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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아오모리현 

시책 명칭 세계로부터 ‘선택받는 아오모리’ 

개  요 

사철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취어린 온천지, 다종다양한 고품질의 농림수산물.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문화 등 아오모리현의 다채롭고 심오한 매력을 살려 사람의 

흐름을 창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채로운 지역자원을 살려 성장하는 관광은 아오모리현의 강점이며 ‘경제를 

움직이는’ 시책의 견인역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에서의 연계협동을 추진하여 세계로부터 여행 목적지로 ‘선택받는 아오모리’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예산액 16억엔 15백만 미달러 

１．과제(현재 상황)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

○ICT의 진전이 관광객의 의식과 행동, 관광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영향

○홋카이도 신칸센의 삿포로까지 연장 등 교통 네트워크의 충실

○국내시장의 축소와 지역간 경쟁의 격화

○인바운드 수요의 확대를 기대

○‘관광지 경영’의 시점에 선 관광지역 만들기의 진전

○아오모리현의 총숙박객수 506만명, 외국인 총숙박객수 29.6만명, 관광소비액 1,863억엔

２．목표(장래상) 

○‘투자를 부르는’ 기간산업으로의 성장

관광산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매력적인

‘생업’과 관광으로 수입을 얻는 ‘인재’를 배출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을 지향한다. 

○행복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방문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지역민’이 각각 아오모리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행복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지향한다. 

○세계로부터 ‘선택받는 아오모리’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축이 될 기간산업으로 성장시켜 국내외에 자랑할 만한 매력적인 ‘세계

속의 아오모리’를 지향한다. 

○2023년까지 총숙박객수 550만명, 외국인 총숙박객수 50만명, 관광소비액 2,000억엔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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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시책내용 

 （개요） 

○전략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정보발신 

・‘먹거리와 자연을 통한 체재형관광 모델 구축사업’ 

 관광객의 니즈가 다양화·고도화해 가는 상황 속에 지금처럼 체재의 ‘양’의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체재의 ‘질’ 향상을 위해 아오모리현의 ‘먹거리’와 ‘자연’을 조합시킨 질높은 

체재형관광 모델을 구축한다. 

・‘JOMON 세계유산등재 무브먼트 관광소비확대사업’ 

 ‘홋카이도·북도호쿠 지역의 조몬유적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후의 수년간 상정되는 관광객의 

급증(무브먼트)에 대비하여 관광객수가 피크에 달하는 기간의 경제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준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피크기간 후에도 현내 사업자가 계속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영입체제를 

정비하여 관광소비액의 최대화를 지향한다. 

○해외관광객 유치의 강화·추진 

・‘세계로부터 선택받는 아오모리 인바운드 관광객유치 추진사업’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등을 겨냥하여 앞으로의 해외 프로모션에서 아오모리현의 강점과 매력을 

전세계에 어필하기 위해 세계를 숙지한 글로벌 앰버서더와의 연계 시책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이고 

선진적인 시책을 전개한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국제정기편·전세편의 유치활동에 의해 올해 7 월부터 아오모리 공항과 타이페이를 잇는 에버항공 

정기편이 취항하고 있다.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 네트워크를 조합시킨 ‘입체관광’과 홋카이도의 남서부와도 연계한 

‘광역·주유관광’의 추진이 교류인구 확대와 외화 획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2차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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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야마가타현 

시책 명칭 
세계에 자랑할만한 야마가타현의 매력을 발신하여 국내외의 왕성한 활력을 
끌어들이는 ‘관광입현 야마가타’의 확립 

개    요 

현민 총 참가와 전체 산업이 참가하여 관광진흥시책을 실현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교류인구 확대를 도모하고 야마가타현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입현 야마가타’의 실현을 
지향한다. 

예산액 1,192,729천엔 11,219,349.07미달러（ U$환산 ） 

 

１．과제 (현재 상황） 

・ 근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진척됨에 따라 커뮤니티 기능의 저하와 지역경제의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 

・ 지속가능하고 활력넘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주인구의 유지를 위한 시책과 더불어 

현내외와의 교류인구 확대를 도모해 가는 것은 당면한 긴급 과제. 

・ 교류인구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책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관광객유치는 지역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야마가타현 관광의 매력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관광객유치 확대로 연결시켜 갈지가 과제다. 

