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을 지향하는 지자체장 회의

개요
‘    탈원전을 지향하는 지자체장 회의'  는 2012  년 4  월 28   일 도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2012

 년 1     （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탈원전 세계회의 홈페이지 http://npfree.jp/ ）   참조 에 참가한 지자
  체장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  년 2  월 12  일 현재, 전국의(47   개 도도부현 중) 39  개 도도부

현, 94  명의 지자체장(  전직 포함)  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또한  여러정당의 의원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佐久)  전 후쿠시마현지사,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에너지에서     경제를 생각하는 경영자 네트워크 회의’   의 스즈키 테이스케(鈴木

悌介)대표   등이 이  모임을 지지합니다. 

 테마와 목표
      탈원전을 지향하는 지자체장회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켜야 하는 지자체장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원전사회를 위해 아래의 같은 방향성을 지향한다.

(1)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는 만들지 않는다.

(2)    가능한 한 조기에 '  원전 제로'    를 실현한다는 방향성을 유지,   다방면에 호소하며  다음의 테마
　　  에 착수한다.  

  1)   원전의 실태를 파악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태; 원가,  핵연료 사이클,   최종 처분장 등 

　 　파악).

  2)     원전 제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명확히 한다.

  3)    지역의 재생가능 에너지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을 세운다.   

  4)     세계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5)          어린이 및 식품 등 가정생활에 직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  후쿠시마를 지원한다.

：  （   사무국장 우에하라 히로코 전 쿠니타치 시장, ）도쿄도

：운영자
 （  、 ）미카미 하지메 고사이 시장 시즈오카현
  （   、 ）무라카미 다쓰야 전 도카이무라 면장 이바라키현
 （  사쿠라이 가쓰노부 미나미소마 시장, ）후쿠시마현

고문:

 카다 유키코（  전 시가현지사）

 사토 에사쿠（  전 후쿠시마현지사）

 아사오 케이치로（모두의당　중의원의원）

 아베 토모코（일본미래당　중의원의원）

 에다 켄지（모두의당　중의원의원）

 코노 타로（자민당　중의원의원）

 시이 카즈오（일본공산당　중의원의원）

  시노하라 타카시 （민주당 중의원의원）

 스즈키 노조무（일본유신회　중의원의원）

 타마키 데니（생활당　중의원의원）

 후쿠시마 미즈호（사회민주당　참의원의원）

 야마모토 타로（신당,  지금은 혼자 참의원의원）



   탈원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설립취지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낳은 3‧11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슬
  픔과 공포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멜트다운 사고는 방사능

오염  으로 인한 광범위하고도  장기적인  건강과 환경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로써 원전이 안
   전하다는 신화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전을   추진해 온 이유였던 '그린에너지', '  경제적인 에너지'  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음도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원전은 지역경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해 온     일본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3‧11  이후에 빈번해진   지진으로 인해 예상   보다 빨리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
   도 있는 요즘, 원전  이          있는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지자체들도 한시라도 빨리 원전
 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결단을 내     릴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엇  보다 지

 자체장의    가장 큰 책임은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배운 것은 설  령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할지라도 

     위험성이 큰 정책은 커다란 희생을 치를 가능성  이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희생하면서      까지 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생동안    건강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만      한 물건은 결코 취급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며,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은,  그리고 지자체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고, 지방의원
      들도 각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의 수장들도 이

 런 상황        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즉, “ ”  탈원전사회 를 지향하며
,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지역정책으로서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합니다. 또

   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일본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아이들,   오염 속에서 살아가   야만 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
    원해 나가는 것도 일본 전체  의 책임입니다.

   우리들 지자체에 주어진  어려운        과제를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바꿔 가기 위해 지
         자체장들은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 힘을 합쳐 지역의 자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

   “    ”  해 우리 지자체장들은 탈원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를 설립하였습니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홈페이지: http://mayors.npfree.jp  이메일: mayors@npfree.jp

