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협의회

총회(회원)

아시아 속의 큐슈
큐슈는 본도와 떨어진 부속 섬으로 구성됩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한국이나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남서부를 차지하여 기후가 온난하고 
겨울에도 적설량이 적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최적의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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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국제부
810-0004 후쿠오카시 주오구 와타나베도리 2-1-82  6F TEL 092-761-4261

큐슈경제산업국 국제부
812-8546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에키히가시 2-11-1 7F  TEL 092-482-5423

문의처: 일반사단법인 큐슈관광추진기구 해외유치추진부
810-0004 후쿠오카시 주오구 와타나베도리 2-1-82  7F

Email：qtp@welcomekyushu.jp
TEL 092-751-2947

○큐슈의 국제 경제교류를 위한 일원적인 조직으로 역내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민간기업들이 서로 제휴하여 2001년 7월에 설립.
○큐슈와 외국과의 산업교류, 관광교류, 인적교류를 통해 큐슈의 활성화와 자립적인 발전을 위해, 큐슈의 매력적인 산업입지 환경과

관광 자원 등을 일체적으로 해외 각국 등에 알리는 동시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입지나 산업교류를 진행해 나가며 신산업
창출 및 조화로운 지역진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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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hu
큐슈

조직 사업 개요

Kyushu Economy International (http: //www.kyushu-kei.org)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Kyushu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http://www.welcomekyushu.jp)
큐슈관광추진기구

○큐슈관광추진기구는 큐슈 지역 7개 현과 경제계가 큐슈 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일원적인 공적 조직으로 2005년에 설립.
○저희는 해외에서 (큐슈로 여행오시는)관광객 여러분께 풍요로운 큐슈의 관광자원을 알려주는 동시에 관광(여행)을 한층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여행박람회나 상담회에서 큐슈브랜드 홍보 선전 활동, 관광자원의 품질 향상, 또는 관광객 수용체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전략Ⅰ 큐슈브랜드 이미지 전략
①큐슈를 뚜렷하게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 조성
②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가별 이미지 침투책

전략Ⅱ 관광인프라 정비 전략
①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 정비실현을 위한 활동
②규제 완화 및 제도개정
③관광 인재육성
④각지의 관광자원 및 환대 강화

전략Ⅲ 큐슈여행 방문촉진전략
①해외 인바운드 고객유치(국가별·도시별·시장별)
②국내 고객유치(시장별·테마별)
③공통(대상시장 명백화·홍보전략·매체 활용 등)

전략Ⅳ 체류·소비 촉진 전략
①광역 관광 루트 개발
②통과형에서 숙박 체류형으로(나이트 메뉴 개발 등)
③단일 체류에서 연속 체류로(체류형 행사 유치)

큐슈관광 전략

현·정령지정도시, 경제단체, 민간기업 등 으로 구성

【총회 구성원】
■회장:　 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회장
■부회장: 큐슈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회원:　 각 현 지사, 정령지정도시 시장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의 장

【간부회 구성원】
■간사장: 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전무이사
■구성원: 현, 정령지정도시 담당부장·국장, 경제단체 등의
　　　　  이사 등

□지원기관: JETRO,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고문:　　 큐슈경제산업국장, 큐슈운수국장
□감사: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기획조정부 부장, 큐슈전력㈜ 총무부장 

□사무국: 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큐슈경제산업국

1. 국제화 전략 등 기획 입안
- 큐슈 전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유효한 조사 및 기획을 검토.
2. 정보의 창조·발신〈큐슈 지역의 정보 발신〉

- 웹사이트나 홍보자료를 통한 큐슈의 투자환경, 경제 관련사업에
관한 정보를 발신.
3. 국제화 전략 등 기획 입안

- ①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산업교류 사업(환황해 지역, 중국,
한국, ASEAN), ②최신 해외 현지정보나 시장동향, 지원제도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해외 비즈니스·경제
정보제공 사업, ③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로 확대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전시회 출전, 해외 바이어와 상담회 등
해외전개지원 사업을 전개.
4. 산업 입지〈외국기업유치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외국기업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기업유치 세미나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회
등을 개최.
5. 인재 교류〈유학생과 교류〉

-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큐슈 기업과 해외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유학생과 상호이해와 큐슈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류의
장 조성 및 취업 면담회 실시.

