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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지향적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해외연수를 마치고.....
제6대 동작구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해외
비교시찰은 우리보다 앞선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고 도시환경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를 직접 체험
하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정책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계획성을 보고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5박 6일간의 기간 동안 보고 느낀 결과를 해외연수 보고서로 작성 하였으며
이 보고서가 모든 사람에게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우수사례를 벤치
마킹하여 우리 구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꽉 짜인 일정 속에서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11.

동작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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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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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개요

연수근거
연수방향
연수개요
추진경위
연수국가 선정배경
연수일정
수행공무원 업무분장

1. 연 수 근 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2010 동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방침
2. 연 수 방 향

외국의 대도시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자료와 정보수집
외국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및 도시환경▪복지▪교육 등 도시문제 해결
방안 모색
대도시의 사회, 문화,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폭 넓은 교류기회 도모
3. 연 수 개 요

기 간 : 2010. 11. 8(월) ~ 11. 13(토) < 5박 6일 >
인 원 : 14명(의원 9명, 수행공무원 5명)
방 문 국 :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 규슈)
내 용 : 선진국 의회, 각종 복지시설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인솔책임관 : 의장 박원규
여 행 사 : (주)세명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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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 진 경 위

의원 해외연구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 2010. 10. 22(금) 10:00
의원 해외연수 관련 의장단 간담회 : 2010. 10.22(금) 11:00
의원 해외연수 방침결정 : 2010. 10. 25(월)
의원 해외비교시찰 관련 기관에 자료협조 요청
❍ 일
정 : 2010. 11. 8 ~ 11. 13
❍ 대상기관 : 일본(지방의회 및 복지시설 등)
❍ 내
용 : 방문목적, 방문인원, 시설견학 사전섭외 및 자료협조 요청
※ 여행사(세명투어)에서 사전협의 조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 일
시 : 2010. 10. 27
❍ 장
소 : 제1소회의실
❍ 심사위원 : 정재천 위원장 외 6명
의원수행 공무원 해외여행 규정에 의거 구청과 협의
❍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출장 승인요청 : 2010.10.29
❍ 출장자 : 유재원 전문위원 외 4명
의원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사전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0. 11. 2
❍ 장 소 : 의정연구실
❍ 대 상 : 14명(의원 9, 수행공무원 5)
❍ 설명자 : 세명투어(최명철)
❍ 내 용 : 방문국 기후, 풍습, 문화, 의정연구 자료수집을 위한 임무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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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수 국 가

선 정 배 경

구민들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높은 복지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현 실태에서, 선진국 도시의 복지 및
교육시설을 직접 견학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지난 폭우로 인해 우리 구 저지대 주민들이 주거 및 상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큰 고통을 받은 바 있어, 선진 도시의
재난대비 및 우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구민 안전과 재난대비에 기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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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수 일 정

일 자 대상도시 방문기관

업 무 수 행 (견학) 내 용

인 천 오사카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오사카 간사이공항 도착
제1일
히라노 하수처리장
11/8 오 사 카 남부하수도 ◦
(월)
관리사무소 http://www..city.osaka.lg.jp/kensetsu/page/00000010437.html
(담당 : 카사마쯔 ☎ 06-6686-1240)
◦ 장애인고용 제조업체
- 오무론 회사와 사회복지법인 태양의집 공동출자
오무론 http://www.kyoto-taiyo.omron.m2-es.osakasayama.ed.jp/
제2일
교토태양주식회사 (담당 : 야마모토 ☎ 075-681-1380)
11/9 교 토
, 중학교의 급식체계 파악
(화)
카모학교 ◦- 초등학교
조리시설, 급식방법 등
급식센터
- 위생관리 및 조리과정 견학 등
(담당 : 사카구치 ☎ 0774-76-0031)
◦ 침수성 포장공사 및 빗물 활용실태 견학
제3일
오사카
- 도시형 수해의 방지 및 물 순환의 보정
11/10 오 사 카 도시정비국 - 설치공사 후 장단점 및 도입시 문제점 검토 등
도로환경과 http://www.pref.osaka.jp/hirado/shisakujigyo/jigyo-07.html
(수)
(담당 : 이토우 ☎ 06-6944-9291)
◦ 의회제도 및 운영실태 등
키타큐슈시의회 - 집행부와의 조화⦁견제의 사례청취
- 의정활동 홍보 및 주민참여 사례 조사
http://www.city.kitakyushu.jp/
제4일
: 모리토 ☎ 093-582-5320)
11/11 키타큐슈 선라이즈 (◦담당
운영실태 견학
키타큐슈 - 개호노인복지시설
(목)
치매성 고령자 전문 양호 노인시설
- 혐오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등
http://www.sunrise-k.com/
(담당 : 타카쿠라 ☎ 093-612-5320)
◦ 천문대 건립 및 운영실태 등 견학
제5일
- 우리구 건립예정 천문대 적용 가능시설 조사
미나미아소
11/12 아 소 루나 천문대 - 운영상 축적된 노하우 청취
- 각종 장비 구입 및 관리실태 조사
(금)
제6일 쿠마모토
11/13 인 천
(토)

http://www.via.co.jp/luna/luna_info.html

◦ 인천공항 도착(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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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7. 수 행 공 무 원

구 분

직 급

성명

자 료 수 집 전문위원 유재원
보고서작성

행정7급

김영련

행정보조 행정7급

김진수

기능7급

최미혜

사진촬영 행정8급

염창훈

자료번역

업 무 분 장

의원 연구 지원과제

◦ 의정활동 보좌 총괄
◦ 행정재무위원회 연구과제 자료 수집
◦ 행정재무위원회 귀국보고서 작성 지원
◦ 복지건설위원회 연구과제 자료 수집
◦ 총괄 귀국보고서 작성 지원
◦ 해외연수 계획수립
◦ 방문기관 의전관리
◦ 시찰전 방문시설 현황자료수집(홈페이지 이용)
◦ 수집된 자료 번역 등
◦ 의정활동 사진촬영
◦ 방문기관 우수사례 및 도시시설 우수사례
사진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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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 2장

1.
2.
3.
4.
5.
6.

