원
중앙부처
(내부조직)

관할기관1)

과장

관할 구장

府縣 단위 기관2) 지방 출장 기관3)

•황궁호위관 채용시험 / 법무성 전문직원 / 채용시험(교정심리 전문직, 법무교관,

9급

부장

과장

관할 구장

보호관찰관) / 외무성 전문직원 채용시험 / 재무 전문관 채용시험 / 국세 전문관

8급

차장

실장

부장

기관의 장

채용 시험 / 식품위생 감시원 채용시험 / 노동기준감독관 채용시험 / 항공관제관

7급

총괄과장5)

실장

과장

기관의 장

6급

과장

부장

과장보좌

과장

과장

기관의 장

5급

총괄과장보좌

총괄과장

과장보좌

과장보좌

과장

기관의 장

   채용시험 / 항공보안대학교 학생 채용시험 / 해상보안대학교 학생 채용시험 /

4급

과장보좌

과장

계장

과장보좌

계장

과장

   해상보안학교 학생 채용시험 / 기상대학교 학생 채용시험

3급

계장

계장

계장, 주임

계장, 주임

계장, 주임

계장, 주임

2급

계의 직원

계의 직원

주임

1급

계의 직원

계의 직원

계의 직원

채용시험 / 해상보안관 채용시험 / 방위성 전문직원 채용시험
○고졸자 시험
•황궁호위관 채용시험 / 형무관 채용시험 / 입국경비관 채용시험 / 세무직원

4) 경험자 채용시험 : 민
 간기업 등 실무경험을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정책 기획
입안 등 고도의 지식, 기술 또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

주임, 계의 직원 주임, 계의 직원 주임, 계의 직원
계의 직원

계의 직원

계의 직원

하는 계장급의 시험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음
•응
 시자격(계장급) : 대학졸업일 또는 대학원 과정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자
* 경험자 채용시험(계장급)은 채용예정의 몇 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

•응
 시자격(기타) : 대학 졸업 5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9년 이상 경과한 자
 
* 필요에 따라 연수를 늘리거나 단축시키는 등, 특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시
 험과목

1) <관할기관>은 몇 개의 府와 縣의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府縣 단위 기관>은 1개의 府나 縣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 출장 기관>은 1개의 府나 縣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도도부현은 보통 규모, 행정조직, 직무 내용에 맞추어 10급 정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정촌은
규모, 행정조직, 직무 내용에 맞추어 가능한 한 간소화를 도모하면서 국가의 급여구조개혁의 취지를 감
안하여 운영하고 있다.
5) <총괄과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 부 내 인사, 예산 등의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과장을 가리
킨다. 또한 <총괄과장보좌>는 전반적으로 과장을 보좌, 또는 2개 과에 걸친 인사, 예산 등의 중요한 업
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과장보좌를 가리킨다.  

–제 1차 시험 : 기초능력시험(객관식), 경험논문지식
–제 2차 시험 : 면접, 정책과제 토론 시험  

•시험과목(기타)   
–제 1차 시험 : 기초능력시험(객관식) 외에 대상이 되는 관직별로 시험 실시
–제 2차 시험 : 면접 외에 대상이 되는 관직별로 시험 실시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시험과목 중에서 선택)

•기
 초능력시험 / 면접 / 정책과제 토론 시험 / 정책논문시험 / 종합사례연구시험 /
일반논문시험 / 전문지식 / 외국어시험 / 경험논문시험 / 종합평가 면접시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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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 시험 : 특정 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의 채용

지방공무원


중앙/지방공무원이
타 기관에 파견
되었을 때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타 기관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출향(出向) 이라고 합니다. 출향 했을 경우 직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소 <과장> = 본청 <계장>
현 <부지사> = 중앙부처 <과장>

일본 지자체
조직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본 지방공무원의
명함을 받았을 때,
그 직급을 알기가
어려워요

•도도부현의 조직 체계는 보통 「班 → 課 → 局 → 部」 로
일반직의 최고 직급은 부장입니다.
•정령지정도시의 조직 체계는 보통 「係 → 課 → 部 →
局」으로 일반직의 최고 직급은 국장입니다.


‘계장’,
‘主査’,
‘주간’, ‘과장보좌’
이런 직급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主査’과 ‘계장’ 중에 반드시 ‘계장’이 상위 직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主査’가 계장보다 상위 직급
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
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간’은 계장과 과장 사이 직급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과장보좌’의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과장급으로서의 과장보좌라는 직급을 사용하는 지자체
도 있습니다만, ②평직원에 대한 명칭으로 ‘과장보좌’를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하는 지자체의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과
‘담당과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 과에 과장은 1명입니다.
•그러나 한 과에 과장 1명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업무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2개의 과를 만들어 업무를 분배하기도 합니다.
이 때 담당과장을 두게 됩니다.
•‘담당과장’은 과장이지만, 과장보다 아래 직급입니다. 담당
계장과 담당부장이라는 직급도 마찬가지 이유로 만들어
진 직급입니다.

‘계장’ 직급은
얼마나 높은건가요?

•계장까지는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진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계장급부터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를
통해 승진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든, 연공서열을 통해서든 계장이라는 직급
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도 중앙부처도 각자 사용하는 직급이
다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의 지자체와 중앙부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시 主事 < 主任 < 主査 < 부주간 < 계장 < 주간 < 과장보좌
< 참사 < 과장 < 출장소장 < 차장 < 부장
B시 主事 < 主任 < 主査 < 계장·반장 < 과장대리·과장 <
부장(차장) < 국장(이사)
C시 主事 < 主任 < 主査 < 부주간 < 계장·반장 < 과장대리
< 과장 < 차장
D시 직함 없음 < 담당계장·계장 < 담당과장·과장 < 담당부장·
부장 < 담당국장·국장
A중앙부처 계 직원 < 주임 < 계장 主査 < 과장보좌·전문관
< 실장·조사관 < 과장·참사관 < 차장·심의관
< 부장·총괄심의관 < 관방장 국장 정책통괄관 <
해당 중앙부처 명칭을 앞에 단 심의관 < 사무차관
B중앙부처 계 직원 < 주임 < 계장 主査 < 기획관·전문관 <
실장 < 과장보좌 < 과장 < 국차장·심의관 < 부장
< 국장 < 外局장관 < 사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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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직급과 관련
궁금한 것들을 알아 볼까요?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법]
•선임방법 : 의회 선거
•선임요건 : 선거권을 가진 자로, 인품 있고 정치 및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식견을 가진 자
•확정 위원 수 : 4명
•설치 특례 등 : 지정도시는 행정구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일본의 지방정부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의 성격
에 따라 광역지방정부에만 또는 기초지방정부에만 설치되는 위원회
도 있다. 위원회 종류와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권한
–인사위원회 : 인사행정에 관한 조사, 연구, 기획, 입안, 권고, 직원 시험, 선고 실시
–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 근무조건에 관한 조치 요구 및 불이익 처분의 심사 등

•선임방법 :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선임
•선임요건 : 인품 있고,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본 목적과 능률적인 사무처리에
출중하며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식견을 가진 자

1) 위원회 및 위원의 개요
(1)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위원

•확정 위원 수 : 3명
•설치 특례 등 : 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 규약에 따라, 다른 지방공공단체 인사
위원회에 위탁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은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다)

•권한 : 교육기관의 관리, 학교 조직 편성, 교원의 신분 보장 등 관련 사무, 교육/
학술/문화 관련 사무의 관리 집행
•선임방법 : 교육기관의 관리, 학교 조직 편성, 교원의 신분 보장 등 관련 사무,
교육/학술/문화 관련 사무의 관리 집행
•선임요건 :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선임
–교육장 : 해당 지방공공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인품 있고 교육, 행정에
관한 식견을 가진 자
–위   원 : 해당 지방공공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인품 있고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식견을 가진 자

•확정 위원 수 : 교
 육장 및 4명의 위원

○감사위원 [지방자치법]
•권한 : 재무에 관한 사무 집행 및 경영에 관한 사업 관리의 감사, 지방공공단체
의 사무(일부 제외) 집행에 대한 감사
•선임방법 :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선임
•선임요건
–인품 있고,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재무관리, 사업 경영관리, 기타 행정운영에 관해
우수한 식견을 가진 자
–의원

•확정 위원 수

–광역자치단체/시 : 교육장과 5명 이상의 위원

–광역자치단체 : 인구 25만 이상의 시에서 4명
–기타 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2명

–기 초 자 치 단 체 : 교육장과 2명 이상의 위원

※ 조례로 증원할 수 있다.

※ 조례로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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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지방정부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위원이 궁금해요.

1

•권한 : 선거에 관한 사무 및 선거 관련 사무의 관리

(2) 광역 지방정부에만 설치되는 위원회
○경찰위원회 [경찰법]
•권한 : 경
 찰 행정 및 운영의 관리
•선임요건 ① : 해당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임명하기
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 직무를 수행하며 직업적으로 공무원
이력이 없는 자
•선임방법 ② : 단체장이 선임
•선임요건 ② : 광역자치단체

내 지정도시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임명하기 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 직무를 수행하며 직업적으로
공무원 이력이 없는 자 중에서, 해당 지정 시 시장이 그 시 의회
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
•확정 위원 수
–지정된 광역자치단체 5명  ※ 그 중 2명은 지정도시에서 추천받은 자
–지정한 현 이외의 현 3명

○노동위원회 [노동조합법]
•권한 : 노
 동조합의 자격 입증 및 증명,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조사/심문/명령,
노동쟁의의 알선/조정/중재, 기타 노동 관련 사무의 집행

1

•선임방법 :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선임
•선임요건 : 법률, 경제 또는 행정에 관해 우수한 경험과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 복지에 관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
•확정 위원 수 : 7명
○해구(海區)어업조정위원회 [어업법]
•권한 : 어업 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시 및 기타 사무
•선임방법 ① : 위원 선거권을 가진 자가 피선거권을 가진 자를 선거
•선임요건 ① : 해구(海區) 주변 지자체 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 1년에 90일 이상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운영하거나
어업인을 위해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수확 혹은 양식에
종사하는 자(선거권/피선거권의 요건)
•확정 위원 수 ① : 9명 ※ 농림수산부 장관 지정 해구에 설치한 해구어업조정위원회는 6명
•선임방법 ② : 단체장이 선임
•선임요건 ② :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구(海區) 내 공익을 대표한다고 인정
되는 자
•확정 위원 수 ② :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4명
※ 농림수산부 장관 지정 해구에 설치한 해구어업조정위원회는 3명

•선임방법 : 단체장이 임명

해구 내 공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 2명

•선임요건

※ 농림수산부 장관 지정 해구에 설치되는 해구어업조정위원회는 1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사용자위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노동자위원의 동의를 얻은 자(공익위원)

•확정 위원 수 :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사용자위원/노동자위원/공익위원에 대해
정령으로 정한 수
–각 13명(총 39명)(도쿄도)
–각 11명(총 33명)(오사카부)
–각 7명(총 21명)(홋카이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효고현/후쿠오카현)
–각 5명(총 15명)(상기 이외의 부와 현)
※ 상기 수와 더불어 조례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위원/노동자위원/공익위원 각 2명
(총 6명)을 추가할 수 있다.

○수용위원회 [토지수용법]

•설치 특례 등 : 해면(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늪과 호수 포함)에 따라, 농림
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해구마다 설치
○수면 내 어장관리위원회 [어업법]
•권한 : 어업 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시 및 기타 사무
•선임방법 : 단체장이 선임
•선임요건 : 해당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에 있는 수면 안에서 어업 운영자를 대표
한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수면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수확하는 자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확정 위원 수 : 10명
※ 농림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수면 내 어업관리위원회에 대해
별도로 인원 수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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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방법 ① :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선임

•권한 : 토지 수용과 사용에 관한 심리 및 재결 등

(3) 기초 지방정부에만 설치되는 위원회
○농업위원회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지방세법]
•권한 :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에 관한 불복 심사 결정 및 기타 사무
•선임방법 :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선임

•선임방법 :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임명

•선임요건 : 해당 지자체 주민,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또는 고정자산 평가

•선임요건

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농지에 관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농지 이용 최적화 추진 관련 사무에 대해 그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위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구역
내에 인정한 농업인이 적은 경우 등은 적용 제외)
① 농업인으로 인정한 개인
② 농업인으로 인정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농업인으로 인정한 법인
이 실시하는 경작 또는 양축사업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사용인

•확정 위원 수 : 농
 업위원회 구역 내 농업인의 수, 농지면적, 기타 사정을 고려
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
–10a(홋카이도는 30a) 이상의 농지에 경작 업무를 운영하는 개인과,
그 구역 내의 세대수 및 해당 면적 이상의 농지에 경작 업무를
운영하며 그 구역 내 주소를 가진 농업생산법인 수를 합계한 수
(농업인 기준 수)가 1,100이하
또는 그 구역 내 농지면적이 1,300ha이하인 경우는 14명(농지
이용 최적화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농업위원회는 27명)
–농 업인 기준 수가 6,000을 넘고, 그 구역 내 농지면적이
5,000ha 초과인 경우: 24명(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을 위촉
하지 않는 농업위원회는 47명)
–상기 이외 : 19명(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농업위원회는 37명)

•설치 특례 등
–구역 내에 농지가 없는 지자체에는 설치하지 않음
–구역이 현저하게 큰 지자체(24,000ha이상), 구역 내 농지면적이 현저하게 큰 지자
체(7,000ha이상)는 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음
–구역 내 농지면적이 다음을 넘지 않는 지자체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홋카이도
800ha, 광역지자체 200ha)
–지정도시는 구(종합구 포함)마다 설치
※ 구역 내 농지면적이 1,600ha미만인 경우, 구가 새로 설치된 경우, 농업 사정상 공통된
지역이 구를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구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확정 위원 수 : 3명 이상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수

한일 양 국민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尹東柱)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원했던 시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조용히 윤동주 시인을 기억
하고 기리고 그리워하는 일본인들이 있다.

▲ 윤동주 시인

❶릿쿄 모임 (릿쿄: 윤동주가 194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입학했던 대학 명)
2007년에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는 이들이 도쿄에서 ‘시인 윤동주와 함께 모인다’
는 소모임을 만든 것이 릿쿄 모임의 계기가 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윤동주
연구자인 야나기하라 야스코(楊原泰子) 씨를 중심으로 릿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추모 행사를 열어 왔다.
❷도시샤대에서는 매년 2월 16일 윤동주 시인을 추모
교토시의 도시샤대(윤동주가 다녔던 대학)에서는 2015년 ‘도시샤코리안동창회’
와 ‘윤동주를 그리워하는 모임’이 중심이 돼 윤동주 70주기·시비(詩碑) 건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도시샤대 관계자,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
해 서거 70년을 맞는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고 도시샤대 교정에 ‘서시’를 새긴
비석이 건립된 지 20년이 된 것을 기념했다. 한일 관계가 갈등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기에도 한일 양 국민 마음속에 윤동주 시인이 존재한다는 것
은 양국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알려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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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농지 등 이용 관련 조정 및 농지 교환 및 분할 합병, 기타 농지 관련 사무

1

이나, 나가사키현(71.1) 및 아키타현(71.5) 등 지방에서는 세수액이 적은 현이 많음
가 있음
○지방세수는 대도시권과 지방권에 격차가 보이며, 특히 법인관계세는 각 세목 중에서
도 지역 간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짐

3) 지방교부세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운영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재원이 보장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구조의 구성과 함께 주요
재원에 대해 살펴보자. 또한 다음 내용은 (재)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에서 발간한 「2020 일본의 지방자치」를 참조했다.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재원으로서 확보한 다음, 일정한 산출          
방식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액을 결정해 교부하는 시스템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세원의 편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시정  
○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 전체의 거시적인 재원 보장을 하는 것인데 반해, 지방교부
세 제도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미시적인 재원 보장  

4) 지방교부세의 특징
1)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총액의 예상액’이라 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고유 재원
○세출 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지출 비율은 약 2：3 으로 지방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나,

○지방재정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적산하여 그 수지 상황을 예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        

조세수입 전체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3：2 로 지방에 배분되고 있는 세

체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사업이나 일정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중앙과 지방의 세출 규모와 세원 배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의 격차를 보정하는 역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세 재정        
제도의 개정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검토  
○지방재정의 전국적 규모의 바람직한 모습을 파악함과 아울러 개개의 재정 운영의        
지침으로 삼음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총액의 94% 차지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이나 해당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세출 등 보통교부세로
전부 대응할 수 없는 재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총액의 6% 차지
  

5) 지방교부세의 배분 방법
2) 지방세의 종류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
○도부현세가 14 종(보통세 11종, 목적세 3종), 시정촌세가 15종(보통세 7종, 목적세 8종)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외세(법정 외 보통세, 법정 외 목적세)를 창설 가능  

1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차이(재원 부족액)가 보통교부세로 교부
※ 기준 재정 수요액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토목비(도로
교량비)나 교육비(초등학교비)와 같은 각 행정항목별로 일정한 계산식에
기초하여 산출

○지방세는 도도부현별 인구 1인당 세수액을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2018년 기준) 도쿄도(162.9) 및 아이치현(117.3) 등 대도시권에서는 세수액이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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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의 지방재정제도가
궁금해요.