・ 야마가타현의 인바운드의 특징으로서, 지금까지는 통과형이 중심으로 체재시간이 짧아서 앞으로는 

체재일수를 확대시켜 소비확대로 연결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２．목표（장래상） 

【정책목표】 관광진흥시책의 전개를 통한 호순환 

방문객으로 활기・방문객의 만족 

                       

     현민이 지역을 아는 매력적인 지역만들기      지역경제의 윤택・지역의 활성화 

【수치목표】 관광소비액 2,177억엔（2018년） → 2,500억엔（2019년） 

 

３．시책 내용 
（개요） 

야마가타현이 자랑하는 먹거리와 온천 외에 현내외로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신문화(데와산잔, 야마데라·릿샤쿠지, 지온지, 와카마츠데라 사찰 등), 초카이산과 자오산 등의 

일본 100 대 명산, 각 지역에 지금도 살아숨쉬는 전통예능 등의 관광자원을 살리고 연마하는 등 

관광객 유치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4월부터 ‘미식·미주 투어리즘 추진실’을 설치 

・야마가타현의 맛있는 먹거리와 술을 적극적으로 발신하여 온천·전통문화·풍요로운 자연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조합시킨 관광객 유치를 전개하고 있다(가스트로노미 투어리즘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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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국(호설지대)인 야마가타현에 있어 마이너스 이미지인 ‘눈’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플러스 

소재로 받아들인다 

・도호쿠 지방에서는 야마가타현이 최초로 ‘UNWTO 눈과 문화의 세계관광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의 도호쿠와 스노 콘텐츠 등의 매력을 국내외로 발신(2018년 2월) 

○인근 현과의 광역 연계를 통한 인바운드의 추진 

・ 해외에서의 인지도 향상은 단독 현이 아니라 도호쿠 지방이 하나가 되어 전개(도호쿠 

관광추진기구와의 연계) 

・야마가타현은 2 개의 공항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정기편이 취항하지 않아 정기편이 취항하는 

공항과의 연계사업을 전개하여 여행대리점에 광역주유 루트를 제안. 

・또한, 관광객을 현내에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기대되어 전세편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도 151편 ⇒ 2019년도 232편(대폭 확대) 

・야마가타현이 가진 지역성과 관광자원을 살린 새로운 여행의 제안에 착수하고 있다. 

  정신문화 투어리즘, 사이클 투어리즘, 가스트로노미 투어리즘, 스노컬처 투어리즘 등 

○외항 크루즈선의 기항정착, 기항확대를 위해 관민 모두가 시책을 추진 

・2017 년 야마가타현에 외항 크루즈선이 첫 기항. 해마다 기항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시와 

주변 시정촌과 연계하여 기항 정착을 위해 야마가타현이 따뜻하게 환대를 실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 외항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현, 시정촌, 민간 등으로 조직하는 ‘프로수퍼 포트 사카타’ 

포트세일즈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민이 하나가 되어 유치활동과 영입태세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 국제정기 전세편의 운항확대와 외항 크루즈선의 기항확대를 통해 외국인 여행객 현내 

영입자수는 4 년 연속 과거 최고가 되었다. 이어서 해외로의 관광 홍보강화와 영입환경 정비 

등 관민 모두가 시책을 추진해 간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개인의 기호나 니즈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무료 공중무선 LAN의 정비, 다언어 대응 등의 꾸준한 영입체제 정비 및 충실화. 

・단체여행에서 개인여행으로 여행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가까운 역과 공항에서 관광지까지를 잇는 2차 교통의 확보와 편리성의 향상이 과제다. 

 

４．참고 자료 
 최근실적 지표 

관광객수 ４６,５０７천명（2018년도） ４７,０００천명（2019년도） 

총숙박객수 ５,４３１,３６０명（2018년） ６,２００,０００명（2019년） 

외국인영입수 ２５２,２８９명（2018년） ２６０,０００명（2019년） 

총외국인숙박객수 １６３,４６０명（2018년） １８０,０００명（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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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후쿠시마현 

시책명칭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증가 정책을 실시하는 ‘후쿠시마’ 

개   요 

・후쿠시마현의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회복 기조에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증가율에는 
못 미친다. 
・원전사고를 기인으로 하는 후쿠시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후쿠시마현의 
부흥시책과 현황, 매력에 관한 이해와 공감이 국내외로 확산되어 인바운드를 비롯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식품검사, 국내외로의 정확한 정보발신, 관광객 
유치 촉진에 착수한다. 

예산액 ( 현지통화 ) ( U$환산 ) 

１．과제(현재 상황) 

・후쿠시마현의 인바운드가 지진 직후에 대폭 저하되어 국제선의 운항정지가 이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타겟을 특정한 관광객 유치 대책의 성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2018 년 외국인 총숙박객수가 일본 전국에서는 2010 년 대비 321.1%인데 비해 

후쿠시마현은 162.2%(47 도도부현 중 46 위)로 전국적인 신장에 못 미치고 있다. 외국인 

총숙박객수의 순위에 있어서도 2010 년에는 47 도도부현 중 28 위였는데 2018 년에는 40 위로 

퇴보하였다. 

