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무 성　명 도　도　부　현 정　촌　명

회장 아라키 야스오미 구마모토현 정촌회장 가시마마치장

부회장(회장대행)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고구치 타쓰야 도치기현 정촌회장 모테기마치장

부회장(회장대행)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시오미 아키오 교토부 정촌회장 이데초장

부회장(회장대행)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다니카와 토시히로 가가와현 정촌회장 우타즈초장

부회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다나노 타카오 홋카이도 정촌회장 시라누카초장

부회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후나하시 시게히사 아오모리현 정촌회장 히라나이마치장

부회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사쿠라이 코이치 미야기현 정촌회장 마쓰시마마치장

부회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이와타 토시오 지바현 정촌회장 도노쇼마치장

부회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하타 켄이치로 나가노현 정촌회장 나가와마치장

부회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니시다 켄 미에현 정촌회장 기호초장

부회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미야와키 마사미치 돗토리현 정촌회장 유리하마초장

부회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나가하라 조지 후쿠오카현 정촌회장 오토마치장

감사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스즈키 시게오 이와테현 정촌회장 구즈마키마치장

감사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야타 토미로 이시카와현 정장회장 쓰바타마치장

감사
정무조사위원(행정농림위원회)

구로키 사다조 미야자키현 정촌회장 니시메라촌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위원장) 기노 타카유키 기후현 정촌회장 와노치초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사키 테쓰오 아키타현 정촌회장 히가시나루세무라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요네모토 마사아키 야마구치현 정촌회장 와키초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스기우라 히로유키 도쿄도 정촌회장 미즈호마치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후나키 나오미 야마나시현 정촌회장 고스게촌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고바야시 노리유키 니가타현 정촌회장 이즈모자키마치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이토 사다무 시가현 정촌회장 도요사토초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다시로 타카시 오사카부 정촌장회장 미사키초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가게지 노부요시 도쿠시마현 정촌회장 미나미초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사카와 히데키 에히메현 정촌회장 도베초장

정무조사위원(행정위원회) 후지모토 아키오 오이타현 정촌회장 히메시마무라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치노세 마사타 나가사키현 정촌회장 하사미초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소메야 모리오 이바라키현 정촌회장 고카마치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후나하시 타카유키 도야마현 정촌회장 다테야마마치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후루야 마쓰오 사이타마현 정촌회장 스기토마치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스기모토 히로부미 후쿠이현 정촌회장 이케다초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오타 야스오 시즈오카현 정촌회장 모리마치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구루마타니 시게타카 나라현 정촌회장 덴카와촌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요시다 타카유키 히로시마현 정촌회장 사카초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도카지 마사유키 고치현 정촌회장 히다카촌장

정무조사위원(재정위원회) 미야자토 사토루 오키나와현 정촌회장 자마미촌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위원장) 시게하라 쇼이치 군마현 정촌회장 간라마치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안자코 노리아키 효고현 정촌회장 사요초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다지마 켄이치 사가현 정촌회장 시로이시초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하라다 슌지 야마가타현 정촌회장 가와니시마치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엔도 사토시 후쿠시마현 정촌회장 히로노마치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유카와 유지 가나가와현 정촌회장 야마키타마치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나루세 아쓰시 아이치현 정촌회장 고타초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오카모토 아키라 와카야마현 정촌회장 구도야마초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시타모리 히로유키 시마네현 정촌회장 쓰와노마치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야마사키 치카오 오카야마현 정촌회장 가가미노초장

정무조사위원(경제농림위원회) 다카오카 히데키 가고시마현 정촌회장 도쿠노시마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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