○고정자산세의 경우,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카사기현을 비교하면 약 2.3배의 격차

[ 지방세수의 구성 - 2021년도 지방재정계획액 ]

6) 국고지출금

1

○지
 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 특정
•국
 고부담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에 기초하여, 한쪽 책임자인 중앙

개인도부현민세
47,093억엔
12.3%

법인도부현민세
2,502억엔
0.7%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개인시정촌민세
80,225억엔
20.9%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및 국고위탁금이 있음
정부가 사업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대표적인 것으로 의무교육과 관련된 국고부담금이 있음
•국
 고보조금 : 정
 부가 특정 시책을 추진하고자 인센티브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국
 고위탁금 : 본래는 정부의 사무이지만, 편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55.1%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지출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회의원의 선거 사무 경비가 있음

법인사업세
32,533억엔
8.5%

법인시정촌민세
10,749억엔
2.8%
시정촌담배세
8,721억엔
2.3%

시정촌세
211,108억엔

100%
지방세수
383,448억엔

44.9%
도부현세
172,340억엔

7) 지방채
○지방재정법 제 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그 세출의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정해져 있음
○그러나 공영기업, 출자금·대출금, 지방채의 차환, 재해 응급 사업 및 공공시설 정비

고정자산세
90,628억엔
23.6%

자동차세
16,066억엔
4.2%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재원으로 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지방채 발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도도부현은 총무대신과, 시정촌은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나,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2006년 4월 이후 허가제에서 협의제로 바뀜

지방소비세
57,496억엔
15.0%

도시계획세
13,228억엔
3.4%
기타
7,557억엔
2.0%

8) 기타 재원

경유거래세
9,300억엔
2.4%
도부현담배세
1,424억엔
0.4%
부동산취득세
3,791억엔
1.0%
기타
2,135억엔
0.6%

○기타 재원으로는 지방양여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 있음

1) 각 세목의 %는 각각의 합계를 100으로 한 경우의 구성비이다
2) 도부현세 및 시정촌세는 초과세수, 법정외세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3) 법인사업세는 특별 법인사업양여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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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3단체


6

•명칭：전국지사회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소재지：도쿄도
•홈페이지 : http://www.nga.gr.jp
•설립일：1947년 10월 1일
•목적 : 전국 47개 도도부현 간 긴밀한 연락 제휴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

일본은 지방자치 강화, 지방의 국제화, 지방공무원 교육을 위해 다양
한 지방행정 관련 유관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어떠한 유관기관
들이 있고 관련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자.   

과 발전을 도모
•회원：47명(도도부현 지사)
•조직
–회   장：1명
–부회장 : 7명 이내
–임원단 : 이사 7명, 감사 3명

•사무국 : 42명(회장 제외, 전임직원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 조직도 ]

1) 지방6단체

사무총장

일본의 지방6단체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연합조직인 ‘집행3단체’와 지방의회 의장 연합
사무국차장

조직인 ‘의회3단체’를 칭하며, 우리나라의 지방4단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해당
하는 기관들이다. 지방6단체의 설립은 일본 지방자치법 263조의 3항을 근거법령으로

총무부

조사제1부

조사제2부

조사제3부

하고 있다.
지방자치
정책센터

[ 한국과 일본의 비교도 ]
구분

광역지자체
연합

한국

일본

집행단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지사회

의회단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집행단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회
전국정촌회

기초지자체
연합

전국시의회의장회
의회단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

•주요업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연락 조정
–지방자치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국가와 지방의 협력의 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을 기획·입안 및 실시
함에 있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정령 제정 관련 대정부 건의
–외국 지방정부(광역지방정부)와의 우호교류
–자치제도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를 위한 자치제도연구회 설치
–지방자치선진정책센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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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행정 유관기관
어떤 곳들이 있나요?

1

○전국지사회

○전국시장회

○전국정촌회
•명칭：전국정촌회(National Association of Towns and Villages)

•소재지：도쿄도

•소재지：도쿄도

•홈페이지 : http://www.mayors.or.jp

•홈페이지 : https://www.zck.or.jp/

•설립일：1898년 5월 18일

•설립일：1921년 2월

※ 상기 설립일은 전신(前身)인 ‘간사이각시연합협의회’의 설립일로, 1930년 5월 명칭을 지금
의 ‘전국시장회’로 변경

•목적 : 전국

815개의 시 및 특별구 간 긴밀한 연락 조정을 통해 도시행정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 확대에 기여

1

※ 상기 설립일은 전신(前身)인 ‘전국정촌장회’의 창립일로 설립일로, 1947년 8월 명칭을
지금의 ‘전국정촌회’로 변경

•목적 : 전국의

정(町) 및 촌(村) 간 긴밀한 연락 조정을 통해 정촌행정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 확대에 기여  

•회원 : 815명(전국 시 및 특별구의 시장·구청장)

•회원 : 926명(전국 정장 743명 및 촌장 183명)

–시장(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 시 특례시, 일반시) : 792명
–구청장(도쿄도 23구) : 23명

•조직
–회   장：1명
–부회장 : 11～12명
–임원단 : 이사 47명, 정무조사위원 46명, 감사 4명

•조직
–회   장：1명
–부회장 : 12명
–임원단 : 이사 74명, 평의원 164명, 지부장 9명, 감사 3명

•사무국 : 회장 제외, 전임직원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사무국 : 회장 제외, 전임직원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 조직도 ]

[ 조직도 ]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무국차장

사무국차장

기획
조정실

총무부

행정부

재정부

사회
문교부

경제부

조사
홍보부

공제
보험부

기획
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부

사회
문교부

경제부

조사
홍보부

공제
보험부

•주요업무
•주요업무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지방 연락 조정
–지방자치 관련 법률 및 정령, 기타 사항에 대한 대정부 건의
–“국가와 지방의 협력의 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을 기획·입안 및 실시함
에 있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
–지방행재정 관련 조사연구
–연구회, 강습회 등의 개최
–기관지 및 기타 시정운영 관련 도서·간행물 발간
–시 또는 시공무원의 공통이익에 관한 사항 조정 등

–각 권역별 정촌회와의 연락 조정에 필요한 각종 회의 개최
–정촌의 행재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중앙정부와의 연락 조정 업무
–지방자치 관련 법률 및 정령, 기타 사항에 대한 대정부 건의
–“국가와 지방의 협력의 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을 기획·입안 및 실시함
에 있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
–전국 정촌장(단체장)회의 개최
–기관지 및 기타 지방자치 관련 자료의 작성,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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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전국시장회(Japan Association of City Mayors)

(2) 의회3단체


•설립일：1932년 5월 21일
※ 상기 설립일은 전신(前身)인 ‘전국시회의장회’의 창립일로 1948년 8월 25일 명칭을 지금의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로 변경

           (National Association of Chairpersons of Profetural Assemblies)

•목적 : 지방자치의 본질에 기반한 도시의 번영 발전 도모

•소재지：도쿄도

•회원：815명(전국 시 및 특별구의 의장)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명칭：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시의장(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 시 특례시, 일반시) : 792명
–구의장(도쿄도 23구) : 23명

•홈페이지 : http://www.gichokai.gr.jp/
•설립일：1923년 3월 16일
•목적 : 전국 47개 도도부현 의회 간 긴밀한 연락 제휴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
•회원：47명(도도부현의회 의장)
•조직

•조직
–회   장：1명
–부회장 : 6명
–임원단 : 이사 51명, 감사 3명, 부(部)회장 9명, 평의원 155명

•사무국 : 회장 제외, 전임직원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회   장：1명
–부회장 : 7명 이내
–임원단 : 이사 7명, 감사 3명

[ 조직도 ]

사무총장

•사무국 : 회장 제외, 전임직원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사무국차장

[ 조직도 ]

사무총장

총무부

사무국차장

총무부

1

의사(議事)조사부

조사부

–지방의회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 기타 관계분야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정령 제정 관련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국회, 정부, 기타 관련기관과의 의견 조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 교환, 배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전국시의회의장회
•명칭：전국시의회의장회(National Association of Chairpersons of City Councils)
•홈페이지 : https://www.si-gichokai.jp/

정무제2부

기획의사부

•주요업무

•주요업무

•소재지：도쿄도

정무제1부

–지방자치의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
–전국시의회의장회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 기타 관계 분야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정령 제정 관련 대정부 건의
–시의회의 제도 및 운영, 도시행재정에 관한 조사연구
–지방자치와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 교환, 배부
–중앙-지방 간 상호 연락 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전국정촌의회의장회
•명칭：전국정촌의회의장회
           (National Association of Chairpersons of Town and Village Assemblies)
•소재지：도쿄도
•홈페이지 : http://www.nactva.gr.jp/
•설립일：1949년 11월 9일
•목적 : 도도부현별 의회의장회 간 연락조정을 담당하고, 정촌의회의 권한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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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의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정촌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

•소재지：도쿄도

에 기여

•홈페이지 : http://www.clair.or.jp/

•회원：926명(전국 정의회의장 743명 및 촌의회의장 183명)

1

•조직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조직

–사무국ㆍ본부 : 1국 4부 8과(63명)
※ 회   장 : 전국지사회장이 CLAIR회장을 겸직

–회   장：1명
–부회장 : 2명
–임원단 : 이사 5명, 감사 2명

※ 이사장 : 실질적인 업무 총괄

–해외사무소 : 해외 7개 도시(115명)

•사무국 : 회장 제외, 전임직원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 조직도 ]

[ 조직도 ]

평의원회
사무총장

회장(사이타마현 지사)

사무국차장

기획조정부

총무부

이사회

이사장

부회장
의사(議事)조사부

감사

이사

고문

•주요업무
–권역별정촌의회의장회 간 연락 조정 회의 개최
–정촌의회 제도 및 운영 등 지방자치 관련 조사연구
–지방자치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정령 제정 관련 대정부 건의
–국회, 정부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 조정, 의견 조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 교환, 배부
–정촌의회의원 및 관계직원의 복리후생사업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

사무국장

본부/사무국

총무부

교류지원부

다문화공생부

JET프로그램 사업부

총무과
기획조사과

교류친선과
경제교류과

다문화공생과
시민국제프라자

조정과
연수/카운셀링과

해외사무소

지부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포르
서울
시드니
베이징

47개
도도부현
20개
정령지정시

•주요사업
❶ 지방정부의 해외 경제활동지원

2) 지방 국제화 지원기관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기관명 :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 CLAIR(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

•설립 : 1988년 7월 1일
•설립배경 : 일
 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및 지방행정 정보의 해외 발신을 목적
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조직, 총무성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짐

–해외 판로개척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세미나 개최
–지역별 특산품의 해외 물산전 개최 및 해외 프로모션을 위한 컨설팅
❷ 다문화 공생 사업 지원(지역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다국어(15개국어) 외국인 생활정보 온라인매뉴얼 운영(홈페이지)
–지방정부의 다문화 시책 입안 지원(컨설팅, 정보공유 등)
–다문화사업의 관련 인재육성 사업
–지역 국제교류협회 및 NGO/NPO와 협업 추진 등
❸ 글로벌 인적교류 및 인재양성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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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 프로그램 운영(JET :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국제교류 및 어학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청년 초청 사업(채용형태)

❹ 일본 지방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연수 사업
❺ 지방정부 간 행정시책정보 및 교류 우수사례 공유 활동
–국제교류 우수사례 공모전, 해외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사업 운영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❻ 해외 지방행정관련 제도ㆍ정보 수집, 일본 지방행정관련 제도·정보 해외홍보
❼ 기타 일본-외국 지자체 간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 등
CLAIR 서울사무소

1

※ 한국의 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을 함께 가진 기관

•성격 : 일본 최초의 지방공무원 중앙 연수기관
•교육대상 : 지자체의 중견간부공무원(계장, 과장보좌, 과장급 등) 및 지자체와 업무
유관성이 깊은 중앙정부 공무원 등
•설립·운영 : 총무성
•주요 프로그램
❶ 일반연수 :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본법제, 정책 및 조례입안 능력 개발 연수, 공공
정책 및 행정경영 관련 연수 등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기본 소양 연수
(2주～3개월 과정)
❷ 전문연수 : 세무·회계분야 전문연수, 감사·내부통제 분야 간부공무원 연수
(1～3개월 과정)

○시정촌직원 중앙연수소(통칭 : 시정촌아카데미)
•개   소 : 1993년 10월
•소   장 : 1명
•직원수 : 12명

•명칭：시정촌직원 중앙연수소 JAMP(Japan Academy for Municipal Personnel)
•소재지：지바현 지바시

- 파견공무원 : 소장 1명, 상석조사역(총무성) 1명, 소장보좌(도도부현) 7명

•홈페이지 : https://www.jamp.gr.jp/

- 현 지 직 원 : 3명

•설립일：1987년 4월 1일

•주요활동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지원(방문지 소개, 자료 제공 등), 정보수집 및

•목적 : 사회경제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분권형 사회를 구축

발신(한국 정보 수집 및 본부 발행 정보지 게재), 각종 조사 및 연구(한국

해 나감에 있어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촌 행정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등에 관한 조사, 인적교류 및 경제교류 추진(자매

을 추진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통한 시정촌직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체결, 일본특산물 시장개척), JET 프로그램(사업 홍보 및 한국 참가
자 모집)

이를 통해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에 기여
•교육대상 : 전국 시/정/촌 소속 공무원(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설립주체 :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 전국정촌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가 공동

3) 지방공무원 교육ㆍ연수기관
○자치대학교
•명칭：자치대학교 (총무성 산하)
•소재지：도쿄도
•홈페이지 : http://www.soumu.go.jp/jitidai/index.htm
•설립일：1953년 10월 1일 개교(자치대학교설치법에 의거)
•목적 : 지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도의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지방행정 관련 연구

설립
•운영기관 : 상기 지방4단체가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전국시정촌연수재단이 운영
•주요 프로그램
❶ 시정촌 행정 실무, 승진자 교육, 공무원교육과정 연수
❷ 방재·위기관리, ICT·데이터활용, 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 경제·관광·교통시책
분야, 주민생활관련(노인아동복지, 환경 등) 사무 등 전문분야 연수  
❸ 시정촌 단체장, 시정촌의회 의원, 감사위원 대상 특별과정 연수
❹ 기타 방문연수, 법무·세무분야 공통과목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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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해외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LGOTP)
–지방정부 국제협력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 등

조사 실시 /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 센터로서의 성격도 병행

○전국 시정촌 국제문화연수소(통칭 : 국제문화 아카데미)

4) 지역진흥기관 : 지역활성화센터

•명칭：전국 시정촌 국제문화연수소 JIAM(Japan Intercultural Academy of Municipalities)
•소재지：시가현 오츠시

1

○(일반재단법인)지역활성화센터
•설립 : 1985년 10월 1일

•설립일：1993년 4월
•목적 : 분권사회 속에서 시대 변화에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
·과학적 교육을 실시하여 전 시정촌의 인재양성 및 지역발전,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교육대상 : 전국 시/정/촌 단체장, 의원, 공무원(기초자치단체 공무원)
⇨ 연간 수강인원은 6,000여 명, 누계 수강인원 100,000명(2019.8월 기준)
•설립주체 :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 전국정촌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가
공동 설립
•운영기관 : 상기 지방4단체가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전국시정촌연수재단이 운영
•주요 프로그램
–전문실무과정 : 시정촌의 일반직 직원(중견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총무, 법무, 인사·
인재육성, 기획, 재무·세무, 복지, 지역만들기, 경제·관광·교통, 환경,
교육·스포츠·문화, 방재·위기관리, 행정위원회 등의 각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연수 실시
–특  별  과  정 : 시정촌 단체장, 시정촌의회의원, 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향후 시정촌
운영에 필요한 연수 실시(시정촌장 특별세미나, 시정촌의회의원
특별세미나, 감사위원 특별세미나 등)
–방문아카데미 : JIAM에서 연수 수강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시정촌공무원을 대상
으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소재지에서 전문실무과정 단기(3일)집중연수 형태로 실시
[ 전국시정촌 연수재단 조직도 ]

•목적 : 지역의 물산·이벤트 등 지역 정보 발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인재 육성 및 교류 도모
•소재지：도쿄도
•홈페이지 : http://www.jcrd.jp/
•회원단체 : 1,927단체
–지방정부 : 도도부현(47), 정령지정도시(20), 특별구(23), 시정촌(1689)
–민간회원 : 정회원(18), 찬조회원(29)
–유관기관 : 지방6단체(6), 권역별 시장회·정촌회 등(95)

•조직
–회   장 : 1명(일본상공회의소 부회장)
–임원단 : 이사장 1명(상근), 상무이사 1명(상근), 이사 9명(비상근, 지방6단체 사무
총장 등), 감사 2명(비상근)
[ 사무처 조직도 ]

이사장
상무이사
총무기획부
사무국장

총무부

기획과

기획그룹

신사업기획실

연구/지역경제연구실

크리에이티브 사업실

이주/교류추진과

액티브러닝실

지역리더양성과

연계교류실

지역창생그룹

지역창생총무과

이사회

진흥부

이사장
감사

부이사장

평의원회

상무이사

지역창생업무과

정보/홍보그룹

지역만들기정보과
홍보프로모션과

시정촌직원중앙연수소
(JAMP)

사무국장

전국시정촌국제문화연수소
(JIAM)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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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일반재단법인)지역활성화센터 (Japan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홈페이지 : https://www.jiam.jp

•주
 요사업

조신통신사의 정신,
간직하고 이어가다.

❷ 지역의 미래인재육성(연수 및 교류)
–지역만들기 인재양성 아카데미, 전국 지역리더 양성 아카데미, 지방창생 실천 아카
데미 등 인재양성 교육 운영
–지역만들기 전문컨설턴트 주말 집중 연수 세미나 개최
–지방창생포럼, 도시·농촌공생사회창조 전국 릴레이 심포지움 등 개최
–지역대학 연계 인턴십(연간 15명)사업 운영 등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사명대사 유정
과의 교섭을 통해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서 일본 막부에 외교사절을 파견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통신사’이다.