방문국가 현황

일반현황
일본의 기후
일본의 지리
일본의 역사
일본의 정치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일 반 현 황

위 치 : 동북아시아
면 적 : 377,835㎢ (우리나라 면적의 3.8배)
❍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4개 큰 섬을
중심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열도를 차지한 섬나라
❍ 해안선의 총 길이 : 29,751㎞
인 구 : 약 1억 3천만명(인구밀도 : 337명/㎢)
종 교 : 신도와 불교(87%)
공용어 : 일본어
1인당 GDP : ＄39,731
통 화 : 엔(￥)
2. 일 본 의

기 후

일본은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및 중부 내륙고지가 아한대다우기후에
속하고 그 밖의 모든 지역이 온대다우기후에 포함된다.
아시아대륙 동쪽의 몬순아시아 지역에 들어 있으나,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같은 위도에 있는 대륙동안보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위가 심하지 않다.
일본열도는 남북으로 길어 홋카이도 북단에서 난세이제도 남단까지는
위도차가 22도나 된다.
연평균기온은 홋카이도의 와카나이에서 6.3℃, 오키나와섬의 나하에서
22.3℃를 보여 남북차는 1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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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슈의 육지 너비는 최대 300km 정도인데, 중앙부를 척량산맥이 종주하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 쪽 사면은 북서계절풍의 바람받이가 되어 강설일수가
지속되고, 태평양 쪽 사면은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청천일수가 지속되는
대조적인 기후분포를 보인다.
기후지역은 겨울의 기후차이에 의해 동해 사면과 태평양 사면 및
그 중간지역의 셋으로 나뉘며 연강수량은 1,600∼1,700mm로 세계의
연평균강수량 1,000mm에 비해 상당히 많다.
장마와 태풍이 가져오는 강수량은 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마가 연강수량의 10∼40%, 태풍이 10∼35%로서, 비율은 남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 외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초여름에 장마가 잦다.
장마와 태풍은 일본의 수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자연재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장마가 길어지면 동북일본을 중심으로 냉해가
발생하고, 또 태풍이 잦거나 강한 태풍이 내습하면 상습적인 풍수해를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기상재해가 많은 나라가 된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여름에는 오가사와라 기단에 덮인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은 현저하게 한랭하고, 또 동해사면은 북서계절풍이
가져오는 강설로 해서 세계 굴지의 적설지를 이룬다.
여름에는 전국토가 오가사와라 기단의 영향하에 들어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된다.
봄·가을에는 양쯔강[揚子江]기단이 이동성 고기압이 되어서 일본을 덮고,
그 뒤를 저기압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날씨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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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본 의

지 리

일본열도는 환태평양조산대의 일부로 세계의 불안정육괴(不安定陸塊)에
속한다. 태평양 북서부의 융기대의 정상부가 해면 위에 드러난 것이
일본열도로, 홋카이도,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등 4개의
큰 섬과 그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난세이제도 및 혼슈 중부에서 남쪽의
태평양으로 이어져 내리는 이즈·오가사와라제도로 구성된다.
일본열도의 지형구분은 지질구조를 기준으로 서남 일본과 동북 일본의
2개로 크게 구별되는데, 그 경계는 혼슈 중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이토이가와-시즈오카 구조선이다. 지형은 지각운동이 격심했기 때문에
토지의 기복이 크고, 많은 단층에 의해 지루(地壘)와 지구(地溝)로 구획되어
전체적으로 평지가 협소한 산지지형을 이루며, 산지면적은 국토면적의
80%에 달한다.
동북일본에서는 세 줄기의 산지가 남북방향으로 병행해서 달린다.
기타미산맥, 히다카산맥, 오우산맥, 미쿠니산맥, 에치고산맥, 간토산지 등
높고 험준한 산지와 기타카미고지·아부쿠마고지·데와산지 등 구릉성
산지가 있다.
서남일본은 다시 장대한 단층의 중앙구조선에 의해 북쪽(동해쪽)의
내대(內帶)와 남쪽(태평양쪽)의 외대(外帶)로 나뉜다. 기이산맥, 시코쿠
산지, 규슈산지 등 외대의 산지들이 높고, 주고쿠산지, 단바고지 등
내대의 산지는 고원상을 이룬다. 혼슈 중앙부에는 통틀어 ‘니혼 알프스’라고
통칭되는 히다산맥·기소산맥·아카이시산맥이 고도 3,000m급의 고봉들을
이고 솟아서 일본의 지붕을 이루며, 일본의 최고봉 후지산(3,776m)도
이 중앙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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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이 많은 것도 일본 지형의 특색이다. 지시마, 나스, 조카이, 후지,
노리쿠라, 하쿠산, 기리시마의 7개 화산대에 딸린 화산은 중요한 것만도
150개가 넘는다. 세계 활화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의
1/4이 화산재로 덮여 있다. 또 화산군에는 칼데라를 발달시킨 것도
많은데, 특히 규슈에 있는 아소화산의 칼데라는 규모가 세계 제1로
알려져 있다. 화산대와 관련하여 지진대가 형성되어서 지진이 잦고,
또 각처에 온천도 다수 산재한다.
해안선은 굴곡이 몹시 심하여 그 총길이는 2만 6000km에 이르며,
해안지형이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다. 구주쿠리하마해안 ·사가미만연안
니가타해안 ·미야자키해안에는 넓은 사빈해안이 발달하였고, 산리쿠해안,
기이해안, 세토나이카이해안, 니시시코쿠해안, 기타큐슈해안에는 리아스식
해안, 쓰루가만 동안에는 단층해안,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남동단의 에산곶이나
이즈반도의 해안에는 화산해안, 에리모곶, 무로토곶 등지에는 해안단구가
있는 융기해안, 난세이제도에는 융기산호초해안 등이 발달하여 극히
변화가 많은 해안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연안에는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고 쿠로시오·쓰시마 해류 등 난류와 한류인
쿠릴 해류가 교류하여 어족이 풍부하며, 또 동중국해 쪽에 형성되어
있는 대륙붕에는 석탄·석유·천연가스의 매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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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본 의

