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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오이타현의모습

오이타현은 ｢아시아의 현
관문｣인 규슈의 동북부에
위치하여 북쪽은 스오나다
바다에, 동쪽은 이요나다 바
다, 분고수도에 면해있습니
다.

（１）오이타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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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오이타현의 시정촌(市町村)

오이타현은 18시정촌（１４시３정１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합병 전에는 ５８시정촌（１１시３６
정１１촌）이었습니다.）
총인구는 약 114.0만명（2019.7.1현재）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시정촌은 현청소재지인 오이타시
입니다. 총면적은약 6,341k㎡로 면적이가장넓은시정촌은 사이키시입니다.（규슈제일）

周防灘

伊予灘

자료：국토지리원, 현통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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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인구의 추이

오이타현의 인구는 1955년 127만 7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여 1970년에는 115
만 5천명까지줄어들었으나, 이후증가세를보이며 1985년에는 125만명이되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을 경계로 수도권 집중현상 및 과소화 진행 등에 의해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
으며 2015년에는 116만 6천명이되어 1970년이래 가장큰감소율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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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인구의장래추계

오이타현의 인구는 현 상태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감소 경향이 지속되어,
2100년에는 46.3만명이 될것으로추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증가, 사회 증가 면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에 새로운 대책을 더해 나가 아래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인구 감소율이 완화되어, 대략 2080년 이후는 증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이타현이 목표로 하는 장래 인구 실현을 위하여＞
자연 증가：젊은 세대의 결혼・육아의 희망 실현

（실현된 경우 합계 특수출생률：2030년 2.0, 2040년 2.3정도）
사회 증가：2020년까지 사회 증감 균형,

2025년부터 사인련(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추산보다 1,000명증가

총인구 (만명)

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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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오이타현의특색

오이타현은 온난한기후로바다와 산등의풍부한자연환경, 그곳에서자라나는신선하고안전
한식재료, 우사신궁및로쿠고만잔, 국보 우스키석불을비롯한마애불 등귀중한역사적문화유
산 등다양한 지역자원이있습니다.
또한, 현내전역에있는 온천은일본제일의유출량과 원천수를자랑하며, 지구상에있는 10종류
의 온천수질중 8종류의온천이오이타에있습니다.
더욱이, 「The오이타」라는브랜드로세키전갱이, 세키고등어, 분고 소고기등의고급식재료를
비롯한카보스, 표고버섯등계절마다의훌륭한식재료도 한가득있습니다.

일본 제일의 온천 유출량, 원천수를 자랑하며, 개
성있는 온천을 만끽할 수 있는 벳푸만 지역. 바다
를 바라볼 수 있는 수족관과 테마파크 등레저시
설도 충실.

예부터 우사신궁을 중심으로한 하치만문화로
번성했던 우사지역과 「로쿠고만잔」으로불리
는 독자적인 불교문화가 꽃피운 구니사키반도
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마애불과 돌다리등 석
조물도 풍부.

에도막부의 직할지「텐료」로서번성하여, 지금
도 당시의 길거리와 상인문화가 남아있는 히
타, 성하마을의 운치가 숨쉬는 나카츠 등역사
의 향기가 감도는 지역. 신야바케이 일대는기
암기봉과 세류가 자아내는 경승지.

1700m급의산봉이 이어지는 구쥬연산을 비롯
하여 소보카타무키야마 산, 유후다케 등 웅대
한 산들로 둘러쌓인 지역. 사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대자연에서 등산 및 고원산책, 산간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스폿.

청류 오노강의 중상류 지역에 걸쳐있는 지역
으로 풍부한 자연이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명
수의 고향. 「규슈의작은 교토」 다케타는오
카성터 등 당시의 융성을 엿볼 수 있는성하
마을.

닛포해안국정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리아
스식 해안의 오이타현 남부 지역. 옛시대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우스키 및 사이키 등 해변
의 성하마을 정서가 가득 느껴진다. 세키전
갱이・세키고등어를 비롯한 분고수도에서 건
져올리는 해산물이 일품.



