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KINOKAWA CITY
みんな笑顔で10周年

기노카와 시가 (市歌 )
맑은 시내는 대지를 열고

사계절을 물들이고 행복을 부른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초록 물빛

화합의 마음으로 꿈이 통하고

자연의 혜택으로 감사하며

생명을 기르는 기노카와시

１． 봄에 들판에서 노래하는 휘파람새

마음에 산들바람 드맑고

청명한 하늘에 기쁨의

가지를 펼치는 복숭아꽃

웃는얼굴과 희망으로 흘러넘치는

함께 뻗어나가는 기노카와

２．

기노카와시 10년 흐름사

10th Anniversary Kinokawa City 

①구우치타정 사무소 개청식

④밤하늘을 수놓은 3000발의 꿈의 불꽃

⑥해외에 생긴 친구 중학생의 
해외파견 교류

⑦고양이 얼굴을 이미지한 역청사

⑧배수가 밀려 도로에 범람한 
츠가츠기 간선 1 호 배수로

②약1,400명으로  조직된 소방단

③힘차게 운행하는 단지리(축제수레)

2005년도（2005.11～2006.3）
11/７▶기노카와시 시정 시행………………………………………………①
12/11▶기노카와시장 선거, 시의회 의원 일반선거

１/８▶기노카와시 연합 소방단 출범식…………………………………②

2006년도（2006.4～2007.3）
４/９▶제1회 기노카와시 모모야마(桃山)축제

４/９▶제1회 기노카와시 도겐쿄(桃源郷)마라톤 대회

７/３▶와카야마 (주)아이고무 진출 협정 조인

７/28▶고가와(粉河) 축제…………………………………………………③
８/20▶제1회 시민축제……………………………………………………④
８/27▶제1회 인권 강연회

10/１▶쓰레기 봉투 유료화 및 쓰레기 분리방법 통일

10/21▶세이슈(青洲) 축제…………………………………………………⑤
11/１▶시민헌장 제정

11/１▶시목(市木)은 금목서, 시화(市花)는 복숭아, 시조 (市鳥)는 휘파람새로 지정

11/３▶제1회 기노카와시 문화제

11/25▶제1회 기노카와시 산업축제

２/９▶대한민국 서귀포시와 자매도시 체결……………………………⑥
３/25▶희라이(平池) 녹지공원 완공

３/27▶「폭력 추방 마을」,「비핵 ･ 평화 마을」,「평생학습 마을」선언

2007년도（2007.4～2008.3）
４/18▶제1기 빈주시(濱州)의 농업기술 연수생 파견

６/１▶의회 소식지「안녕하세요? 의회입니다」를 창간

10/７▶제1회 스포츠 페스티벌

10/15▶중국 빈주시(濱州)와 우호도시 체결

２/10▶자급자족 바른 식생활 교육 박람회

３/26▶제1차 기노카와시 장기 종합계획 수립

2008년도（2008.4～2009.3）
４/１▶고야, 도모부치, 오구아라카와 오소노 지역의 디지털TV 방송 수신환경 등을 정비

４/１▶개별 유방암 검진(유방조영술 검사) 도입

４/６▶아다고이케공원(愛宕池公園) 준공식

６/23▶유방암 검진 수검율 향상으로 핑크리본 캠페인 추진 본부 설립

９/７▶제1회 기노카와시 방재 종합 훈련

시민헌장【2006.11.1제정】
一　고향을 사랑하고, 교양을 쌓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一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돕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상생의 장을 넓혀나가겠습니다.

一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삶과 희망으로 넘치는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一　취미와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고 밝은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一　감사와 봉사의 마음을 중요시 하겠습니다.

빛나는 역사로 피어나는 문화

금목성도 향기를 풍기고

힘을 모아 활기 넘치게

일궈가는 고향의 신시대

풍부한 창조 줄기찬

내일의 희망 기노카와시

３．

１

⑤세이슈의 처가에의 혼례를 
재현한 세이슈시대 행렬

2008년도（2008.4～2009.3）
12/10▶기노카와시 공공하수도 일부를 나가(那賀) 정화 센터 시설 이용 개시

２/１▶유방암 검진 계몽 강연회

２/27▶시의회 의원 정원수 감축(26인 → 24인)