역 사

선사시대
일본역사에서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는 일본의 신석기시대를 조몬식
토기의 보급에서 연유하여 조몬시대라고 부른다. 조몬시대인은 수렵·
어획 및 식용식물의 채집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BC 3세기경 서남일본에 한반도에서 미작농업이 전래되어 야요이시대가
시작되자 일본역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야요이시대인은 금속기를
사용하여 도검 등 무기 외에 동탁 등 제기를 제작하였다.
야요이시대에는 조몬시대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움집에 바닥이 높은 곡물 저장창고가 있는 100호
이상으로 된 취락이 발달하였다. 아직 공동체적인 사회구성이긴 하면서도
족장이 존재하고 사유재산과 신분·계급의 제도가 싹트기 시작한 사실은
유물·유적 및 문헌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고대
일본의 고대사회는 야마토조정이 지배하는 국가가 성립되고, 뒤이어
율령제도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유지된 4세기 초에서 12세기 말에 이르는
시대이다. 4세기 말엽에 백제에서 한자(漢字)·유교가 전래되고, 6세기
중엽에는 역시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일본의 문화수준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불교를 정치기조로 삼은 쇼토쿠태자 등에 의해 각지에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뒤이어 645년에 씨성사회를 타파하고 중앙집권적인 율령국가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다이카개신이 단행되었으며, 덴무왕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왕의 신성이 강화되어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율령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뒤 견당사의 파견에 의해 당문화를 흡수한 조정은
710년 나라에 광대한 도읍 헤이조경을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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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년에 간무왕은 교토에 헤이안경을 조영하여 도읍을 옮기고 율령
체제의 재편성을 시도하였으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율령체제는 점차
붕괴되어 갔다. 12세기 중엽 이래 다이라 일족, 미나모토 일족의 두 무가가
각축하다가 미나모토가 정권을 획득하여 가마쿠라에 바쿠후를 개설하였다.

교토 천도 이후부터 가마쿠라 바쿠후가 개설되기까지의 기간을 헤이안
시대라고 한다.
중세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1192년 가마쿠라에 바쿠후를 열고, 각국(各國:
國은 고대 이래의 일본의 지방행정단위)에 슈고(守護:군사 및 반란 진압
등을 맡은 관리)·지토(地頭:토지관리·年貢 징수 등을 맡은 관리)를 두어
세습적인 무가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귀족세력도 쇠퇴하지
않아 귀족과 사사(社寺:神社와 寺刹) 등 장원 영주적 지배와 무사 영주적
지배의 2원 지배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바쿠후의 실권은 쇼군[將軍
:막부의 세습적인 국가통치권자] 밑에서 정치를 통괄하는 싯켄[執權]의
직을 맡은 호조[北條] 일족에게 넘어가고, 1221년에는 조정의 권력
회복을 꾀하여 고토바[後鳥羽]왕이 난을 일으켰다.
바쿠후는 난을 진압하여 지배권을 확립했으나, 2회에 걸친 원(元)의
침공을 받아 쇠퇴해갔다. 바쿠후의 지배체제의 쇠퇴와 더불어 각지에서
바쿠후 반대의 기운이 고조되고, 그 세력을 규합한 고다이고에 의해
1333년 바쿠후는 붕괴되었다. 미나모토에 의한 바쿠후가 가마쿠라에
존속한 기간을 가마쿠라시대라고 한다.
가마쿠라 바쿠후가 무너진 뒤 고다이고왕은 왕 독재에 의한 관료국가의
수립을 기도하였으나 무사계급의 반대에 부닥쳤다. 무사 출신의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운 왕을 옹립하여 북조(北朝)를 세우자 한동안 남북조
(南北朝)가 대립하는 내란이 지속되었으나, 결국 아시카가가 승리하여
1336년 교토의 무로마치에 바쿠후를 세웠다. 그러나 무로마치 바쿠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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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기초가 취약하여 내분이 잦더니, 마침내 중앙정부로서의 위력을
상실하고 교토를 중심으로 한 일개 지방정부 체제에 불과한 처지가 되었다.
바쿠후에서 임명한 슈고는 점차 독립하여 임국(任國)을 영지화하고 슈고의
신분에서 성장한 다이묘[大名:領主]가 되었으며, 다시 그들이 완전히
독립하여 상호 항쟁하는 전국 다이묘가 됨으로써 전국시대로 접어들었다.
무로마치 바쿠후가 명맥을 유지한 1572년까지를 무로마치시대라고 한다.
근세
전국시대 말기에 오다 노부나가가 중앙으로 진출하여 아시카가의 쇼군
[將軍]을 축출하고,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였다.
도요토미는 전국통일을 완수하기 전부터 검지(檢地), 즉 농지측량이나
농민소유의 도검몰수(刀劍沒收:농민이 무사가 되는 것을 방지) 등을
단행하여 봉건적 토지소유제 확립과 신분제의 확립을 도모하였다.
1590년에 통일을 완수한 도요토미는 1592∼93년, 1597∼98년의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에 막대한 전쟁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거듭하다가 전쟁에 실패한 채 그의 사망을 계기로 철군
하고 말았다.
그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적대세력을 물리치고 1603년에 바쿠후를
열기까지의 시대를 아즈치모모야마시대라고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현재의 東京)에 도쿠가와 바쿠후를 개설한 뒤 메이지유신으로 폐쇄
하기까지의 약 260년 동안을 에도시대라고 한다.
에도시대에는 초기의 분란이 수습되자 그 후에는 태평한 세월이 지속되어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겐로쿠문화가 긴키지방에 꽃피고,
뒤이어 에도를 중심으로 유흥적인 색채가 짙은 서민문화인 에도문화가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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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 중기 이후 바쿠후와 한(藩)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렸고,
그래서 전후 세 차례에 걸친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쿠후의 통제력은
점차 쇠퇴되었다. 무사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져가는 반면 상업이나 가내
공업·거간제공업의 발전에 따라 조닌의 경제적 기반은 점차 강화되어,
그들이 문화의 담당자가 되었다.
도쿠가와 바쿠후 말기에는 산업혁명으로 국력이 강화된 구미제국이 내항
하여 개국을 요구하였는데, 처음 그것을 거절한 바쿠후도 1853년과
1854년의 2차에 걸쳐 함대를 이끌고 온 미국의 M.페리 제독의 압력에
굴하여, 통상수교거부정책을 포기하였다. 그 결과 격렬한 내분항쟁이
지속되는 와중에서 반(反)바쿠후 세력이 급속히 형성되어 바쿠후체제는
내부로부터 붕괴되었다. 정권유지의 불가능을 깨달은 바쿠후는 1867년
11월 조정에 대한 정권 반환, 즉 대정봉환(大政奉還)을 제의하고, 다음날
그것이 수락됨으로써 에도시대는 끝을 맺었다.
근대
일본은 대정봉환에 의해 조정이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조신과 반(反)
바쿠후의 주동 세력이 신정부를 수립하였고, 신정부는 전국을 진압한 후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여 수도로 삼고, 원호(元號)를 메이지라고 고쳤다.
또 봉건적인 여러 제도를 폐지하고, 급속한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사족(士族)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운동을 세이난전쟁으로 진압하고,
또 번벌(藩閥) 전제정부 타도를 외치는 민권운동이 일어나서, 정부는
프로이센 헌법을 본 뜬 메이지헌법을 제정하였다. 정부지도 하에 산업의
근대화가 추진되어, 제1차·제2차의 산업혁명이 달성되었다.
한편 청일·러일 두 전쟁을 일으켜서 타이완·한국·사할린을 식민지로
획득하고,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여 제국주의국가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쇼와(1926∼1989) 초기에는 세계적 불황의 물결에 휩쓸려서
일본의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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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륙침략을 꾀하였으며, 점차 군국주의·국수주의의 경향이
강해져갔다.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동북 중국에 만주국을 세우고
다시 중국과 충돌하여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독일·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맺고,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명목으로 동부아시아를
지배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여 결국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였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을 계기로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하였다.
현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은 일본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를 추진하고, 농지
개혁·재벌해체 및 전쟁범죄자의 재판·공직추방을 실시하였다. 또 국민
주권 하에 남녀평등 및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패전에 의하여 한국이 8·15광복을 맞았고, 만주국이 중국에
복귀하였으며, 사할린·쿠릴 열도와 타이완이 각각 소련과 중국에 반환되는
한편 오키나와를 미국이 분할점령하였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전후에는 한국의
6·25전쟁에 의한 특수경기로 경제부흥의 발판을 마련한 뒤 1951년의
연합국의 대일 강화조약(소련 불참)과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하여 자유진영에 가담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보수당정권 밑에서
급속히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국민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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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의

