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3회 일본환경회의 오키나와대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6년 10월판) 

◇일시  2016년 10월 21일 (금) ~ 23일 (일) 

◇장소  오키나와국제대학 /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기노완 2-6-1 

◇테마  ‘환경·평화·자치·인권 –오키나와로부터 미래를 연다’ 

◇참가비 무료  <자료비 일반 1000엔, 학생(유스) 500엔>

 ••••••••••••••••••••••••••••••••••••••••• 

제 6분과회 [제 1부]  

‘청년과 환경’ 청년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이란? 

10월 21일  오전 9시~오후 0시 10분 (3호관 202교실) 

사회: 오오시로 나오코, 구시켄 히데아키 

발표자: 토구치 타케류, 모토야마 진시로,  

이노마타 테츠, 타카자토 스즈요, 타지마 마사오,  

시마부쿠로 준, 마에도마리 히로모리 

 

제 6분과회 [제 2부] 

‘청년과 환경’ 청년의 실천 

10월 21일  오후 1시~오후 4시 10분 (3호관 202교실) 

사회: 히야네 요시나오, 이시바시 유키코 

발표자: 포드립스카 카타지나, 미와 다이스케, 

구시켄 히데아키, 신치 키이치로,  

카네쿠 하야토, 나카에마 쇼 

 

◆유스 교류회 21일 오후 4시 20분~5시 50분 

 

 

 

 

 

전체회 10월 22일 오전 9시~정오 

개회식 (7호관 201교실) 

특별강연  

· ‘일본에 있어서 오키나와란 무엇인가’  

아라사키 모리테루 

기초강연  

· ‘오키나와의 환경’               사쿠라이 쿠니토시 

· ‘안전보장과 오키나와’               가베 마사아키 

· ‘안전보장과 지방자치’             미야모토 켄이치 

· ‘국제인권과 환경·문화 – 원주민족의 시점에서’  

우에무라 히데아키 

 

분과회 10월 21일 · 22일 오후 · 23일 오전 

제 1분과회 

‘환경·평화·자치·인권에 관한 헤노코·타카에의 투쟁’ 

10월 22일  오후 1시~3시 30분 (7호관 201교실) 

사회: 마키시 요시카즈, 하나와 신이치 

발표자: 야라 토모히로, 아베 마리코 

미야기 쿠니하루, 미야기 아키노, 시마부쿠로 준 

 

 

 



제 2분과회 

‘헤노코가 제기한 법적 (국제법을 포함한) 여러 문제’ 

10월 22일  오후 4시~6시 30분 (7호관 201교실) 

사회: 우츠미 신조, 키타 지넨 

발표자: 아라카키 츠토무, 토쿠다 히로토 

오쿠보 노리코, 아베 에츠코 

 

◆친목회 22일 오후 7시 15분~9시 

제 3분과회 

‘미군기지의 소음 · 오염문제 ~펜스 밖에서부터의 접근~’ 

10월 23일  오전 9시~정오 (3호관 303교실) 

사회: 요시카와 히데키 

발표자: 타시로 유타카, 토카시키 켄 

카와무라 마사미 

 

제 4분과회 

‘류큐호의 자위대배치와 환경문제’ 

10월 23일 오전 9시~정오 (3호관 203교실) 

사회: 토쿠야마 아키라 

발표자: 타카토 치요키, 오오타 시즈오 

미야카와 코우지, 카카즈 키요타카 

소노 히로아키, 야이타 슌스케 

 

제 5분과회  

‘방사능공해와 생존권’ 

10월 23일 오전 9시~오후 0시 30분 (7호관 201교실) 

사회: 카미오카 미야에, 신조 토모코 

 

발표자: 야가사키 카츠마, 타카마츠 이사무 

모리타 토시야, 쿠로시오 타케노리 

이토 미치코, 쿠보타 미나호 

요시이 미치코, 나카오 카츠미 

 

제 6분과회 [제 3부]  

‘청년과 환경’  ‘변방’이 이어지다•‘국경’을 넘어서 

10월 23일 오전 9시~ 오후 0시 10분 (3호관 202교실) 

사회: 히야네 요시나오, 하재원 

발표자: 쯔에 휘완(朱惠雯), 류 이(劉毅)  

최 스신(崔素欣), 신수연 

 

◆전체회 23일 오후 1시~4시 30분 

· 분과회 보고  · 심포지엄  · 대회선언  · 폐회식 

★대회 기간 중, 현내외의 여러단체의 사진전과 

패널전을 진행합니다. 

 

 

 

 

현지견학투어 

일시: 10월 21일 (금) 오후 1시~6시 

내용: 헤노코 코스 (북부) 가이드: 마키시 요시카즈 

미군기지 주변투어 ~소음과 오염, 사람들의 생활~     

가이드: 카와무라 마사미 

정원: 각 40명 

참가비: 4,000엔 (점심  포함)

주최: 일본환경회의 (JEC) 

제 33회 일본환경회의 오키나와 대회 실행위원회 

협찬: 일반 사단 법인 act beyond trust 

후원: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자연보호협회, 전국거리보

존연맹,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나고시,오키나와변호사

회,오키나와타임즈사, 오키나와TV방송주식회사,류큐아

사히방송주식회사,류큐신보사, 류큐방송주식회사 

<참가문의>  제 33회 일본환경회의 오키나와대회 실행위원회 사무국 

우편번호 901-2701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기노완 2-6-1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 경제학부 스나가와 카오리 연구실내 

TEL: 098-893-7166 또는, 090-1940-0036  FAX: 098-893-7166 

Email: ksunagawa@okiu.ac.jp (스나가와 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