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山口県の総人口
約160万人（1985年）
約140万人（2016年）
約104万人（2045年）

人口減少の現状とコロナ対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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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口県総人口の推移

出典:日本の地域別将来推計人口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0年以降は
将来推計人口

※2020년 이후
장래추계인구

※2020年以降は
将来推計人口

※2020년 이후
장래추계인구

総人口（万人）

160

104

➢コロナにより社会経済活動は低迷

①感染拡大防止と経済活性化のための施策重点化
②危機から生まれた変化を成長へつなげる施策加速化

◆「やまぐち維新プラン」を策定し、
取組を推進

【対策】：「コロナの時代」に対応するための施策推進方針

「コロナの時代」における
活力みなぎる山口県の実現 2

인구감소 상황과 코로나 대응

총인구(만명) 야마구치현 총인구 추이

출처:일본의지역별 장래추계인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야마구치현의 총인구
약160만명 (1985년)
약140만명 (2016년)
약104만명 (2045년)

◆「야마구치 유신 플랜」
을 책정하여 대응 추진

➢코로나19에 의해
사회경제활동 침체

【대책】：「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추진방침

①감염확대방지와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중점화
②위기로부터 발생한 변화를 성장으로 발전시키는
시책 가속화

「코로나 시대」의
활력 넘치는 야마구치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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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感染拡大防止と経済活性化のための
施策重点化
(1)感染拡大の防止
➢本県の感染状況等について

➢１２月から、医療従事者等向け接種を開始
➢１月からは高齢者の一般接種を開始

➢ワクチン接種について

◆追加接種の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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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末で、希望する県民への接種を概ね完了

①감염확대방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 중점화
(1)감염확대방지
➢현의 감염상황에 대해

➢백신 접종에 대해

◆10월 말에 접종을 희망하는 현민에 대한 접종 완료

◆추가접종 개시
➢12월 부터 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 개시

➢1월부터 고령자 일반접종 개시

신규감염자수 확보병상사용률



(2)消費需要の喚起
➢コロナの影響を受けた観光需要の喚起

昨年の第1弾プレミアム宿泊券発行の際は、
9月、10月の客室稼働率が全国1位に

「山口県観光Ｖ字回復プラン」を策定し、実効性のあるキャン
ペーンを実施するなど、観光需要を喚起するための取組を推進

・プレミアム宿泊券（第２弾）の発行
➢県内登録宿泊施設で利用できるプレミ
アム宿泊券を発行【割引率50％】
・旅々やまぐち県民割の実施
➢県内の宿泊、日帰り旅行を半額割引
➢地域限定クーポンを付与

やまぐち観光振興
支援パッケージ

(2)소비수요환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관광수요 환기
「야마구치현 관광Ｖ자 회복 플랜」을 책정하여,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관광수요를 환기하기 위한 대응 추진

コロナ禍により影響を
受けた本県観光の早期
回復に向け宿泊事業者
をはじめ観光事業者に
対する総合的な支援策
として、

①設備投資への支援
②観光需要の喚起
③支援窓口の設置

3点を柱に切れ目の
ないきめ細かな支援を
実施

작년, 제1탄 프리미엄 숙박권을발행했을
당시 9월, 10월의 객실가동률 전국 1위

・프리미엄 숙박권 (제2탄) 발행
➢현내 등록 숙박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숙박권을 발행 【할인율 50％】
・타비타비 야마구치 현민할인 실시
➢현내 숙박, 당일치기 여행 반값 할인
➢지역 한정 쿠폰 부여 4

야마구치 관광진흥
지원 패키지

코로나19에 의해
영향을 받은 본현관광의
조기회복을 위해
숙박사업자를 비롯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으로써

①설비투자 지원
②관광수요 환기
③지원창구 설치

3가지를 축으로
촘촘하고도 자세한
지원을 실시



②危機から生まれた変化を成長へ
つなげる施策加速化
（1）やまぐちデジタル改革

・「デジタル・ガバメント
やまぐち」の構築
◆行政手続のオンライン化
◆AI・RPAの活用 等

・「デジタル・エリアやまぐち」
の形成
◆デジタル社会を創り支える
基盤整備

・「やまぐちDX」の創出
◆「やまぐちDX推進拠点」
を核とした地域課題の解決、
新たな価値の創造

デジタル化がもたらす「地域課題の解決」と「新たな価値の創造」に
よって、県民一人ひとりが、希望するサービスやライフスタイルを自由
に選択でき、豊かさと幸せを実感することのできる社会を目指す