부 본 부 장

사업본부장

〔임원〕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이사회 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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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의 시책 전개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의 공급 거점화
수소/ 지열/ 양상풍력/ 해양 에너지/ 고효율 화력
차세대 자동차의 생산·개발 거점화
에너지 절약 선도 거점을 형성
아시아의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을 선도

건강 장수를 목표로 한 예방의료·건강증진 서비스의 산업 창출
의료기기 분야로 참여 촉진·해외 전개 
기능성·건강식품 관련 산업 활성화 
화장품 관련 산업 진흥

해외 시장에 대한 전개 촉진
국내외 판로개척·최적 생산체제 구축
큐슈 브랜드의 창설
물류·수송 시스템 강화
사업 규모 확대·안정공급 체제 구축
농촌 발신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농산어촌의 진흥

제2기 큐슈 관광 전략을 확실하게 실시
 ・큐슈 브랜드 이미지
 ・관광 인프라 정비
 ・큐슈로의 여행을 촉진
 ・방문객의 체류·소비 촉진 
쿨 재팬과 연계한 관광 진흥

큐슈의 주요 산업

【성장 전략】큐슈·오키나와 지방 성장 산업 전략 ∼큐슈·오키나와 Earth전략∼
풍요로운 자연을 활용하여 세계적(지구 규모)인 관점에서 과제에 도전하는 큐슈의 성장 전략.

4가지 전략 분야가 제휴하며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클린 분야 Energy & Environment 의료·헬스케어·미용 분야 Health

농림수산업·식품분야  Agriculture 관광 분야 Tourism

큐슈 사회기반시설 정보

큐슈의 경제규모
큐슈는 태국과 같은 정도의 경제규모

･큐슈는 일본 열도 남서부에 위치하며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의 7개 현으로 구성됩니다. 
･큐슈의 인구는 1,317만 명이고(전국대비 점유비율 10.3%), 면적 및 GDP 등 각종 경제지표 또한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여 “1할 경제”로 불립니다. 
･큐슈 역내 생산액은 태국 （세계31위）과 비슷한 경제규모입니다.

아시아 각지로부터 접근 편의성
아시아행 알찬 네트워크. 비행시간은 
도쿄보다 약 1시간 짧다.

큐슈는 국내 주요 도시 간 거리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각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도심부로부터
접근성도 매우 우수함

후쿠오카

공항 - 도심부 

부산(한국) 

서울(한국) 

상하이(중국) 

타이베이(타이완) 

홍콩 

호치민
(베트남)

방콕（태국） 

싱가포르

10분 

55분 

1시간 25분 

1시간 50분 

2시간 40분 

4시간 

5시간 40분 

6시간 

6시간 45분 

도쿄
(나리타) 

50분 

2시간 25분 

2시간 45분 

3시간 40분 

4시간 15분 

5시간 25분 

6시간 45분 

7시간 10분 

7시간 45분 

한국
중국
홍콩

한국

한국

한국, 타이완

【출처】 큐슈운수국, 큐슈지방정비국 자료
【위의 중국은 편의상 중국본토를 가리킴】

●큐슈 고속도로/신칸센/국제 항공로/국제 컨테이너선 항로（2017년 1월 기준）

　　　　　북미서안(캐나다, 미국)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얀마)
중국, 한국, 홍콩, 타이완, 러시아

중국
한국
타이완

타이완
중국
한국

서울
타이중

부산, 서울, 다롄

서울, 타이베이, 홍콩
미야자키 공항

서울, 상하이, 타이베이, 홍콩

가오슝

상하이
서울

상하이
서울

서울, 부산, 대구, 베이징, 다롄, 상하이, 칭다오, 난징, 우한, 청두, 타이베이, 가오슝, 홍콩, 
마카오, 마닐라, 방콕, 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괌, 호놀룰루

구마모토 공항

가고시마 공항

나가사키 공항

동남아시아(필리핀,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타이완, 홍콩 

한국

한국
중국

기타큐슈 공항

오이타 공항
사가 공항

후쿠오카 공항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

삿포로

부산(한국) 

서울(한국) 