▲ 조선통신사 과거

❸ 지역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지역특산품 및 관광홍보 지원(보조금 지원, 행사 지원), 우수 지역 이벤트 공모전 시상
–지역 이벤트, 공공스포츠시설 활성화, 지방창생을 위한 이주·정주·교류추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

‘통신(通信)’이란 ‘신의를 나눈다’는 의미이다.
도쿠가와(徳川) 막부(幕府)는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을 ‘쇼군(将軍) 일대의 의식’으로 매우 중요
시하였으며 1607년부터 1811년까지의 약 200
여 년간 조선통신사는 일본을 12번에 걸쳐 방문
하였다.

조선통신사는 정사(正使)·부사(副使)·종사관

❹ 지역만들기(지역활성화)단체에 대한 지원
–전국 각지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역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는 ‘지역만들기단체 전국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
❺ 안
 테나숍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만들기계획 수립 관련 기획 지원,
고향납세제도의 기업-지자체 간 매칭 및 활용방법 컨설팅 지원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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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
–지역활성화시책 정보공유를 위한 월간지 및 각종 사례집 발간
–지방분권 및 지역활성화 관련 전문 조사연구 추진
–동영상 콘텐츠,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관련 정보 발신
–지방의 인구 및 경제순환 관련 연구 및 컨설팅 등

▲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從事官)의 삼사(三使) 이하, 화원(畵員)·의원
(醫院)·역관(譯官)·악사(樂師) 등 총 400명에
서 500명에 이르는 대 사절단이었으며 조선의

수도 한양(漢陽)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수도 에도(江戸)까지는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왕복
약 3,000km의 여행을 했다.
긴 여로의 곳곳에서 통신사는 일본의 많은 문인과 필담을 나누고 노래와 술잔을 주고받았다.
조선통신사의 선단(船團)과 행렬은 일본의 민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일본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통신사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였던 부산광역시에서는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간직하고
이어가고자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조선통신사 관련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 추진하는데, 특히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 축소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그린 그림을 공모하는 온라인 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선통신사의 마음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용출처

조선통신사 역사관 (http://tongsi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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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획하여 현재까지 발전시켜 오고 있음
한다’는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폭넓게 참가하여 자주적·
주체적으로 지역 정비를 추진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음
•2003년부터 교육, 농업,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규제 특례조치를 정한 구조개혁
특별지구제도에 근거해 대응이 이루어짐
•2005년 이후 인구감소로 지방부흥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일본 지방정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일본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극복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자. 또한 다음 내용은 (재)일본자치체국제화
협회에서 발간한 「2020 일본의 지방자치」를 참조했다.

1) 동일본대지진 후의 부흥
○일본정부는 재해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피해지 복구, 부흥대책을 진행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매력 있는 지방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
① 후루사토(고향) 워킹홀리데이 : 총무성은 도시 지역의 젊은이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지방에 체재하면서 수입을 얻고 지역 생활을 체험
② 위성 사무실 매칭 지원 사업 : 도시에 있는 기업 등의 위성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매칭 기회를 제공

3) 고령화 대응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큰 과제는 고령화 사회 대응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세계에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음. 일본의 고령자 인구 비율

○2012년 2월 부흥청 발족 후에는 행정 각부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흥 추진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고령화율이라고 한다)은 2019년 9월 15일

○2020.2월 기준 부흥 지원 현황

기준 28.1%임

•피해자 지원 : 당초 약 47만 명에 달했던 피난민은 4.4만 명까지 감소
•주거지와 도시 부흥 : 학교, 병원 시설 및 인프라 복구는 거의 완료, 향후 과제는
주택 재건 지원, 신도시 교통망(부흥지원도로 등) 재건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7%에서 고령사회의 기준인 14%에 이르는데 소요된 기간
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약 85년, 비교적 짧은 독일이 40년, 영국은 약 47년        
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24년임
○향후 고령화가 초래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2) 지역의 활성화
○일본의 지역 활성화는 단순히 소득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련된
지역문화, 행정 기능도 포함해서 지역사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제반 기능을 진흥시켜
활기차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오이타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진 대표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인 <1촌1품 운동>은
각 시정촌, 각 커뮤니티에서 전국에 통용되는 특색 있는 특산품(관광, 문화 등도 포함)을
개발/육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시킴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긍심 부여

1

•2차 세계대전 후의 베이비붐 세대(1947~1949)가 고령기를 맞음에 따라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 중에서 간호가 필요한 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건강과 간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큰 폭으로 늘어난 고령자 취업희망자에 대해, 어려운 고용상황 가운데서도 고용         
확보와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가 평생토록 지역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1989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지역 정비 사업’인 <고향 창생 1억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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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지방정부의
당면과제가 궁금해요.

•해당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한 사업과는 달리 ‘지방이 지혜를 모으고 중앙이 지원

4) 저출산화 대응
○2019년 세계 전역에서 연소인구 비율이 26.2%인데 비해 일본은 12.1%로, 세계적으로
○저출산화의 진행에 따른 급속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령화율의 상승에 따른 연금, 의료, 간호비의 증대를
가져옴
○특히 과소지역에서는 방범, 소방 등 자율적인 주민활동이나 취락 등의 유지마저 곤란
해지는 등 지역의 존립 기반에 관련된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있음

1

등의 거주환경 관련 시책이 실시되고 있음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 내는 것(도로, 마을의 경관보전 조례 등)
–아름다운 물과 숲을 살리는 마을 정비(보존 수목 지정, 녹화 추진, 名水의 보전 등)

6)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
○일본의 외국인 주민은 1990년에 개정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 시행된 이후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20년 3월 현재 293만 명으로 10년간 1.4배 증가했으며, 총인구 중 약 2.3%의 비율

5) 생활의 질 향상
○환경대책
•1993년 일본정부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기본법을 제정함과 함께 각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생활폐수 대책, 생활
소음 대책, 녹화 추진 등 공해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폭 넓은 환경시책을 진행
하기로 함
•최근 환경대책의 특징으로는 지구환경 문제 및 순환형사회의 형성을 들 수 있음
–지구환경 문제 :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저공해차의
도입, 태양광발전의 촉진, 프레온의 회수,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
의 촉진 등 각종 시책을 실시
–순환형 사회의 형성
① 쓰레기, 분뇨 등 일반 폐기물의 처리는 시정촌의 사무이므로, 시정촌은 자체적으로
책정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함
② 산업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국토가 좁아지는 것이 큰 과제임
③ 법령상에서는 발생 사업자 책임 원칙이 주장되고, 예외적으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이 산업폐기물을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발생 사업
자 스스로가 처리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
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되었음   
④ 2000년에는 21세기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순환형사회형성
추진기본법’ 이 제정

○거주환경의 보전과 정비
•도시도 농촌·산촌도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이 사라졌으며,

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주민은 글로벌화 진전과 인구 감소 경향을 배경으로 더욱 증가하고 정착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외국인 시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2020년에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이 개정되어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장’,       
‘지역 활성화’, ‘주민의 이문화 이해 향상’ 등이 포함, 플랜에 제시된 대처의 기본적      
지침은 다음과 같음
•커뮤니케이션 지원 : 다국어 및 쉬운 일본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행정 및 생활
정보 제공, NPO 등과 연계한 다국어 정보 제공, 생활상담창
구 설치, 일본어 교육 추진, 생활 오리엔테이션 등
•생활지원 : 교육 기회의 확보(취학 지원, 일본어 학습 지원, 미취학 대응, 진로 및
커리어 교육, 다문화공생 교육, 유아교육제도 알리기, 취학연령 초과
대응 등), 적정한 노동환경 확보(취업, 기업 지원 등), 재해 시 지원 체제
정비(평상시 대책, 다국어 지원 체제 정비 등), 의료 및 보건 서비스(의료
기관의 다국어화 등), 어린이·육아 및 복지 서비스, 주택 확보 지원,
감염증 대응(다국어 정보 제공, 상담 대응, 인권 배려)
•의식 계몽과 사회 참여 지원 :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의식 계몽, 중심인물·네트워크
·자조 조직등의 지원, 지역사회 참여 등
•지역 활성화와 글로벌화 : 외국인 주민과의 연계 및 협동 (우수 대처 사례, 인재
발굴 등), 지역 내 유학생의 취업 촉진 등
•다문화공생 시책 추진 체제의 정비, 지침 및 계획의 수립

과거의 훌륭한 경관이 사라진 지역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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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1단계

가장 낮음  

•이러한 점들을 반성하여 역사자원의 보존, 경관 보전, 물과 숲을 살리는 마을 정비

교류하기

일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책
일본은 헤이세이(平成) 시대(1989.1.8~2019.4.30)를 넘어 레이와(令和)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일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고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에 상당히 중요
하다. 우리에게 <일본>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 줄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여섯 가지 시선

2.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자들이 펴 낸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
하는 여섯 가지 시선」 은 일본은 난감한 이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한다. 책의 머리말에서 난감함은 일본 자체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섯 명의 연구자는 <대중문화, 사상, 미디어, 역사, 정치, 문학>
의 분야에서 일본의 난감함을 분석하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한국인이 일본의 난감함을 정면으로

1. 해외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2. 일본에도 자매결연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3. 일본과의 자매결연 추진 절차를 알려주세요.
4. 일본 지방정부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나요?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양국 간에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로

5. 일본 기관 방문 추진 절차가 궁금해요.

서의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6. 얼마나 많은 한일 지방정부가 교류하고 있나요?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사회학자 요시미 슌야는 「헤이세이(平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옮김: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에서 헤이세이는 여러 분야
에서 수많은 실패가 되풀이된 시기라고 밝히면서 오랫동안 실패
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은행의 실패,
가전의 실패, 정치의 실패 등 이러한 실패가 거듭되었던 헤이세이
를 통해 일본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분석했다. 일본인의
시각으로 일본사회를 대해부한 이 책은 우리에게 현재의 일본과
미래의 일본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 일본인은 바라볼 때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
잡히기 보다는 변화되는 일본을 직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8. 한일 지방정부 해외사무소가 궁금해요.
9. 동경인가요? 도쿄인가요?

(5)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에서 중장기 계획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전략과 전문성 필요
하는 방법도 필요

2) 자매결연 도시 선정 시 고려사항
자매결연 대상지역 선정 시, 지역 여건의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시작할 때 그 절차
는 거의 비슷하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데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듯이 지방정부 간의 교류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에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어떠한 과정을
걸쳐 추진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1) 자연, 지리적 특성, 행정, 재정적인 측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 측면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의 가능성 측면
(4) 국제교류를 통한 실익의 가능성 측면

1) 자매결연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1) 자매결연 추진하기 이전에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나 지역        
대학과의 협력으로 계획 수립

3) 자매결연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프로세스

No.

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역의 다양한 거버넌스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지만, 향후 지         
역발전으로 연결 가능
(3) 자매결연 추진 시,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전략적 사고 필요
○자매결연 사업을 지역경제, 지역행정, 지역문화, 지역정보, 지역지식 등의 교류를         
상호 확대하는 사업으로 연결시켜 지역경제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
(4)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지자체 간 상호 신뢰를 차근차근 구축
○지자체의 리더가 바뀌더라도 교류가 중단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그만
사안이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시켜 양자 간의 신뢰 구축 필요

주요내용

1

지역선정

특정지역 편중 지양, 지역의 다변화 추구

2

관련자료 수집, 비교분석

대상지역 자료수집 분석

3

결연대상 도시선정

–지속적 교류협력 추진 가능성 검토
–검토기준 : 공통성, 상호보완성, 지역적 특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4

우호교류 교섭추진

우호교류 희망의사 제의(서한, 방문 등)

5

사전교류

상호교류, 우호협력, 경제협력 등 합의서 체결

6

OO협력 합의서 체결

보통 2년 내외(1~3년) 정도 교류 추진

7

우호교류 사업추진

8

자매결연 교섭추진

국내법*에 상충되지는 않는지 검토
* 헌법, 법률, 상급기관 및 기존의 조례 등

9

자매결연 합의서 문안검토

국내초청(또는 국외방문) 하여 서명

○특히 교류 대상 선정 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를 통해 정보 입수 가능
(2)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지자체 단독이 아니라, 로컬 거버넌스 구성체들과

2

10 자매결연 승인 신청

자매결연 후 후속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11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서명

국내초청(또는 국외방문) 하여 서명

12 교류협력 확대

자매결연 후 후속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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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1

해외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지역인재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외부전문인력을 과감히 아웃소싱        

2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2020.12.31.) 제2장 자매결연 체결
등 제9조 ②에서도 자매결연 체결 시에는 의회 동의 명기

지방정부에서 국제교류업무를 처음 맡게 된 담당자가 제일 먼저 마주
하게 되는 의문 중 하나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에 대한 차이점일
것이다. 한국 지방정부에서 통용되는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의
개념이 일본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이해해
보자.

제2장 자매결연 체결 등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① 도지사는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
노동 그 밖의 교류 등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하거나 우호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국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이란?
(1) 구분의 배경
○2004.1.6. 이전까지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자매결연 시 행정자치부의 승인 필요
○이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 생략을 위해 우호협력관계 탄생
○2004.1.6. 해당 훈령 폐지
(2) 차이점
○일반적으로 우호협력관계는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로 인식
○우호협력(의회 동의 불필요), 자매결연(의회 동의 필요)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 친선을 전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보다 높은 차원의 상호협력
의 관계
(3) 법과 조례의 측면   
 지
○
 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교류협력의 범위 명시

2) 일본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은 ?
(1) 자매결연의 개념
○자매도시는 문화교류와 친선을 목적으로 맺은 국제적 도시와 도시(일본 대백과사전
고지엔에서 인용)
○일본 최초의 자매결연인 나가사키시와 미국 세인트폴시(1955.12) 체결 이후, 일본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 체결 수는 1,781건에 도달(2021.8월 기준)
(2) 자매결연의 요건
○일본 지방정부의 국제화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재)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에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통상적으로 자매결연이라고 정의
•양 지역 자치단체장에 의한 제휴서가 있는 교류
•교류분야가 특정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 교류         
•지방자치단체 의회 승인을 받은 교류    
○일본에서도 국제화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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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일본에도 자매결연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

(3) 자매도시? 우호도시? 우호교류도시?
○일본 지자체에서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우호교류도시>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잊혀진 이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

2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할 수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한일 양국 간에는 불행했던 역사로 아직

있음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놓여 있다. 하

○단,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자매결연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지만 그 어두운 시기에도 마음 따뜻해

         
  

지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 시정촌이 통폐합되었을 때 자매(우호) 교류관계는 어떻게 될까?

1914년, 일본 효고현에서 고베수도관
공사 중 사고로 3명의 조선인(김병순
씨, 남익삼씨, 장장수씨)이 사망했다.

일본은 시정촌 통폐합이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자매(우호)도시에 대한

그 이후 1929년에도 다케다오 다이너

문의가 많음. 그래서 (재)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안내는 다음과 같음  
•보통, 국제교류관계 지속여부는 해당 시정촌 「통폐합협의회」에서 검토   
•시정촌 통폐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新지자체가 舊지자체의 기존 해외 국제교류(우호)
도시에 통폐합 상황을 설명, 교류관계 지속 여부에 관한 문서를 전달
•新지자체가 舊지자체의 국제교류를 계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런 경우에는 新

▲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모비를 찾은 조선인 학생들

마이트 폭발 사고로 2명의 조선인(윤

길문씨, 오이근씨)이 사망했다. 5명의 조선인들의 죽음은 고향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표식이
없는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되어 무연고자로 처리되었다. 그들이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진 것
은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하고 쓸쓸한 사연으로 끝날 뻔 했다.

지자체가 舊지자체의 국제교류(우호)도시와 국제교류(우호) 체결 제휴서를 다시 교환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마음 따뜻한 효고현의 사람들 덕분에 사라지지 않았다. 효고현의 만푸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처럼 문서를 통해 변경사항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향후

쿠지(滿福寺)에서 주지스님과 지역주민회에서 100년 넘게 매년 8월 24일 조선인 사망자의

국제화사업 추진에 도움이 됨

제사를 지내왔던 것이다. 또한 지역사연구가인 故정홍영씨, 지역역사학자인 콘도 도미오씨,
사회운동가 김례곤씨, 역사학자 히다 유이치씨, 역사학자 호리우치 미노루씨, 조각가 타마노
세이조씨, 만푸쿠지 아디치 타이코·아다치 치쿄 주지스님 부부의 노력으로 2020년 3월 26일
에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추도비 건립을 계기로, 사회학자 조정희씨는 사망한 조선인 5명의 한국 내 연고를 찾기 위해
일본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그 결과 조정희씨는 2021년 말 5명 중 1명인
김병순씨가 강릉시 출신임을 확인하고 강릉시에 추도비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강릉시는 주
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강원도 일본본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원 아래 추도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추도비 건립을 주도했던
콘도 도미오씨가 암투병 중이여서 이번 감사장 수여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될
것이다.
추도비와 관련된 7명의 관련자는 일본 땅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5명의 조선인의 삶
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했다. 또한 조정희씨는 이들의 활동이 한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처럼 잊혀진 이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해와 협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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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과의 자매결연 추진 절차

보통 해외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어느 정도 교류가 성숙하
여 이제는 안정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자는 의지에서부터 추진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그렇다. 이번 장에서는 일본과의 자매결연 시
유의사항 및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매결연에 이르기까지 유의사항

1

대상지역 선정
(자료수집·분석)

•교류 후보도시에 관한 정보 수집
•교류 후보도시에 체결에 관한 의향 타진
•교류 후보도시에 대한 현지조사

2

사전 교류 실시

•합의된 분야별 사전 교류사업 실시 및 협약
체결의사 확인

3

협약서 체결관련
교섭 추진

•협약 체결을 위한 교류활동 기본방침 등
상호 협의
•협약서 내용 및 절차 등 협의·확정

4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

5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조인식)

•양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합의서 서명
•합의서 조인식 및 관련 행사 개최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3

일본과의 자매결연
추진 절차를 알려주세요.

