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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송해 드린 ‘홍보 요코하마 특별호’는 신문의 전단지로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일에 발행하는 ‘홍보 요코하마’는 일부를 제외하고 자치회 반상
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 요코하마’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의 문의처는 정책국 홍보과( 045�671�2332 045�661�2351)입니다.

요코하마의 미래를 함께 그려 봅시다
요코하마시 중기계획 2022�2025�초안�

의견 
모집 중

함께 지향하는 도시상
내일을 여는 도시

OPEN×PIONEER 2040 YOKOHAMA

　본 계획에서는 2040년경의 요코하마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
략을 제시하는 한편, 9개 전략과 38개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예정된 원안 책정
을 앞두고 초안을 제시해 드린 후 의견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38개 정책

2040년경의 바람직한 모습

2030년을 시야에 둔 전략

2040년

2022년
～2025년

2030년

재정 비전 행정 운영의 기본 방침

중기계획
 2022�2025의 틀

　2040년경의 요코하마의 바람직한 모습을 ‘내일을 여는 도시’
로서 제시하고 요코하마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날을 향해 
희망으로 가득찬 매일을 보낼 수 있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
시를 목표로 합니다.

　‘재정 비전’으로 내건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재정 건전성 유지’
를 실현하려면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본 전략’에 대해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행
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감안하여 행정 서비스의 최적화(사업 기법
의 창조와 전환)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요코하마 시민을 뒷
받침할 재원을 확보해 나갑니다. 

함께 지향하는 도시상의 실현을 위해 특별
히 중요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10년 정도
의 활동 방향성

5개 테마

01 육아 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

●출산 비용, 소아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
의 완화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중학교 급
식의 실현  등

02 커뮤니티, 생활 환경 
조성

●자치회 반상회 등을 통한 어린이 육성
●육아 세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

서관 조성  등

03 생산 연령 인구의 유입
을 통한 경제 활성화

●생활권 내의 이동의 편리성 향상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04 지역의 매력 및 
브랜드력 향상

●가든 시티 요코하마를 더욱 더 추진
●세 가지 동물원의 특징을 살린 휴식과 

힐링의 장소 창출   등

05 도시의 지속 가능성
●재해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지역 방

재력 향상
●탈탄소 도시의 추진  등

　미래의 요코하마를 짊어질 차세대를 양성함으로써 함께 미
래를 개척하는 시민을 늘리고 도시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향
상시킵니다.
　요코하마와 관련한 다양한 사람들
과 단체 여러분의 협동 및 공동 창조
를 통해 요코하마의 매력을 더욱 높이
고 ‘살고 싶은 도시’, ‘계속해서 살고 
싶은 도시’, ‘선택 받는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모두가 함께 응원하는 도시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내일을 느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시

자연과 문화를 비롯한
풍요로운 지역의 매력을

여는 도시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재능, 
그 사람다운 가능성을

여는 도시

수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관련을 맺고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도시

요코하마가 지속 가능한 것은 
물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여는 도시

함께 지향하는 도시상 내일을 여는 도시

행정 운영의 기본 방침

재정 비전

9개 전략

2022년�2025년까지의 구체 정책

전략에 따라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38개 정책 

육아를 하고 싶은 곳
차세대를 함께
키워내는 곳

요코하마

전략1
전략5

테마02
커뮤니티� 

생활 환경 조성
전략2
전략7

전략4

테마03
생산 연령 인구의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5 전략9

전략3

테마05
도시의 

지속 가능성

전략8

전략6

테마04
 지역의 매력 및 
브랜드력 향상

전략7

전략1

테마01
육아 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

기본전략기본전략
육아를 하고 싶은 곳

차세대를 함께 키워내는 곳 요코하마



2 ／특별호

9개 전 략 및 38개 정 책
　10년 정도의 중장기적 9개 전략을 정하는 한편, 전
략을 감안하여 계획 기간인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38개 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코하마시 중기계획 2022~2025(초안) 책자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확인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미래를  
창조하는 지역 조성

Zero Carbon 
Yokohama의실현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교외 지역의 지역 조성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 성장과  
국제도시 요코하마의 실현

누구나 활기차게 
평생 활약할 수 있는 지역 조성

　젊은 세대가 요코하마에 거주하고, 원하는 사람은 안심하
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린
이와 육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충실화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사회와 관계 맺으며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을 육성하
기 위해 모든 어린이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의 충실
화를 꾀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도의 온실효과가
스 삭감 목표를 50%로 정해 시민, 사업자 여러분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탈탄소를 통해 요코하마시를 더욱 성장시
킵니다.

　2030년의 SDGs 달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합
니다.

　건강하게 삶의 보람을 실감하며 친숙한 장소, 원하는 장소
에서 자신답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공생 사회를 실현합니다.
　의료와 개호가 필요해져도 자신답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호, 의료, 보호 및 복지의 충실화를 꾀합니다.