상하이(중국) 
칭다오(중국)
다롄(중국)

베이징(중국)

국내 주요 도시 아시아 주요 도시

큐슈는 일본 유슈의 자동차 거점 부가가치의 반도체

근대 제철소 발상지

범례

주요 공항

중요 항만

고규격 간선도로(공용중)
고규격 간선도로(사업중, 계획중)

도시고속도로
신칸센

기타큐슈 공항

오이타 공항후쿠오카 공항

사가 공항사가 공항

구마모토 공항
나가사키 공항나가사키 공항

미야자키 공항
가고시마 공항

가고시마추오 역

하카타

오이타 항

하카타 항 기타큐슈 항

호소시마 항

시부시 항

아부라츠 항
야츠시로 항

사츠마센다이 항

나가사키 항

미이케 항

구마모토 항

이마리 항

한국
중국

한국

큐슈에는 도요타 자동차 큐슈(주), 닛산 자동차 큐슈(주), 다이하츠 큐슈
(주), 닛산 차체 큐슈(주) 등이 조업하여 자동차 생산능력은 150만대를 
넘으며 전국 대비 생산 대수 점유비율은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륜차를 
생산하는 혼다 기연공업(주) 구마모토 제작소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큐슈에는 스마트폰 등의 내장카메라 대응 CMOS 이미지 센서에 강점을 
가진 소니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주）나 차량용 집적회로(마이컴)에 
강점을 보이는 르네사스 그룹, 가전·차량용 대응 파워반도체에 강점을 
가진 미츠비시 전기파워디바이스 제작소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Earth

건강
스마트
 시티

먹거리와 관광
그린 
투어리즘

스마트
농업

헬스케어
투어리즘

사무실 평균 모집임대료 집세(민간)

（일본 전국 평균
＝100）

도쿄도구부 요코하마 시 나고야 시 오사카 시 후쿠오카 시

도쿄도구부 요코하마 시 나고야 시 오사카 시 후쿠오카 시

큐슈의 인프라 우위성

후쿠오카시 사무실, 주택 임대료는 도쿄 의 절반 가량.

후쿠오카시 소비자물가 지역차 지수는 주요 도시부 중에서 가장 낮다.

후쿠오카시 건축 투자 신장률은 주요 도시에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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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일본 항만으로의 크루즈선 기항 횟수는 과거 최고를 기록.
항만별로는 하카타항이 1위, 나가사키항이 2위.

출처: 총무성
“소매물가 통계조사”

출처：국토교통성 
“건축 착공 통계조사”

출처：국토교통성 “2016년 크루즈선 기항 실적（속보값）”, 
큐슈지방정비국 “큐슈 크루즈선 보고서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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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큐슈경제산업국
　　   작성자료

주요 도시와의 소비자물가 지역차 지수 （2015년）

착공건축물 공사비 예정액 신장률 （2011년ー2016년）

큐슈로의 외국 크루즈선 기항 횟수

주요 도시 사무실과 주거 임대료 （2015년)

기타

가고시마 항

나가사키 항

하카타 항

（단위 : 번）

금액
(엔/㎡)

총면적（2016）

총인구（2016.1.1）

역내 총생산액(명목)
(2013년도)

강선 준공실적 총톤수
(2015년)

조강 생산량(2016)

자동차 생산(2016)

수출액(2016)

IC 생산금액(2016)

농업 산출액(2015)

(억 미국 달러) 역내 총생산 국제 비교: 일부 발췌

(10억 미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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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큐슈경제산업국 작성자료 출처：총무성 “세계의 통계 2016”출처：총무성 “세계의 통계 2016”

전국대비 큐슈의 점유비율 큐슈의 인구, 역내 총생산 국제 비교
(타이완, 한국과 비교)
인구비교 역내 총생산

타이완큐슈 한국

도쿄도구부 요코하마 시 나고야 시 오사카 시 후쿠오카 시

금액
（10억엔）

수량
(백만 개)

큐슈의 자동차 생산 대수(사륜) 추이 큐슈와 전국의 IC 생산실적 추이

출처: 큐슈경제산업국 작성자료

출처: 큐슈경제산업국 작성자료

큐슈의 자동차 생산 대수 전국대비 점유비율

(만대) 전국 생산 수량 큐슈 생산 수량 전국 생산 금액 큐슈 생산 금액

큐슈에는 관영 야하타제철소를 전신으로 하는, 신닛테츠스미킨（주） 
야하타제철소가 위치하며 조강 생산량은 일본 전국의 15%를 차지합니다.