꽈리 출하량
1,004천개 （2016년）

（７）오이타현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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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현은예전에토요노쿠니(豊の国)라고 불리며, 7세기말 후젠(豊前)・분고(豊後) 2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8세기에는우사하치만궁이전국 4만사(社) 하치만의총본궁으로 번영하였고구니사키반도에
는 「로쿠고만잔」이라불리는 독자적인불교문화가꽃피웠습니다.

13세기초（가마쿠라시대）분고에는 오오토모씨가슈고(치안유지담당)로서 입국하여이후
약 400년간통치를 해왔습니다. 특히오오토모소린의 시대에는후젠을포함한북부 규슈 6개
국을지배하기도하였습니다. 오오토모소린은키리시탄다이묘로서 기독교및서양문화를적
극적으로받아들였습니다. 후나이(현재의오이타시), 우스키에는중국및포르투갈의 배가 들
어와 「남방무역」이활발히 이루어져국제도시로서
번창하였습니다.

16세기말도요토미히데요시에 의해오오토모
씨가이동을하게되며 영지는세분화되었습니다.
그후약 300년간소번분립의시대가이어져, 현내
곳곳에성하마을문화가 꽃피움에따라자주자립
의기풍을 길러개성이풍부한인재를 배출해냈
습니다.메이지가되어 대폭적으로부현개폐가 추
진되어분고국은오이타현으로, 후젠국은고쿠라
현이되었습니다. 그후, 현의통폐합이 실시되어
시모게・우사양군이오이타현에 편입되어오늘날
의오이타현이되었습니다.

（６）오이타현의일본제일

천연자원이 풍부한 오이타현에는 다양한 일본 제일이 존재합니다. 특히 싯토우이(사초과
식물)의생산량은 전국 １００％를 자랑합니다.

카보스 생산량
3,800t （2017년）

온천 원천 총 수
4,385곳（2016년도말）

온천 유출량
281kl/분（2016년도말）

재생가능 에너지
자급률

40.2%（2017년도말）

현지정유형문화재
（건축물）

209건（2018.5.1）

도로 터널 수
578개 （2017.4.1）

건 표고버섯 생산량
1,044t （2017년）

싯토우이 생산량
8.3t （2017년）

사프란（꽃술）생산량
15kg （2017년）

왕대죽재 생산량
42천그루 （2017년）

석회석 생산량
26,529천t （2017년）

3세기우사야마타이코쿠설
720경「분고국풍토기」완성

731
우사하치만궁, 관폐사가됨
로쿠고만잔문화, 구니사키반도를
중신으로전개

1551프란시스코・자비에르내방
1871폐번치현에의해오이타현탄생

1876시모게, 우사군을오이타현에
편입시켜현오이타지역을확정

1962현청사가현재의위치에건설됨

2006헤이세이대합병으로 18시정촌

OITA 2019



（８）오이타현의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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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자와 유키치 (福沢 諭吉)
（계몽사상가：１８３５～１９０１）
게이오대학의 창설자이며, 

「학문의권장」「서양사정」등을집필. 
1만엔지폐의 초상으로도 유명

쿠로다 칸베에 (黒田 官兵衛)
（전국무장：１５４６～１６０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으로 활
약하여 천하통일을 지지한 천재군사

후타바야마 사다지 (双葉山 定次)
（스모선수：１９１２～１９６８）
전인미답의 69연승을자랑하는 제

35대요코즈나. 애칭은 「불세출의
요코즈나」「스모의신」

마에노 료타쿠 (前野 良沢)
（나카츠번의：１７２３～１８０３）
해부서 「타펠・아나토미아」를스기
타 겐파쿠들과 번역하여 「해체신서」
출판

오오토모 소린 (大友 宗麟)
（전국무장：１５３０～１５８７）
기독교를 보호・장려, 서양문화를
일찌감치 받아들여 포르투갈과
친교를 맺은 키리시탄 다이묘

