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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후쿠오카현의 미래의 문을 열다

2021년 12월 23일



福岡県の人口動態 후쿠오카현의인구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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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5人＞＜＋100,131人＞

＜－18,753人＞

＜－17,788人＞

〇県内４地域の人口の状況＜2015年～2020年の累計＞

・九州・山口からの転入超過数
＜70,833人＞

〇転出入の状況＜2015年～2020年の累計＞

■本県の総人口 5,138,891人（2020年10月1日現在）

＜＋37,335人＞

・東京圏への転出超過数
＜35,200人＞

<+100,131 명>

<-18,753명>
<-17,788명>

・규슈・야마구치로부터전입초과수
<70,833 명>

〇전출입상황 <2015년~2020년누계>

■총인구 5,138,891 명(2020년 10월 1일기준)

<+37,335 명>

・도쿄권으로의전출
초과수

<35,200 명>

<-26,255명>

〇현내 4개지역인구상황 <2015년~2020년누계>

후쿠오카지역

지쿠고지역

지쿠호지역

기타큐슈지역



福岡県の地方創生 후쿠오카현의 지방 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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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住み慣れたところで「働く」

〇長く元気に「暮らす」

〇子どもを安心して産み「育てる」

〇次代を担う「人財」の育成

〇世界から選ばれる福岡県の実現

〇ワンヘルスの推進

地方創生の基本

更なる成長・発展

安心して、たくさんの笑顔で

暮らせる福岡県

〇정든 곳에서 「일하다」

〇오래 건강하게 「살다」

〇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〇차세대를 짊어질 「인재」 육성

〇세계의 선택을 받는 후쿠오카 실현

〇원헬스 추진

지방 창생의 기본

한층 더 성장・발전

안심하고 웃으며
살 수 있는 후쿠오카현



住み慣れたところで『働く』 정든 곳에서『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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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の振興

○農林水産業の振興

■生産性向上の支援
中小企業の伴走支援
・中小企業を直接訪問し企業診断、専門のアド

バイザーがデジタル化等の最適な生産性向上
策を具体的に支援

AIによる30種グレード選別

■事業承継の推進

約１７０の支援機関等で構成する「事業承
継ネットワーク」により、関係機関が一丸と
なって事業承継を支援

・平成３０年度から３年間で１万６０００件の事業承継診断を実施し、
事業承継に向けた事業者の意識を醸成

・事業承継計画の策定を支援し、円滑な事業承継を推進

・消費者の購買データを収集・分析し、
生産・出荷を最適化

・先端技術の導入で、農林水産業の
競争力を強化

・首都圏の有名店での「福岡フェア」により、
ブランド力を強化

・消費者ニーズを次の生産・販売に活かし、
国内外から選ばれる「福岡の食」へ

■「選ばれる福岡県」に向けたブランド力強化、販売の促進

■マーケットインの視点で生産力の強化

無人ロボットトラクターによる耕起作業

「福岡の八女茶」ロゴマーク（左）

熟練者による30種グレード選別

○중소기업 진흥

○농림 수산업 진흥

■생산성 향상 지원
중소기업 일대일 맞춤 지원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진단,
전문 어드바이저가 디지털화 등 최적의
생산성 향상책을 구체적으로 지원

AI에 의한 30종 등급 선별

■사업 승계 추진
약 170개의 지원 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 승계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사업 승계를 지원

・2018년부터3년간1만6천 건의 사업 승계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승계를 위한 사업자 의식 조성
・사업 승계 계획의 책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승계 추진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생산・출하를 최적화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의 유명 점포에서 「후쿠오카
페어」를 개최하여 브랜드력 강화

・소비자 니즈를 다음 생산・판매에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선택받는
「후쿠오카의 음식」 만들기

■「선택받는 후쿠오카」를 위한 브랜드력 강화, 판매 촉진

■수요에 맞춘 생산력 강화

무인 로봇 트랙터에 의한 밭갈기

「후쿠오카의 야메차」로고 마크(좌)