출처: 큐슈경제산업국 작성자료

큐슈는 일본의 식량 생산기지
큐슈의 농업 산출액은 전국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큐슈와 일본 전국 조강 생산량 추이

출처：농림수산성 “생산농업 소득통계”

주된 농산물의 산출액(생산액 높은 순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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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큐슈 전국 대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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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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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큐슈 타비넷
QR코드

※큐슈 올레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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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spots

Theme Parks테마파크 History & Culture역사·문화

●관영 야하타 제철소(옛 본사무소) ●미에츠 해군소 터

●옛 글로버 주택 ●옛 슈세이관(반사로 터)

본격적인 우주 기분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달의 돌 전시장이나 
우주박물관 등 매력적인 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월드 ●기타큐슈 시
“보다” “읽다” “그리다”를 주제로 만화의 매력을 발신하는 
뮤지엄입니다. 기타큐슈 시와 연고가 깊은 만화가들(마츠모토 
레이지)이 그린 작품을 전시. 열람 코너에는 약 5만 권의 
만화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기타큐슈시 만화뮤지엄 ●기타큐슈 시
고쿠라와 나가사키를 잇는 나가사키 
가도의 역참 마을로 번성한 우레시노의 
거리를 에도 시대 분위기 그대로 재현한 
역사형 테마파크입니다.

히젠 유메(꿈) 가도 ●우레시노 시
유럽의 거리와 문화를 재현한 체류형 
리조트. 장내에서는 사계절마다 꽃이 
옷을 갈아입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찾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하우스텐보스 ●사세보 시

아소의 대자연을 활용한 광범한 부지 내에 100종 
550마리 이상의 특이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접촉”을 주제로 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동물월드입니다.

아소 커들리 도미니언 ●아소 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산리오 
캐릭터가 대집결한 테마파크로 온종일 
환상적인 세계 속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하모니랜드 ●히지마치
남북 10km에 이르는 광범한 부지 내에 
호텔을 비롯해 컨벤션, 온천시설, 골프장 
등을 갖춘 리조트입니다. 

피닉스 시가이아 리조트 ●미야자키 시
광범한 원내에 아열대성 식물 2,400
종류 40만 그루가 재배, 전시된 일본 
최대급의 테마파크입니다.

플라워파크 가고시마 ●이부스키 시

Events & Festivals행사·축제

설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을 기념하여 약 2
주 동안 나가사키 신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입니다. 약 만 5천 개에 
이르는 랜턴(중국 초롱)이 시내를 수놓습니다.

나가사키 랜턴 페스티벌 ●나가사키 시 【1-2월 구정】
하카타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 7월 개최 기간 중에는 거대한 장식 가마인 
“가자리야마”가 장식되고, 15일 이른 아침 축제의 정점을 이루는 “오이야마”
에서는 남자들이 핫피(축제용 윗도리)와 시메코미(샅바)를 입고 무게가 1
톤이나 나가는 “가키야마” 가마를 짊어지며 하카타의 거리를 행진합니다.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 ●후쿠오카 시 【7월】
가마쿠라 시대의 염불 춤에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며 춤 종류가 50가지 이상에 이르는데 
그중에서도 전통춤인 “여우 춤”이 가장 유명합니다. 
매년 8월 14일, 15일에 개최됩니다. 

히메시마 본오도리(백중 맞이 춤) ●히메시마 촌 【8월】
8월 15일에 행해지는 “장식 등롱”으로 
막을 여는 구마모토의 대표적인 여름축제. 

“천명 등롱 춤”에서 흔들리는 등불은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야마가 등롱 축제 ●야마가 시【8월】

매년 11월 2일, 3일에 행해지며 향토민요인
오하라부시 등에 맞추어 길게 줄지으면서 
춤을 춥니다. 

오하라 축제 ●가고시마 시【11월】
매년 11월 초순 사가 시내에서 열리는 
열기구 국제대회. 100대가 넘는 열기구가 
사가의 만추의 하늘을 물들입니다.