타키 렌타로 (滝 廉太郎)
（작곡가：１８７９～１９０３）
메이지 중기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황성의달」「꽃」등 불후의
명곡을 남겼다. 23세에사거

타노무라 치쿠덴 (田能村 竹田)
(남화가：１７７７～１８３５）
시・서・화일체의 독자적인 풍아의
세계를 확립하고 몇몇 대표작은
중요문화재로 지정

노가미 야에코 (野上 弥生子)
(소설가：１８８５～１９８５）
나츠메 소세키의 지도를 받아 소
설을 쓰기 시작해 「해신환」「히데요
시와 리큐」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

히로세 탄소 (広瀬 淡窓)
（유학자, 교육자：１７８２～１８５６）
근세 최대의 사숙 칸기엔을 창설하
여 3천여명의문하생들을 다방면의
인재로 배출

（
근
세
：
아
즈
치
모
모
야
마, 

에
도
시
대
）

（
근
대
：
메
이
지
이
후
）

페트로 카스이 키베
(ペトロ・カスイ・岐部)

（사제：１５８７～１６３９）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간후 사
제가 되어 귀국 후 순교

아사다 고류 (麻田 剛立)
（천문학자：１７３４～１７９９）
갈릴레오 및 뉴튼에이어 달의 크
레이터의 이름이 되었다

오오쿠라 나가츠네 (大蔵 永常)
（농학자：１７６８～１８６０）
규슈 각지를 시작으로 오사카에서
동북까지 농업기술을 배움

야노 류케이 (矢野 龍渓)
（정치가：１８５０～１９３１）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하생으로
정치소설 「경국미담」의저자

쿠루시마 다케히코 (久留島 武彦)
（동화가：１８７４～１９６０）
동화「붉게탄 저녁놀 (夕やけ小や

け)」을작사한 「일본의안데르센」

호리 테이키치 (堀 悌吉)
（군인：１８８３～１９５９）
평화와 군축을 희구한 지성파 해
군 중장

아사쿠라 후미오 (朝倉 文夫)
（조각가：１８８３～１９６４）
「묘지기」등많은 걸작을 낳아 「자연
주의적 실사주의」라는작풍을 확립

후쿠다 헤이하치로(福田平八郎)
（일본화가：１８９２～１９７４）
선명한 색채와 대담한 화면 구성에
의한 독자적인 장식적 표현을 확립

다카야마 타츠오 (高山 辰雄)
（일본화가：１９１２～２００７）
일본화와 서양화의 벽을 없애며
독자적인 창작을 전개



２．오이타현의경제・산업 OITA 2019

（１）현민경제

（２）산업구조

2016년도의 1인당
현민소득세는 2,605
천엔으로, 국민소득
과는여전히 10%정도
의격차가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현내총생산(명목)은 약 4조4천억엔으로, 근몇년간보합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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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현민소득및대국민소득격차의추이

자료：현통계조사과

현총생산（명목）의추이

자료：현통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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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산업의상황

농업에서는쌀을기반으로 야채(대파, 토
마토, 딸기 등), 과수(배, 카보스등), 화훼（국
화, 스위트피 등）의원예작물및육용소를
중심으로하는축산 등현내지역의입지조
건을살린다양한 농업이전개되고있습니
다.
임업에서는히타시,사이키시를 중심으로
한삼나무의목재생산과 분고오노시, 다케타
시를중심으로한건표고버섯 생산이활발합
니다.
수산업에서는주로단가가 높은고급생선
을대상으로하는어업의 비중이높습니다.