정 치

천황제
일본의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로 되어 있던 왕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왕과 신도(神道)의 종교적인 연관성도 부정되었다.
국회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
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480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47명으로 3년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1/2씩을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내각
일본의 행정권 주체인 내각의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총리는 다른 20명 이내의 국무대신(大臣)을 임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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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개개의 국무위원의 독주는 금지되고
있다. 내각은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국회에 대한 의안제출권·조약체결권·
예산편성권·사면결정권·최고재판소 장관지명권(천황이 임명) 및 판사
임명권 등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이나 법률실시를 위한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하급입법권을 가진다. 내각 밑에는 각 성(省)·청(廳)이 있다.
지방자치
일본의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 도쿄도에서 60만명의 돗토리현이 있고, 면적이 8만㎢를
넘는 훗카이도에서 2천㎢도 안되는 오사카부에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3백만명이 넘는 요코하마시에서 2백명 미만의
도쿄도 아오가시마촌이 있으며 면적이 1천 400㎢가 되는 훗카이도
아쇼르츠에서 127㎢의 나가사키현 다카시마정이 있는 등 규모가 자치
단체별로 다양하다.
행정상으로는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핵심시, 특별구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한 모든 도시는 도▪도▪부▪현에 속합니다.
※ 자치단체의 수 : 1,822개
- 광역자치단체 : 총 47개 - 1都, 1道, 2府, 43縣
- 기초자치단체 : 총 1,775개 - 793市, 801町, 191村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도쿄도는 23개 區, 지방자치단체조합, 재산구(財産區),
지방개발사업단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도쿄도의 23개 區는 일종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집행기관의 장과 의결기관이
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견제하는 대립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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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 리 나 라 와 의

관 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한국은 그 동안의 독립
운동의 결실로 1945년 8·15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성립과 때를 같이하여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회담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회담진전을 저해한
주된 요인으로는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에서의 구보타망언사건
(일본측의 대표 구보타가 “일본에 의한 36년 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다”고 망언한 사건), 1959년 8월 일본과 북한 적십자사 간에
체결된 재일교포 북송협정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들 수 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해 11월
최고회의의장 박정희와 일본총리 이케다 간의 회담, 1962년 11월
‘김
종필·오히라 메모’ 작성 등 한·일관계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경주되어 1965년 6월 22일 ① 기본조약 , ② 어업협정 ,
③ 경제협력협정, ④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협정, ⑤ 문화협정의 5개
협정으로 된 한·일협정이, 이어 1966년 3월에는 무역협정, 1967년
8월에는 항공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후 양국관계는 특히 경제면에서
급속히 진전되어 1967년 이후부터는 한·일정기각료회의를 발족시켜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1년 4월 한국측에서 제기한 대일
차관교섭은 1983년 l월 대통령 전두환과 일본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간의
정상회담에서 최종타결을 보았다.
그 결과 정부개발협력자금 18억 5000만 달러, 수출입은행 차관 21억
5,000만 달러를 합하여 총 40억 달러를 7년에 걸쳐 연리 6%로 대여 하
기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1993년 11월 대통령 김영삼과 일본총리 호소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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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히로 간의 정상회담에서 경제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한·일신경제협력기구(NIEP)’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과 일본이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양국 상호간의 인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수출상대국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앞지르는 제1위의 수입상대국이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과 맞먹는 제2∼3위의 수출상대국이다.
1994년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35억 2285만
달러인 데 비해, 수출은 253억 8998만 달러였다. 1998년에는 수입 122
억 4000만 달러, 수출 168억 4000만 달러, 2001년에는 수입 161억 달
러, 수출 260억 1000만 달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한·일기본조약을
위배하면서까지 민간차원을 빙자하여 대(對)북한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정부관계자들의 망언 등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994년 5월에는 법무장관 나가노 시게토가, 8월에는 환경청장관
사쿠라이 신이, 10월에는 통산장관 하시모토 류타로가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구미열강으로부터 아시아제국을 구하기 위한 방어
전쟁이었다"라고 망언을 하는가 하면, 1995년 6월과 10월에는
전(前) 부총리 겸 외무장관 와타나베 미치오와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한일병탄조약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양국이 공동개최하게 되었고 1999년 3월 총리 오부치
총리의 방한 때 한·일문화교류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1998년 10월
대통령 김대중의 국빈 방일시 양국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이에 따른 부속서인 '행동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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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해진 경제·문화 교류와는 반대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정치적으로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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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1.
2.
3.
4.
5.
6.
7.