사가 인터내셔널 벌룬 페스타 ●사가 시 【11월】
매년 11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는 가을 축제. “이영차! 이영차!” 
함성을 지르며 장식 가마가 거리를 
행진하는 용맹한 축제입니다.

가라츠쿤치 가을축제 ●가라츠 시【11월】
매년 11월 하순에서 2월 초순에 다카치호 
지방에서 오곡 풍양을 기원하여 밤낮을 
새워서 가구라 춤을 추는 축제입니다. 

다카치호 요카구라 ●다카치호 초 【11월-2월】

Nature & Scenery자연·경관

후쿠오카시의 상징인 후쿠오카 타워는 해변 
타워로는 일본 최고인 234ｍ를 자랑합니다. 
가까이에는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이 있어 프로야구 
시즌에는 70게임을 넘는 공식 경기가 열립니다. 

후쿠오카 타워 ●후쿠오카 시
“돈코부네”라는 배를 타고 물길을 여행하면서 강가의 경치나
역사적인 건물을 즐길 수 있는 “야나가와 강 뱃놀이”. 겨울의
풍물시로 ‘고타츠’라는 온열기수를 갖춘 배도 정취를 더하며
인기가 좋습니다.

야나가와 강 뱃놀이 ●야나가와 시
사가의 실업가 이타미 야타로가 9년의 
세월을 거쳐 완성했다고 하는 별장으로 
봄과 가을에 일반 공개되고 있습니다. 

구넨안(九年庵) ●간자키 시
“세계 3대 야경” 중 하나로도 유명한 
이나사야마 산.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불빛은 마치 보석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나사야마 야경 ●나가사키 시

Traditional Handy Crafts전통공예품

세계 제일의 칼데라를 가진 아소. 지금도 
연기를 뿜고 있는 나카다케 산을 둘러싼 
외륜산이 웅장한 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소산 ●아소 시
천 년전부터 100℃ 내외의 열탕과 분기가 
지하 250-300m 에서 분출하는 모습이 
무서워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데서 

“지옥”으로 불리는 8개 온천을 돌아봅니다. 

벳푸지옥 돌아보기 ●벳푸 시
아소산의 용암 침식으로 만들어진 협곡은 가장 
깊은 곳이 높이 100m나 됩니다. 그곳에서 
일본 폭포 100선에 선정된 마나이 폭포가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압권을 이룹니다. 

다카치호 협곡 ●다카치호초
2개의 강이 합류하는 삼각 지대에 
맹그로브가 군생하고 있으며 아열대의 
숲을 카누로 탐험할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 ●아마미 시

Hot Springs온천

지쿠고가와 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현 내 최대 
온천지, 하라즈루 온천. “(미) 알칼리성 단순온천”과 

“유황천” 2가지의 화학적 성질을 함유한 온천으로 
“더블 피부미용의 온천”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라즈루 온천 ●아사쿠라 시
「見る」「読む」「描く」をテーマに漫画の魅力
を発信するミュージアム。名誉館長・松本零
士氏をはじめ、北九州市ゆかりの漫画家の
作品を展示。閲覧コーナーでは、約５万冊の

사가 현을 대표하는 온천골로 일본에서 
미용 피부 3대 온천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큰 여관들도 늘어서 
있어 풍치와 역사가 느껴집니다. 

우레시노 온천 ●우레시노 시
1934년에 일본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이 풍요로운 운젠은 피서지로도 
유명합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운젠지옥에 
인접하여 여관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젠 온천 ●운젠 시

세계 제일의 원천수와 일본 제일의 용출량을 
자랑하는 온천 도시 벳푸에는 모두 
가지각색의 특징을 지닌 8개의 온천골로 
구성되는 벳푸 핫토가 있습니다.

벳푸 핫토(8탕) 온천 ●벳푸 시
유후인 온천은 큐슈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온천지로 온천의 정취가 넘치는 민박을 
비롯하여 오밀조밀하게 꾸민 일류 여관이나 
펜션까지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후인 온천 ●유후 시
“솔숲 속에서 솟아난 원천이 있는 궁전”
에서 이름이 지어지며 하루 용출량 380
톤의 풍부한 온천물의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쇼센큐(松泉宮) 온천 ●미야자키 시
활화산의 지열로 데워진 해변 모래에 
입욕하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는 천연 
모래찜 온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천연 모래찜 온천입니다. 