관련 정책
관련 정책

관련 정책

관련 정책

관련 정책

정책
1

지속적이고 든든한 육아 지원
~임신, 출산기, 영유아기~ 정책

18 탈탄소 사회의 추진

정책
26

사람을 불러들이는  
매력적인 교외 지역 조성

정책
20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기반 강화

정책
19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의 추진

정책
27

풍요롭고 살기 좋은  
주거지 및 환경 조성

정책
28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지역 교통의 실현

정책
21

스타트업의 창출 및  
이노베이션 추진

정책
22 관광 및 MICE의 진흥

정책
23 시내 대학과 연계한 지역 조성

정책
24 국제 비즈니스 지원과 지구 단위의 과제 해결

정책
25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국제도시의 실현

정책
7 시민의 건강 만들기와 안심 확보

정책
2

지속적이고 든든한 육아 지원
~영유아기, 학령기~

정책
8 스포츠 환경의 충실화

정책
3

곤란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9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책
4

아동 학대, 가정폭력 피해의 방지와  
사회적 양호 체제의 충실화

정책
10 지역의 상호 지지 추진

정책
13 장애아, 장애인의 지원

정책
5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의 추진

정책
11 다문화 공생의 추진

정책
14 생활과 자립의 지원

정책
16 재택 의료 및 개호의 추진

정책
6 풍요로운 학습 환경의 실현

정책
12 젠더 평등의 추진

정책
15 고령자의 생활과 안심을 지원하는지역 포괄 케어의 추진

정책
17 의료 제공 체제의 충실화

전략

1
전략

3

전략

5

전략

4

전략

2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발전을 위한 지원, 
다양한 주체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외국인 인재와 외
국 기업에게 선택 받는 매력적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요코하
마 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고 ‘국제도시 요코하마’의 매력을 창
출해 나갑니다.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고 노동 방식 및 라이프 스타
일의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 교통을 유지 및 충실화함으로
써, 다양한 생활 방식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외 주택지

가 있는 지역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출산 비용(기초적 비용)의 무상
화를 포함한 임신, 출산,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의 완화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료비 조
성의 소득 제한과 일부 부담금을 
철폐하여 안심하고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비

중학교 급식 이용을 원칙화하고 
배달 방식의 공급 체제 확보 및 학
생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 제공의 
추진

새로운 도서관상의 구축과 시민의 
풍요로운 학습 환경의 충실화

자치회 반상회 등의 
운영 지원 강화

상점가의 활성화

・전략적 토지 이용의 유도 및 추진
･가미세야 지구의 새로운 활성화 거점 형
성

･국제원예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

고령자의 외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경로 
패스의 IC화로 얻을 수 있는 이용 실적 등
도 감안하여 경로 패스 제도(75세 이상 무
상화)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 종합
적 이동 서비스를 검토

시내 대학의 지적 자원 및 
연구 성과를 활용해 한층 
더 지역에 공헌

생활 곤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임신, 출산기부터 일관된 어린이를 
위한 의료 체제 충실화

책자
23〜
36

책자
61〜
66

책자
67〜
80

책자
81〜
88

책자
3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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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ty.
yokohama.lg.jp/
city-info/seisaku/
hoshin/4kanen/2022
-2025/soan.html

【具体的なページや項目名】

【ご意見欄】

（例：P●の政策○○○○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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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 의견을 보내 주세요 �

성장과 활력을 창출하는 
도심� 임해부의 지역 조성

재해에 강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시민생활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시 조성

꽃� 초목� 농업� 수자원이 
풍부한 매력 넘치는 
가든 시티 요코하마의 실현

　국내외에서 인재와 기업이 모여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의 충
실화 및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 조성을 일
체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존 시설의 계획적 재생 및 기능 강화, 문화 예술 창조 

도시 시책을 통한 매력, 번화의 창출 등을 통해 성장과 활력이 있는 도시를 실
현합니다.

　대규모 지진이나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시민
의 목숨을 지키고 도시 기능 유지 및 신속한 복구와 부흥이 가
능하도록 하드와 소프트의 양면을 통한 활동을 추진하여 누
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강인한 도시를 실현
합니다.

　교통 네트워크와 국제 경쟁력 있는 항구 등의 정비를 추진
하여 요코하마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내외 인재와 투자
를 유치합니다. 공공시설의 보전 갱신을 계획적이고 효과적
으로 추진하여 도시 기능의 강화를 실현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초래하는 꽃, 초목, 농업, 수자원을 활용한 
‘가든 시티 요코하마’의 추진과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이
해와 행동의 촉진, 활기찬 도시농업의 전개를 통해 2027년에 
개최될 예정인 국제원예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끌고 요코하마 
특유의 매력과 번화를 창출하여 자연 공생을 통한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합니다.