2

(1) 한국과 일본 지자체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에 대한 견해 차
○한국은 어느 정도의 모색 기간을 걸쳐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교류         
사업 운영을 희망
○일본은 최소 1~2년의 시간을 투자해 교류성과를 축척한 후, 자매결연 체결의         
단계로 넘어가기를 희망   
○이 러한 속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대전광역시와 삿포로시와의 교류는         
제안에서 자매결연까지 7년이 소요
(2) 일본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보이는 현상으로 기간제한형 자매교류 또는 우호교류
를 추진하기도 하므로, 유의 필요
○고치시와 인도네시아 술라바야시 간의 결연(1996.6.6. 5년 기한)
○오사카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시 간의 결연(2002.10. 3년 기한)     

6

교류협력 활동

•합의서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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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매결연에 이르기까지 유의사항

4) 자매결연 합의서

일정 교류의 성과를 거두고 양 지방정부 간의 자매결연 합의서의 문안이 확정되면 자매

○지방정부는 국가를 기속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위임된 범위 또는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 국제적 ‘합의서’ 체결 가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결 주제에서 국가나 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방정부를 명시
[ 일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조인식 순서 ]

○‘합의서’ 내에 전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음

항목

내용

(2) 합의서의

형식과 구성

1

개회선언

사회 : 실무담당 과장급

2

주요내빈 소개

대상지역의 자료수집 분석

3

자매결연 경과보고

-보고 : 국장급
-자매결연 추진 경위, 경과, 교류내용 등

4

합의서 낭독

우리측(통역없이 합의서 한국어본 그대로 낭독)
우리측(통역없이 합의서 외국어본 그대로 낭독)

5

합의서 서명

합의서 각각 서명

6

우리측 단체장 인사

7

상대측 단체장 인사

8

기념촬영

9

선물교환

10

기자회견

○자매결연 합의서 문안은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구성
[ 자매결연 합의서 문안 형식 ]

필요 시 공동기자 회견

제목은 합의서 상단에 1줄로 표시한다

•제

목 : 대한민국(지자체명)과 (외국국가명)(지자체명)과의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전

문 : 체결주체, 의의 및 필요성

•본

문 : 구체적 규정

•최종조항 : 작성일자, 서명장소, 합의서 언어 및 부수
[ 조인식 식장 좌석배치 ]

① 상대국 서명권자
② 한국의 서명권자
③④ 만년필
⑤⑥ 압지
⑦⑧ 합의서
⑨ 상대국 국기
⑩ 한국국기
⑪ 상대국 국명 명패
⑫ 한국 국명 명패
⑬ 양국 서명 보좌관
⑭ 참관인 및 취재기자

(국문 및 해당 국가 언어로 각1부씩)
⑬

③

⑦

⑤

①

②

⑨

⑩

⑪

⑬

⑧

④
⑥

⑫

⑭

⑭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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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결연 조인식을 통해 지자체의 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사전에 지방

2

(1) 합의서의 법적 효력

2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자매결연 합의서 예시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의 자매결연 합의서는 양 지방정부 간의 교류방향은 물론, 실무적인
내용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 향후 교류추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를 사전에 방지

대한민국 전라북도와 일본국 가고시마현과의 우호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선언문

대한민국 전라북도와 일본국 가고시마현과의 교류촉진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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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도부현명

일본 지방정부는 한국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제교류협력을 담당
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해당 지방정부 국제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를 중심으로 국제화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해 살펴보자.  

8 이바라키현 영업전략부 국제섭외팀

9 도치기현

산업노동관광부 국제과

10 군마현

지사전략부 지역외교과

11 사이타마현 현민생활부 국제과

12 지바현

종합기획부 국제과

13 도쿄도

정책기획국 외무성
관리과

1) 도도부현
No. 도도부현명

1 홋카이도
2 아오모리현

담당과명

종합정책부 국제과
관광국제전략국
유객(誘客)교류과

3 이와테현

고향진흥부 국제실

4 미야기현

경제 상공관광부
국제정책과

5 아키타현

기획진흥부 국제과

6 야마가타현

미래기획창조부 국제인재
활약·컨벤션 유치추진과

7 후쿠시마현 생활환경부 국제과

소재지

〒060-8588 札幌市中央区北3条西６丁目
011-204-5092
011-232-4303

〒030-8570 青森市長島1-1-1
017-752-1414
017-734-8126
〒020-8570 盛岡市内丸10-1
019-629-5764
019-629-5254
〒980-8570 仙台市青葉区本町3-8-1
022-211-2972
022-268-4639
〒010-8570 秋田市山王4-1-1
018-860-1218
018-860-3874
〒990-8570 山形市松波2-8-1
023-630-2129
023-630-2092
〒960-8670 福島市杉妻町2-16
024-521-7182
024-521-7919

14 가나가와현 국제문화관광국 국제과

15 니가타현

지사정책국 국제과

16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국제과

17 이시카와현

관광전략추진부
국제교류과

18 후쿠이현

산업노동부 국제경제과

19 야마나시현

지사정책국
국제전략그룹

20 나가노현

기획진흥부 국제교류과

소재지

2

〒310-8555 水戸市笠原町978-6
029-301-2862
029-301-2865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4

일본 지방정부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나요?

담당과명

〒320-8501 宇都宮市塙田1-1-20
028-623-2163
028-623-2199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027-226-2295
027-223-4371

〒330-9301 さいたま市浦和区高砂3-15-1
048-830-2705
048-830-4748
〒260-8667 千葉市中央区市場町1-1
043-223-2254
043-224-2631
〒163-8001 新宿区西新宿2-8-1
03-5388-2223
03-5388-1215
〒231-8588 横浜市中区日本大通1
045-210-3745
045-212-2753
〒950-8570 新潟市中央区新光町4-1
025-280-5098
025-280-5126
〒930-8501 富山市新総曲輪1-7
076-444-3156
076-444-9612
〒920-8580 金沢市鞍月1-1
076-225-1381
076-225-1383
〒910-8580 福井市大手3-17-1
0776-20-0752
0776-20-0652
〒400-8501 甲府市丸の内1-6-1
055-223-1435
055-223-1516
〒380-8570 長野市南長野幅下692-2
026-235-7188
026-232-164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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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도부현명

담당과명

22 시즈오카현

생활 환경부 현민생활국
다문화공생과

23 아이치현

정책기획국 국제과

24 미에현

환경생활부 다이버시티
사회추진과

25 시가현

종합기획부 국제과

26 교토부

27 오사카부

28 효고현
29 나라현

지사 직할조직 국제과
부민문화부 도시매력
창조국 국제과
산업노동부 국제국
국제교류과
지사공실 국제과

기획부 기획정책국
30 와카야마현
국제과
31 돗토리현

교류인구확대본부
관광교류국 교류추진과

32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33 오카야마현 현민생활부 국제과
34 히로시마현 지역정책국 국제과

〒500-8570 岐阜市薮田南2-1-1
058-213-3053
058-278-2603

〒420-8601 静岡市葵区追手町9-6
054-221-3310
054-221-2642

No. 도도부현명

담당과명

관광스포츠문화부
35 야마구치현
국제과
36 도쿠시마현

미래창생문화부
다이버시티 추진과

37 가가와현

총무부 국제과

38 에히메현

관광스포츠문화부
관광국제과

〒602-8570 京都市上京区下立売通新町
西入薮ノ内町
075-414-4311
075-414-4314
〒559-8555 大阪市住之江区南港北1-1416 大阪府咲洲庁舎37階
06-6210-9309
06-6210-9316

39 고치현

문화생활스포츠부
국제교류과

40 후쿠오카현

기획·지역진흥부
국제국 국제정책과

41 사가현

지역교류부 국제과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30
0742-24-2485
0742-23-0620

42 나가사키현 문화관광국제부 국제과

43 구마모토현

관광전략부
관광교류정책과

〒680-8570 鳥取市東町1-220
0857-26-7108
0857-26-2164

44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45 미야기현

상공관광노동부
국제정책과

46 가고시마현

관광·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47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스포츠부
교류추진과

〒460-8501 名古屋市中区三の丸3-1-2
052-954-6180
052-951-2590

〒514-0009 津市羽所町700 アスト津3階
059-222-5974
059-222-5984
〒520-8577 大津市京町4-1-1
077-528-3063
077-521-5030

〒650-0011 神戸市中央区下山手通5-10-1
078-362-9017
078-362-3961

〒640-8585 和歌山市小松原通1-1
073-441-2057
073-433-1192

〒690-8501 松江市殿町1
0852-22-6459
0852-22-6412
〒700-8570 岡山市北区内山下2-4-6
086-226-7283
086-223-3615
〒730-8511 広島市中区基町10-52
082-228-5877
082-228-1614

소재지

2

〒753-8501 山口市滝町1-1
083-933-2340
083-933-2358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21 기후현

상공노동부 관광국제국
국제교류과

소재지

〒770-8570 徳島市万代町1-1
088-621-2129
088-621-2978
〒760-8570 高松市番町4-1-10
087-832-3027
087-837-4289
〒790-8570 松山市一番町4-4-2
089-912-2312
089-921-5931
〒780-8570 高知市丸ノ内1-2-20
088-823-9605
088-823-9296
〒812-8577 福岡市博多区東公園7-7
092-641-4013
092-643-3224
〒840-0570 佐賀市城内1-1-59
0952-25-7328
0952-25-7084
〒850-8570 長崎市尾上町3-1
095-895-2081
095-827-2487

〒862-8570 熊本市中央区水前寺6-18-1
096-333-2159
096-381-3343
〒870-8501 大分市大手町3-1-1
097-506-2045
097-506-1723
〒880-8501 宮崎市橘通東2-10-1
0985-44-2623
0985-26-7327
〒890-8577 鹿児島市鴨池新町10-1
099-286-2303
099-286-5522
〒900-8570 那覇市泉崎1-2-2
098-866-2479
098-866-296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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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령지정도시
No. 도도부현명

No. 도도부현명

담당과명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

2 센다이시

문화관광국 교류기획과

3 사이타마시

경제국 상공관광부
관광국제과

4 지바시

총무국 시장공실
국제교류과

5 요코하마시

국제국 국제정책부
정책총무과

6 가와사키시

총무기획국 총무부
국제교류담당

7 사가미하라시 시민국 국제과

8 니가타시

관광·국제교류부
국제과

9 시즈오카시

관광교류문화국
국제교류과

10 하마마츠시 기획재정부 국제과
11 나고야시

관광문화교류국 관광
교류부 국제교류과

12 교토시

종합기획국 국제교류
·공생추진실

13 오사카시

경제전략국 국제담당

〒060-8611 札幌市中央区北1条西2丁目
011-211-2032
011-218-5168

〒980-8671 仙台市青葉区国分町3-7-1
022-214-1252
022-211-1917

〒330-9588 さいたま市浦和区常盤6-4-4
048-829-1236
048-833-2050
〒260-8722 千葉市中央区千葉港1-1
043-245-5018
043-245-5247

〒231-0005 横浜市中区本町6丁目50番地
の10
045-671-3826
045-664-7145
〒210-8577 川崎市川崎区宮本町1
044-200-2244
044-200-3746

〒252-5277 相模原市中央区中央2-11-15
042-707-1569
042-754-7990

14 사카이시

문화관광국 국제부
국제과

15 고베시

시장실 국제부 국제과

16 오카야마시

시민협동국
시민협동부 국제과

17 히로시마시

시민국 국제평화추진부
국제화추진과

18 기타큐슈시

기획조정국 국제부
국제정책과

19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국제교류과

20 구마모토시

정책국 종합정책부
국제과

소재지

2

〒590-0078 堺市堺区南瓦町3-1
072-222-7343
072-228-7900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1 삿포로시

소재지

담당과명

〒650-8570 神戸市中央区加納町6-5-1
078-322-5010
078-322-2382
〒700-8544 岡山市北区大供1-1-1
086-803-1112
086-225-5408

〒730-8586 広島市中区国泰寺町1-6-34
082-504-2106
082-249-6460
〒803-8501 北九州市小倉北区城内1-1
093-582-2146
093-582-2176
〒810-8620 福岡市中央区天神1-8-1
092-711-4023
092-733-5597

〒860-8601 熊本市中央区手取本町1-1
096-328-2070
096-355-4443

〒951-8554 新潟市中央区古町通7番町
1010番地
025-226-1672
025-225-3255
〒420-8602 静岡市葵区追手町5-1
054-221-1303
054-221-1518

〒430-8652 浜松市中区元城町103-2
053-457-2359
050-3730-1867

〒460-8508 名古屋市中区三の丸3-1-1
052-972-3062
052-972-4200

〒604-8571 京都市中京区寺町通御池上
る上本能寺前町488
075-222-3072
075-222-3055
〒559-0034 大阪市住之江区南港北2-1-10
ATCビルITM棟4階 M-4
06-6615-3746
06-6615-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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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 항목별 고려사항
○권장사항
•방문단 전원이 방문목적을 공동인식하고, 상대기관에는 명확한 관심(목적)을 전달
⇨ 참가자들의 집중도 저하 발생 방지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정사업, 성공한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방문목적

일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매도시는 물론 일본의 다른 지방정부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방문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내지 관심사항을 표시
예) 방문목적(벤치마킹 분야)이 구체적이고 주제를 좁혀야 담당자를 지정하기 쉽고
방문협의 성공률이 높음
예) 주택정책(×, 주제가 너무 넓음) →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정책”처럼 방문
                                               목적 구체화

○권장하지 않는 사항
•단순하게 상대기관의 현황을 청취코자 한다는 방문은 금물
–○○현황, ○○과제의 핵심이슈 등 막연한 관심 표명 금지

•알고 싶은 항목을 장황하게 나열하거나, 대분류로는 같지만 A, B, C, D, E 등 여러

1) 단계별 추진개요

가지로 지정하면 부서지정이 어려워짐

단계별 과제

1

방문목적의 정리 [ D-50 ]

2

방문기관 선정 [ D-50 ]

세부내용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
* 일본의 지방행정 벤치마킹(×)→ 일본 고향세 운영 벤치마킹(○)

방문목적과 일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정  
일본 국경일 및 연휴 시기는 피해야 함

3

방문시기 확정 [ D-40 ]

* 일본 : 4월 말~5월 초(골든위크), 8월 중순(추석), 연말연시
새로운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월은 1년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다소 어수선한 시기이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본계획 수립 [ D-40 ]

방문목적, 대상기관, 노선, 기간, 여비, 통역비용 등이 포함
된 계획 수립  

5

방문교섭 의뢰 [ D-35 ]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연수지원 신청(해외업무 24)
* 자매도시 방문은 소속기관 국제부서에 요청     

6

안내자 확정 [ D-10 ]

7

기관방문 [ D-Day ]

기관방문 통역 선정
* 가급적 여행안내자와 통역을 분리하여 운영

•구체성 없이 녹지관리정책, 복지정책, 관광정책, 임대주택정책 정도로 제시하면
방문협의가 지연되고 성사율도 낮아짐
(2) 방문기관 선정
○권장사항
•소속기관에 상응하는 규모의 외국 지방정부를 선정하되,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기관을 방문
•특수시책 추진부서, 성공한 정책을 수행한 부서, 최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 부서를 중심으로 기관을 선정
(3) 방문시기(시간대) 선정
○권장사항
•상대기관의 연간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정
•기관방문 접수 결정은 실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연중휴가, 학교방학
등 시기는 피하여 방문기간 결정

약속시간은 엄격하게 준수하고 방문접수에 대한 감사
표시 간단한 답례품 준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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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5

일본 기관 방문
추진 절차가 궁금해요.