이부스키 천연 모래찜 온천 ●이부스키 시

Foods먹거리

하얀 국물과 가는 면이 특징인 
돈코츠 라면은 구루메 시가 발상지로 
알려졌습니다. 진한 국물은 깊은 
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라면 ●후쿠오카 현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회나 
튀김 등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요부코산 오징어 ●가라츠 시
부드러운 살코기 속에 섬세하고 
감칠맛이 나는 지방이 박혀 있는 

“츠야사시”라고 불리는 고운 상강육이 
특징인 브랜드 소고기입니다. 

사가 소고기 ●사가 현
중국요리의 밥상 모양이 기본인 싯포쿠 요리는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나가사키에서 일본, 중국, 네덜란드의 절충 
요리로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싯포쿠 요리 ●나가사키 시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중화요리입니다. 
라면과는 또 다른 독특한 면 위에 10가지가 
넘는 건더기를 다 버무린 것으로, 볼륨감이 
있고 저렴한 데다 영양도 만점입니다.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시

“사쿠라(벚꽃) 고기”라고도 불리는 
생생한 색을 띤 말고기 회는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에 구수한 
맛 또한 특별합니다. 

말고기 회 ●구마모토 현
“사이키의 영주는 포구 덕분에 넉넉하다”
라고 했을 정도로 분고 수도에서 잡히는 
싱싱한 물고기가 자랑거리입니다.

사이키 초밥 ●사이키 시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키운 
미야자키의 토종닭은 저지방, 
저열량이고 육질도 단단하며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토종닭 숯불구이 ●미야자키 현
미야자키산 망고는 완숙된 것만 
수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도가 18
도 이상으로 살살 녹는 듯한 달콤한 
맛은 틀림없는 과일의 왕입니다.

완숙 망고 ●미야자키 현
가고시마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키우며 감칠맛과 단맛이 나고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이 있는 
일본 유수의 브랜드 돼지입니다. 

가고시마 흑돼지 ●가고시마 현

지쿠호의 탄광 왕이었던 이토 덴에몬이 
가인 야나기하라 뱌쿠렌과 지낸 저택. 
세세한 곳까지 온갖 사치를 다한 호화로운 
구조입니다. 

옛 이토 덴에몬 저택 ●이즈카 시
일본 3대 이나리(곡식을 맡은 신을 모신) 신사로 꼽히는 
파워 스폿(정신적 영지). 연간 28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참배객이 방문합니다. 요즘에는 5개국어로 된 점괘 
제비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토쿠 이나리 신사 ●가시마 시
일본에서 최대 규모인 야요이 시대의 
환호취락 유적. 복원된 주택 외에 사시사철 
다양한 화단과 행사로 활기찹니다. 

요시노가리 유적 ●간자키 시·요시노가리초
개국에 따라 조성된 나가사키 거류지에 
건설된 국내 현존하는 최고의 교회당. 1933
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나 원폭으로 피해를 
입었고 1963년에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오우라 천주당 ●나가사키 시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아름다움과 우뚝 솟은 “무샤가에시” 
성벽으로 유명합니다. 

구마모토 성 ●구마모토 시
전국 4만여 개 하치만구 신사의 총본산. 

“하치만즈쿠리”라는 건축양식으로 만들어진 
본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사 신궁 ●우사 시
우도 신궁은 태평양 파도가 밀려오는
낭떠러지 동굴 속에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매우 독특한 신사입니다.

우도 신궁 ●니치난 시
일찍이 가고시마의 한 지방을 통치했던 
시마즈 가문의 별저. 사쿠라지마 섬과 
긴코 만이 정원 배경으로 펼쳐지는 
웅장한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정원입니다. 