주요 방문시설

스미노에 하수처리장
오므론 교토 태양 주식회사
카모 학교 급식센터
오사카부 도시정비국 도로환경과
키타큐슈시 의회
선라이즈 키타큐슈(노인복지시설)
미나미아소 루나천문대

1. 스 미 노 에

하 수 처 리 장

소재지 :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이즈미1-1-189
❍ 인터넷주소 : http://www.city.osaka.lg.jp/kensetsu/page/0000010437.html
❍

방문 목적
❍ 환경 선진국인 일본의 하수처리시설 시찰을 통해 그들의 친환경 노력과
노하우를 배워, 우리 구의 친환경 정책에 참고하기 위함
방문 개요
❍ 일
시 : 2010. 11. 8(월) 15:00~17:00
❍ 방 문 자 : 박원규 의장 외 8명
❍ 진행순서
- 상견례 및 인사말씀
- 시설견학
- 방문기념품 전달 및 기념 사진촬영
시설 개요
❍ 명 칭 : 스미노에 하수처리장
❍ 대지면적 : 86,845㎡
❍ 처리지역 : 오사카(大阪) 지역의 住之江區, 住吉區, 西成區, 阿倍野區
❍ 처리면적 : 3,197㏊
❍ 계획처리능력 : 330,000㎥/일
❍ 처리능력 : 220,000㎥/일
❍ 처리방식 : Anaerobic-aerobic activated slud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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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절차
❍ 절차도

진행순서
- 생활하수 및 빗물을 침사지(沈砂池)로 유입 시킴
- 우수침사지에서 부유물을 제거한 후 펌프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함
- 오수침사지에서 노폐물을 제거한 후 펌프실을 거쳐 예비폭기조
(豫備曝氣槽, pre-aeration tank)로 보냄
- 예비폭기조에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오수에 산소를 공급하여 오수를 어느 정도 정화한 후 침전지로 보냄
- 침전지(沈澱池)에서 약 2~3시간 동안 슬러지(침전물)를 걸러낸 후
정화된 오수는 반응조(反應槽, reaction tank)로 보내고, 슬러지는
농축조(濃縮槽, thickener)로 보냄
※ 슬러지(침전물)는 벽돌, 보도블럭 등으로 재활용
- 반응조(reaction tank)에서 미생물을 활용하여 오수를 정화하고
침징지(沈澄池, final settling tank)로 보냄
※ 미생물을 활용하여 정화함으로써 전기사용량 절감
- 침징지(final settling tank)에서 최종적으로 침전물을 걸러내고
염소혼화지(塩素混和池, disinfection tank)로 보냄
- 염소혼화지(disinfection tank)에서 소독처리를 한 후 하천으로 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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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조(thickener)에서 슬러지를 압축하여 슬러지 고형물은 걸러내고
분리된 오수는 소화조(消化槽, anaerobic digestion tank)로 보냄
- 소화조(anaerobic digestion tank)에서 미생물에 의한 오수의
분해로 공기가 생성되어 배출되고 오수는 송니조 (送 泥 槽 ,
transportation tank)로 보냄
- 송니조(transportation tank)에 모인 오수는 히라노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서 히라노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함

친환경 모델로서의 하수처리장
본 하수처리장은 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주역으로 약 29년간 오사카 시민들과
함께해 왔다. 전체적인 처리방식 자체는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작업과
침전 등으로 국내 처리시설에서의 처리방식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일찍이 하수처리장의 일부를 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키운 반딧불이를 통해 완벽한 처리능력 및 친환경적
시설임을 어필하고 있다.
스미노에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시설에 대한 공개와 견학을 적극 활용
하여 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주민들의 수질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의 친환경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1년도부터 슬러지의
고체연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정화시설에서는 정화작업 후 남겨지는
최종 생성물인 슬러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각처리 해왔다. 2011년도부터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슬러지의 고체연료화 시설에서는 민간의 독자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소각의 대상이었던 슬러지를 소각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탈바꿈시키는 획기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친환경성과 더불어 폐기물의 경제적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그 실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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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을 마치면서
하수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오인될 수 있으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
한다면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시설이며, 서울시에 도입을 건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쓰레기 처리 등 모든 혐오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우리 구가 친환경 1등 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의원 비교시찰 스케치
하수처리시설 담당자의 시설현황 브리핑 시간

침사지(沈沙池, Grit chamber)를 둘러보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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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機械室, Machinery house)을 둘러보는 의원들

침전지(沈澱池, Primary settling tank)를 둘러보는 의원들

오수 처리결과를 보여주는 샘플(맨 오른쪽이 최종 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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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 므 론 교 토 태 양 주 식 회 사

소재지 : 일본 교토부 교토시 남구 카미토바토노 모리카미카와라 87
❍ 인터넷주소 : http://www.kyoto-taiyo.omron.co.jp/
❍

방문 목적
❍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 있어서 선진적이며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기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구의 복지제도와 기업체의 복지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코자 함
방문 개요
❍ 일
시 : 2010. 11. 9(화) 10:00~12:00
❍ 방 문 자 : 박원규 의장 외 8명
❍ 진행순서
- 상견례 및 인사말씀
- 시설견학
- 방문기념품 전달 및 기념 사진촬영
시설 개요
❍ 명 칭 : 오므론 교토 태양 주식회사
❍ 설 립 : 1985년 3월 6일
❍ 자본금 : 1,500만엔(약 210억원)
❍ 출자비율 : 오므론 주식회사 61%, 사회복지법인 태양의집 39%
❍ 종업원수 : 168명(장애인 111명)
❍ 사업내용 : 전기, 기계, 기구의 제조
❍ 기업이념 :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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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론 교토 태양주식회사 활동
【철저한 3S 활동】
❍ 3S 활동 개요
- 2005년부터 직원의 스텝 업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
- 3S 활동 슬로건 : 1명의 100단계보다 100명의 1단계 전진
- 활동내용
▪ 매월 활동내용 보고회 실시
▪ 지도자 경험에 의한 현장진단 및 지도
▪ 3S 신문의 발행
❍ 추진실적(2009년도)
- 3S 신문 발행, 3S 발표회 현장 진단과 같은 일상활동 외에도 리더
교육 중점 활동 테마를 설정하려면 통일된 대응을 실시한 결과, 개선
제안 실시 건수가 목표 건수 1만 건에 대해 1만 568개였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활동에 의한 종합적인 업무 개선을 기울였고
직원 2.6 명 중 1 명이 리더 경험자가 되었다.
▪ A등급(향상된 수준이 높고 효과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 213건
▪ B등급(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 936건
▪ C등급(기본적인 개선) : 9,419건

개선사례
- 정위치화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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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수 없는 너” 설치