 

 

 

 

 

 

 

 

【출전】관광청 숙박여행통계조사(종업원이 10명 이상 숙박시설의 외국인 총숙박객수) 

２．목표(장래상) 

~현 부흥계획(제 3차) 풍문·풍화대책 프로젝트에서~ 

원전사고를 기인으로 한 후쿠시마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여 후쿠시마현 부흥시책과 현황, 매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국내외로 확산되어 인바운드를 비롯한 관광객 유치가 도모된다. 

３．시책내용 

■환경회복과 철저한 식품검사(풍문·풍화대책 강화전략(제 3판)) 

철저한 제염작업과 자연쇠퇴 등으로 인해 현 내의 공간방사선량은 피난지시구역을 제외하고 

세계의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거의 동일수준(※1)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사능물질의 기준치(※2)에 의한 약 20 만점의 농림수산물 모니터링 

검사, 쌀의 전량·전포장검사, 소고기 전두검사 등을 실시·공표하는 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100% 65% 92% 120% 162% 233% 246% 280% 321%

후쿠시마현 100% 28% 33% 36% 43% 55% 82% 110% 162%

0%

100%

200%

300%

400%

【외국인총숙박객수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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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내의 공간방선량과 해외주요도시와의 비교】 【2018년도 농림수산물의 검사결과】 

종별 검사수 기준치 

초과수 

초과수 

비율 

현미 약 920만건 0건 0.00% 

야채·과일 2,455건 0건 0.00% 

축산물 4,336건 0건 0.00% 

재배산나물·버섯 945건 0건 0.00% 

해산·어패류 6,187건 0건(※3) 0.00% 

야생산나물·버섯 788건 1건 0.13% 

하천·호수의 어류 886건 5건 0.56% 

【출전】해외의 방사선량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관광국 

 

■국내외로의 정확한 정보제공 (후쿠시마현 부흥계획(제 3차) ‘풍문·풍화대책 프로젝트’) 

원전사고에 따른 후쿠시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과 

검사결과, 공간방사선량의 추이, 부흥상황, 후쿠시마현의 매력 등 후쿠시마현의 정확한 정보를 

미디어와 SNS, 회의·행사 등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국내외로 꾸준히 정보제공 해 간다. 

2019 년도의 주요 시책으로서 후쿠시마현산 가공식품에 대한 풍문을 일소시키기 위해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위생관리수법인 HACCP 와 방사능물질관리의 정보제공을 통합시킨 ‘후쿠시마 

식품위생관리모델’을 도입하여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쿠시마현 특산 식품 및 가공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감과 동시에 국내외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현내로 유치하여 부흥·창생 해 가는 후쿠시마의 현황을 널리 알려 후쿠시마현에 대한 

풍문의 불식 및 풍화방지로 연결시킨다. 

 

■관광객유치 촉진 (후쿠시마현 부흥계획(제 3차) ‘풍문·풍화대책 프로젝트’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보고, 먹고, 느껴 먹거리와 관광의 매력, 부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 특산물의 홍보 등을 포함한 관광진흥 캠페인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촉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각국,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시선에 선 정보제공, 해외 매스컴과 여행관계자를 초빙하여 홍보 및 해외에서의 

프로모션과 같은 시책을 펼친다. 

2019 년도의 주요 시책으로서 방일 외국인이 많은 수도권에서의 정보제공, 실제로 후쿠시마에 

와서 맛보기를 위한 모니터 투어 실시와 새로운 먹거리 개발 등 먹거리와 관광을 융합시킨 

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이아몬드 루트’ 동영상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사무라이, 스포츠, 등 

테마별 관광객 유치책을 전개한다. 

 

(※1) ‘후쿠시마현 내의 공간방사선량과 해외 주요도시와의 비교’에서의 후쿠시마현 내의 

공간방사선량은 2019년 8월 1일 현재. 

(※2) 일반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 EU 1,250Bq/kg, 미국 1,200Bq/kg, CODEX 

1,000Bq/kg, 일본은 100Bq/kg. 

(※3) 어업협동조합에 의한 자체검사로 1건 기준치를 초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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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니가타현 

시책명칭 다양한 지역자원을 살린 교류인구의 확대 

개    요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는 활기찬 니가타현’을 목표로 시정촌, 민간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킬러콘텐츠의 창출과 관광자원의 연마에 힘써 다른 현과 차별화된 니가타 
관광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교류인구의 확대를 도모한다. 