2009년도（2009.4～2010.3）
４/１▶개별 유방암 진단(초음파검사) 도입

４/１▶기노카아시 청소년센터 설립

５/１▶지역 순환버스 본격 운행 개시

11/１▶아라카와 초등학교 교사(校舍) 준공식

12/７▶진즈우(神通), 나가하다(中畑)지구의 지상 디지털TV 방송 수신 환경 조성

12/10▶시내 전세대 주택용 화재 경보기 배포 개시

２/７▶나테(名手) 초등학교 교사(校舍) 준공식

３/31▶중산간 지역 종합정비사업[상 나테(上名手)지구] 준공식

３/31▶히라이케(平池)녹지공원의 오가 연원(大賀蓮園) 완공

2010년도（2010.4～2011.3）
４/１▶지역간 격차가 컸던 수도요금 통합

４/１▶모든 세금의 편의점 수납제 시행

４/１▶기노우미(紀の海)광역 시설조합 설립

４/１▶초등학교 졸업까지 의료비를 무료화하는 아동의료제도 시행

６/18▶(주)하쿠르마 진출 협정 조인

８/４▶와카야마 전철 기시역 신역사(新駅舍) 완공……………………⑦
９/４▶농업취락지(善田地区) 배수사업 준공식

10/23▶의성 하나오카세이슈(華岡青州) 탄생 250주년 기념 사업

11/７▶합병 5주념 기념식수「금목서」와「복숭아 관상수」각 5종 식수

12/16▶「바른 식생활 지역 기노카와시」 선언

３/16▶동일본 대지진 피해지로 시시도 급수차 파견

2011년도（2011.4～2012.3）
６/10▶“반딧불 지방 수뇌부 회의”기노카와시에서 개최

７/24▶제1회 기노카와 사랑찾기(연 맺기)

９/２▶태풍12호에 의해 시내 곳곳에서 침수피해 등이 발생… … … ⑧
12/10▶제1회 히라이케(平池) 빛 행사

１/１▶전국 순간경보「J-ALERT」자동 방송 시스템 도입

２/25▶우치타(打田)중학교 교사(校舍) 준공식

２



더 큰 발전을 목표로ー
　기노카와시는 2005 년 11 월 7 일 우치타정 , 고카와정 , 나가정 , 모모야마정 , 

기시카와정 5 개정이 합병하여 새로 태어난후 1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기노카와 ( 강 ) 의 청류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

름답고 매력 있는 마을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

지금껏 걸어온 10 년간은「안심 ･안전한 마을 만들기」 를 최대 중요 과제로하고 

시민들과 기업 , 단체들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반정비를 중심으로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하에 더큰 발전과 활력넘치는 마을 만들기를 목

표로 매진하고자 합니다 .

10th Anniversary Kinokawa City 

⑨펌프차 2대로 분당30 입방미터를 배수

⑪만개한 연꽃 중에서

기노카와시장

나카무라 신지

기노카와시 발전을 위하여ー
　2005 년 5 개 정이 합병한 이래 시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기반구성과 시

민 복지향상을 위해 행정 당국과 논의를 거듭하여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노력

해 왔습니다 .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권한이 커진 가운데 자치제의 의사를 결정하는 

[ 의사기관 ] 으로서 , 또한 행정 [ 감시기관 ] 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더욱 가중되

었습니다 .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질향상을 위해 더

욱더 노력함과 동시에 주민의 요청을 시정에 반영 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도 기노카와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지역에서 축적되어온 역사 , 전통을 소

중히 전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기노카와시의회 의장

다카다히데아키

2011년도（2011.4～2012.3）
２/27▶(주)중부테이고우기「中部抵抗器」 진출 협정 조인

３/16▶나가타(長田) 초등학교 실내 운동장 준공식

３/31▶츠가츠기(調月)보육소를 아라가와(安川)보육소로 통합

2012년도（2012.4～2013.3）
４/１▶나테(名手) 보육소 민간 이관

４/１▶5소방단 소방단 통합 및 기노카와시 소방단 발족

４/１▶구로가와(黒川) 간이수도 종합구역 확장, 히가시 하다노(東畑野)지구에 급수 개시

４/１▶자체관리 니시가와하라(西川原) 간이수도 상수도로 통합

４/13▶나가(那賀) 소방조합 남소방서 준공식

４/14▶나테(名手)역전 지구 정비사업 준공식

10/４▶기노카와시 배수펌프차 운영 개시…………………………………⑨
10/30▶기타세이다(北勢田) 제2공업단지 조성 준공식

11/１▶건강만들기 추진 고문 위촉「동경대학 나가가와 케이 이치준 교수」
11/19▶(주)고코노에사이카(九重雜賀) 진출 협정 조인

12/３▶시의회 의원 정원수 감축(24인→22인)