2

(1) 방문목적 정리

(4) 본계획 수립
○권장사항
•해외출장은 예상보다 피로도가 높고 집중도가 떨어지며, 그와 연계하여 강의식 브리
•일주일 정도 출장 시 3개 이상의 딱딱한 기관방문을 하면, 연수 효과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실적위주 내지 방문기관 숫자 채우기는 지양
○권장하지 않는 사항
•해외 기관방문이 계획의 핵심이므로 교섭개시 후 일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

2

는 것을 주지하여야 함
•방문주관 담당자는 통역자가 정해지면 사전에 방문목적, 취지 등이 담긴 국문,
일문자료를 충분히 최대한 제공하여야만 함
•통역자에게 사전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그만큼 통역시 소통의 질이 높아
지게 됨
○권장하지 않는 사항
•방문 전일까지도 안내자(통역자)가 정해지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사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금지

•통역자와 여행안내자(가이드)가 별도로 지정되었는데 방문전일까지도 상호 소통

–계획과 일정을 변경하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고 방문일은 임박해지므로 기관
방문 교섭 성사확률이 크게 낮아짐

•완전한 소통이 되지 않는 정도의 외국어 실력으로 통역자 없이 기관방문을 하려고

(5) 기관방문 교섭(의뢰)
○권장사항
•방문교섭채널이 전혀 없고 기관방문 기획이 처음일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온라인 「해외업무 24」에 반드시 35일 이전에 등록
•자매도시 방문일 경우, 국제교류부서를 통하여 교섭
–방문계획에 포함된 도시 중 자매도시가 아닌 도시는 분리하여 「해외업무 24」에
별도로 신청

○권장하지 않는 사항
•방문교섭의 성공여부가 불안하다고 여러 기관에 기관교섭을 의뢰하는 사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하는 사례
(7) 기관방문
○권장사항
•방문접수기관에서 인원에 맞는 장소확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협의 초기
단계에 방문규모를 통보
•방문 접수기관이 한국방문단을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대
기관과 담당자의 시간과 노력을 빌리는 것이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방문
•방문접수기관과 방문 성격에 맞는 복장 착용 필요
–최소한 방문단의 대표자는 정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복장 착용

–상대기관에서는 동시에 같은 취지의 서신을 다른 발신명의로 받게 되므로 자칫
국제적 문제나 망신을 사게 됨
예)○○시청 방문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관련대학 교수, 유력 인사,
현지 대사관 지인, 교포 등에게 동시에 요청하는 사례

(6) 안내자 확정
○권장사항
•전문통역을 별도로 선정하고, 여행안내자와 통역을 별도로 관리
–방문 시 제대로 된 통역이 안 될 경우 방문접수기관에 대한 큰 결례로 남게 됨
–방문 준비 담당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방문단의 분위기도 산만해지고
집중도도 갑자기 떨어지게 됨
–소규모 방문단인 경우 예산을 고려, 관광가이드 보다는 관련 학과 전공자를 통역 겸
가이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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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은 투자에 비해 얻는 소득이 적으므로 현장위주 견학 방문도 성과가 클 수 있음

•안내자(통역자)는 대부분 지방행정 관련내용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도 ’93이전 ’94

6

한국과 일본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 체결은 197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자매결연이 꾸준히 체결되었다. 최근에는 관광,
문화, 농업 등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
어나고 있다. 한일 지방정부 교류현황에 대해 수치로 알아보자. 분석
근거자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gaok.
or.kr/) 내 국제교류현황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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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교류분야별 활동을 살펴보면, 한일 지방정부 간에는 행정교류,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양국 지방정부는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먼저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 후, 청소년, 문화

1) 한일 교류 현황

예술 등을 중심으로 민간교류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국제교류 1,743건 중 일본이 208건으로 약 12% 차지
연도
구분

계

자매

우호

전체

1,743

727

1,016

일본

208

108

100

비중(%)

11.9

14.8

9.8

구분

횟수 102(5)

•우호교류(100건) : 한국 75개 지방정부

일본 92개 지방정부

○연도별로 한일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체결은 1993년 이전은 물론, 2000년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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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280(2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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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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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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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425(32) 114

42

84

8

68

52

8

12

31

2

4

27

10

20

2

16

12

2

3

7

-

1

횟수 444(30) 145

43

86

14

48

41

7

9

43

5

3

33

10

19

3

11

9

2

2

10

1

1

횟수 464(25) 150

47

81

9

60

59

10

10

34

1

3

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최소한 체결 1~2년전부터 실질적인 교류는 추진되어 왔다고

10

17

2

13

13

2

2

7

-

1

100

2019
100

2018
%

100

2017
%

서도 꾸준히 체결되었음
○일본 지방정부의 특성상 어느 정도 교류성과를 쌓지 않는 이상, 자매/우호체결을 체결

인적 문화
청소 스포 기술
민간 상징
관광
경제
기타
교류 예술
년
츠 학술
단체 사업

39

%

○한국 128개 지방정부 일본 108개의 지방정부가 208건의 교류관계 체결
일본 105개 지방정부

행정

2020

%

•자매결연(108건) : 한국 81개 지방정부

계
(중복건)

100

2016
%

100

32

할 수 있음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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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한일 지방정부가
교류하고 있나요?

’95 ’96 ’97 ’98 ’99 ’00

○시도별로는 경기도(14%), 강원도(13%), 경상남도(12%) 순으로 교류건수가 많음
계

자매

우호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08
13
9
3
5
2
3
4
30
28
9
21
11
18
18
24
10

108
11
4
1
2
1
2
1
15
11
4
13
2
8
11
16
6

100
2
5
2
3
1
1
3
15
17
5
8
9
10
7
8
4

비중(%)

14%(1)
13%(2)

12%(3)

○일본 행정구역별로는 홋카이도(6%), 도쿄도, 가나가와현, 돗토리현(5%), 시즈오카현,
후쿠오카현, 사가현(4%)순으로 교류건수가 많음
연도

계

자매

우호

합계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키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208
12
6
2
2
1
1
2
1
5

108
6
3
2
1
1
1
4

100
6
3
1
1
1
1
1

비중(%)

6%(1)

계

자매

우호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오키나와현

5
11
11
5
6
4
5
3
1
3
9
7
6
3
5
6
4
4
11
3
4
6
7
1
1
3
8
8
7
6
4
3
6
-

7
6
3
2
2
3
2
1
1
2
4
6
1
1
3
3
3
5
2
1
4
6
1
1
5
3
4
3
1
1
2
-

5
4
5
2
4
2
2
1
2
7
3
2
4
3
1
1
6
1
3
2
1
1
2
3
5
3
3
3
2
4
-

비중(%)

2

5%(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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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도

4%(3)

5%(2)

4%(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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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관계를 체결한 후, 다양
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교류, 문화교류, 통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해외 관광로드쇼		
•의료관광		

•MICE 해외로드쇼
•지역축제

기술·학습·정보교류

•행정정보 관련 세미나
•대학간 교류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중 인문교류

상징사업

•공원조성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동물 기증

•거리 명명식
•명예시민증 수여

기타교류

•의료봉사		
•ODA			

•성금전달
•민간(단체)교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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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과의 교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광교류

2) 대표 교류 사례
(1) 대구광역시 : 자매 도시인 히로시마시와 오페라 공동 공연을 통해 하나 되다
○히로시마시와는 1997년 5월 2일 자매도시 체결을

1) 국제교류유형

한 이래 20년간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

○먼저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오고 있음

다음과 같음

○대표적으로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히로시마 플라

[ 국제교류유형 ]

워페스티벌을 비롯한 정기행사에 상호 대표단·

행정·인적교류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공무원 초청연수

•공무원 상호파견

문화·예술교류

•공연단 파견		
•문화엑스포		
•문화교류의 밤

•예술단 및 무용단 공연
•전통음악 공연

청소년교류

•홈스테이
•해외연수
•문화체험
•청소년 음악교류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및 페스티벌

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교향악단, 합창단
등 문화예술분야와 대구국제관광박람회, 히로시마
비즈니스페어, 대구식품박람회, 공무원상호파견,
대학생캠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20년간 300
회 이상의 상호교류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음

스포츠교류

•체육교류전
•청소년 스포츠교류

•축구교류전

경제통상교류

•경제교류협정체결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개최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상담회 개최

○2017년 5월 5일 대구-히로시마 20주년을 기념하는 빅 이벤트인 오페라 ‘라 보엠’
을 히로시마 아스텔 플라자에서 개최했음
○대구광역시는 지휘, 연출, 성악, 합창을
맡고, 히로시마시는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 공연장 준비 및 홍보를 맡음.  양 도
시의 예술역량을 결집해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88

89

(2) 울산광역시 : 울산-니가타 대학생 온라인 교류회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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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와 니가타시는 2006년 9월 21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방문을 통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 시대에도 교류
를 계속하고자 2020년 10월 7일, 울산과학

○양국 교류의 기반을 다지고, 상호 이해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중학생 교류가

대 동부캠퍼스에서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합천군과 미토요시는 온라인교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게 됨

니가타시와 대학생 온라인 화상 교류회를

○2021년 <합천군 - 미토요시 중학생 온라인 교류>를

가짐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실시되었음

○교류회에는 울산과학대 학생 19명과 니가

•제1차 : 교
 류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학교관계자,

타시 국제외국어관광에어라인 전문학교

학생, 국제교류협회 관계자, 군청 담당자)

학생 26명이 참석해 울산과 니가타시의

•제2차 : 32명(양 학교 각 16명)이 참석한 영상

대표 명소, 음식, 문화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양 도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됨

교류 (영어로 자기소개 등)
•제3차 : 제2차 영상교류에 참석했던 16명 학생

○교류회에서 울산과학대 이후석 학생은 ‘태화강 자전거길 소개’, 김형동 학생은 ‘십리

이 채팅 메신저 회원가입 및 그룹편성

대숲과 몽돌해변 소개’ 등 4명의 발표자가 울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 수행했음  

•제4차 : 32명(양 학교 각 16명) 그룹별 자유채팅

○울산광역시와 니가타시는 코로나19

(메신저 실시간 통역 지원으로 한국어,

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 지방

일본어 사용)   

정부의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플랫폼

○합천군은 코로나19로 교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적극적

이라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으로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일회성 교류로 끝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점에서 의의가 큼

채팅이라는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3) 경상남도 합천군 : 미래 세대의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의 기반을 다져가다
○경상남도 합천군과 가가와현 미토요시는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등 폭넓은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음
○그 중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꼽는 것은 <합천군-미토요시 중학생 교류>임
○코로나19 이전에는 중학생들이 상대 지방정부를 방문하면서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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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협력도시체결 이후 매년 문화예술, 등

소속

한국과 일본 지방정부는 보다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해 양국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가 적지 않다. 설치된 해외사무소는 소속 지방
정부를 위해 한국 또는 일본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다.

연락처

강원도 일본본부
(강원도)

도쿄 신주쿠구 요츠야

03-6256-0956

광주시 도쿄사무소
(광주광역시)

도쿄 치요다구 (코드라 도쿄본부 내)

03-6269-9858

경상북도 도쿄사무소
(경상북도)

도쿄 치요다구 (코드라 도쿄본부 내)

03-6269-9261

경상남도 도쿄사무소
(경상남도)

도쿄 신주쿠구 요츠야

03-3353-3217

대전시 도쿄통상사무소
(대전시경제진흥원)

도쿄 신주쿠구 요츠야

03-6274-8921

부산시 무역사무소
(부산광역시)

오사카시 중앙구(국제 빌딩 20층)

06-6261-3400

사가미하전라남도
오사카통상사업소
(전라남도)

오사카시 중앙구

06-4256-2446

제주도 도쿄통상대표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도쿄 신주쿠구 요츠야

03-6457-71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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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방정부 해외사무소가
궁금해요.

소재지

1) 한국 지방정부의 일본사무소 현황
해외사무소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관광객 유치 또는 경제통상활동 등 특정 분야 업무에 한층 더 주력하기도 한다.  
(1) 해당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우호협력관계에 있는 해당국 지방정부와 교류사업 추진
(2) 소속 지방정부 내 기업의 경제통상활동 지원
(3) 소속 지방정부에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및 지원
(4) 소속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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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지방정부의 한국사무소 현황
키타토호쿠 3현 · 홋카이도 서울 사무소

설치연월일

2002년 11월 19일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본관 505호

홈페이지 URL

홈페이지 : http://www.beautifuljapan.or.k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orthernjapan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omori_akita_iwate_hokkkaido/

전화번호

02-771-6191

사무소명

미야기현 서울사무소

설치연월일

1992년 12월 1일

소재지

서울시 중구 정동길 35, 303호（정동, 두비빌딩）

홈페이지 URL

홈페이지 ： http://miyagi.or.k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miyagiseoul2016/

전화번호

02-725-3978

사무소명

니가타현 서울사무소

설치연월일

1990년 10월

소재지

서울시 중구 정동길 35, 303호（정동, 두비빌딩)

홈페이지 URL

홈페이지 : https://www.niigata.or.kr

전화번호

02-773-3161

사무소명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설치연월일

2007년 ６월 29일

소재지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6층

홈페이지 URL

홈페이지 : https://shizuokaseoul.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oshizuoka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oshizuoka/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oshizuoka/

전화번호

02-777-1835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팩스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

설치연월일

2013년 5월 1일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 17층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내

홈페이지 URL

홈페이지：http://seoul-nagasaki.com/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nagasakione/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agasakione/
블로그：http://blog.naver.com/nagasaki_one
관광 홈페이지：https://www.discover-nagasaki.com/ko

전화번호

02-733-7398

사무소명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설치연월일

2019년 4월

소재지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

홈페이지 URL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okinawaseouloffice0401

전화번호

02-318-6330

beautifuljapan@beautifuljapan.or.kr

miyagi@miyagi.or.kr

팩스

이메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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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사무소명

nagasaki@clair.or.kr

okinawa@okinawaseoul.com

Niigata_ken@niigata.or.kr

02-77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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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명, 지명 표기 원칙

동경인가요?
도쿄인가요?

제 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 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일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근거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에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제정·고시된 것으로, 몇 번의 개정을 걸쳐 문화체육
관광부 고시 제2017-14호에 근거해 외래어를 표기하고 있다.

東京 도쿄, 동경

臺灣 타이완, 대만

京都 교토, 경도

上海 상하이, 상해

黃河 황허, 황하

제 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제 3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

1) 외래어 표기법
(1) 표기의 기본 원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4호)
제 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 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 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 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2) 일본어의 표기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에 근거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제 1항  촉음(促音) [ッ]는 ‘ㅅ’으로 통일해서 적는다.
さっぽろ(札幌) 삿포로

とっとり(鳥取) 돗토리

よっかいち(四日市) 욧카이치

제 2항  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한글

가나

きゅうしゅう(九州) 규슈
とうきょう(東京) 도쿄

にいがた(新潟) 니가타
おおさか(大阪) 오사카

アイウエオ
カキクケコ
サシスセソ
タチツテト
ナニヌネノ
ハヒフヘホ
マミムメモ
ヤイユエヨ
ラリルレロ
ワ (ヰ) ウ (ヱ) ヲ
ン
ガギグゲゴ
ザジズゼゾ
ダヂヅデド
バビブベボ
パピプペポ
キャ キュ キョ

어두
아이
가기
사시
다지
나니
하히
마미
야이
라리
와 (이)
가
자
다
바
파

기
지
지
비
피
갸

어중ㆍ어말

우
구
스
쓰
누
후
무
유
루
우

에오
게고
세소
데도
네노
헤호
메모
에요
레로
(에) 오

구
즈
즈
부
푸
규

게
제
데
베
페
교

고
조
도
보
포

아이
카키
사시
타치
나니
하히
마미
야이
라리
와 (이)
가
자
다
바
파

기
지
지
비
피
캬

우
쿠
스
쓰
누
후
무
유
루
우
ㄴ
구
즈
즈
부
푸
큐

에오
케코
세소
테토
네노
헤호
메모
에요
레로
(에) 오
게
제
데
베
페
쿄

고
조
도
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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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가나

어중ㆍ어말
갸규교
샤슈쇼
자주조
냐뉴뇨
차추초
햐휴효
뱌뷰뵤
퍄퓨표
먀뮤묘
랴류료

일본의 선거가
궁금해요.

선거의 종류

2

•「선거」는 대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국회의원, 도도부현 지사·도도부현 의회 의원.
시구정촌(市区町村)장·시구정촌 의회 의원 등
선택 대상이 정해져 실시되는 선거
•선거를 행하는 이유(선거 사유)인 임기만료,
의회해산, 의원 결원 등으로 실시되는 선거

1. 중의원 의원선거
•총선거는 중의원 의원의 전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
•소선거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같은 날 투표
•총선거는 중의원의회의 임기 만료 (4년)에 의한 것과 중의원 해산으로 실시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중의원 의원의 정수 : 465명 (소선거구 선출 : 289, 비례대표 선출 : 176)
2.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참의원 의원의 50%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참의원은 임기 6년이며 해산이 없음
•참의원 의원의 절반은 3년마다 선거로 바뀜
•참의원의 정수 : 248명 (비례대표 선출:100, 선거구 선출:148)
※ <돗토리현·시마네현> <도쿠시마현·고치현>은 2개현을 1개 선거구로 지정

3. 일반선거(지방선거)
[일반선거(지방의회)]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의 의회 의원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
•임기 만료 (4년)뿐만 아니라 의회의 해산 등에 따라 의원
또는 당선인 모두가 없어지는 경우도 포함

[지방 공공단체의 장 선거]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임기 만료

(4년) 외, 주민의 직접청구(리콜)에 따른 해직이나, 불신임
의결에 의한 실직, 사망, 퇴직, 피선거권의 상실에 의한 경우
에도 실시
[설치선거]

•새로운 지방공공단체가 설립된 경우, 그 의회의 의원과 장을
선택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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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2단계

ギャ ギュ ギョ
シャ シュ ショ
ジャ ジュ ジョ
ニャ ニュ ニョ
チャ チュ チョ
ヒャ ヒュ ヒョ
ビャ ビュ ビョ
ピャ ピュ ピョ
ミャ ミュ ミョ
リャ リュ リョ

한글

어두
갸규교
샤슈쇼
자주조
냐뉴뇨
자주조
햐휴효
뱌뷰뵤
퍄퓨표
먀뮤묘
랴류료

교류현장
※ 통일지방선거
지방 공공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의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통일 지방 선거
라고 한다. 유권자의 선거 의식을 높이고, 선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1947년
부터 지금까지 4년마다 실시되어 왔다.

4. 특별선거(국정/지방선거)
재선거1)

•선거가 실시되어도 필요한 수만큼의 당선인이 정해지지 않거나, 투표일 후
당선자의 사망, 당선의 무효가 있을 경우 등, 게다가 조기당선2) 등의 이유

3. 한일 교류 현장

로, 당선인이 더욱 부족할 경우에 실시되는 선거이다. 한 명이라도 부족한
경우와 부족 인원이 일정 수에 도달했을 때 실시된다.
3)

보궐선거

•선거의 당선인이 의원이 된 후에 사망, 퇴직 또는 조기 당선으로 의원의 정
수가 부족한 경우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선거란, 해당자가 이미 의원인지

2. 한일 지방정부간 회의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이미 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 위반 등으로 당

3. 한일 지방정부 교류를 지원하는

선이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국가 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궐 선거는 연 2회, 4월 및 10월의 넷째 주
일요일에 실시
증원선거4) •의원의 임기 중 의원의 정수를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원

선거이다.
※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재선거, 보궐선거 또는 증원선거는 임기 끝나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선거를 실시해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원
수가 정원의 2/3에 미달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 다시 선거하거나 당선인 부족을 메운다.
2) 당선을 앞당길 수 있다.
3) 의원의 부족을 채운다.		
4) 의원의 수를 늘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선거
이 외에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선거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개량구의 임원이나 대표, 수방
(水防)조합의 조합원 선거 등이 있다. 또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투표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함께 이루어진다.