예 산 액 438,334천엔(현지통화) 4,135,226미달러（U$환산） 

 

１．과제(현재 상황) 

・ 니가타현은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먹거리, 특색있는 산업 등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나 

개별적으로 매력을 홍보한 탓에 주장의 명확성이나 스토리성이 약하고 관광진흥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또한, 니가타현을 찾는 여행객들의 관광지 만족도 조사는 ‘매우만족’의 비율이 미미한 증가를 

보여 서비스 향상과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창출 및 연마, 나아가서는 편리성 향상에 이바지할 

관광기반의 정비 등 여행객들의 니즈에 대응하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２．목표(장래상) 

‘방문하기를 잘했다 니가타현’의 실현 

 

３．시책내용 

(개요) 

(1)국내외에 통용하는 매력적인 관광지 만들기 및 정보발신으로 관광객 유치 추진 

・다양화하는 여행객들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현 내 관광지의 만족도 조사와 니가타현 관광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육성 등을 실시 

・스키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으로의 정보발신과 어린이용 스키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인바운드 관광객유치 활동과 영입체제 정비를 추진 

・지역고유 관광자원의 매력향상과 영입체제정비 시책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이 니가타현의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견인할만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지원 

・착지형 여행상품의 조성·매력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함과 동시에 판매촉진을 위한 특집 

사이트를 개설 

・ 동해(일본해) 미식여행(가스트로노미)의 컨셉트와 합치되는 체재형 관광의 모델적 시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이 먹거리, 물건, 장소를 조합시킨 관광자원의 창출을 위한 시책을 실시 

・수도권과 간사이권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니가타현 관광정보를 효과적으로 발신하는 시책을 실시 

・교통사업자 등과 연계한 정보발신과 여행상품의 조성, 단체형 모니터 투어 등을 실시 

・컨벤션의 유치 확대를 위해 주최자 방문활동과 컨벤션 개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새로이 환대메뉴 개발과 정보발신 툴을 정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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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추진 

・니가타현의 강점인 ‘눈’ ‘온천’ ‘술’ ‘쌀’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을 타겟으로 한 전략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영입체제 정비를 촉진 

・주변 현 등과 연계를 통한 광역 주유 루트의 여행상품 조성을 위한 세일즈 활동에 착수함과 

동시에 수도권 및 현내의 관광안내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발신을 통해 광역주유관광을 촉진 

・새로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필리핀을 타겟으로 자리매김하고 방일여행 시장을 

조사함과 동시에 무슬림 영입환경 조성을 촉진 

・숙박시설 등 관민일체로 해외여행박람회에의 출전과 여행대리점 방문 등 새로운 세일즈활동을 

지원 

・수도권의 숙박시설에 장기체재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니가타현의 관광정보를 발신하여 

니가타현에의 주유관광을 촉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현재 시행중이기 때문에 결과 기재를 생략한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관광객수 및 숙박객수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다. 

・현 전체의 관광지 종합만족도가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다. 

 

４．참고자료 

●관광객수, 숙박객수의 추이                      （단위:천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관광객수 70,862 71,602 72,987 77,447 74,172 72,478 

（전년대비） +6.3% +1.0% +1.9% +6.1% △4.2% △2.3% 

숙박객수 10,203 9,677 9,607 10,260 10,205 10,202 

（전년대비） － △5.2% △0.7% +6.8% △0.5% △0.0 

 

●현 전체 관광지 만족도 ‘매우만족’ 등의 비율 

조사횟수 

(기간) 

제 2 회 

(2011 가을~ 

2012여름) 

제 3 회 

(2013 가을~ 

2014여름) 

제 4 회 

(2014 가을~ 

2015여름) 

제 5 회 

(2015 가을~ 

2016여름) 

제 6 회 

(2016 가을~ 

2017여름) 

‘매우만족’ 비율 25.1% 23.2% 19.3% 19.1% 19.4% 

‘만족’ 비율 45.4% 45.7% 48.3% 48.2% 48.1% 

‘약간만족’ 비율 17.8% 17.6% 19.7% 20.2% 19.9% 

종합만족도 88.3% 86.6% 87.3% 87.5% 87.4% 

※종합만족도는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의 합계 

※끝수를 반올림했기 때문에 종합만족도 수치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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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이시카와현 

시책 명칭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호쿠리쿠 신칸센 현내 전노선 개통을 전망한 관광객유치추진 

개    요 

〇호쿠리쿠 신칸센 개통 4주년(2018년)을 맞이하여 관광객총수는 개통전(2014년)을 

윗돌아(2014년:21,611천명→2018년:24,753천명) 개통효과는 계속되고 있으나 

‘홋토 이시카와 관광플랜 2016’에서 내 건 목표(2025년: 30,000천명)를 

달성하려면 더 한층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〇국내 관광객 유치는 연간 관광객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유치 캠페인, 

관광자원의 발굴, 연마와 여행상품화 촉진에 착수한다. 

〇해외 관광객 유치는 럭비 월드컵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그 후를 전망한 호쿠리쿠 

신칸센과 새로이 취항한 고마츠-홍콩 정기편 등의 충실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광역연계를 통한 주유관광 촉진 및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에 착수한다. 