오이타현에는 철강, 석유, 화학, 반도체, 기계, 자동차, 의료기관등폭넓은산업이 골고루
입지해있으며, 제조품출하액（2017년）은 약 4조 1천억엔입니다.（규슈제2위）
상업과관련해서는상업사업소 수의감소가지속되고있습니다. 연간상품판매액（2016년）은 약

2조 5천억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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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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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드는경제적부담의 경감, 지역실정에맞는 육아
지원충실, 남성의육아참획 추진등사회전체에서육
아를지원하는환경 정비및아동학대의미연방지, 어린
이빈곤대책, 장애 어린이와 가족에대한세심한지원,  
만남부터결혼・임신・출산・육아까지꾸준한 지원등을
추진합니다.

１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자라는 사회만들기 추진～육아만족도일본 제일 실현～

현민참가형건강만들기, 건강을유지하는사회환경의
정비 및지역에서 안심하고의료서비스를받을수 있는
체제의 충실・강화, 고령자가육아지원등지역활동에참
가하며 사는보람 만들기, 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에
의해 안심하고지낼 수있는기반만들기, 치매에대한
시책 충실등을 추진합니다.

２ 건강수명・생애현역사회의 구축～건강수명일본 제일 실현～

장애인에 대한이해 촉진, 그룹홈등 거주장소확보및
예술문화・스포츠를통한사회참가 추진등, 장애인이안
심하고 생활하기위한 대책과고용확대, 직장정착으로의
지원,공동수주・공동판매체제의 정비등공임향상을위
한 대책등을 추진합니다.

３ 장애인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사회만들기의 추진

・ 육아만족도 일본제일의실현을목표로합니다.

・ 건강수명일본제일의실현을목표로 합니다.

・ 장애인고용률 일본제일의실현을목표로합니다.

인정어린이집의아이들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에의한
‘건강만들기’선언

취업지원시설에서일하는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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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의풍족한자연환경을 지키고, 생물다양성및자
연환경보전으로이어지는 노력과 3R의추진, 풍부한수
환경의창출등 순환형사회만들기의대책, 지구온난화
대책과환경교육추진, 지역활성화형환경보전활동인
「오이타우츠쿠시작전」을 추진합니다.

４ 풍족환 환경 미래로의 계승～오이타 우츠쿠시 작전의 추진～

현민및기업등과의 협동에의한범죄에강한지역사회
확립및안전하고 안심되는교통사회의실현을위한대
책이외에도소비자의 안심확보, 사람과동물이 공생
하는사회실현, 음식의안전・안심확보, 건전한식생활
과지역의식재료를 이용한식생활교육을추진합니다.

５ 안전・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삶의 확립

인권존중사회의실현을위해 체계적・효과적인인권교
육・계발및 인권문제에 관한상담・지원・권리옹호등인
권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함과 동시에, 여성에대한폭력
예방및 피해자 지원체제의충실등남녀평등과 인권존
중을지키는환경만들기를 추진합니다.

６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지탱하는 사회만들기의 추진

・ 형법범인지건수 연간 4,000건이하를목표로합니다.

・ 현민의오이타우츠쿠시행동참가자 수연간 40만 4천명을
목표로합니다.

・ 인권문제전문연수수강자수 2,000명을목표로 합니다.

미야마키리시마와구쥬연산

자주방범순찰대와의협동에의한
아동지킴이활동

휴먼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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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계단체및민간기업 등의지역복지활동추진, 지
역을지탱하는인재양성 및기반만들기에의한연계를
실감하는지역사회실현에 기여하며마을끼리서로의기
능을보완하는네트워크･커뮤니티구축, 지역의번화가
만들기, 생활교통의 확보등을추진합니다.

７ 지역사회의 재구축

ＮＰＯ・볼런티어의육성・활동지원을 실시함과동시에, 
ＮＰＯ・기업・행정등다양한주체가지역문제에대해 협
동하여대처하는서로 협력하는구조만들기및협동에
대한현민 이해・참가 촉진을도모합니다. 또시정촌마
다재해 볼런티어 네트워크의확대・강화를추진합니
다.