관련 정책

관련 정책

관련 정책

관련 정책

정책
29

활기찬 도시부와 임해부가 있는
지역 조성

정책
33 지진에 강한 도시 조성

정책
36 교통 네트워크의 충실화

정책
31 풍요로운 자연의 도시환경 충실화

정책
30

시민에게 친숙한 문화 예술 창조
도시의 추진

정책
34 풍수해에 강한 도시 조성

정책
37 국제 경쟁력 있는 종합 항만의 조성

정책
35 지역에서 지원하는 방재 도시 조성

정책
38 공공시설의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보전 갱신

정책
32 활기찬 도시 농업의 전개

전략

6
전략

8

전략

9
전략

7

9월 15일�목��10월 14일�금�까지

요코하마시 중기계획 
2022~2025 검색

초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정보센터 또는 
각 구청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야마시타 부두의 재개발 
추진

･회유성 향상과 다양한 주
체의 연계를 통한 번화 조
성의 추진 방재 의식의 침투

(자조 의식의 향상)

철도 네트워크의 정비 추진

도시 브랜드력 향상을 위한 
동물원의 충실화

책자
89〜
94

책자
95〜
100

책자
101〜
108

책자
10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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切り取り切り取り

ご
住
所

お
名
前

＜注意＞
●ご意見を正確に把握する必要があるため、電話や口頭でのご意
見はお受け付け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頂いたご意見は、原案策定の参考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個人
情報を除き、本市の考え方と合わせて後日公表させていただき
ます。
個別の回答は行っておりませんので、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ご意見の提出に伴い頂いた氏名・住所・メールアドレス等の個
人情報は、「横浜市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条例」の規定に
従って適正に管理し、本案に対する意見募集に関する業務に
のみ利用させていただきます。

料金受取人払郵便

8381

横浜市中区本町6-50-10
横浜市政策局政策課

「パブリックコメント担当」行

2 3 1 0 0 0 5

差出有効期間
2 0 2 2 年
10月14日まで
（郵便切手不要）

横浜港局
承  認みほん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양식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➀주소, ➁성명, ➂본 건에 관한 의견의 

세 가지는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재정 비전에 기초한 
ʻ시책의 추진과 
재정 건전성 유지’의 양립

ʻ행정 운영의 기본 방침’에 기초한 
신뢰와 책임 있는 행정 운영 

향후 4년간의 활동

1 채무 관리 거버넌스를 철저히 
함으로써 중장기적 시점에서 채무를 관리

2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재원
을 충실화

3 자산의 종합적 매니지먼트(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

4 세출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5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의 발신과 과제 제기

향후 4년간의 활동

1
조직의 최적화와 직원의 능력 및 역할 발휘의 최대화
❶시대에 맞는 조직 체제 구축과 인사 급여 제도의 추진
❷팀 능력 향상을 위한 인재 육성과 일하기 편한 직장 환경 조성

2
행정 서비스의 최적화 ~사업 기법의 창조 및 전환~
❶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DX의 추진
❷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행정 운영의 추진

3 주민 자치의 충실화와 협동 및 공동 참여를 통해 지역을 더욱 활성화

　재정 비전은 ‘요코하마시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 실효화하는 중장기 재정 방침
으로서 시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되었습니다.

　요코하마 시청을 ‘창조 및 전환’해 나가기 위한 ‘조직과 인재’, ‘운영 체
제’의 큰 방침으로서 ‘행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요코
하마시 중기계획(행정 운영)’은 ‘기본 방침’으로 제시한 방향성을 감안한 구
체적인 4년간의 목표, 지표, 주요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의 기본 방침’(초안)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시
민정보센터, 각 구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 비전(2022년 6월 책정)’을 
감안하여 ‘시책의 추진’과 ‘재정 건전성 유지’의 양립을 위해 재정 목표
와 정책을 설정하고 다양화, 복잡화하고 있는 과제에 적절히 대응해 나
가는 시정의 토대가 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추진합니다.

　요코하마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과
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정을 위해 요코하마 시청과 직원 각자가 ‘시
민의 눈높이’, ‘속도감’, ‘전체 최적’을 중시하고, 재정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정
책 실현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행정 운영을 추진합니다.

전자 신청 시스템�권장�

이메일
ss-chuki2022@
city.yokohama.jp

우송
10월 14일까지 마감일 

소인 유효

FAX

045-663-4613

직접 지참

의견 공모란?

시 계획 등의 안이 구체화된 단계에
서 널리 공표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
견과 제안을 받고 이를 고려하여 의
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정 비전’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재정 비전 검색요코하마시 행정 운영의 기본 방침 검색

재정
운영

행정
운영

ʻ요코하마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재정 비전’
�재정 비전�

ʻ행정 운영의 기본 방침’참 고 

참 고

책정 스케줄 초안 공표
(2022년 8월)

원안 공표 및 책정
(12월경 예정)

9월 15일�목��10월 14일�금�까지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

책자
121〜
134

책자
135〜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