예산액 － － 

 

１．과제(현재 상황) 

〇호쿠리쿠 신칸센의 이용자수 개통 전의 약 3배를 유지 

〇현외 관광객총수 개통전의 340만명 증가(2014년:1,205만명 → 2018년:1,549만명) 

〇외국인 숙박객수 개통전의 2.3배, 6년 연속으로 과거최다를 갱신(2014년:29만명 → 2018년:68만명) 

〇도호쿠 지방에서의 관광객수 개통전의 1.8배 

・오미야에서 환승해서 센다이-가나자와 약 3시간 반(개통전에는 약 5시간) 

・호쿠리쿠·도호쿠 직통신칸센의 운행(3년 연속으로 쌍방향 운행) 

〇이시카와현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수 과거 최다(2014년:52개 → 2018년:360개) 

 

２．목표(장래상) 

도쿄 올림릭·패럴림픽과 호쿠리쿠 신칸센 현내 전노선 개통을 전망한 관광객유치 추진 

 

３．시책내용 

（개요） 

(1)이시카와의 매력홍보와 새로운 매력만들기를 통한 이시카와 팬의 확대 

가) 호쿠리쿠 신칸센 가나자와 개통 5주년 캠페인 전개 

・JR 캠페인에 호응한 도쿄역에서의 ‘개통 5 주년 기념 이시카와 백만석이야기전’의 개최, 

‘명탐정 코난 가나자와·가가 미스테리 투어’의 실시 

・ 수용지역의 매력 창출로서 온천지에서의 야간행사 개최, 노토지역 파워스팟 유람 개최, 

가나자와성 공원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헬륨기구체험 실시, 교쿠센인마루 스페셜 라이트쇼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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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시카와의 매력을 중점적으로 발신 

・JR-호쿠리쿠 3현 연계를 통한 통년 관광객 유치 캠페인 

‘일본의 아름다움은 호쿠리쿠에 있다’ 캠페인(4월~11월) 

재패니즈 뷰티 호쿠리쿠 캠페인(12월~3월) 

・수도권·간사이권의 대형 여행사 주요점포의 스탭을 ‘이시카와 관광 콩셰르주’로 위촉하여 

이시카와현으로의 관광을 촉구 

・여성과 활기찬 고령자를 타겟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관광객유치 추진, JR 그룹과 연계한 

도호쿠에서의 관광객유치 추진, 기업여행유치 강화를 통한 간사이권에서의 관광객유치 추진 

・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추진, 지역 프로 스포츠 팀의 로드게임을 활용한 수도권 

등지에서의 관광홍보 

・현내에서의 컨벤션 개최에 대한 조성, 호쿠리쿠 신칸센을 이용하는 수학여행의 유치 등 

다) 전노선 개통 효과의 현하 전역으로의 파급을 위한 관광지 매력 창출 

・지역 관광자원의 여행상품화 촉진을 위한 이시카와 여행상품 프로모션 회의의 개최, 전문인재 

배치를 통한 여행사에의 교섭 강화 

・프로모션 회의를 통해 축적된 단체용 여행상품의 개인여행자용 인터넷 판매 사이트 개설 

・현내 각지에서의 관광객 유치 행사 개최(노토 후루사토 박람회, 가가온천박람회, 

가나자와에서의 음악행사 등) 

・가나자와성, 겐로쿠엔의 야간조명 

라)산학관 연계를 통한 이시카와 관광 시대를 견인할 인재의 육성 

 

(2)전략적인 해외관광객 유치의 추진 

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럭비 월드컵을 위한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 럭비 월드컵 관전객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게재한 전단지 작성, 

가가·노토지역의 가이드 동반 모니터 투어 개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관전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럽여행사 대상 관광 세미나 개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소재 발굴·연마를 강화하기 위한 여행상품 조성 책임자의 현 

내 시찰, 소재설명회 개최 

・외국인 여행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전화통역 서비스의 제공 

나) 충실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관광객 유치 

・고마츠-홍콩 정기편화를 계기로 한 관광객 유치 

다) 호쿠리쿠 신칸센을 활용한 새로운 골덴 루트의 정착 촉진 

・호쿠리쿠 아치패스를 활용한 철도연선 자치체와의 연계로 국제여행박람회에의 출전과 미디어 

초빙 

라) 국가와 지역의 특징에 맞는 해외 관광객 유치의 추진 

・애프터 스키 고객의 유치(호주), 교육여행 유치(대만), 스포츠 레저투어 유치(대만·중국) 등 

타겟을 특정한 관광객 유치의 추진 



54

The 10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테마１：관광 진흥／리저널 리포트
 

테마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야마나시현 

시책 명칭 야마나시현의 관광전략 

개   요 

・야마나시현에서는 2004년 2월에 ‘관광입현 후지노쿠니 야마나시’를 선언하고 
관광진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부를 설치. 