８ 다양한 현민활동의 추진

자주방재조직의활성화,방재 교육・훈련의충실, 구조・
구원체제의확보등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의대책, 방재・감재대책및노후화대책등사회자본 정
비를추진합니다. 또신형인플루엔자등감염증 및가
축전염병의발생과만연의 방지를철저히합니다.

９ 안전・안심의 현 만들기와 위기관리체제의 충실

ＵＩＪ턴을 촉진시키기위해지역의거주환경및 매력적인
정보발신을강화함과동시에, 이주를받을수있는 일자
리창출과이주 후정착을위한이주자의 폴로업, 대학
생등젊은이들의 현내정착과 Ｕ턴의촉진을위해노력
합니다.

10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이주・정착의촉진

・ 이주시책을활용한 이주자수연간 1,500명을목표로합니
다.

・ 네트워크화의희망을이룬 취락수 1,500 취락을목표로
합니다.

・ 현,시정촌과의협동건수1,192건을목표로합니다.

・ 자주방재조직피난훈련등 실시율 90% (쓰나미침수상정
구역 100%)를목표로합니다.

소규모취락응원대에의한수로복구활동

NPO와협동하여해안청소를
하는자원봉사자

오이타서부지구종합방재훈련
(매몰차량수색훈련)

도쿄에서실시된이주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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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의규모확대및 협업화에의한 선구적인경영
체의 육성, 새로운담당자확보및지역・산지를 매니지먼
트하는 젊은리더 육성으로농산어촌의활성화, 수출 확대
및 식품산업과연계한 가공・업무용산지만들기등에의
한 새로운시장으로의 도전등구조개혁을추진합니다.

１ 변화에 대응한 도전과 노력이 보상받는 농림수산업의 실현

지역의 강점을살리는 산업집적과기업입지추진, 창업지
원의 강화및 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지원, 크리에이
티브 산업을통한 도전으로이노베이션촉진에의한산업
진흥은 물론다양한 노동참가및 UIJ턴 취직의촉진으로
산업인재의 확보를꾀합니다.

２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진흥과 인재 확보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의식을해소하고, 일자리를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여성의 활약을추진함과동시에, 남녀가 성
별에 관계없이사회의 대등한구성원으로서그개성과능
력을 발휘하여함께 다양한생활방식과일하는방식을 실
현할 수있는 남녀공동참획사회만들기를추진합니다. 

３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의 추진

・ 여성이빛나는오이타추진회의의여성활약선언기업 수
200사를목표로합니다.

・ 창업지원 건 수연간 500건을목표로합니다.

・ 농림수산업에의한 창출액연간 2,500억엔을목표로합니
다.

대규모의원예시설

오이타스타트업센터에서의
창업상담

여성이빛나는오이타추진회의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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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현오이타」의강점을살린 정보발신이나ＭＩＣＥ 등
단체고객유치촉진등에 의한국내유객과럭비월드컵
2019 등을계기로한 해외로의정보발신및관광안내의
다언어대응으로해외유객(인바운드)을 강화함과동시에, 
관광인재의육성・확보및 지역브랜드이미지의확립등
에의한지역개발을 추진합니다.

４ 사람을 불러들여 지역을 빛나게 하는 투어리즘의 추진

제조산업및농림수산물・가공품, 관광등에대해서분야
별로타겟이되는 국가・지역을정하여해외전략을전개
함과동시에, 해외전개의기반이되는네트워크강화 및
유학생등외국인 인재의활용, 예술문화・스포츠등 다양
한분야에서국제교류의 촉진을도모합니다.

５ 해외전략 추진

「온천현오이타」이미지의침투와 지역 아이덴티티의양
성을 꾀함과동시에 세계농업유산등세계브랜드의활
용, 정책과 홍보의연계강화및타겟명확화에 의한홍보
최적화,  세계적스포츠이벤트및해외 네트워크를활용
한 해외홍보의 강화를추진합니다.