■

1. 한일교류, 현장의 소리

지사나 시구정촌 장의 사망·퇴직
지사나 시구정촌 장이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실시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이시카와현 국제교류과와 정례적으로(가고시마 격년, 이시카와 매년) 교류회의를

한일교류,
현장의 소리

정책교류는 도·현 국제부서가 직접 추진하고 단체교류, 홍보, 체험, 전시 같은 민간
교류는 양 국제교류센터(국제교류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민관
정책과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Q4

지방정부 일본 교류 담당자외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지방행정 현장
에서는 교류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보자


교류하고
있는 일본 지방정부와 추진 중인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
해주세요.
전라북도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모두 20~30년이 되는 지역이라 분야별 다
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오랫동
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고시마현의 경우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를 정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지역 대표 축제인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가고시마현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에 20명
정도 청소년 예술단을 상호 파견하여 지역민과 직접 교류하며 양 지역의 문화를 보여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시카와현은 홈스테이, 학교교류,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

전라북도

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해연도 현지 방문한 학생이 다음해 홈스테이 호스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양 지역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국제협력과 국제행사팀장
송효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5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Q1

언제부터 일본교류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일본 교류업무를 2011년 11월부터 10년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Q2

현재 일본 어느 지역과 교류하고 있나요?
일본 가고시마현(1989.10.30), 이시카와현(2001.9.10.)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Q3

일본 교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전라북도 일본 교류방향은 관·민 동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도는 가고시마

3

가고시마현과 문화예술 교류

이시카와현과 청소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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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하여 양 지역 간 교류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 청소년, 문화 등 분야별

일본과 교류를 할 때 ‘반응이 적고 소극적이다’ 또는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의 교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장기화를 대비하여 작년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구체화된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 유행과 결과에 민감한 우리나라 특성상 사업 시작 1~2년 후 반응이 없거나

그런 가운데 한일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온라인 음악회는 처음 구상단

기대하는 숫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에서부터 걱정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곡을 각각 1곡씩 정한

특히 지자체의경우 교류를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하기가 어려

후 각자 악기로 본인의 파트를 연주해서 곡을 완성, 음악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어떻

운 경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게 완성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연주하는 상대를 배려해서 한 음 한 음 연주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하는 정성 가득한 모습과 줌으로 참가한 연주자들의 상기된 얼굴은 정말 울컥 할 만큼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

서로를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이 현재 양국

이 꾸준히 지속하는 것보다 어렵습

지자체 간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와 기다

것 같아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잊혀

양 지역의 성향에 대한 이해와 서로에

Q6

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전북-가고시마 30주년

일본 교류를 맡아 하면서 보람과

대한 믿음, 그리고 희망하는 교류에 대한 꾸준하고 구체적인 제안이 일본과의 교류에

감동을 느꼈던 것은 참 많았던 것

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데요. 일본 교류담당자이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인
가요?

입장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지자체 일본 교류담당자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들어내는 지역 간 교류가 주는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경제 제재 같은 양 국가간의 문제가 생기면 교류를 추진하는

감동은 그걸 뛰어넘는 것 같아요.

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도 지난 2019년 전까지는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
와 지자체 간 교류를 별개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2019년 경제제재 이후 지자체

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기나 방법을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다행인 것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 중이거나
개척중인 우리 지방정부 담당자
분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내

교류 추진에도 영향이 조금씩 있는게 사실입니다. 가끔 담당자 입장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다행히도 전라북도는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교류부서와 서로

Q7

일본 교류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긴 세월만큼 많은 경험이 있어 사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개최
한 한일 공공외교 온라인 음악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일공공외교 온라인 음악회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람이

Q8

용인 것 같은데요, 인내심과 끈기가

전북 한스타일-이시카와현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일본 교류 담당자는 중간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많죠. 양국 간 교류에 있어 지방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
로 지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예전 같은 활발한 교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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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3

단체 간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3

사세보시와는 행정교류,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문화예술 교류를

국제협력팀 주무관
임경진

한일 교류 현장

파주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Q3

일본 교류 정책 방향에 대해
서 말씀해 주세요.
일본은 선(先)교류 후(後)체결의 원
칙이 강합니다. 한국은 체결을 먼

파주-사세보 홈스테이 줌교류

저 한 후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교
Q1

언제부터 일본교류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저는 2015년 9월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파주시청 국제협력팀에서 일본과의 교류업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전문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오랫동
안 교류업무를 전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교류를 담당하기 전에는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시청에서 한국과 관련된 업무, 관광업무를 약 8년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Q2

즉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일본과 교류를 체결하고 있다면 지속
적인 교류 추진으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를
하려 한다면 상대방의 도시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보고, 분석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류 테마를 찾는 노력이 뒷받
침 되어야 하고 비단 행정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도 활발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화상교류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

현재 일본 어느 지역과 교류하고 있나요?
파주시는 일본의 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노시와는 1996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2005년
10월 20일에 자매도시를 체결하였으며, 사세보시와는 2008년 11월 6일에 국제친선
도시 제휴를 맺고 교류를 시작하여 5년간 활발한 교류 끝에 2013년 11월에 자매
도시로 격상되었습니다. 하다노시와는 행정교류, 청소년 교류, 유소년 축구교류, 민간

2018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 교류 친선시합

류가 유지된 후 자매도시체결을 하는 형태이죠. 그만큼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관계,

2018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 교류 친선시합 개회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교류하고

있는 일본 지방정부와 추진 중인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
해 주세요.
일본과는 행정, 민간에 이르러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서 한 가지를 꼽기는
어렵습니다만, 양 도시의 많은 시민에게 자매도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던 예술단
상호파견 사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0년부터 파주시와 사세보시는 양 도시 대

요사코이축제(파주시 사물놀이예술단 파견)

파주-사세보 직원간 교류(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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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축제에 대표단과 더불어 예술공

가면서 시대에 맞는 지속적인 교류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

연단을 상호 파견을 해오고 있습니

이후에 청소년 온라인 홈스테이교류, 대학생 언어·문화 온라인교류, 직원 간 온라인

다. 특히 저도 추진하는 입장에서

행정교류, 유치원 간 작품교류(영상교류 포함)를 기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년 파주 장단콩 축제인데요, 그 때

Q6

는 전년도 사세보시 요사코이 대상

파주-사세보 직원 간 교류

팀 멤버 약 40명이 내방하여, 개막

일본과의 교류에서 가장 어려운 건, 한일 국가 간 상황으로 인해 지자체 교류에도

식 축하공연을 포함한 2번의 성대

영향이 있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냉랭

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해지면서 홈스테이 파견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학부모님들과
참가자들에게 연락을 드려 관계를 이어 나갔고, 최종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파주시민들에게 파워와 흥이 넘치는 일본의 전통 마츠리 퍼포먼스 요사코이를 선보

홈스테이로 대체된 아쉬움 속에서도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면서

일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그 해 내방한 요사코이팀은 사세보시청 직원들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로 이루어진 팀이었기에, 시민교류뿐 아니라 저녁 만찬 때는 직원교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끼 있는 직원들을 공개

Q7

모집하여 파주시 VS 사세보 장기자랑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세보시 요사
코이 팀들이 빅뱅, 트와이스, SMAP의 노래와 춤을 선보였고, 파주시 직원들은

과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인 것 같습니다. 하다노시에

친선 화합의 밤이었습니다. 제가 기획

는 행정연수로 온 파주시가 너무 좋아져 개인적으로 파주시 여행을 오기 위해 계모

하면서도 정말 재미있게 진행했고,

임을 하는 그룹이 생겼고, 2015년

현재까지 직원 간의 교류로 이어지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에 참여했

고 있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또한,

던 학생이 하다노시 근교 대학교로

파주시의 태권도팀과 사물놀이 전통

진학을 하여 현재 하다노시 민간 교

예술단 등을 사세보시에 파견하여

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세보시 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식을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1파주-사세보 대학생 간 온라인교류

이렇게 양 도시의 가교역할을 해 줄

고 있습니다.
Q5

일본 교류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일본 교류 담당자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파주시와 일본의 자매도시에 대해 관심

SG워너비, 색소폰 연주 등을 선보이는 등 양 시 직원들의 끼와 흥을 느낄 수 있던

알리고 파주시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은 무엇
인가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요?
일본과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입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상호방문이 어렵지만, 실무진 선에서는 꾸준한 연락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늘어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8

파주-하다노 시민교류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지방정부 담당자분들
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본과 처음 교류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교류의 목적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국제교류의 시작이 자치단체 장에 의해 시작된 경우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며, 온라인교류로 대체 가능한 교류들은 발 빠르게 대응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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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현장

즐기면서 진행했던 사례가 2017

3

전라북도의 교류도시 가고시마현

알아보기

3
한일 교류 현장

위치 : 일본 규슈 최남단에 위치
인구 : 1,576,903명(2021년 11월 1일 기준)
도시특징
•가고시마 신궁(鹿兒島神宮)에서 유래된 도시 이름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

파주-하다노 청소년 영어캠프

•세계자연유산인 다쿠섬을 비롯한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과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 및 전자관련산업의 발달

대부분이고, 아직도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향후 국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제교류는 지역특성과 독자성을 살려, 지역의 인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협동의 형

경제

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유수의 농업지대를 보유, 풍부한 농림수산물을
산출로 이를 활용한 식품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일본의

그러기 위해서는 관보다는 민이 더 활발히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이 서포트
역할과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처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 가고시마시 전경

식량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번 시작한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인수인계와 자매도시와의 꾸준한 정보 교환이 요구됩니다.     

파주시의 교류도시 사세보시

알아보기

위치 : 규슈 지방 북서단에 있는 나가사키 현의 북쪽인
기타마쓰우라 반도에 위치
인구 : 239,628명(2021년 12월 1일 기준)
도시특징
•지리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산지에 세워진 도시
•나가사키현에서 나가사키시 다음으로 큰 도시
•규슈 최대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로 유명한 관광도시
•해상 방위의 중요 지역으로 발전
경제
•조선업과 중공업이 중심
•해군기지 인근에는 사세보중공업 조선소가 있으며 일본
▲ 사세보항의 모습

해상자위대의 기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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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양국 협의를 통해 선정

한국과 일본 지방정부는 일대일 개별 교류도 활발히 추진 중이지만,
양국 특정 지방정부만 참가하는 회의체도 조직하여 다양한 교류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류협력 활성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수 목적을 중심으로 공동이익 관계에 있는 양국
지방정부 간 조직된 회의체도 있다.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전

개최국 도착

한일지사회의 본회의 (1부)
10:00~12:00

행정시찰

오후

대통령/총리 면담

한일지사회의 본회의 (2부)
14:00~17:00

귀국

만찬

환영만찬

기념만찬
(협의회장/지사회장 주최)

[ 개최 이력 ]
구분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석인원(명)

제1회

’99.11.08(월)～11.12(금)

일본 동경

9 (한3, 일6)

제2회

’02.11.16(토)～11.19(화)

한국 서울

14 (한8, 일6)

제3회

’04.09.01(수)～09.04(토)

일본 동경

14 (한5, 일9)

1) 지방행정 분야

제4회

’08.04.09(수)～04.11(금)

한국 서울

10 (한3, 일7)

(1) 한일지사회의

제5회

’15.01.29(목)～01.31(토)

일본 동경

13 (한6, 일7)

[ 창립 배경 ]

제6회

’17.11.02(목)～11.04(토)

한국 부산

12 (한6, 일6)

○’98. 2월 : 김대중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전국지사회장이 한일 시도지사간
교류 제안
○’99. 1월 : 우리나라의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증진

한일 교류 현장

2

한일 지방정부간 회의체
무엇이 있을까요?

3

○주요일정

※개최 연기
2000~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2006년            독도 영유권 문제 및 일본총리 야스쿠니 참배 관련
2010~2014년   역사교과서 및 독도문제 등

및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창립
[ 회의 개요 ]
○목적

(2)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 회의 개요 ]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도모

○개최주기 : 매년(3개국 순환)

•양국 지방자치발전 및 상호 이해와 친선 도모

○주최 : 개최국 대표기관, 개최도시

○개최시기 : 격년제 회의개최 원칙(개최국이 상대국 초청)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개최장소 : 개최국 수도 등

○주제 : 3개국 협의를 통해 주제 및 부제(2~3개) 선정 예정

○대상 : 한일 64개 시도지사

○참가 : 약 500여 명

•한국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7개 광역 시도지사  

•한ㆍ중ㆍ일 3개국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및 지방공무원

•일본 : 일본 전국지사회 47개 도도부현지사

•한ㆍ중ㆍ일 3개국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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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한국 구미시

인문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일 교류 활성화

’15(17회)

중국 이우시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 및 도시 국제화 발전

•한ㆍ중ㆍ일 지방행정 관련 우수시책 사례발표 및 공유

’16(18회) 일본 오카야마시 지방정부 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방의 활성화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홍보부스 및 교류의 광장 운영
•개최도시 우수 지방행정 우수사례현장 시찰
날짜

주요일정

1일차

참가자 등록, 개회식 및 환영리셉션

2일차

○본회의 ·기조강연 (지방행정 관련 일본 저명인사)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3개국 지자체 단체장ㆍ부단체장)
            ·리더스포럼
○부대행사 : 교류의 광장 및 지자체 홍보부스 운영
○폐회식 및 환송리셉션

3일차

’17(19회)

한국 울산시

3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방안 모색

’18(20회)

중국 카이펑시

협력상생의 동북아 지역운명공동체 건설

’19(21회)

일본 에히메현

동북아 지방정부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력 창조

’21(22회) 한국(온/오프라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하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노력

2) 경제교류 분야
(1)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주관 :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  

개최지 산업ㆍ관광ㆍ문화 현장 시찰

○목적 :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 개최 이력 ]

2001년에 최초 개최

연도

개최지

주제

’99(1회)

한국 서울시

한·중·일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00(2회)

중국 북경시

새천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 전망

’01(3회)

일본 동경도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새로운 존립방안

’02(4회)

한국 서울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통한 지방의 공동발전

’03(5회)

중국 무석시

지방정부 국제교류와 지역경제활성화

’04(6회)

일본 니가타현

’05(7회)

한국 강원도

’06(8회)

중국 하얼빈시

’07(9회)

일본 나라현

’08(10회)

한국 전라남도

’09(11회)

중국 장춘시

한·중·일 상호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정책
동북아지역 공동발전과 한·중·일 지방정부의 역할
동북아시아의 화합을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실현
동북아시아의 교류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활성화에 의한 발전방안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 공동발전 추진

’10(12회) 일본 나가사키현 지역간 협력 추진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
’11(13회)

한국 전라북도

’12(14회)

중국 운남성

’13(15회)

일본 도야먀시

지역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시책과 동북아시아의 상호 발전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일       시 : ’21.11.16(화)
•행사 주제 :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
•운영 방식 : 한중일 3국 간 온라인 연결 방식
•주요 내용 : ➊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➋환경·에너지, ➌지역 간 교류 등 분야
별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진행
•참  석  자 : (韓)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영상 축사), (日) 고토 유조 큐슈경산
국장, (中)루오샤오메이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 기업인, 지자체 관계자
등 약 300명
•참여 지역 : (韓)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日)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후쿠오카시, 구마모토
시, (中)장쑤성, 광둥성, 산둥성, 허베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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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회)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협력 방안 논의(주제발표)

[ 환황해 경제 기술 교류회의 참가 지역 ]

(2)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3

○목적 : 한일 호쿠리쿠 지역 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 확대(2001년 처음 개최)
•한국 동해안 4개(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과 일본 호쿠리쿠(北陸)
3개(이시카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공유 공동가치 창조
경기

강원

인천

라오닝성

베이징

충북

텐진시

충남•대전

허베이성
산둥성

전북

울산
부산•경남

장쑤성

[제19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요]

대구•경북

•일       시 : ’18.8.27(월)
•행사 장소 : 일본 후쿠이현 국제교류회관

광주•전남
상하이시

•행사 주제 : 한일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지역 간 연계
•참  석  자 : 산업부(한) 중부경제산업국(일), 지자체 관계자, 기업 등 총 148명
•주요 내용
일본

➊ 회     의

후쿠오카현

–산 업 정 책 : 지역경제·산업현황 지역활성화 정책
기타규슈시

후쿠오카시
사가현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나가사카현

오이타현

–지역간연계 : 혁신 글로벌을 키워드로 각 지역 특색·개발시책 공유
➋ 투자유치 : 대구 투자기업인 니카화학에서 대구공장 증설에 200억 투자

구마모토시

발표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행복도랭킹 : 행복도 랭킹으로 본 호쿠리쿠 3현의 특징, 정책적 활용
방안 논의

➌ 상 담 회 : 호쿠리쿠현의 셰어 기업과의 비즈니스 개별매칭, 안경산업 간
교류 등으로 일본시장 개척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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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3) 한일 해협연안 8개 시·도·현 회의  
○목적 : 해 협연안에 접한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현안 대응 및 교류협력 활성화           
○참석
•한국(4) :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한ㆍ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에 도전하세요!!