・2009년에는 산학관이 연계하여 관광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야마나시 
관광추진기구를 설립. 

・또한, 2011년 12월 ‘환대의 지역 야마나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기초하여 2012년에 ‘야마나시 관광추진계획’을 책정하여 2019년 ‘신 야마나시 
관광추진계획’(계획기간 2019~2022)을 책정할 예정. 

・관광산업을 야마나시현 경제의 제 2의 축으로 하기 위해 영입환경 정비와 
효과적인 정보발신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실시. 

예산액 12억엔（2019년 8월） 1,133만 미달러（U$환산） 

 

１．과제(현재 상황）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소비액은 늘지 않고 있다. 관광소비액 증가는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의 소비기회 증가와 고가격대 현 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관광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부가가치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야마나시현에서는 ‘지역에의 긍지와 애착에 기초한 환대를 현민이 하나가 되어 추진’할 것을 

내걸고 환대를 추진해 왔는데 관광객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저하 경향에 있어 새로이 ‘환대’의 

취지를 침투시켜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근년의 여행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방일 외국인 관광수요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광지의 

지역자원 연마와 재활성화 시책이 시급하다. 

○성숙화 사회의 도달,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맞춰 여행 스타일의 변화와 여행객들이 

요구하는 관광 스타일의 다양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행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２．목표(장래상) 

현민의 따뜻한 환대나 지역 고유의 아름다운 경관과 지역의 특산품, 전통적인 축제 등을 통해 

‘야마나시현만의 환대’로 여행객들에게 편안함과 만족을 너머 감동을 주어 다시 찾고 싶은 매력 

넘치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을 현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킨다. 

３．시책 내용 

（개요） 

○관광소비액의 확대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트와 연계하여 프로모션을 실시. 

・JR 등 민간사업자와 연계하여 관광물산전 개최. 

・수익성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호텔이나 료칸（일본식 전통 여관） 등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 관광객 수용 대응(비현금화, 할랄대응 등) 세미나 실시. 

○환대의 추진 

・현민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돈독히 하고 긍지와 애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폭넓은 

세대를 대상으로 향토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기회제공과 환대를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인재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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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의 연마와 활용 

・남알프스 및 주변지역이 가진 자연, 역사, 문화, 산업 등 지역에 존재하는 본래의 가치를 연마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는 그레이드 높은 관광지로서의 브랜드화를 추진. 

○외국인 여행객의 니즈에 대한 대응  

・개인여행이 늘고 있는 외국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어자원봉사나 통역안내사 등 활용을 촉진하는 

외에 야마나시현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다언어관광앱 ‘FUJISAN ACTIVITIES’의 이용 촉진. 

○타겟을 의식한 프로모션 

・2020 년에 개통 예정인 중부횡단자동차도로나 2027 년에 개통 예정인 리니어 중앙신칸센에 의한 

시간거리의 대폭적인 단축을 앞두고 주쿄권과 간사이권에의 정보 발신을 강화. 

・해외시장의 마케팅을 DMO 등과 연계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야마나시현에 있어 유망시장이 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을 타겟으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관광 프로모션을 전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관광객의 증가 

・관광객수 2017년 3,216만명 → 2018년 3,769만명 

・외국인 관광객(숙박객수) 2017년 161만명→2018년 196만명(특히 대만, 베트남의 증가가 현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관광소비액의 증가가 미진 

・현내관광소비액 2017년 4,133억엔 → 2018년 4,001억엔 

 

４．참고자료 

（１）관광객수·관광소비액의 추이            （２）외국인 숙박객수(총인원)의 추이 

  

  

 

 

 

 

 

 

（３）외국인 숙박객(총인원)의 국가별 순위 

 

 

 

 

 

출전 야마나시현 관광객통계조사 출전 관광청 숙박여행통계조사 

(만명) 야마나시현의 관광객수와 관광소비액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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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나가노현 

시책 명칭 세계를 매료시키는 관광지역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개   요 

・나가노현을 방문한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총 숙박객수가 152만 7천명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 

・나가노현에서는 2018년 3월에 ‘신슈의 관광 신시대를 개척하는 나가노현 관광전략 
2018’을 책정하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방문하는 사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산악고원 리조트를 지향하여 ‘관광의 일꾼으로서의 경영체 만들기’, 
‘관광지역으로서의 기반만들기’, ‘전세계에서 관광객을 부르는 인바운드 전략’의 
3가지 전략에 기초한 시책을 전개. 