센간엔 정원 ●가고시마 시

초벌구이한 인형에 채색한 
차분한 아름다움과 치밀한 
음각이 특징인 하카타 인형은 
미인 인형과 어린이 인형 
등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카타 인형 ●후쿠오카 시
7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하카타 직물은 두툼함과 신축성이 
있는 천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허리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카타 직물 ●후쿠오카 시
구미코는 못을 사용하지 않는 나무와 
나무를 이어서 엮은 전통적인 창호 기법의 
하나입니다. 크루즈 트레인 “SEVEN 
STARS IN KYUSHU” 내장에도 사용되며 
열차 내부를 호화롭게 꾸미고 있습니다.

오카와 구미코(엮은 문살)  ●오카와 시 
400년 역사 속에서 완성을 
이룬 희고 아름다운 도자기 
표면, 화려한 그림 무늬가 
많은 애호가들을 끊임없이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아리타 야키·이마리 야키 ●아리타 시·이마리 시
섬세하고 우아한 미카와치 야키, 
일상 생활에서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디자인이 뛰어난 
하사미 야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카와치 야키·하사미 야키 ●사세보 시 하사미초
쇠로 만든 금속 표면에 흠을 파고
금선이나 은선을 끼워 넣어서 
다채로운 무늬를 그려 넣은
공예품. 중량감과 금속표면의
아름다움이 특징입니다. 

히고 상감 ●구마모토 시
야마가를 대표하는 전통공예품. 
천명의 등롱춤 개최 시에 머리 위에 
올리는 금 등롱이 대표적입니다.

야마가 금 등롱 ●야마가 시
일상 생활용품에서 미술 공예품까지 
대나무의 아름다움을 살린 다채로운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벳푸 죽세공 ●벳푸 시
그을리기나 깎기 등 200개가 
넘는 수작업 공정을 거쳐 완성하는 
미야코노조 대궁은 경기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선물용으로도 
가치가 높은 명품입니다. 

미야코노조 대궁 ●미야코노조 시
자체적인 선염과 컷팅 기법으로, 
에도 시대 말기의 걸작품이자 환상의
명품으로 불렸던 제조 기법을 복원해
되살린 유리공예품입니다. 

사츠마 기리코 ●가고시마 시
독특한 “진흙 염색” 기법과 
비백무늬가 특징적인 견직물이며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시마 츠무기 ●아마미 시·가고시마 시

온천 둘러보기와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병을 
치유하는 온천의 정취가 남아있는 온천지입니다. 
숙소는 대부분이 노천탕을 갖추고 있으며 
폭포온천이나 바위온천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로카와 온천 ●미나미오구니마치

하사미 야키미카와치 야키

사진 제공 : 사가시 교육위원회, 사가현 관광연맹, 공익사단법인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큐슈여행네트” 사진 갤러리로부터 전재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 산업”

              

일본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증된 수령 1,000
년을 넘는 야쿠 삼나무로 둘러싸인 힐링의 섬.

야쿠시마 섬 ●야쿠시마초

UNESCO World Heritage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
2015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큐슈 지역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 【1993년 등재】

●후쿠오카 현: 미이케 탄광 미야노하라 갱, 미이케 탄광 전용철도 터, 미이케 항 【오무타 시】/
　　　　　　　관영 야하타 제철소 옛 본사무소·수선공장·옛 대장간공장 【기타큐슈 시】/ 
　　　　　　　온가가와 강 수원지 펌프실 【나카마 시】
●사가 현: 미에츠 해군소 터 【사가 시】
●나가사키 현: 고스게 선박수리장 터,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제3선거,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자이언트 캔틸레버 크레인,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옛 목형장,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센쇼카쿠, 다카시마 탄광, 하시마 탄광, 옛 글로버 주택 【나가사키 시】
●구마모토 현: 미이케 탄광 만다 갱, 미이케 탄광 전용철도 터 【아라오 시】/
　　　　　　　미스미니시 항(옛 항구) 【우키 시】
●가고시마 현: 옛 슈세이관(반사로 터, 기계공장, 옛 가고시마 방적소 기사관) 데라야마 숯가마 터,
　　　　　　　세키요시 수로【가고시마 시】



운영협의회

총회(회원)

아시아 속의 큐슈
큐슈는 본도와 떨어진 부속 섬으로 구성됩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한국이나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남서부를 차지하여 기후가 온난하고 
겨울에도 적설량이 적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최적의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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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국제부
810-0004 후쿠오카시 주오구 와타나베도리 2-1-82  6F  TEL 092-761-4261