本年11月 やまぐちDX推進拠点「Y-BASE」オープン

②위기로부터 발생한 변화를 성장으로
발전시키는 시책 가속화
（1）야마구치 디지털 개혁
디지털화가 가져다주는 「지역과제 해결」과「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통해 현민 하나하나가 희망하는 서비스나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여유와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함

올해 11월 야마구치DX추진거점「Y-BASE」오픈

・「야마구치DX」 창출
◆「야마구치DX추진거점」
을 핵으로 한 지역과제
해결, 새로운 가치의 창조

・「디지털・거버먼트
야마구치」 구축
◆행정 수속 온라인화
◆AI・RPA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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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에어리어
야마구치」의 형성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내고
지탱하는 기반 정비



➢山口市産業交流拠点施設を核とした
地域の活性化

EV超小型モビリティ

メディフィットラボ

電動バイク

・ヘルスケア関連産業創出
◆企業のヘルスケア関連製品・サービス
の事業化支援
◆ヘルスケア関連産業の創出・育成

・新たなモビリティサービス
◆新たなモビリティサービスの導入
◆新たな付加価値を創出するビジネス
モデルを構築

⇒二次交通の充実を図る

本年7月 山口市産業交流拠点施設グランドオープン
올해 7월 야마구치시 산업교류거점시설 오픈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충실한 2차 교통’을 목표로
EV초소형 모빌리티 전기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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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관련 산업 창출
◆기업의 헬스케어 관련 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창출 및 육성

Medifit Lab

➢야마구치시 산업교류거점시설을
핵으로 한 지역 활성화



(2)新たな人の流れの創出・拡大
➢スポーツフィールドやまぐちの推進

○アウトドアスポーツポータルサイトの新設 ○아웃도어 스포츠 포털 사이트 신설
⇒情報発信の強化 ⇒ 정보 발신 강화

自然豊かな本県のポテンシャルを活かし、『手ぶら』で『気軽に』
楽しめる新しいアウトドアスポーツツーリズム「スポーツフィールドや
まぐち」を創出し、県内外からの誘客を推進

Ⅰ アクティビティの整備・連携

シーカヤック（長門市） レンタサイクル（下松市） カヌー（山口市）

Ⅱ アウトドアスポーツのブランド化

○県主催シンボルイベントの開催⇒体験イベントによる裾野の拡大

キャンプとアウトドアアクティビティを結び付けた新しいツーリズム
⇒ スポーツフィールドやまぐちの推進

目指すべき
方向性

(2)유입 인구 창출 및 확대
➢스포츠 필드 야마구치 추진
자연이 풍부한 야마구치현의 잠재력을 살려 ‘빈 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 투어리즘 「스포츠
필드 야마구치」를 창출하여 현 안팎으로 관광객 유치를 추진

목표하는
방향성

캠프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융합시킨 새로운 투어리즘
⇒ 스포츠 필드 야마구치 추진

시(Sea) 카약 (나가토시) 자전거 렌탈 (쿠다마츠시) 카누 (야마구치시)

Ⅰ 액티비티 정비 및 연계

Ⅱ 아웃도어 스포츠의 브랜드화

○현 주최 심볼 이벤트 개최⇒체험 이벤트를 통한 저변 확대 7



➢テレワーク移住の促進･ワーケーション
の推進

コロナ禍で場所や時間にとらわれない新しい働き方が普及する
とともに、地方移住への関心が高まっており、こうした動きを捉え、
本県への人の流れを創出する

・やまぐちワーケーション総合案内施設「YY！GATEWAY」
➢本年8月に山口宇部空港内に設置。

・やまぐち創生テレワークオフィス「YY！SQUARE」
➢本年7月に県庁内に設置。県庁内への設置は全国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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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워크 이주 촉진･워케이션 추진
코로나 시국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노동 방식이 보급됨에 따라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인식하여 본
현으로의 유입 인구를 창출

・야마구치 창생 텔레워크 오피스「YY！SQUARE」
➢올해 7월 현청내에 설치 현청에 설치한 것은 전국 최초!

・야마구치 워케이션 종합안내시설「YY！GATEWAY」
➢올해 8월에 야마구치 우베공항내에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