전화: +81) 3-6751-9791  팩스:+81) 3-3363-7562



홋카이도
上田文雄 札幌市長

工藤篤  쿠도아츠시 元・恵山町長   전에산읍장
아오모리현 鹿内博 青森市長

아키타현
門脇光浩 仙北市長

髙橋浩人 大潟村長

야마가타현 阿部誠 三川町長

미야기현 鹿野文永 元・鹿島台町長

니가타현 笹口孝明 元・巻町長

후쿠시마현

伊藤寛   元・三春町長

井戸川克隆 元・双葉町長

古張允 矢祭町長

根本良一 元・矢祭町長

桜井勝延 南相馬市長

佐藤力 元・国見町長

馬場有 浪江町長

토치기현
入野正明 市貝町長

鈴木俊美 栃木市長

高久勝 那須町長

군마현 関清 川場村長  카와바면장

이바라키현

今泉文彦 石岡市長

島田穣一 小美玉市長

高杉徹 常総市長

豊田稔 北茨城市長

中島栄 美浦村長  미호면장
市川紀行 元・美浦村長

先崎千尋  맛사키치히로 元・瓜連町長   전우리즈라읍장
宮嶋光昭 元・かすみがうら市長

村上達也 元・東海村長   전토카이면장

나가노현

伊藤喜平 下條村長  시모죠면장
岡庭一雄 元・阿智村長

菊池幸彦 南牧村長  미나미마키면장
清水澄 原村長  하라면장
曽我逸郎 中川村長  나카가와면장
原久仁男  하라쿠니오 木曽町長  키소면장
田中勝已 元・木曽町長

吉川貢 元・高森町長

사이타마현
大澤芳夫 元・長瀞町長

頼高英雄 蕨市長

田島公子 元・越生町長

도쿄도

阿部裕行 多摩市長

上原公子 元・国立市長

佐藤和雄 元・小金井市長

保坂展人 世田谷区長

邑上守正 武蔵野市長

矢野裕 元・狛江市長

치바현

相川堅治 富里市長

秋葉就一 八千代市長

石井俊雄 元・長生村長

玉川孫一郎 一宮町長

根本崇 野田市長

카나가와현
加藤憲一 小田原市長

松尾崇 鎌倉市長 

야마나시현 倉嶋清次 笛吹市長

시즈오카현

石井直樹 元・下田市長

小野登志子  오노토시코 伊豆の国市長  이즈노쿠니시장
田村典彦 吉田町長

三上元 湖西市長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

시카나이 히로시 아오모리 시장
카도와키 미츠히로 센보쿠 시장
타카하시 히로토 오가타 시장
아베 세이 미카와 읍장
카노 후미나가 전 카시마다이 읍장
사사구치 코메 전 마키 읍장
이토 히로시 전 미하루 읍장
이도가와 카츠타카 전  후타바읍장
코바리 마코토 야마츠리 읍장
네모토 료이치 전 야마츠리 읍장
사쿠라이 카츠노부 미나미소마 시장
사토 츠토무 전 쿠니미 읍장
바바 타모츠 나미에 읍장
이리노 마사아키 이치카이 읍장
스즈키 토시미 토치기 시장
타카쿠 마사루 나스 읍장
세키 키요시
이마이  즈미후미히코  이시오카시장
시마다 죠이치 오미타마 시장
타카스기 토오루 죠소 시장
토요다 미노루 키타이바라키 시장
나카지마 사카에

 이치카와노리유키 전  미호면장

미야지마 미츠아키 전 카스미가우라 시장
무라카미 타츠야
이토 키헤
오카니와 카즈오 전  아치면장
키쿠치 유키히코
시미즈 키요시
소가 이츠로

타나카 카츠미 전 키소 읍장
요시카와 미츠기 전 타카모리 읍장
오오사와 요시오 전 나가토로 읍장
요리타카 히데오 와라비 시장
타지마 키미코 전 오고세 읍장
아베 히로유키 타마 시장
우에하라 히로코 전 쿠니타치 시장
사토 카즈오 전 코가네이 시장
호사카 노부토 세타가야 구청장
무라카미 모리마사 무사시노 시장
야노 유타카 전 코마에 시장
아이카와 겐지 토미사토 시장
아키바 슈이치  야치요시장
이시이 토시오 전 쵸세 면장
타마가와 마고이치로 이치노미야 읍장
네모토 타카시 노다 시장
카토 켄이치 오다와라 시장
마츠오 타카시 카마쿠라 시장
쿠라  시마세이지 후  에후키시장
이시이 나오키 전 시모다 시장