６ 오이타현 브랜드력의 향상

지역자원및역사, 문화, 지리, 지질 등지역의특징을 활
용한새로운대책, 예술문화의창조성을살린지역만들기
를지원함과동시에, 지역만들기인재육성, 빈집등의활
용을통해매력적인 지역만들기를추진합니다.

７ 활력 넘치는 지역만들기 추진

・ 현내숙박객수 연간 730만명을목표로합니다.

・ 해외전개기업수 150 사업자를목표로합니다.

・ 지역브랜드 조사전국 12위를목표로합니다.

・ 지역활력만들기정책건 수1,670건을목표로 합니다.

지옥찜요리를체험하는외국인관광객

홍콩에서개최된 ‘오이타페어’

지역의매력을전달하는 PR활동

지역의 자원봉사자가이드에의한
세계농업유산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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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있는지역만들기)

현내 각 지역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특징을 살린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호히지역

서부지역 북부지역

(벳푸시, 키츠키시, 쿠니사키시, 히메시마촌, 히지정) (오이타시, 우스키시, 츠쿠미시, 유후시)

(사이키시) (다케타시, 분고오노시) 

(히타시, 코코노에정, 쿠스정) (나카츠시, 분고타카다시, 
우사시) 

■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림수산업의 창출
■ ｢온천현 오이타｣와 ｢토요노쿠니 천년 로망 관광권｣의 추진

■ 문화・전통, 아트, 스포
츠에 의한 지역 활력
향상

■ 유치기업으로의 폴로
업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

■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살린 매력있는 마을만들기의 실현
■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진흥에 의한 교류인구 증가

■ 지역의 특징을 살린
힘있는 경영체의 육성
과 지역 브랜드 확립

■ 특색있는 지방 고유의
산업을 책임지는 인재
육성

■ 전국 최고 레벨의 양식업의 경영 강화 등 안정된 고용자리
확보

■ 전국에 앞서 ｢사이키형
순환시업｣에 의한 목재
안정공급의 추진

■ 온난한 기후를 살려 이
득을 높이는 농업생산
체제 확립

■ 동큐슈 자동차도를 살
린 음식관광의 촉진

■ 큐슈에서 제일 넓은 거
리・해안・마을의 안심・
안전하고 활력있는 마
을 만들기

■ 경쟁에서 이기는 농업 경영체의 육성과 새로운 책임자의 확보
■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유객 촉진

■ 고원과 온천을 활용한
사업 진흥

■ 향토예능 및 특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
역만들기 추진

■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임업・목재 산업의 진흥
■ 좋은 사육 환경에 둘러싸인 축산의 진흥

■ 지역의 강점을 살린 농
업의 진흥

■ 현 경계를 활용하여 교
류 촉진에 의한 관광의
진흥

■ 물과 자연이 넘치는 풍
요로운 지역 재생

■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린 제 1차 산업의 진흥과 6차
산업화의 추진

■ 집적하는 자동차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지역 고유의 체험활동
으로 사람을 불러들이
는 관광의 진흥

■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
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

서부

북부 동부

중부

호히

남부

쿠니사키반도미네미치롱트레일 어린이들에게인기있는관광시설

카보스방어 웅대한쿠쥬고원

미쿠마강의놀잇배 체험형관광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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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개척하는힘과 의욕을북돋아주는교육의추진
및세계에 통용되는 「글로벌인재」의육성, 따돌림・등교
거부대책의충실・강화, 학교・가정・지역의협동, 다양한
행정과제의해결을위한 현내대학과의연계, 청소년의
건전교육, 생애 학습지원등을추진합니다. 

１ 생애에 걸쳐 힘과 의욕을 높이는 「교육현오이타」의창조

다양한예술문화와친해지는 기회의충실및예술문화의
매력발신 강화, 예술문화존과문화시설및 아트계 NPO
등과의 연계, 예술문화의창조성을살린행정과제 대응
에관한 노력과 함께일본유산의인정촉진을위한 문화
재・전통문화의보존・활용・계승을추진합니다.