예산액 566백만엔(현지통화) 524만 미달러( U$환산 ) 

 

1. 과제(현제 상황) 

≪통계로 본 나가노현의 현황≫ 

１ 총 숙박객수의 추이⇒제자리걸음 경향 (2014년→2018년 1,789.7만명→1,832.5만명 102.4％) 

２ 외국인 총숙박객수의 추이⇒ 증가경향  (2014년→2018년 66만명→152.7만명 231.4％) 

３ 관광소비액의 추이⇒ 증가경향  (2014년→2018년 6,571억엔→8,146억엔 124.0％) 

４ 관광여행객의 당일치기·숙박의 상황⇒ (당일치기객) 증가경향(2014년→2018년 60.2％→63.8％) 

                    (숙박객)  감소경향 (2014년→2018년 39.8％→36.2％) 

５ 숙박시설별 객실가동률 ⇒  (시티호텔, 비즈니스호텔) 높다 (2018년  73.7％, 70.9％) 

 (여관, 간이숙소)    현저히 낮다 (2018년  28.1％, 14.0％) 

≪나가노현의 관광을 둘러싼 과제(설문조사 결과)≫ 

１ 여행객 만족도 조사(전국과의 격차가 큰 순서로 3항목) [2016년도 현 관광기구 조사] 

여행의 즐거움으로서 나가노현이 전국을 밑도는 항목(일본인)⇒ 식사, 문화시설, 숙박시설 

〃              (외국인)⇒ 식사, 숙박시설, 온천 

２ 숙박시설 설문조사(복수회답 중 상위부터 3항목) [2017년 현 관광부 조사] 

(１)경영자 고민 ⇒ 시설설비의 노후화, 종업원의 확보, 종업원의 고령화 

(２)앞으로 실시하고 싶은 시책 ⇒ 시설·설비의 재단장, 정보발신의 강화, 인터넷 예약의 활용 

(３)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 언어문제, 문제발생시의 불안, 다른 일본인에 대한 배려 

(４)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 언어소통, 정보발신, 안내표시의 통일화, 

３ 여행사 설문조사(복수회답 중 상위부터 3항목) [2017년 현 관광부 조사] 

(１)여행지로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교통편 불편, 자연 이외 관광소재의 빈약, 정보발신이 약하다 

(２)관광지로서의 과제⇒교통편 불편, 유명관광지 이외의 정보부족, 부유층 대상 컨텐츠 부족 

(３)묵고 싶은 숙박지를 늘릴 방책⇒교통편의 충실, 시설의 보수, 먹거리 개발 

(４)인바운드에 착수하는데 있어 부족한 것⇒외국인 대응 스탭, Wｉ-Ｆi환경, 다언어표시 

 

2. 목표(장래상) 

〇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방문하는 사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산악고원 리조트 

  



57

The 10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테마１：관광 진흥／리저널 리포트  
3. 시책내용(개요) 

〇 ‘관광일꾼으로서의 경영체 만들기’ 

・나가노현 관광전략추진본부와 현 관광기구가 연계하여 광역형 DMO·DMC 의 형성지원과 

장래를 짊어질 인재의 육성·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현 관광기구의 조직체제를 강화 

〇 ‘관광지역으로서의 기반 구축’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획하여 지역 스토리에 맞춰 ‘수입’의 기반이 될만한 마을조성과 2 차 

교통·정보 인프라의 충실, 관광 브랜드의 형성을 촉진 

〇 ‘전세계에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전략’ 

  ・본격적인 인바운드 선진 현이 되기 위해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인바운드 수용체제를 강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나가노현의 관광시책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나가노현 관광전략추진본부’를 청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체제를 구축 

・국가별, 각 지역·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프로모션 효과에 의해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총 숙박객수는 대폭 증가하여 관광소비액의 증가에 기여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관광 일꾼으로서의 경영체 만들기 추진(관광지역 조성의 리더를 맡을 ‘광역형 DMO·DMC’의 

형성·확립, 관광을 짊어질 인재의 육성·확보 등) 

・나가노현만의 독자적이고 매력적인 여행목적지 창출 및 상품개발 추진 

・인바운드 수용환경의 정비(지역내 교통의 정비촉진과 광역간을 잇는 교통·모빌리티의 확보, 

비현금결제 및 Wi-Fi 환경정비의 보급·촉진 등) 

 

4. 참고자료 

 

 

 

 

 

 

 

 

 

 

 

 

 

지고쿠다니 야생원숭이 공원 핫포이케 너머의 시로우마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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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기후현 

시책명칭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프로젝트 

개    요 

●기후현만의 주유·체재형 관광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소비액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를 지향하여 ‘기후현 
성장고용전략 2017’에 기초한 시책을 실시. 

 
●관광객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소비액의 신장이 부진하여 기후현만의 
매력을 살린 주유·체재형 관광 정착을 위한 참신한 시책이 시급. 