숙련자에 의한 30종 등급 선별



長く元気に『暮らす』 오래 건강하게『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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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ポーツ立県福岡の推進

○文化芸術の振興

■（公財）福岡県スポーツ推進基金の設立

2021世界体操・新体操選手権
北九州大会

・トップアスリートの育成
・大規模スポーツ大会の誘致・開催

荒井美桜選手（アルペンスキー）

©PICSPORT

大濠公園開園１００周年となる令和１１年度の開館を目指す

■新県立美術館の目指す姿とコンセプト
１ 芸術の可能性を拡げ、挑戦する美術館
２ 九州・福岡県の文化芸術の発展に貢献する美術館
３ 県民が親しみ、誇りを育む美術館
４ 公園と一体となった美術館

建設地（県営大濠公園南側の福岡武道館及び日本庭園の敷地）

■新県立美術館の整備推進

○스포츠 진흥 도시 후쿠오카현 추진

○문화 예술 진흥

■(공익재단) 후쿠오카현 스포츠 추진 기금 설립

2021 세계 체조・리듬 체조
선수권 기타큐슈 대회

・일류 선수 육성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개최

아라이 미오 선수(알파인 스키)

©PICSPORT

오호리공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2029년 개관 목표

■신 현립 미술관의 이상적인 모습과 콘셉트
１ 예술의 가능성을 넓히고 도전하는 미술관
２ 규슈・후쿠오카현의 문화 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미술관
３ 현민이 친근감과 긍지를 느끼는 미술관
４ 공원과 일체화 된 미술관

건설지(현영 오호리공원 남쪽 후쿠오카 무도관 및 일본 정원 부지)

■신 현립 미술관 정비 추진



○出会い・結婚応援

子どもを安心して産み『育てる』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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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会い応援団体」
（2005年度～）

登録者数
約9,500人

■「あかい糸めーる」

登録企業・団体数
約2,100

○子育て支援
■「子育て応援宣言企業」

（2003年度～）

登録企業数
約7,800

■「子育てマイスター」

出会いイベント
情報をメール配信

出会い・結婚を応援する
団体の登録

従業員の仕事と子育ての
両立を応援する企業を登録

豊かな知識や経験を持つ
高齢者が子育て支援者とし
て活躍

認定者数
約1,800人

○만남・결혼 서포트
■「만남 서포트 단체」

(2005년～)

가입자 수
약 9,500 명

■「붉은실 메일」

등록 기업・단체 수
약 2,100

○육아 서포트
■「육아 서포트 선언 기업」

(2003년～)

등록 기업 수
약 7,800

■「육아 마이스터」

만남 이벤트 정보를
메일로 발송

만남・결혼을
서포트하는 단체의 등록

일과 육아의 양립을
서포트하는 기업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령자가 육아 서포터로 활동

인증자 수
약 1,800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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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福岡市

●
北九州市

〇 「地域を元気にするしごとづくり」

飯塚市

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を活用した
産業の創出

←「飯塚国際車いす
テニス大会」

〇 「次代を牽引する魅力あふれるまちづくり」

市内大学生による小学生の
プログラミング教育、学習支援

福岡県飯塚市の取組

〇 「未来を創るひとづくり」

人口
約12.7万人

地域の医療機関と連携
した介護予防活動→

●
후쿠오카시

●
기타큐슈시

〇「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만들기」

이즈카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 창출

←「이즈카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

〇 「차세대를이끌매력넘치는마을만들기」

시내 대학생에 의한 초등학생
프로그래밍 교육, 학습 지원

〇「미래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

인구
약 12.7만 명

지역의 의료 기관과
제휴한 간호 예방 활동→

후쿠오카현 이즈카시의 노력



３つの新たな取組 3개의 새로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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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創生の基本