２ 예술문화에 의한 창조현 오이타의 추진

인생단계에맞는 스포츠추진및현립스포츠 시설의
정비등에 의한 현민스포츠의추진, 주니어시기부터의
일관지도체제의확립과경기력을 받쳐주는인재의양성
등세계로 뻗어가는선수의육성, 럭비 월드컵 2019의
성공을향한조직 및국제스포츠대회유치등스포츠에
의한지역의활성화를 추진합니다. 

３ 스포츠 진흥

고속버스, 페리, 항공등광역공공교통네트워크의 충실, 
페리터미널및 항만의기능강화등규슈의 동쪽현관
입구로서사람과물자의 교류를촉진함과동시에, 광역
도로교통망정비와동큐슈 신칸센정비계획격상의대
처강화, 산업과생활을지탱하는도로만들기, 쾌적한
도시공간의형성등을 추진합니다. 

４ 「마을・사람・일자리」를지탱하는 교통 네트워크의 충실

ICT를활용한수업

오이타현립미술관(OPAM)

2015년아스타나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
자 78kg급에서우승한우메키마미선수

물류의거점오이타항오오자이지구

・ 전국에자랑하는교육수준의달성을목표로 합니다.

・ 현립미술관입장객 수연간 50만명을목표로합니다.

・ 국제대회출장자수 연간 45명을목표로합니다.

・ 광역공공교통운송인원연간 1,075만명을 목표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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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기르기 쉬운환경만들기및건강 수명의사
회 만들기등 인구증가를위한환경을정비합니다. 또
한, 고령자 및장애인, 여성등 다양한인재의활약을촉
진함과 동시에오이타현의 장래를짊어질어린이교육의
충실도 도모합니다.

１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육성하다

지역밀착산업인농림수산업 및상공업, 관광・투어리즘
등다양한분야에서 매력있는일자리를창출합니다.

２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부른다

인구가감소하는가운데, 정든지역에서계속살고싶다
는주민의 바람을 이룰지역만들기추진과함께, 특징있
는지역자원을활용하고 ＵＩＪ턴촉진으로인한 지역활성
화를꾀합니다.

３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활성화한다

광역교통망의정비등 지역간경쟁의기반정비를 추진
함과 동시에, 방재등지역의안전성・강인성을높입니
다.

４ 기반을 다지고 발전을 지탱한다

방과후아동클럽에서의어린이들

취농학교의설립

소규모취락응원대가참가한지역의
전통행사

히타방향으로정비가진행중인
나카츠히타도로

・ 젊은세대의 결혼및 육아의희망실현을 목표로합니다.

・ 매력있는일자리만들기에의한새로운고용 창출수
9,700명을목표로 합니다.

・ 인구 사회증가에서국립사회보장및 인구문제연구소
추계와비교하여연간 1,000명의추가를목표로합니다.

・ 오이타시중심부에서대략 60분이면도달할수 있는지역
의
비율 78%를목표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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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목분고매화＞

＜현조 동박새＞

【1966년 2월 1일제정】
동박새(메지로)는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는새이지만, 오이타현의동박새는 색
이아름다워예로부터 분고메지로로서유
명하며,현민에게 사랑받고있습니다.

【1996년 8월 16일제정】
분고매화는예로부터분고의명산으로 알
려져있었습니다. 꽃송이가 크며, 연분홍빛
을띠고있는 것이특징입니다.

【2004년12월24일탄생】
제63회국민체육대회의마스코트
캐릭터로탄생하여현재도 오이타현의
응원단 “새”로서활약하고 있습니다.
신장：건표고버섯 ２０.０８개 분
체중：카보스２００.８개 분

＜오이타현응원단 “새”메지론＞

OITA 2016４．오이타현의상징 OIT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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