- 정기적인 청소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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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의 신체조건에 맞는 생산라인 구축의 노력 】
❍ 장애인의 잃어버린 신체 기능을 기계에 보충하고 남은 능력을 최대한
살린다는 생각으로 작업 환경 개선 및 치공구 자조기구의 도입을 추진
하고, 지혜를 결집하여 타사에는 없는 독창적인 제조 방법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외부 컨설턴트의 다양한 지도와 조언을 받는 것으로,
넓은 시야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을 계속,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생산성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선사례
- 모양 S82K라는 제품을 포장 케이스에 포장하는 작업으로 취급 설명서나
설치 브래킷 등 필요한 부품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제품과
함께 포장한다.
- 포장 케이스와 사용 설명서 등 포장에 필요한 부품 공급 장치를 각각
설치하고, 각 파트를 최고의 포인트에 공급하여 손동작 범위가 좁아지고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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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활동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 단차가 없는 출입구를 비롯한 넓은 통로 엘리베이터, 휠체어에서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있는 작업대 등 장애인 모두가 무리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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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통로

- 최적 활동범위

- 작업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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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로서의 오므론 교토 태양 주식회사
전제 종업원 중 장애인이 정상인의 약 2배를 차지하는 이 기업은 기업의
거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사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넓은 통로의 확보,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의 운영, 문턱 등을 없앤 베리어 프리 등이
사내의 거의 모든 시설에 적용되어 있다. 또한 작업자가 보다 수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자동화 개선작업을 부단히 실천하고
있다. 이 회사만의 특징인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고안한 3S 활동, 즉
정리, 정돈, 청소를 통해 작업능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외형상 한눈에 알기 쉬운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외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업조직의 배려 또한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를 갖는 종업원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월 2회 원예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건강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장애인 본인의 생활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있었다.
그리고 이 기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방침 중의 하나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체의 장애가 제품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영모토로 오므론에서 생산 의뢰를 하면 태양의 집에서 위탁 받은
생산품을 반자동시설의 작업장에서 장애인 스스로 완제품을 생산해 낸다.
고용의 기회에 있어서 많은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오므른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환경을 기업을 통해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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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을 마치며
우리 구에는 적지 않은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음과 동시에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장애인 고용현실과 그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체
경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차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오므론처럼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와 기업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5 -

의원 비교시찰 스케치
시설 담당자의 시설현황 브리핑 시간

회사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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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들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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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 모 학 교 급 식 센 터

소재지 : 일본 교토부 목진천시 가무정 관음사석부 61-1
❍ 연락처 : 0774-76-0031
❍

방문 목적
❍ 선진국의 급식시설을 시찰하여 우리의 학교급식 실태와 비교해 보고
운영상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 고찰해 보기 위함
방문 개요
❍ 일
시 : 2010. 11. 9(화) 14:00~16:00
❍ 방 문 자 : 박원규 의장 외 8명
❍ 진행순서
- 상견례 및 인사말씀
- 학교급식 운영관련 브리핑 및 질의답변
- 방문기념품 전달
시설 개요
❍ 명
칭 : 카모 학교 급식센터
❍ 대지면적 : 2,376.89㎡
❍ 연 면 적 : 1,655.69㎡
❍ 운 영 비 : 9천만엔/연
❍ 조리예정식수 : 2,500식
❍ 현 조리식수 : 1,700식
❍ 운영인원 : 24명(조리원 20명, 배송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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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센터 음식 조리과정
❍ 식자재를 다루기 전에 손을 씻고 식자재를 반입하고 대장에 기록함

❍

식자재는 혼합 보관하지 않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함

❍

식자재별로 손질하는 처리실이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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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처리과정

❍

음식 조리과정

- 40 -

❍

급식 배송준비 과정

❍

조리음식 보존용 처리과정(당일 조리음식 2주간 보존)

❍

급식 배송후 조리실 청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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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급식센터
카모 학교 급식센터는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을 반 완제품 형태로
하루 1,700식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시립 급식센터이다.
가스는 전혀 쓰지 않고 전기로만 요리를 하는 곳으로 월 2회 청결도
검사를 하고,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식자재는 가급적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위주로 공급받아 쓰고 있다.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정기적인 시식회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가급적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지양하고 있다.
이런 급식센터의 운영비는 연간 약 12~13억원 정도이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식품을 종류별로 분리해 조리하고 관리한다.
쿨드라이 시스템을 통한 배송 및 열풍소독을 통한 세정작업으로 일일
급식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든 식자재의 잡균제거를
위해 오존수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한다.
아울러 조리후 남는 잔반은 열처리를 통해 건조 시킨 후 비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견학을 마치며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런 형태의 급식지원센터는 없다.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학교별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일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교 급식의 효율적 운영과 경비절감, 위생을 고려한
이러한 형태의 급식지원센터는 향후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우리 구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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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교시찰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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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 학교 급식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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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 사 카 부 도 시 정 비 국 도 로 환 경 과

소재지 :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중앙구 오테마에 2
❍ 인터넷 주소 : http://www.pref.osaka.jp/hirado/shisakujigyo/jigyo_07.html
❍

방문 목적
❍ 투수성(透水性) 포장공사 및 빗물 활용실태의 시찰을 통해 우리 구의
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
방문 개요
❍ 일
시 : 2010. 11. 10(수) 10:00~12:00
❍ 방 문 자 : 박원규 의장 외 8명
❍ 진행순서
- 상견례 및 인사말씀
- 투수성 포장공사 브리핑 및 질의답변
- 투수성 포장도로 현장방문
- 방문기념품 전달
투수성 포장공사 개요
❍ 소 재 지 : 모리구치시 다이니치 히가시마치에서 네야가와시 이시즈모토마치까지
❍ 총 연 장 : 약 4.6㎞
❍ 완성연도 : 2006년
❍ 공사목적
- 자동차 교통소음의 저감
- 도시형 수해의 방지
- 우천시의 노면시인성(路面視認性)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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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 포장공사 위치도

투수성 포장공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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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 포장공사와 기타 포장공사 비교
강우
개념도
포장명칭