큐슈경제산업국 국제부
812-8546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에키히가시 2-11-1 7F  TEL 092-482-5423

문의처: 일반사단법인 큐슈관광추진기구 해외유치추진부
810-0004 후쿠오카시 주오구 와타나베도리 2-1-82  7F

Email：qtp@welcomekyushu.jp
TEL 092-751-2947

○큐슈의 국제 경제교류를 위한 일원적인 조직으로 역내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민간기업들이 서로 제휴하여 2001년 7월에 설립.
○큐슈와 외국과의 산업교류, 관광교류, 인적교류를 통해 큐슈의 활성화와 자립적인 발전을 위해, 큐슈의 매력적인 산업입지 환경과

관광 자원 등을 일체적으로 해외 각국 등에 알리는 동시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입지나 산업교류를 진행해 나가며 신산업
창출 및 조화로운 지역진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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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hu
큐슈

조직 사업 개요

Kyushu Economy International (http: //www.kyushu-kei.org)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Kyushu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http://www.welcomekyushu.jp)
큐슈관광추진기구

○큐슈관광추진기구는 큐슈 지역 7개 현과 경제계가 큐슈 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일원적인 공적 조직으로 2005년에 설립.
○저희는 해외에서 (큐슈로 여행오시는)관광객 여러분께 풍요로운 큐슈의 관광자원을 알려주는 동시에 관광(여행)을 한층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여행박람회나 상담회에서 큐슈브랜드 홍보 선전 활동, 관광자원의 품질 향상, 또는 관광객 수용체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전략Ⅰ   큐슈브랜드 이미지 전략
①큐슈를 뚜렷하게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 조성
②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가별 이미지 침투책

전략Ⅱ   관광인프라 정비 전략
①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 정비실현을 위한 활동
②규제 완화 및 제도개정
③관광 인재육성
④각지의 관광자원 및 환대 강화

전략Ⅲ   큐슈여행 방문촉진 전략
①해외 인바운드 고객유치(국가별·도시별·시장별)
②국내 고객유치(시장별·테마별)
③공통(대상시장 명백화·홍보전략·매체 활용 등)

전략Ⅳ   체류·소비 촉진 전략
①광역 관광 루트 개발
②통과형에서 숙박 체류형으로(나이트 메뉴 개발 등)
③단일 체류에서 연속 체류로(체류형 행사 유치)

큐슈관광 전략

현·정령지정도시, 경제단체, 민간기업 등 으로 구성

【총회 구성원】
■회장:　 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회장
■부회장: 큐슈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회원:　 각 현 지사, 정령지정도시 시장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의 장

【간부회 구성원】
■간사장: 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전무이사
■구성원: 현, 정령지정도시 담당부장·국장, 경제단체 등의
　　　　  이사 등

□지원기관: JETRO,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고문:　　 큐슈경제산업국장, 큐슈운수국장
□감사: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기획조정부 부장, 큐슈전력㈜ 총무부장 

□사무국: 일반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
　　　　  큐슈경제산업국

1. 국제화 전략 등 기획 입안
- 큐슈 전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유효한 조사 및 기획을 검토.
2. 정보의 창조·발신〈큐슈 지역의 정보 발신〉

- 웹사이트나 홍보자료를 통한 큐슈의 투자환경, 경제 관련사업에
관한 정보를 발신.
3. 국제화 전략 등 기획 입안

- ①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산업교류 사업(환황해 지역, 중국,
한국, ASEAN), ②최신 해외 현지정보나 시장동향, 지원제도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해외 비즈니스·경제
정보제공 사업, ③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로 확대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전시회 출전, 해외 바이어와 상담회 등
해외전개지원 사업을 전개.
4. 산업 입지〈외국기업유치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외국기업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기업유치 세미나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회
등을 개최.
5. 인재 교류〈유학생과 교류〉

-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큐슈 기업과 해외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유학생과 상호이해와 큐슈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류의
장 조성 및 취업 면담회 실시.

부 본 부 장

사업본부장

〔임원〕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이사회 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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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ushu-kei.org/
http://www.kyukeiren.or.jp/korea/index.html
http://www.welcomekyushu.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