타무라 노리히코 요시다 읍장
미카미 하지메 코사이 시장



기후현
堀孝正 瑞穂市長

室戸英夫 北方町長

아이치현
河村たかし 名古屋市長

佐護彰 元・日進市長

시가현
平尾道雄  히라오미치오 米原市長

藤澤直広　 日野町長

村西俊雄 元・愛荘町長

교토부 中山泰 京丹後市長

미에현 鈴木健一 伊勢市長

나라현 山下真 生駒市長

효고현

泉房穂 明石市長

酒井隆明 篠山市長

嶋田正義 福崎町長

中川智子 宝塚市長

西村和平 加西市長

広瀬栄 養父市長

톳토리현
松本昭夫 北栄町長

森田増範 大山町長

시마네현 矢田辰夫 元・知夫村長   전치부면장
히로시마현 秋葉忠利 元・広島市長

야마구치현 井原勝介 元・岩国市長

카가와현 梶正治 丸亀市長

에히메현
石橋寛久 宇和島市長

三好幹二 西予市長

토쿠시마현 笠松和市 元・上勝町長

코치현

岡本淳 元・中村市長

久保知章  코보토모아키 元・三原村長   전미하라읍장
下村正直 元・黒潮町長   전쿠로시오면장
高瀬満伸 元・四万十町長

田中全 元・四万十市長

西村正家  니시무라마사카 元・中村市長

長谷川賀彦  하세가와요시히코 元・中村市長

山下幸雄 元・宿毛市長   전스쿠모시장
吉門拓   요시카도 히라쿠 元・佐賀町長    전사가읍장

후쿠오카현 加治忠一 香春町長

사가현 江里口秀次 小城市長

나가사키현 田中隆一 西海市長 

오이타현 首藤勝次 竹田市長

쿠마모토현 横谷巡 元・山江村長

미야자키현 椎葉晃充 椎葉村長

카고시마현
大久保明 伊仙町長

五位塚剛 曽於市長

高岡秀規 徳之島町長

고문
嘉田由紀子

佐藤栄佐久  전후쿠시마현지사
浅尾慶一郎 모두의당  아사오케이치로 중의원의원
阿部知子 일본미래당 중의원의원
江田憲司 모두의당 중의원의원
河野太郎 자민당 중의원의원
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중의원의원
篠原孝 민주당 중의원의원
鈴木望 일본유신회 중의원의원
玉城デニー 생활당 중의원의원
福島瑞穂 사회민주당 참의원의원
山本太郎 참의원의원

호리 타카마사 미즈호 시장
무로토 히데오 키타가타 읍장
카와무라 타카시 나고야 시장
사고 아키라 전 닛신 시장

마이바라 시장
후지사와 나오히로 히노 읍장
무라니시 토시오 전 아이쇼 읍장
나카야마 야스시 쿄탄고 시장
스즈키 켄이치 이세 시장
야마시타 마코토 이코마 시장
이즈미 후사호 아카시 시장
사카이 타카아키 사사야마 시장
시마다 마사요시 후쿠사키 읍장
나카가와 토모코 타카라즈카 시장
니시무라 카즈히라 카사이 시장
히로세 사카에 야부 시장
마츠모토 아키오 호쿠에 읍장
모리타 마스노리 다이센 읍장
야다 타츠오
아키바 타다토시 전 히로시마 시장
이하라 카츠스케 전 이와쿠니 시장
카지 마사하루 마루가메 시장
이시바시 히로히사 우와지마 시장
미요시 칸지 세요 시장
카사마츠 카즈이치 전 카미카츠 읍장

 오카모토스나오 전  나카무라시장

시모무라 마사나오
타카세 미츠노부 전 시만토 읍장
타나카 젠 전 시만토 시장

전  나카무라시장
전  나카무라시장

야마시타 사치오

카지 츄이치 카와라 읍장
에리구치 쥬지 오기 시장
타나카 타카이치 사이카이 시장
슈토 카츠지 타케다 시장
요코타니 메구루 전  야마에면장
시이바 테루미츠  시이바면장
오쿠보 아키라 이센 읍장
고이츠카 츠요시 소오 시장
타카오카 히데키 토쿠노시마 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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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 유키코 전 시가현지사
사토 에사쿠

아베 토모코
에다 켄지
코노 타로
시이 카즈오
시노하라 타카시
스즈키 노조무
타마키 데니
후쿠시마 미즈호

신당, 지금은 혼자 야마모토 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