예 산 액 ― ― 

 

１．과제(현재 상황)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가 도래한 일본 국내에서는 관광지의 재방문객 확보와 관광소비액 향상이 

요구되며,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하여 니즈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관광지 간의 관광객 

유치 경쟁은 앞으로 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더욱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매력 발신과 새로운 수요를 전망하여 

기후현만의 주유·체재형 관광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２．목표(장래상) 

○기후현만의 주유·체재형 관광을 정착시킴으로써 관광소비를 확대시키고 나아가서는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를 지향한다. 

지표명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상) 

2020년 

(목표) 

관광소비의 경제파급효과(억엔) 3,753 4,214 4,601 4,175 5,000 

관광객수(실수)  (만명) 3,619 4,360 4,696 4,556 4,600 

외국인 총숙박객수 (만명) 26 93 101 98 150 

 

３．시책내용  
(개요) 
○기후현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리한 ‘기후현 성장·고용전략 2017’에 기초하여 

(1)관광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질높은 관광자원 만들기 (2)주요관광지의 매력을 살린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 (3)세계로부터 선택받는 관광지역만들기를 축으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１)관광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질높은 관광자원 만들기 

①광역주유관광의 중핵 구축(세키가하라 옛전장터, 리니어 기후현역 주변) 

세키가하라 옛전장터를 중핵으로 한 광역관광의 추진 

‘세키가하라 옛전장터 그랜드 디자인’에 기초하여 세키가하라 옛전장터의 상징시설이자 

옛전장터 유람의 안내시설이 될 기후 세키가하라 옛전장터 기념관의 정비와 사적·유도 

안내판의 정비, 가이드 양성과 같은 영입환경의 정비, 행사홍보 등을 통해 다면적인 매력 

조성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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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가시미노 역사가도’를 중핵으로 한 광역주유관광의 촉진 

2027 년의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을 앞두고 기후현역 주변의 주유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역사자원이 풍부한 나카센도 및 국도 257 호를 ‘히가시미노 역사가도’로 자리매김하여 현과 

연선 7 시·정 관광관련단체가 발족시킨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가부키(농촌 가부키전통극)’와 

나카센도, 도자기 산업 등을 중핵으로 한 전통문화, 산업관광지역 만들기를 추진. 

② ‘기후의 보물’ 등 관광자원의 시장화 

 ‘지가부키와 연극극장’, ‘나카센도 기후 17 숙소’ 등 앞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관광자원이 

될만한 것을 ‘기후의 보물’로서 선정하여 이러한 관광자원의 ‘관광수입력’ 증대를 위해 각 

숙소의 ‘나카센도 기후 17 숙소 워킹 여행’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충실화시키고 지가부키의 

특별공연 투어와 같은 여행상품 기획 외에도 숙소, 사적 등 역사적 배경을 표시한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의 영입환경을 정비.  

(２) 주요관광지의 매력을 살린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 

① ‘세계에 자랑할만한 유산’ 등을 중핵으로 한 국내·해외 관광객 유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라카와고 갓쇼즈쿠리 집락촌을 비롯한 현내의 ‘세계에 

자랑할만한 유산’의 지명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유산과 현내 관광자원, 먹거리 및 행사를 

조합시킨 여행상품·숙박플랜 조성 등 주유·체재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프로모션을 전개. 

아시아·구미·호주를 중점 타켓으로 하여 탑세일즈에 의한 ‘관광·먹거리·물건’의 삼위일체 

홍보를 비롯하여 여행박람회에의 출전, 여행사 초빙과 같은 계속적인 시책과 더불어 

기후현이 자랑하는 ‘장인기술’ 체험과 자연체험 등 착지형 여행상품 조성 및 판매촉진 

프로모션을 전개. 

(３)세계에서 선택받는 관광지역만들기 

①경쟁력 높은 관광지역만들기(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인재육성, DMO형성) 

관광업에서 일하는 매력을 발신함과 동시에 현 내 숙박시설에서의 단기 인턴십 등을 통한 

숙박시설과 구직자와의 매칭 지원, 숙박시설의 생산성 향상·노동개혁을 촉진하는 연수를 

통해 ‘환대인재’의 육성·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광지경영’의 시점에 선 관광지역 조성 

추진조직(DMO)의 형성·확립을 지원. 

②유니버설 투어리즘의 보급(배리어프리 관광, 영입환경정비) 

Wi-Fi 와 현금없는 사회화, 다언어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누구나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관광을 추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관광객수는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어 2017 년까지 6 년간 약 1,000 만명 증가, 외국인 

총숙박객수는 7년간 11배의 148만명(2018년)으로 과거 최고에 이른다. 

○중점국인 유럽의 주요국으로터의 숙박객수는 전국 10 위에 들어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균형있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당일치기객들이 약 90%로 많고 숙박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관광소비액의 증가가 

부진하여 계속하여 착지형 여행상품의 조성·판매촉진 등을 통한 기후현만의 주유·체재형 관광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