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도시에서 포섭(포용)형도시로
International symposium on urban politics of space
～ From divided cities to inclusive cities ～

참자가 안내
제７회 동아시아 .Inclusive City Network(ＥＡ－ＩＣＮ) 구축을 위한 워크숍
주
최：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
공동 주최：

서울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시흥시
후
원：
오사카시(大阪市), 사카이시(堺市)、야오시(八尾市), 일본거주복지학회
개최 일정：
2017 년 8 월 21 일(월)～24 일(목)
개최장소：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니시나리플라자、사카이시청사、야오시
야스나카시민교류센터、오사카시내 각지

취지
21 세기는「도시의 세기」라고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세계적인 규모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야기하였다.
이에 수반하여、「빈곤의 도시화」와 같은、도시와 특정 지역이 빈곤과 사회적배제와 결부되어 가는
프로세스가 주목됨과 더불어、도시공간의 취약성의 고조에 기인하는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이 긴급한 과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배제에 맞대응하기 위해、불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특히 동아시아의 국가와 지역에서는、구미의 도시와는 달리、강력한 정부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세계가 주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성취해 왔다. 이들 지역의 경제와
사회발전의 프로세스를 、개발주의와생산주의라는 관점에서 논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재편의 글로벌한 압력에 의해 영향을 입고 있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홍콩특별행정지역을
포함)등、동아시아의 국가와 지역은、안정된 고용은 커녕、헬스케어、교육、주거를 포함한 사회보장、나아가
시민권에 이르기까지、다양한 포섭(포용)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한층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들 제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우리는、최근 수년간에 걸쳐、동아시아 Inclusive City Network (EAICN)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기왕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발전시기기 위한
출발점으로서、EA-ICN 의 프랫폼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이를 통해 도시간의 교류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기대된다.

참가자
도시연구플라자 해외센터 관련 연구자, 시민단체, 행정 등 실무자 5～10 명의 참가가 기대됨. 주최도시인
오사카는 제한없음.

언어
본 워크숍은 순차통역으로 진행되기에、각 지역 언어에 따라 진행됨.

요지(번역완료)제출 기한
2017 년 7 월 25 일까지 각 국에서 日中韓英語로 번역을 완료한 완성본 원고를 제출함 A4 용지 2 장 이내 厳守。
문의・요지 제출처
오사카시립대학교 URP 첨단 도시연구거점(EA-ICN 담당자 앞) E-mail: joint_office@ur-plaza.osaka-cu.ac.jp
TEL&FAX +81-6-6605-3444(직통)

성과 공개
종료 후 ＵＲＰ레포트 로서 간행 예정(작년 실시분은 아래 참조)
http://www.ur-plaza.osaka-cu.ac.jp/wp1/wp-content/uploads/2016/05/report-series-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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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도착&환영 리셉션(8 월 20 일(일)) Venue:신이마미야(新今宮) 주변（오오쇼：예정, 희망자 자유참가)）
워크숍Ⅰ：각 도시의 도시 포용성과 관련된 실태 이해와 실천 경험의 공유（21-23 일）
본 워크숍에서는、현지 시찰과 병행하여、아래 5 개 Session 테마와 관련된 각 도시의 관련 시책 및 민간
실천의 보고와 자유 토론을 병행한 형태로 실시함.
① 젠트리피케이션・공간정치、②사회적약자(홈리스・고령자・장애우 등)과 거주복지실천、
③실업자、④외국적 거주자、⑤기타 사회적 약자

◆21 日
9:30～9:50 registration
9:50~11:50:
Session 1：젠트리피케이션・공간정치
（20 分×6 本）
11:50~13:00 점심식사
13:00~15:00
Session 2：각 도시의 주거빈곤층에 대한 거주복지실천
경험의 이해와 공유 1（20 분×6 편）
회장(예정): 니시나리구 일대(西成区界隈)・
키타카가야 일대(北加賀屋界隈)

Session 1：각 도시의 실천 경험을 공유。각 도시는
테마(젠트리피케이션、단지 재생・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각 2 편 이상의 보고를 실시。행정 관련 정책
시스템과 관련한 보고(관련 조례 등 지원제도 및
민간실천-사회적 기업、커뮤니티비즈니스 등)、각
보고는 10 분(통역 포함 20 분)이내에서 발표.
Session 2：홈리스와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지원을 위한 행정 및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실천、각 도시 거주복지실천 경험의 공유. 각국 두 편
이상의 보고를 준비. 첫째는 행정측의 정책 시스템
관련 보고(사회부택제도 및 거주지원 서비스
등)、둘째로 민간의
주거자원(민간주택재고、지원조직・관련 서비스)를
활용한 주거빈곤층 대상의 민간단체에 의한
거주지원. 각 발표는 10 분(통역 포함
20 분)이내에서 발표.
오사카시 사회적 약자(장애우) 지역 정착지원 활동과
주거지원시스템의 이해 1

현지시찰① 및 사례보고(20 일 17:00~18:00)
①아사카야마 정신과 병원(浅香山病院)[코코이마니티
사진전]을 둘러싼 실천 사례보고
보고：（20 分×1 本）
② 아사다와타루씨 등 NPO Kokoima 에 의한
정신장애우 거처 지원
교류회：大吉(예정)

◆22 일
현지 시찰 및 사례보고② 9:30～12:00
다문화공생과 외국적 주민 지원
（안내：똑까비 トッカビ朴洋幸씨・야오시）
보고：（30 분×1 편）및 현지 시찰
회장：야오시 야스나카 시민교류센터 및 주변 지역
환영인사및 야오시 발표: 야오시장님
회장：야스나카 시민교류센터
Session 3 : 14:00～16:00
각 도시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실천 경험의 이해와
공유 2
보고：（20 분×6 편）
：각 국의 사회적 약자(홈리스・장애우・외국적주민)의
실태 이해와 지원실천과 관련한 경험의 공유
（20 분×5 편）
16:00～16:10 휴식
Session 4：16:10～18:10

Session 3：Session 2 의 계속

Session 4：야오시 다문화공생지원 시스템과 민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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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공생과 외국적 주민 지원
보고（20 분×6 편）
교류회：19：00~21:00 교류회장：야스나카집회소(예정)

◆23 일

Session 3：Session2 의 계속

현지 시찰 및 사례보고③ 9:30～12:00
보고：（30 분×1 편）및 현지 시찰
(안내:센보쿠 홋도케나이 네트・스마일 센터)

Session 4：동아시아 ICN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
도시정부의 기대와 전망에 관한 도시 대표자의 발언과
제안
포용도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

Session 5：도시네트워크 회의
보고：（20 분×6 편）
환영사：사카이시(堺市) 시장
보고자：경기도 시흥시、서울시
성동구、서울시、타이페이시、홍콩 SAR(오사카시市・
야오시), 기타 한국내 지자체
회장：사카이시청사
교류회：19：00~21:00 교류회장：사카이시청사(예정)

◆24 일
워크숍Ⅱ：홈리스 지원현장 및 오사카 스마이 공사 방문 및 단지관리 시찰
10:00-12:00:홈리스 지원현장、13:00-15:00：오사카 스마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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