１/４▶시청 신청사(新庁舎)에서 업무 개시

３/16▶제1회 평생학습 페스티벌

３/21▶제1차 장기종합계획 후기 기본계획 수립

2013년도（2013.4～2014.3）
４/１▶나가(那賀), 모모야마(桃山), 기시카와(貴志川)지소 이전

４/１▶아라가와(安楽川)보육소 민간이관…………………………………⑩
６/23▶시도(市道)이다나카노사이선(井田中ノ才線) 개통

６/30▶제1회 오가(大賀) 연(蓮) 관련회(観蓮会)……………………………⑪
７/27▶고카와(粉河)중학교 교사(校舍) 준공식

８/３▶월일(越日)우호의원 연맹으로부터 증정받은 연을 세이슈 노사토 (青州の里)에 식재

８/11▶시청 신청사(新庁舎) 준공식…………………………………………⑫
９/26▶기노우미(紀の海)광역 처리시설 건축 공사 기공식

９/27▶오오즈(麻生津) 간이수도 확장, 도모부치(鞆渕), 호소노 (細野)지구에 급수하는 공사 착공

１/10▶니시노야마(西野山) 배수지 축조 공사 완공

⑩민영화후 웃는 얼굴로 맞는 첫입학

⑫면진(내진) 구조를 채택한 신청사

⑬기노카와시도우게에서의서쪽 전망

⑮푸르츠 대사 위촉장 교부

⑭매일 웃음띤  얼굴로 잘먹겠습니다.〜

⑯주변 일대를 시민공원 으로 정비

３

2013년도（2013.4～2014.3）
２/７▶고야, 이호다니(五百谷) 간이 수도를 상수도로 통합

３/30▶「케이나와 자동차도 기후쿠히가시도로」　(〜기노카와 IC) 개통…⑬
３/31▶고카와(粉河)운동장 정비 공사 완공

2014년도（2014.4～2015.3）
４/１▶중학교 졸업 년도까지 입원 의료비를 무료화하는 아동 의료 제도 확대

４/12▶나가(那賀)중학교 격투기장 준공식

５/14▶기노우미(紀の海)광역시설 진입로 정비공사 착수

７/５▶가난(河南)학교 급식 센터 준공식…………………………………⑭
７/５▶기노카와시 파크 골프장 준공식

７/21▶기노카와시 청소년육성시민의회 설립

10/６▶국영 종합 농지 방재사업 와카야마 히라노(和歌山平野)지구 사업소 개소식

10/27▶고시키다이세이엔(五色台聖苑) 종합정비 공사 준공식

２/12▶일본체육대학과「 체육･스포츠 진흥에 관한 협정」 조인식

３/25▶아나부시(穴伏)정수장 축조공사 착수

３/30▶시내 6개소 방범 카메라 설치

３/31▶히라이케(平池)베트남원(園) 수리공사 완공

2015년도（2015.4～2015.11.6）
４/１▶켄도이즈미사노우치타선(県道泉佐野打田線)을 4차선화  공사 착공

４/４▶기노카와시 푸르츠 홍보대사로 여배우 후지하라노리카 (藤原紀香) 임명…⑮
４/29▶기노카와 시민체육관 준공식………………………………………⑯
６/10▶시립도서관에 통폐합 개시(5관→2관)

７/12▶「케이나와간쿠우랜라크도로」　건설촉진 기성동맹회 설립

７/17▶(주)매이단혼포(梅丹本鋪) 진출 협정 조인

７/25▶류몬 초등학교 교사(校舍) 준공식

８/９▶합병10주년 기념식으로「 NHK 노도지만(노래자랑)」개최

８/11▶「현도와카야마하시모도선」　의 오치가타 (遠方) 구간 개통

９/12▶「케이나와자동차도 기후쿠가시도로」　[〜이와데네고로(岩出根來)IC] 개통

９/26▶기노구니와카야마 전국체전(제70회국민체육대회) 개회식

10/24▶기노구니 와카야마대회(제15회 전국 장애인스포츠 대회)

A…京奈和自動車道紀北東道路
B…京奈和関空連絡道路

A

D

B

C

C…県道和歌山橋本線
D…京奈和自動車道紀北西道路

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