열섬현상 억제
교통소음 저감
교통사고 저감
수해 억제
물순환 보전
도로배수 정화

강우

강우
표층
기층
노반
노상

강우

표층
기층
노반
노상

표층
기층
노반
노상

通常포장
×
×
×
×
×
×

排水性포장 保水性포장 透水性포장 遮熱性포장
×
◎
○
◎

◎
◎

표층
기층
노반
노상

강우

○
△
△

×
×
×

×
×

표층
기층
노반
노상

◎
◎
◎
◎
◎

◎
◎
×
×
×

친환경 모델로서의 투수성 포장공사
이번에 방문한 오사카에서는 친환경과 재해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오사카부 내에 약 4.6㎞ 구간에 걸쳐 건설된 투수성 도로
포장공사를 들 수 있다.
투수성 도로포장 공법을 이용하여 강수로 발생한 도로표면의 물이 고이거나
흐르지 않고 그대로 도로 밑의 지표로까지 투과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공법을 먼저 재해방지 차원에서 보았을 때, 급격한 폭우로 인해 도로에
설치된 배수시설이 그 용량을 초과하여 넘치게 되어 발생하는 수해의
효과적인 방지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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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측면에서는 도로 표면에 물이 고이거나 흐르게 될 경우에 발생
하는 자동차의 미끄러짐 현상을 줄여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전조등 등이 도로
표면의 물에 반사되는 현상을 줄여 차선 등 도로에 그려진 표식의 식별이
용이해져 보다 안전한 차량운행을 도울 수 있다.
친환경 측면에서는 포장의 특성상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 표면의 접촉으로
인한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름철의 무더위 때에는 수분을
증발시켜 열섬현상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수분이 지하로 내려가 지하수를
형성하거나 도로상에서 증발하는 물의 순환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공법에 의한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수를 위한 구조가 장기간에
걸친 충격과 노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많은 곳에서 도입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오사카부에서는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청사 및 오사카 부립 국제회의장,
나미하야돔을 비롯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빗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마련하고
그 곳에 저장된 빗물을 이용하여 녹화사업 및 냉각용수, 화장실의 세정수로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이고도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견학을 마치고
친환경, 재해방지, 안전의 도모라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성
포장공사이지만 기술적인 내구연한과 유지보수에 관한 경험적 데이터와
비용 등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시공법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도시인의 도시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니만큼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 활동 등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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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교시찰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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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 포장공사 완료된 도로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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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청에서 관계공무원과 기념촬영

오사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도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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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 타 큐 슈 시 의 회

소재지 : 일본 북구주시 소창북구 성내 1-1
❍ 인터넷 주소 : http://www.city.kitakyushu.jp/
❍

방문 목적
❍ 우리나라보다 앞선 지방자치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 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회제도와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함
방문 개요
❍ 일
시 : 2010. 11. 11(목) 10:00~12:00
❍ 방 문 자 : 박원규 의장 외 8명
❍ 진행순서
- 상견례 및 인사말씀
- 일본 의회제도 브리핑 및 질의답변
- 일본 의회 시설 견학
- 방문기념품 전달
키타큐슈시 의회 개요
❍ 청사 개요
- 부지면적 : 19,541㎡
- 건축면적 : 본관(1,760㎡), 별관(559㎡)
- 연 면 적 : 본관(4,900㎡), 별관(1,676㎡)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본관 및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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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시설 개요

시 설 명
본 회 의 장
위 원 회 실
의 장 실
부 의 장 실
의 원 실
회 의 실
응 접 실

규

모

385㎡
7실(997㎡)
91㎡
91㎡
7실(943㎡)
5실(356㎡)
8실(254㎡)

시 설 명
의회사무국
의회도서실
방 청 석
일 반 석
특 별 석
기 자 석
장 애 인 석

규

모

2실(328㎡)
191㎡
179석
137석
5석
37석
4석

키타큐슈시 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의 원
- 키타큐슈 시의회는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각 구마다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시의회 운영
- 연 4회 정례적으로 열리는 정례회 (2월 또는 3월, 6월, 9월, 12월)와
필요에 따라 열리는 임시회가 있다.
- 시의회의 소집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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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에서 시의회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며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반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
- 의사는 원칙적으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상임위원회
- 상설위원회는 각 부서의 의안과 청원 진정을 심사, 조사를 하며,
의원은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
❍ 회의진행 절차
❍

시의회의 권한
-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조례의 제정
개폐, 결산의 승인, 기타 시의 중요한 계약,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결정 등을 처리한다.
- 시정 운영과 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는지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증언, 기록 제출을 요구한다.
- 시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현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 시장이 부시장,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동의를 부여한다.

❍

- 52 -

예산 특별위원회
- 구 성 : 전 의원
- 기 간 :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원칙적으로 2월 정례회)에
설치하고, 회기 중에 심사한다.
- 대 상 : 당초 예산과 당초 예산 관련 의안
(추경 예산과 잠정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분할)
❍ 결산 특별위원회
- 구 성 : 전 의원
- 기 간 : 9 월 정례회에 설치하고, 회기 중에 심사한다.
- 대 상 : 결산 및 결산 관련 의안
❍

키타큐슈시 의회 회기 및 안건 처리실적
❍ 시의회 회의 실적
회

의 체
2월 정례회(회기 33일)
정례회(회기 8일)
본 회 의 69월
월 정례회(회기 33일)
12월 정례회(회기 11일)
총무재정위원회(總務財政)
건축소방위원회(建築消防)
(環境建設)
상 임 위 원 회 환경건설위원회
보건병원위원회(保健病院)
교육수도위원회(敎育水道)
경제항만위원회(經濟港灣)
특 별 위 원 회 예산특별위원회
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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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수
10
4
7
5
21
15
17
19
16
14
7
7
23

비고

시의회 안건처리 실적(2009년도)
- 단체장 제출

❍

구분 총수 조례 예산
가결
185
40
54
부결
0
0
0
- 의원 제출
구분
총수
조례
총수
71
1
가결
48
1
부결
23
0
철회
0
0
- 위원회 제출
구분
총수
조례
총수
2
0
가결
2
0
부결
0
0
철회
0
0
- 청원, 진정 처리
구분

유형

총수
채택
청 원 미채택
계속심사
철회승인
총수
채택
진 정 미채택
계속심사
철회승인

총수
26
1
1
24
0
53
0
4
49
0

총무
재정
4
1
0
3
0
19
0
2
17
0

30
0

계약

선결처분

3
0

4
0

54
0

결의

기타

의견서

결의

기타

5
5
0
0

1
1
0
0

5
0
0
5
0
5
0
0
5
0

7
7
0
0

1
1
0
0

위 원 회
환경 보건 교육
건설 병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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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서
58
35
23
0