한일 교류 현장

1992년에 처음 개최

가슴 따뜻해지는 한일 교류의 경험을 했다면,

•일본(4) :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2021 제29회 한일해협연안 8개 시ㆍ 도ㆍ 현 회의]
•일       시 : ’21.12.23(화)
•행사 방식 : 화상회의  
•참  석  자 : 한일해협연안 8개 시ㆍ도ㆍ현의 지사, 시장
•주요 내용
–공통현안인 지방회생 관련 주제발표와 도시재생사업, 매력적인 마을 사례 공유
–도시재생 성공적 경험 확산을 위한 전문가·공무원 교류 협의

외교부는 2020년부터 한일 양국 국민들 간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한ㆍ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공
모전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민
간교류 확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2020년에 처음
시행되어, 선정된 미담사례가 양국 언론에도 소개되
기도 했다.
참가 주제는 생활 속에서 한일 우호관계 발전에 기
여한 민간 활동, 한일 간의 따뜻한 교류 경험이다.
모든 출품내용은 출품자 또는 출품자 지인의 실제
경험이자 활동사례여야 한다. 참가 대상은 한일 우
호관계에 기여한 경험과 활동이 있거나, 그러한 지
인을 직접 알고 소개할 수 있는 한일 양국의 연령
불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ㆍ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공모전
운영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
krjp-ourstory.com)
2021년 공모전에서는 ▲일본 내 조선통신사 여로
를 따라 <21세기 조선통신사, 바둑으로 통하다>라는
행사를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일본의 바둑애호
가, ▲한일 교직원 교류를 통해 만나 초등학교 간 교
류 행사를 진행하는 한일 교사, ▲경남지역 초등학
교에서 일본요리 수업을 진행하는 일본인 강사 등의
이야기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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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지방정부와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싶다면, 우선 한중일 지방정부교류

3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교류의 광장 참가
•교류의 광장 : 기존에 교류 지방정부 간의 사업협의를 위한 만남도 이루어지나,
그동안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지방정부 간의 상견례도 이루어져
새로운 교류의 계기가 마련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한일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 간 교류 사업은 물론, 다자간 교류
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교류
와 관련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사업과 이용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3) 일본

지방정부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면, 우선 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사업
참가부터
○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사업(K2H프로그램) :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자매ㆍ우호
교류관계에 있는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 한국의 지방행정, 역사, 문화 등의
연수를 통해  양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 및 지한(知韓), 친한(親韓)인사 양성 도모
•기간 : 매년 4월~10월(6개월)
•인원 : 60명 이내
※ 30개국 869명 참가(1999~2021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운영 중단)

[ 한일 지방정부 교류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1) 일본과의 교류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해외업무 24시로
○해외업무24 : <번역>,

<국제교류>, <해외연수>, <해외정보>, <일반문의>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통합 관장·처리하는 온라인 창구로, 처리과정과 처리
결과도 실시간 확인 가능

•내용 : 사전교육, 지자체 파견 행정연수, 중간워크숍, 연수성과 발표회 및 수료식,
지자체 국제행사 초청 등
•비용부담
–협 의 회 : 사전교육비, 의료ㆍ상해 보험비, 연수활동비(400천원/월)
–자치단체 : 숙소제공, 관리비 등 공과금, 연수활동비(400천원/월)  

(4) 일본 현지 상황이 궁금하거나, 현지에서의 지원을 의논하고 싶다면 협의회 일본사무소로
○일본사무소(주일본한국대사관 내 위치)

[ 해외업무24 업무 처리 과정 ]

•인원 : 3명

•주소 : 〒106-0047 日本國東京都港区南麻布1-2-5 駐日韓国大使館

신청

접수대기

부서지정

담당지정

중간답변

최종답변

접수즉시

확인즉시

확인즉시

24시간 내

3

•문의 : +81-3-6400-0637~39

※ 업무 요청 시에는 <해외업무 24> 또는 공문, 유선 연락 가능  

※ 접수 후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중간답변으로 처리계획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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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방정부 교류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 참가부터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 근거
「지방자치법」 에 마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업무 추진 시, 관련 법률 부재에
따른 사무수행 제안 요인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조항 신설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 9일
제 21대 국회 본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조항이 신설되었다

4.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1.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신설조항 1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7호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신설조항 2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
제교류·협력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
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
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조항 3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
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조항 4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
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빈집 유통의 과제 해결하기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주위의 말에 따른 영향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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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유통의 과제 : 소유자의 문제 미루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소유자의 조기
결단과 주변과의 이해 필요
•빈집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
•후
 루사포 LINE 공식 계정을 생성 : 빈집 소

「고향 활성화 대회」는 총무성에서 전국 각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단체, 개인을 표창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의 의욕을
제고시키고 보다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고향 활성화 대회」에서 시상 받은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만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유자 뿐만 아닌 앞으로 빈집을 소유하게 될
이른바 ‘빈집 예비군’을 중심으로 친구등록
을 받음   
•타임라인에 ‘빈집 예방 365’라는 제목으로
실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조언 제공
○온라인상에서 순조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구축
•2
 018년 11월의 빈집 매칭 투어에서 7건

1) 단체표창 : 후쿠이현(福井県) 미하마초(美浜町)
(1) 빈집 활용의 노하우 제공 : 전국 지자체에 LINE 서비스 전개
○인구 9,282명, 3,689세대(2019.1월 기준)의 작은 마을인 후쿠이현 미하마초의 실제
사례로 ‘후루사토 후쿠이 서포트 센터’ (후루사포)의 활동 거점임
○빈집정보 뱅크, 통칭 ‘빈집뱅크’의 등록수는 거의 없었으나 실제로 방치된 빈집이

중 6건의 신규 물건을 소개하는 성과 기록
○전국 지자체가 이용하는 LINE 서비스 전개
•후
 루사포의 10년 노하우를 ‘빈집대책 for

후루사포 LINE 공식계정으로
빈집 정보 전달

LINE’으로 빈집 소유자 또는 빈집 예비군에게 간편하게 전달하는 유료서비스 제공
○마을의 여러 취락 지역이나 반상회에서 ‘빈집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 기대

다수 있음
○2012년부터 빈집 매칭 투어를 1년에 3회정도 실시 하였으나 주민들의 협조에 어려
움을 겪음

2) 단체표창 : 고치현(高知県) 무로토시(室戸市)
(1) 무로토 바다의 매력 홍보 : 폐교 활용에 공감, 전국구의 지명도
○2018년 4월에 오픈한 ‘무로토 폐교 수족관’
•고치현 무로토시의 수족관으로 2001년부터 아이의 소리가 사라진 초등학교를
수족관으로 수리
•1만 2,000명의 작은 소도시 무로토시는 근처에 대도시도 없고 철도나 고속도로
가 없어 고객 유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누구나 다녔던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점 등이 공감을 불러일으켜 언론 취재 등

빈집 매칭 투어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

직종을 초월한 멤버로 결성된 ‘후루사포’

으로 알려지며 전국구의 지명도를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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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련조합에서 출하하지 않는 생선이나 팔리지 않는 물고기를 받기도 하며
개인어부·낚시꾼들에게서도 직접 채집해 전시를 진행
•모든 전시 생물이 무로토 앞바다의 것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펭귄이나 수달·

•무로토에서 느꼈던 매력이 새롭게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력을
발산하고 전하는 시설로 나아가길 희망

(2) 분수에 맞는 사육과 운영
○작은 규모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시설로 운영
○관람객과 휠체어의 동선을 생각하여 수조의 크기를 제한
•25미터 수영장을 큰 수조로 활용하지만 수심이 얕음
○수조 사이즈로 인해 사육할 수 있는 종과 크기에 제한이 있음
○민감하고 사육이 어려운 종은 무리하여
도전하지 않음
○무로토의 바다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3) 지자체표창 : 미에현(三重県) 이나베시(いなべ市)
(1) 고향세를 활용해 학교에 악기 기부 : 잠자고 있던 음색을 차세대에 이어주다
○미에현 이나베시의 ‘악기 기부 고향세’는 잠자고 있는 악기의 기부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고향세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대응
○전국에 잠자고 있는 쓰이지 않게 된 악기를 기부 받아 악기가 부족한 학교나 음악
단체에 전달
•악기의 종류와 형식번호 등에 의한 1차 평가를 거쳐 현물로 최종 평가

없는 희귀종이 있을 때가 있고 이런 희

•최종 평가액이 기부액이 되어 세금이 공제

귀한 전시를 ‘판매’로 하지 않도록 하는

•평가액을 납득하면 기부는 성립되고 악기는 학교 등으로 전달

태도를 고수하여 희귀 전시를 놓치지 않
25미터 수영장에서 상어가 헤엄치는 모습

4

을 충분히 느낌

으려고 재방문하는 마니아층이 존재함

○악기 기부 고향세에는 답례품이 없는 대신 학생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과 함께 기부 악기를 사용한 연주회에 초대
○‘응원하고 싶은 마을에 기부한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대응

(3) 무로토의 매력을 공유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직종인 수족관 직원 중에서도 무로토의 직원 모집 공고는
전국의 구직자로부터 이력서가 도착하고 있음
○전국에서 학생들도 실습을 위해 방문

(2) 창설의 계기
○이나베 시립 다이안 중학교 취주악부는
만성적인 악기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수족관 근무를 목표로 하고 있거나 졸업·석사·박사 논문의 연구 또는 학예원
실습

○2017년 10월에 시에 취주악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악기 구입 예산확보 의뢰

•전문학교나 대학이 없는 무로토에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음

○한정된 학교 예산 내에서 특정 동아리

•3년 연속 실습 차 방문한 젊은이가

활동에만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어 거절

무로토로 이주 해 어부가 된 사례도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악기를 모으는

있음

시립중학교 제1호 악기 증정식

방법의 검토

•최근 또 한 명의 수족관 실습생이

○2016년도부터 악기 기부 실적이 있는 지바현 마츠도시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무로토에서 어부가 되기 위한 선택

‘악기의 기부’와 ‘고향세’를 조합한 제도를 발안

지를 고심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도 실습생 때

어선에서 고기잡이를 견학하는 수족관 실습생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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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등은 전시를 하지 않음

에 탔던 고기잡이의 광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며 바다의 매력

(3) 공감을 부른 고향세

○이코마 시민 파워는 지역의 전력회사로서 착실히 공급처를 확대

○2018. 10. 10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기부 접수를 개시

4

•2020년 9월 가정에 대한 공급 개시   
•2019년에는 연간 약 4.4억엔의 매출을 올림

•통상 고향세의 응원 메시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에 비하여, 이 사례는 약

•지역경제 고부가가치와 함께 향후 사업의 지속·확대로 더욱 큰 효과를 기대

60%의 응원 메시지를 받고 공감을 일으킴
○기부자뿐만이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자체에게 많은 공감대가 확산

•전원(電源)에 대해서 지역의 태양광 발전 등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
○일반사단법인 시민 에너지 이코마 : 동 회사의 출자단체로 100% 시민 출자로    

•2020. 12월 말 시점에 16개 시정이 이 제도에 참가
○2020년까지 기부자를 초대한 연주회를 6회 실시, 20명이 넘는 출석자 참석
•인근 아이치현과 시가현, 멀리 사이타마현에서도 참여
○학생의 편지에 답장하여 학교와 기부
자 사이에서도 교류를 시작
○악기 기부 고향세로 ‘악기가 부족한’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부자와 그 가족이 가진 악기에 대한
추억을 차세대로 이어가는 새로운 기부
문화 양성

전용 홈페이지

4) 지자체표창 : 나라현(奈良県) 이코마시(生駒市)
(1) 지자체 신(新) 전력으로 자금순환 촉진 : 지역과제 해결, 시민활약의 활용으로
○나라현 이코마시 : 대도시

근교 주택도시로 시민의 높은 참여의식을 활용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함

설치·운영
•태양광 발전 등의 전력에 가세
•2019년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의 전력 조달을 개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은 약 10%로 향상
○이코마 시에 민간주도 비(非)FIT (고정가격매입제도) 바이오매스 발전소 신설 계획
•실현 시 이코마 시민 파워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은 약 40%로 향상될 전망
•전력의 지역생산, 지역소비가 진행되는 데 따른 복원력 및 재해 대응력 향상에
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3) ‘100개의 복합형 커뮤니티 조성’과 연계
○이 코마 시민 파워의 전력 소매사업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 없이 커뮤니티
서비스로 지역에 환원
•2019년 1월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등하교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
•1학년 신입생에게 1학기 이용료를

•2014년 3월 환경 시범도시 선정

보조하는 서비스를 지속함으로써

•2019년 7월에는 SDGs 미래도시로 선정

지역의 안전 안심에 공헌

○중심이 되는 시책으로 지자체 신 전력 ‘이코마 시민파워 주식회사(이코마 시민
파워)’에 의한 대응을 추진

100개의 복합형 커뮤니티

○이코마시는 마을조성 핵심 시책
•자치회관 등의 지역 거점 내 이동 판매, 불용품의 교환·공유, 자원 쓰레기의

•2017년 7월 설립 이래 착실하게 사업을 확대

회수·리사이클, 건강 만들기와 같은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100개의 복합

•이코마 시민 파워 중장기 계획 2021 : 2017년 11월에 수립한 계획으로 전력

형 커뮤니티 조성’을 추진

사업의 안정 수익을 기반으로 지역과제 해결과 시민이 활약 하는 ‘마을 조성
회사’를 목표로 함
(2) 전력공급의 확대·재생 가능 에너지 전원 획득
○지자체 신 전력의 주된 의의 : 지역 내 자금순환에 의한 경제효과

•커뮤니티 조성을 하여 이코마 시민 파워와도 연계
○지역 커뮤니티 강화
•이코마시의 지형은 언덕이 많아 고령화와 함께 자동차 운전이 곤란한 사람이 많음
•도보권이 편리한 생활 거점을 정비하는 근본적인 이동 지원을 하는 대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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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동 월말까지 99건의 신청이 있었고, 그중 32건의 기부가 성립

(4) 이코마 시민 파워의 목표와 전망

일본 고향세, 기부액 7조원 육박 ‘성공 정착’
농촌 지자체 회생 ‘균형 발전'

○이코마 시민 파워의 목표    
•전기요금의 가격 설정뿐만 아니라 환경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가치가 높은 전력을 공급

4

•지역에 수익 환원하는 전력회사로 인지
•마을 조성력과 환경 가치로 널리 시민
에게 선택받는 전력회사로 자리매김

민공동발전소 4호기 (시민 에너지 이코마)

○이코마 시민 파워의 새로운 전망
•시민 참여의 장을 만드는 ‘마을 조성 회사’로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연계

2021년 10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통과된 뒤
고향세의 원조인 일본에 주목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일본은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
화 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향세(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답례품 과열 경쟁 등 각종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2020년 고향세
기부액이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고향세, 어떻게 도입됐나
일본의 고향세 논의는 한 신문의 칼럼을 통해 점화됐다. 2006년 <일본경제신문>의 ‘지방을
다시 보는 고향세안’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정치인 등을 통해 거론되며 고향세 논의가 활발
해졌다. 특히 당시 후쿠이현 지사(知事)였던 니시카와 가즈미씨 등이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
갔다. 고향세를 통해 세수가 감소하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가 회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07년 6월 총무성은 ‘고향세 연구회’를 설치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시
총무상(총무성 장관)은 얼마 전 사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다. 그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
가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부터 논의해온 중요한 문제”라며 고향세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일부 대도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신중론이 제기됐으나, 중앙정부와
의회가 대부분 찬성하며 고향세 법안이 빠르게 통과됐다. 고향세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방
세법 등이 개정된 직후인 2008년 5월부터다.
일본의 고향세 시스템
고향세라고 흔히 부르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고향세는 어디까지나 기부금
이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인연 있는 지역,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 등을 골라 기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기부액에서 일정 금액(2,000엔)을 제외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해주기에 실질적으로 주민세를 다른 지자체에 내는 효과가 있어 세금처럼 여겨진다.
기부방식은 간단하다. 우선 일본의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기부를 하고 싶은 곳을 고른다.
여러 곳이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얼마를 기부할 것인지 정해 ‘후루사토 초이스’나 ‘사토후루’
와 같은 고향세 납부 종합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기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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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답례품을 함께 선택하
는 게 일반적이다. 답례품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생산되
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이 있어 대부분의 농산어촌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한다.

부록

고향세 제도가 만들어질 땐 답례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탓에 지자체간 답례품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2019년부터는 답례품 가액의 상한을 기부액의 30%로 제한
하고 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일부를 답례품을 보내는 농가에 지급하고, 농가

부록1. 일본 국가 개황

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발송한다.