更なる成長・発展

安心して、たくさんの笑顔で

暮らせる福岡県

〇次代を担う「人財」の育成

〇世界から選ばれる福岡県の実現

〇ワンヘルスの推進

〇住み慣れたところで「働く」

〇長く元気に「暮らす」

〇子どもを安心して産み「育てる」

지방 창생의 기본

한층 더 성장・발전

안심하고 웃으며
살 수 있는 후쿠오카현

〇차세대를 짊어질「인재」육성

〇세계의 선택을 받는 후쿠오카 실현

〇원헬스 추진

〇정든 곳에서 「일하다」

〇오래 건강하게 「살다」

〇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次代を担う『人財』の育成 차세대를 짊어질『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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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少年の育成

■ICTを活用した教育の充実

ICT環境の整備に加え、ICT
活用教育モデルの開発や教
員のICT活用指導力を向上

■ Stanford e-Fukuokaの開講

スタンフォード大学が開発・
運営する英語異文化理解教
育プログラム

■ 日本の次世代リーダー養成塾の開催

高校生を対象に実施
将来のリーダーとして活躍
する人材を育成

○産業人材の育成
■中小企業のデジタル化

推進人材
■農業DX、スマート農業

推進人材

IoT導入促進 農業大学校でのドローン研修

○청소년 육성

■ICT를 활용한 교육 충실

ICT 환경 정비와 ICT 활용
교육 모델 개발, 교원의
ICT 활용 지도력 향상

■ Stanford e-Fukuoka 개강

스탠포드 대학이 개발・
운영하는 영어 이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 일본의 차세대 리더 양성 학원 개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미래의 리더로서 활약할
인재 육성

○산업 인재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화
추진 인재

■농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농업 추진 인재

IoT도입 촉진 농업 대학교의 드론 연수



世界から選ばれる福岡県の実現 세계의 선택을 받는 후쿠오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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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位性を活かした戦略的企業誘致
■半導体、データセンター

〇国際金融機能誘致

＜本県の強み＞
・半導体関連企業約400社の

集積
・３Ｄ実装の一貫支援を行う

「三次元半導体研究センター」
・光海底ケーブルで韓国・世界

と接続、低い災害リスク

＜半導体関連企業の集積＞

■TEAM FUKUOKA
産学官が一体となって、
国内外の資産運用業者
やFinTech企業等の誘致
を目指す推進組織

〇発展基盤の充実（福岡、北九州空港）

福岡空港
（国際線ターミナル）

北九州空港に就航する
貨物専用機

＜三次元半導体研究センター＞

○우위성을 이용한 전략적 기업 유치
■반도체, 데이터센터

〇국제 금융 기능 유치

<후쿠오카현의 강점>
・반도체 관련 기업 약 400사
집중
・3D를 활용해 일관된 지원을
하는 「3차원 반도체 연구센터」
・광해저 케이블로 한국・세계와
연결, 낮은 재해 위험

<반도체 관련 기업 집중>

■TEAM FUKUOKA
산관학이 협력하여
국내외 자산 운용업자와
핀테크 기업 등의 유치를
목표로 하는 추진 조직

〇발전 기반의 충실(후쿠오카, 기타큐슈 공항)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

기타큐슈 공항에 취항한
화물 전용기

<3차원 반도체 연구 센터>



○ワンヘルスの推進

ワンヘルスの推進 원헬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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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ワンヘルスセンター」の整備

■アジア獣医師会連合
大会の開催

福岡県“One Health”
国際フォーラム同時開催

【開催日：１１月１１日～１３日】

■アジア新興・人獣共通
感染症センター（仮称）
の誘致

会場となるヒルトン
福岡シーホーク

○원헬스 추진
■「원헬스 센터」 정비

■아시아 수의사회
연합 대회 개최

후쿠오카현 “One Health”
국제 포럼 동시 개최

【개최일: 11월11일～13일】

■아시아 신흥・인수
공통 감염병 센터(가칭)
유치

회장: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福岡県知事 服部 誠太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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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후쿠오카현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