건축
소방
1
0
0
1
0
8
0
2
6
0

결산

13
0
1
12
0
13
0
0
13
0

2
0
0
2
0
4
0
0
4
0

0
0
0
0

경제
항만
0
0
0
0
0
3
0
0
3
0

의회
운영
1
0
0
1
0
1
0
0
1
0

투명한 견제기구로서의 시의회
키타큐슈시의 시의회는 집행부의 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으로부터의
의제, 시의원으로부터의 의제 그리고 각 위원회로부터의 의제를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결 또는 부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특히 스스로 공정하고 공명한 감시기능을 강조하는 키타큐슈시의회는
그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민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예로 시민이면 누구나 지정과 청원을 낼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심사의 결과는
진정이나 청원을 낸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도 엿볼 수 있었는데,
시민 누구나 본회의와 위원회를 방문하여 활동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회의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함과 동시에 중계 내용을 녹화한 DVD 혹은 비디오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시의회에서는 소식지를
발행하여 각 세대에 배부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JR역, 관공서, 편의점에
비치하고 있었다. 또한 시각 장애자를 위해 점자 또는 녹음테이프에 회의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키타큐슈시의회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명 이상의 그룹 혹은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의회의 사무국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의회의 활동이나 청원, 진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처럼 키타큐슈시는 자신들의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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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을 마치고
키타큐슈시의회의 활동 중에는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동종의 활동들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도 케이블 TV를 통해 회의를 중계하고
있으며, 구민 누구나 회의장을 방문하여 방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구의회를 직접 찾아오거나 TV를 시청하고 있을 만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으나 기다리기만 해서는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구민을 위한 견제기구로서의 투명한
구의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의회의 존재 이유이며 원동력인 구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 활동에 관한 홍보에 한층 더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키타큐슈시의 사무국 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우리 구의회에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가까운
구의회와 구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TV매체를 이용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구의회의 존재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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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교시찰 스케치
시의회 담당자의 의회 현황 브리핑 시간

시의회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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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앞에서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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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 라 이 즈 키 타 큐 슈 (노 인 복 지 시 설 )

소재지 : 일본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야하타니시쿠 토우노 3-16-1
❍ 인터넷 주소 : http://www.sunrise-k.com/
❍

방문 목적
❍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시설을 시찰하여 고령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참고하기 위함
방문 개요
❍ 일
시 : 2010. 11. 11(목) 14:00~16:00
❍ 방 문 자 : 박원규 의장 외 8명
❍ 진행순서
- 상견례 및 인사말씀
- 시설현황 브리핑 및 질의답변
- 시설 견학
- 방문기념품 전달
선라이즈 키타큐슈 개요
❍ 개 원 일 : 1988. 5. 6
❍ 정
원 : 100명(별도 단기체류 1일 6명)
❍ 대지면적 : 5,108㎡
❍ 연 면 적 : 3,625㎡
❍ 주요시설
- 침실 33실(1인실 8, 2인실 1, 4인실 24)
- 식당, 상담실, 세탁실, 기능훈련실, 미용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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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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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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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돌보는 선라이즈 키타큐슈 노인복지시설
이번에 시찰한 개호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며,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적절한 개호를 받을 수
없는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었다.
이용자는 전체 요금의 10% 만 본인 (보호자 )이 부담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 입소 이용자 이외에도 단기간만 입소하여 가정과 시설을 번갈아
이용함으로써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물론 그 가족의 부담도 경감
시켜준다.
견학을 마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층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 문제를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노인
복지 정책에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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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교시찰 스케치
시설 담당자의 시설 현황 브리핑 시간

노인복지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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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 나 미 아 소 루 나 천 문 대

소재지 : 일본 쿠마모토현 아소군 미나미아소촌 시라카와 1810
❍ 인터넷 주소 : http://www.via.co.jp/luna/luna_info.html
❍

방문 목적
❍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시설을 시찰하여 고령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참고하기 위함
방문 개요
❍ 일
시 : 2010. 11. 12(금) 17:00~18:30
❍ 방 문 자 : 박원규 의장 외 8명
❍ 진행순서
- 상견례 및 인사말씀
- 시설현황 브리핑 및 질의답변
- 시설 견학
- 방문기념품 전달
미나미아소 루나천문대 개요
❍ 천문대장 : 미야모토 다카시（宮本 孝志）
❍ 주요시설
- 820mm 대구경 반사망원경,
- 7연식 태양망원경 (수용인원: 어른 25명, 어린이 40명)
- 직경 6m의 천체투영관 (수용인원: 어른 25명, 어린이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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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 모델로써의 천문대
일본공개천문대협회 부회장이기도한 미야모토 씨가 천문대장을 맡아
1996년에 개관한 본 시설은, 천문대 외에 숙박 시설과 레스토랑 및
온천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결혼식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종합 휴양
천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천체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에게 뿐만
아니라 휴양 및 각종 이벤트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에게도 천체 관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언론에도 소개 된 바 있음(2005년 7월
23일 일본경제신문, 2009년 1월 17일 아사히신문).
천문 현상에 관한 학습을 중요시하여 관측 시설 및 학습 자료의 전시에만
그치던 종래의 천문대에서 탈피하여, 휴양이나 이벤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고객층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종합 휴양 천문대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천문대와 동일하게 천문대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 입장료
수익을 올리는 한편, 숙박과 온천 휴양을 즐기는 이들에게 천문대를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다른 숙박 시설과의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실제로
일반적인 숙박 시설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만족감을 느꼈다는 많은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결혼식 등의 이벤트에도 천체투영관이
활용되어 별하늘 밑에서의 이벤트를 희망하는 많은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하객으로 참여했다는 고객에 의한 재방문률도 높다고 한다.
본 시설의 성공적 운영의 배경에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이라는 사실이
있었다. 천문대장을 비롯하여 웨딩 프로듀서, 전문 요리사 등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활용 그 노하우를 집약했다는 점이 안정적 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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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을 마치고
아직까지 천문 관측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 구의 청소년과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타 지역의 천문 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다시
우리 구로 돌려놓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동시에 서울 외곽에서만
천체 관측이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우리 구에 건립될 천문대가
타 지역으로부터의 휴양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거두어, 우리 구의 재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기 바란다.
의원 비교시찰 스케치
천문대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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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아소 루나천문대에서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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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를 마치면서....
이번 의원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40만 구민을 대표
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으로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의원
해외연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외유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으로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의원간의 상호 토론을 거쳐 해외연수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의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구민의 시선에서
우리 구에 접목시켜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좋은 제도적인 장치들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견학하고 공부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단기간의 일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얻고자 했던 부분들을
100%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의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한정되어 있는 생각의 깊이를
폭 넓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시설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던 유익한 의원 해외연수였던 것 같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체득한 경험과 정보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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