부록2. 일본 연호-서기 환산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수월해졌다. 이전엔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자가 직접 자신이 거주

부록3. 일본의 공휴일

하는 지자체에 확정신고를 해야 했지만, 2015년 ‘고향세 원스톱 특례제도’가 생겨 확정신고

부록4. 주일대한민국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목록

불요 급여소득자(연수입 2,000만엔 이하의 급여생활자 또는 연수입 400만엔 이하의 연금
수급자 등)가 5개 이하의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세에 대해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늘어나는 고향세 기부액 제도 정착
운영시스템이 점차 진화하고 안정화되자 일본의 고향세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엔 72억 5,995만엔(약 753억원)이었던 기부금이 10년 뒤인 2018년엔 5,127억
633만엔(약 5조 3,232억원)으로 70배나 늘어났다. 2019년엔 답례품 가액 상한 조정의
영향으로 기부액수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엔 전년 대비 38% 성장을 이뤄 6,724억
8,955만엔(약 6조 9,821억원)을 기록했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식품 소비에도 효과
일본 내에서 고향세 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특산
품을 재배·판매하면서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과 해당 지자체에 매
우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고향세로 세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
장 제도를 정비하거나, 답례품 생산자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인용출처


농민신문
[일본 고향세] 기부액 7조원 육박 ‘성공 정착’…농촌 지자체 회생 ‘균형 발전’
(2021.10.21 김다정 기자)

부록5. KOTRA 일본지역본부 목록

부록 1

일본 국가 개황
경제현황

국명 日本國 (JAPAN)

화폐단위 엔(円·yen)

위치 동북아시아

GDP 5조 818억불(2019, WorldBank)

면적  약 37.8만㎢(한반도의 약 1.7배)

•1인당 GDP : 4만 247불(2019, WorldBank)

인구  1억 2,626만명(2019, WorldBank)

외환보유액  1조 3,121억불(2020, 日재무성)

수도 東京(Tokyo)

경제성장률  -4.8(2020, 日총무성)

행정구역  1都 1道 2府 43縣(총 47개)

실업률  2.8%(2020, 日총무성)

종교  신도(Shintoism), 불교, 기독교 등

물가상승률  -0.2%(2020, 日총무성)
총교역량  1조 2,731억불(2020, JETRO)
•수출 : 6,400억불, 수입 : 6,331억불

정치현황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일본 방위현황(2020년 일본방위백서)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 비중은 2위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3위

정책기조  ‘대화와 압력’의 일관된 방침에 따

체류자수
•재일조선인 : 27,695명(2020년 6월, 日법무성)
•한국체류 일본인 : 26,515명(2020, 법무부)

•2006.02 북경 일·북협의

•2008.04 대통령, 일본 공식실무방문

•2007.03/09 일·북관계 정상화 WG회의

•2008.07 대통령, G8 계기 방일(삿포로)

•2008.06/08 제1·2차 공식실무협의

•2008.12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방

•2012.11 일·북 정부간 회담 재개

일(후쿠오카)

•2
 014.03/05/07 일·북정부간(국장급)협의

•2009.01 아소 총리, 공식실무방한

•2
 014.07 북측의 납치자문제 재조사 개시에

•2009.06 대통령, 일본 실무방문

•육상자위대 : 150,777명/138,060명

•2010.05 하토야마 총리, 한일중 정상회의

의회구성  양원제(참의원 / 중의원)

•해상자위대 : 45,356명/42,850명

주요 정당

•항공자위대 : 46,923명/42,828명

•2010.11 칸 총리, G20 계기 방한

•연립여당 : 자민당+공명당

•통합막료감부 등 : 4,098명/3,704명

•2010.11 대통령, APEC 계기 방일(요코하마)

•야당 :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방위관계비  5조 3,133억엔 (미군재편경비 포함)

•2011.05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방

•2020.09.16. 스가 내각 출범
•2021.10.04. 기시다 내각 출범

해제
•2
 016.02 북한핵·미사일 발사 관련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2
 016.12 북한핵·미사일 발사 관련 추가
독자제재 조치 발표
•2
 017.07/08/11/12 북한핵·미사일 발사 관
련 추가 독자제재 조치

•2011.10 노다 총리, 실무방한

•2014.12.24.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2019.09.11. 제4차 아베 2차 개조내각 출범

계기 방한(제주)

따라 일측 독자적 대북제재 일부

일(도쿄)

최근 정국동향

•2018.10.02. 제4차 아베 개조내각 출범

•1991.01~2002.10 총12회 수교회담
•2002.09/2004.05 고이즈미 총리 방북

총리대신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

•2017.11.01. 제4차 아베 내각 출범

최근현황

•2008.02 후쿠다 총리, 취임식 계기 방한

•2009.10 하토야마 총리, 실무방한

•2017.08.03. 제3차 아베 3차 개조내각 출범

추진

최근 정상간 상호방문 현황

자위대  총 247,154명(정원)/227,422(현원)

•2016.08.03. 제3차 아베 2차 개조내각 출범

라,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

•재일한국인 : 435,459명(2020년 6월, 日법무성)

국가원수  나루히토 천황

•2015.10.07. 제3차 아베 개조내각 출범

북한과의 관계(미수교)

우리와의 관계(1965년 수교)
2020년 교역  對日수출액 250.9억불
                  對日수입액 460.3억불
•일본은 우리의 제3위 교역국
•우리는 일본의 제3위 교역국
2020년 투자  對日 투자액 16.1억불
                  對韓 투자액 7.3억불
2020년 인적교류  訪韓 일본인 43.1만명
                       訪日 한국인 48.8만명

•2011.12 대통령, 일본 실무방문(교토)
•2012.03 노다 총리,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방한
•2
 015.11 아베 총리,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발표
•2
 018.09 유 엔총회계기 일·북 외교장관
회담
•2
 021.04 북한핵·미사일 발사 관련 추가
독자 제재 2년 추가 연장 발표

방한
•2
 018.02 아베 총리,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
(평창)
•2
 018.05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방일
(도쿄)
•2019.06 대통령, G20 계기 방일(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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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부록•

일반사항

일본 연호-서기 환산표

부록 2

부록 3

서기

연호

서기

연호

서기

연호

서기

연호

서기

1868

31

1898

3

1928

37

1962

4

1992

2

1869

32

1899

4

1929

38

1963

5

1993

3

1870

33

1900

5

1930

39

1964

6

1994

4

1871

34

1901

6

1931

40

1965

7

1995

5

1872

35

1902

7

1932

41

1966

8

1996

6

1873

36

1903

8

1933

42

1967

9

1997

7

1874

37

1904

9

1934

43

1968

10

1998

8

1875

38

1905

10

1935

44

1969

11

1999

9

1876

39

1906

11

1936

45

1970

12

2000

10

1877

40

1907

12

1937

46

1971

13

2001

11

1878

41

1908

13

1938

47

1972

14

2002

12

1879

42

1909

14

1939

48

1973

15

2003

13

1880

43

1910

15

1940

49

1974

16

2004

14

1881

44

1911

16

1941

50

1975

17

2005

15

1882

大正1

1912

17

1942

51

1976

18

2006

16

1883

2

1913

18

1943

52

1977

19

2007

17

1884

3

1914

19

1944

53

1978

20

2008

18

1885

4

1915

20

1945

54

1979

21

2009

19

1886

5

1916

21

1946

55

1980

22

2010

20

1887

6

1917

22

1947

56

1981

23

2011

21

1888

7

1918

23

1948

57

1982

24

2012

22

1889

8

1919

24

1949

58

1983

25

2013

23

1890

9

1920

25

1950

59

1984

26

2014

24

1891

10

1921

30

1955

60

1985

27

2015

25

1892

11

1922

31

1956

61

1986

28

2016

26

1893

12

1923

32

1957

62

1987

29

2017

27

1894

13

1924

33

1958

63

1988

30

2018

28

1895

14

1925

34

1959

平成1

1989

令和1

2019

29

1896

昭和1

1926

35

1960

2

1990

2

2020

30

1897

2

1927

36

1961

3

1991

3

2021

월

1월

날짜

공휴일명

1월 1일

원단

1월
둘째 월요일

성인의 날

만20세를 맞이한 청년을 축하하는 날로, 1999년까지는
1월 15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해피먼데이 제도*’에 의해
2000년부터 1월 둘째 월요일로 제정

2월 11일

건국기념일

일본의 건국을 기념하는 공휴일. 단, 일본의 건국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제정

2월 23일

천황*탄생일

일왕 탄생일을 기념하는 공휴일로 새로운 일왕이 즉위할
때마다 날짜가 변경되며 현재의 공휴일은 2019년 5월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제정

춘분

춘분의 날

통상 3월 20일 또는 21일

4월 29일

쇼와의 날

쇼와천황의 탄생일로 당초에는 ‘천황탄생일’이었으나
헤이세이천황 즉위 후 ‘녹색의 날’로 명명되다가 2007년
‘녹색의 날’이 5월 4일로 옮겨지면서 ‘격동의 세월이었던
쇼와시대를 기억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쇼와의 날’로
제정

5월 3일

헌법기념일

일본헌법 시행일을 기념하여 제정

5월 4일

녹색의 날

한국의 ‘식목일’과 같은 개념의 공휴일

5월 5일

어린이 날

2월

3월

4월

5월

7월

7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

설명

설날(양력)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양국가 일본의 번영을 기원한다’
는 취지의 공휴일. 메이지천황이 1876년 종래의 군함이
아닌 등대시찰선으로 일본 동북지역을 순회한 후 요코하마
항에 귀항한 날에서 유래되어 당초에는 7월 20일로 제정
하였으나 해피먼데이 제도에 의해 지금의 날짜로 변경.
통상 일본 본토에서는 이 시기 즈음에 각 지역 해수욕장
이 개장
특이한 점은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나라현에서는 이 날을
‘나라현 산의 날, 강의 날’이라고 명명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연호 읽는 법 : 明治-메이지, 大正-다이쇼, 昭和-쇼와, 平成-헤이세이, 令和-레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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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明治1

일본의 공휴일

8월

산의 날

9월 셋째 월요일

경로의 날

추분

추분의 날

관공서 및 기업들의 중요 업무도 이 기간을 피하게 되며 많은 일본인이 국내 또는 해외여행
을 떠나 여행 성수기로 인식되기도 한다.

‘산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취지의 공휴일

(3) 오봉(8월 중순)
양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지내는 일본의 명절로 우리의 추석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기간을 오봉연휴로 간주되며, 많은 일본인이 귀성길에 오른다.
다만, 이 기간은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서 등의 업무가 중지되지는 않으나
관습적으로 이 기간에 휴가를 내고 귀성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 업무연락
등은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9월

10월

10월 둘째 월요일

스포츠의 날

11월 3일

문화의 날

11월 23일

근로감사의 날

11월

통상 9월 22일 또는 23일
당초에는 1964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개최된 10월 10일
(월요일)을 기념하여 ‘체육의 날’로 제정하였으나 해피먼
데이 제도에 의해 2000년부터 지금의 날짜로 변경되었다.
2020년 그 명칭을 ‘스포츠의 날’로 수정하였으며 외래어
로 표기하는 첫 번째 공휴일이 되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장려한다’는 취지의 공휴일.
1946년 일본헌법이 공표된 날을 기념하여 1948년 ‘문화의
날’로 제정되었으나 메이지천황의 탄생일을 훗날 공휴일로
제정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 대체휴일
• 일본에서 후리카에큐지쓰(振替休日)라고 불리는 대체휴일은 아래 규칙을 따른다.

(1)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이어지는 평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
(2)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끼인 평일은 대체휴일로 정한다.
이 규칙에 의해 몇 년에 한 번 경로의 날과 추분의 날 사이에 끼인 평일을 대체휴일이
되는데, 이를 일컬어 ‘국민의 휴일’이라고 부른다.
■

※ 해피먼데이제도 : 1999년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일본
국민의 여가 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본 공휴일의 일부를 종전의 고정일이 아닌 특정주의 월요일로 이동시키
는 제도이다. 동일 취지의 미국 ‘Uniform Monday Holiday Act’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 해당 공휴일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에 포함되어 있어 ‘천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표기함
■ 연휴
• 법
 으로 정한 상기 공휴일과 달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습적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가 연휴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마다 그 날짜
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1)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본의 관공서는 매년 12월 28일에 종무식을,
매년 1월 4일에 시무식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연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법정 공휴일인
1월 1일을 전후한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되는데 이 기간
이 우리의 설명절과 같은 분위기인 일본인들의 연말연시 연휴에 해당된다.    

Episode. 2020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공휴일 변경

• ‘2020 도쿄 올림픽’은 전 세계를 덮친 COVID19로 인해 2021년으로 개최가 연기된 후, 2021년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림픽 개·폐막식 전후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휴
일의 한시적 변경을 국회 의결(2020.11.27.)하였다.
공휴일명

당초

변경

바다의 날

7월 셋째 월요일
(7월 19일)

7월 22일

올림픽 개막식 전야제

스포츠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10월 11일)

7월 23일

올림픽 개막식

산의 날

8월 11일

8월 8일

올림픽 폐막식

※ 참고사이트 https://holidays-calendar.net/calendar/japan_calendar.html

(2) 골든위크(4월 29일~5월 5일)
4월 말부터 5월 초로 이어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연휴로 골든위크, GW 등으로 불린다. 매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쇼와의 날로 시작하여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 날로
이어지는 연휴가 있는데 토·일요일이 전후에 오게 되면 대형연휴가 완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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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부록 4

주일대한민국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목록
주소

주일본
대사관

1-2-5, Minamiazabu,
Minato-ku, Tokyo

대표전화
+81-3-3452-7611/9

2-21-5, Nakayamate-Dori, Chuo-ku,
Kobe-shi

대표전화
+81-78-221-4853~5

주고베
총영사관

주나고야
총영사관

주니가타
총영사관

주삿포로
총영사관

주센다이
총영사관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2-5

〒650-0004 神戸市中央区中山手通
2-21-5

1-19-12, Meieki Minami, Nakamuraku, Nagoya-shi

〒450-0003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
駅南1-19-12
8F, Bandaijima BD, 5-1 Bandaijima,
Chuo-ku, Niigata-shi
〒950-0078 新潟市中央区万代島5-1
万代島ビル 8F

전화번호

긴급연락처(24시간)
+81-70-2153-5454

긴급연락처(24시간)
+81-90-5099-0414
대표전화
+81-52-586-9221

긴급연락처(24시간)
+81-80-4221-9500
대표전화
+81-25-255-5555

긴급연락처(24시간)
+81-90-8873-8853

1-4, Nishi 12, Kita 2,
Chuo-ku, Sapporo-shi

대표전화
+81-11-218-0288

4-3, 1-chome, Kamisugi, Aoba-ku,
Sendai-shi

대표전화
+81-22-221-2751~3

〒060-0002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2
条西12丁目 1-4

〒980-0011 宮城県仙台市靑葉区上杉
1丁目4-3

긴급연락처(24시간)
+81-80-1971-0288

긴급연락처(24시간)
+81-90-9538-0741

관할지역

도쿄도, 지바현,
도치기현, 야마나시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공관명

주오사카
총영사관

돗토리현, 가가와현,
효고현, 오카야마현,
도쿠시마현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아이치현, 기후현,
후쿠이현, 미에현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나가노현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홋카이도

주소

Gomi BD, 2-5-13, Kyutaromachi
Chuo-ku, Osaka-shi, Osaka-fu

〒541-0056 大阪府 大阪市中央区久
太郎町2丁目5番13号 五味ビル

전화번호

대표전화
+81-6-4256-2345

긴급연락처(24시간)
+81-90-3050-0746
(한국어)
+81-90-5676-5340
(日本語)

118, Yamate-cho, Naka-ku,
Yokohama-shi

대표전화
+81-45-621-4531

1-1-3, Jigyohama, Chuo-ku,
Fukuoka-shi

대표전화
+81-92-771-0461~2

5-9-17, Midori, Minami-ku,
Hiroshima-shi

대표전화
+81-82-505-2100~1

〒231-0862 神奈川縣橫浜市中區山手
町118番地

〒810-0065 福岡市中央区地行浜1-1-3

〒734-0005 広島市南区翠5丁目9-17

긴급연락처(24시간)
+81-80-6731-3285

긴급연락처(24시간)
+81-80-8588-2806

긴급연락처(24시간)
+81-90-8712-8028

관할지역

오사카부,
와카야마현, 교토부,
나라현, 시가현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
현, 오키나와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시마네현,
에히메현, 고치현

아키타현, 아오모리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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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명

부록 5

도쿄
무역관

주소

4-1 Marunouchi
3-Chome, Chiyoda-Ku,
Tokyo(Shinkokusai Bldg 9F)
100-0005 JAPAN

〒100-0005 東京都千代田区丸
の内3-4-1新国際ビル9F

전화번호

대표전화
+81-3-3214-6951

대표메일(문의하기)
kotratky@kotra.
or.jp

관할지역

무역관명

간토권 : 도쿄도, 지바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KOTRA
도쿄IT센터

도호쿠권 : 아오모리현, 아키
타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도카이권 : 시즈오카현

오사카
무역관

후쿠오카
무역관

나고야
무역관

〒541-0052 大阪府大阪市中央
区安土町2丁目3番13号 大阪国
際ビルディング20階

대표전화
+81-6-6262-3831

대표메일(문의하기)
osaktc@kotra.
or.jp

긴키권 : 오사카부, 교토부,
나라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시가현
주고쿠권 :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시코쿠권 :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 가가와현

Nihonseimei Hakataekimae
Bldg, Hakata-ku, Fukuoka-city
812-0011 JAPAN

대표전화
+81-92-473-2005

주고쿠권 : 야마구치현

Nagoya International Center
Bldg 23F, 47-1, 1-Chome,
Nagono, Nakamura-Ku,
Nagoya-Shi, 450-0001 JAPAN

대표전화
+81-52-561-3936

도카이권 :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812-0011福岡県福岡市博多区
博多駅前3-2-1 日本生命博多駅
前ビル11F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那古野
1-47-1 名古屋国際センタービル
23F

대표메일(문의하기)
fukuoka@kotra.
or.jp

대표메일(문의하기)
nagoya@kotra.
or.jp

〒100-6005 東京都千代田区霞が
関3-2-5 霞が関ビルディング5階

고신에쓰권 : 야마나시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홋카이도권 : 홋카이도

20F., Osaka Kokusai Bldg.,
3-13, 2-Chome, Azuchimachi,
Chuo-ku, Osaka-city 541-0052
JAPAN

(東京IT
支援セン
ター)

주소

문의처

대표전화
+81-3-5501-2847

대표메일(문의하기)
arkansaw@kotra.
or.kr

KOTRA
도쿄수출
인큐베이터
〒105-0004 東京都港区新橋6-14- 대표전화
센터
3 御成門PREX 8階
+81-3-5425-7047
(東京輸出
インキュ
ベーター
センター)

Korea GP
Center
(나고야)

〒460-0003 愛知県名古屋市中区
錦1-5-11名古屋伊藤忠ビル４階

대표전화
+81-52-231-0190

주요내용

국내 유망 IT기업의 일본 진출
을 위한 맞춤형 현지화 지원
센터(공유오피스, 기업컨설팅
등)
이용방법 : KOTRA홈페이지 내
‘해외IT지원센터’ 페이지 참조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맞춤형 현지화
지원 센터(공유오피스, 기업
맞춤형컨설팅 등)

KOTRA 소재부품팀 주관 사업
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관련 맞춤형 마케팅 지원 및
사무공간 지원 서비스

규슈권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오키나와현

호쿠리쿠권 :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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