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판

다이내믹 야마나시

종합계획

야마나시현

새로운 지역만들기 기본 전략

‘다이내믹 야나나시 종합계획’

‘빛나는 안심 플라티나 사회’를 목표로

야마나시현 종합정책부 정책기획과
○우400-8501 
야마나시현 고후시 마루노우치 1초메 6번 1호 
TEL : 055-223-1553 FAX : 055-223-1776

문의처

야마나시창생
추 진
프 로 젝 트

1 학 업 • 육 아
환 경 창 조
프 로 젝 트

4

기 간 산 업
발 전 • 창 조
프 로 젝 트

2 건강•쾌적한
환 경 창 조
프 로 젝 트

5

지 역 산 업
활 력 창 조
프 로 젝 트

3 안전 안심•교류
기 반 창 조
프 로 젝 트

6

에너지 공급력

노업력•경관 안심
•방
재력

지방창생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현정운영 기본지침

새로운 지역사회 창조를 위한 토대 마련의 제 1단계가 되는 계획

사람과 정보의 

교류밀도가 

비약적으로 향상

리니아 주오신칸센에 의해 비약적으로 커지게 될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지역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계획

지향할 만한 지역사회 “빛나는 안심 플라티나 사회”
<미래의 모습>활기찬 생활, 활발한 활동과 교류의 무대

■100만 명 도시•야마나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쿄권에 근접한
입지조건

리니아 주오신칸센 등에 의한 
접근성의 비약적 향상

매력적인 자연환경
풍부한 지역자원

안정적인 고용 창출

현민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

《다이내믹 야마나시》

생활 편의 향상

<가치와 안심감의 원천>

야마나시를 뒷받침하는 
3가지 힘

계획의 구성

장기적 전망

●지향할 만한 지역사회(21세기 후반 무렵)
●야마나시현의 장래저망(2030년 무렵)

추진계획

●기간:2015년도~2019년도
●기간 중 실시하는 주요한 시책•사업의 내용 및 공정 등

21세기 후반 무렵

2030년 무렵

2015~19년도

리니아 주오신칸센 개통 후,

고후와 도쿄도심은 신요코하마와 

마찬가지로 약 2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나고야나

간사이 지역으로 무리 없이 당일

여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사이타마
(오미야)

마쓰도

후나바시
고쿠분지

고후

요코하마

도쿄 도심에서 25분권의 주요 도시

리니아 주오신칸센 개통 후 크게 변화합니다.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힘】

현내의 에너지 공급력을 강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활력 있는 

지역경제 및 활기찬 현민생활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의 매력의 원천이 되는 힘】

산엽 간·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을 비롯한 야마나시현의 개성 

넘치는 지역산업을 장기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향상 및 새로운 

가치 창조 등 야마나시현의 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 및 경제활동을 지키는 힘】

장래에 발생가능생 이 높은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진행함과 

더불어, 지역 및 기업, 행정 등이 하나가 

되어 교육 및 육아, 의료 및 복지 등을 

균형 있게 발전 시킴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력 노업력•경관 안심•방재력

야마나시를 뒷받침하는 3가지 힘

•세계유산 후지산

•미나미알프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후지산(해발고도일본제일), 기타다케(2위), 

아이노다케(3위), 센조가타케, 가이코마가타케, 

야쓰가타케, 호오잔, 긴푸산, 고부시가타케, 

미즈가키야마, 다이보사쓰레, 구모토리야마

•도쿄에서:1.5시간→25분
•나고야에서:3.5시간→40분

•고향생활 희망지역 랭킹 1위

•포도 (수확량 1위)

•복숭아 (수확량 1위)

•자두 (수확량 1위)

•10a당 생산 농업 소득 14만8천엔 

(2위)

•현청소재지 일조시간 1위

•삼림 면적 중 현유림 비율: 46% 

(1위)

•국제삼림관리인증(FSC): 

전국인증면적의 36%(1위)

•남성 72.52년 (1위)
•여성 75.78년 (1위)

•어린이집 대기아동 0명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무료
•전국에서 앞선 소수인원 학급편제

•수치제어 로봇 (출하액 1위)

•넥타이 (생산개수 1위)

•전기용접기 부품 등 (출하액 1위)

•주얼리•귀금속 (출하액 1위)

•일본 명수(名水)100선 3곳, 

헤이세이(현재의 일본 연호) 명수 

100선 4곳

•미네랄 워터 생산량 1위

•도서관: 인구 100만 명당 63.0관 
(1위)
•박물관: 인구 100만 명당 33.8관 (2위) 
•미술관: 밀레로 유명

도쿄
도심

REFRESH

일본 100대 명산이 12곳이나

•장애인 대상 활동가 비율 (1위)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가 

비율 (2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

고향 생활을 한다면

긴 일조시간

세계가 인정하는 귀중한 지역

적절한 삼림 관리로 경관도 보전

맛있는 물이 풍부

리니아 개통 효과로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 일본제일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

도서관 등에서 문화적 생활을

맛있는 과일이 잔뜩

•고슈수정보석세공

•고슈인덴(사슴가죽을 옻칠로 가공한 전통공예품)

•고슈수제도장

•야마나시현 고유의 포도 ‘고슈’가 

국제와인기구에 등록

•지리적 표시로서 와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세청이 ‘야마나시’를 지정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뒷받침하는 산업

브랜드화된 와인

고수익 산업생활

풍부한 지방 고유의 산업

PRODUCT AMENITY

현재 소요시간

리니아 개통 후

교토

5시간 1시간

5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1시간 5시간

1시간 5시간

교토

오사카

나고야

나고야 도쿄
(시나가와)

도쿄
(신주쿠)오사카

   이세
중부국제공항

  이세
중부국제공항

센다이
나리타 공항

센다이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요코하마

하네다 공항
  요코하마

고후

고후

※ (　) 안은 일본 국내순위 

※ 2016년 2월 현재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 2016년 4월

http://www.pref.yamanashi.jp/

야나나시현 검색

앞으로의 야마나시를 뒷받침할 3가지 힘인 ‘에너지 공급력 ’,  ‘노업력·경관 ’,  ‘안심•방재력 ’을 발휘하고 

키워나감으로써, 모든 현민이 밝고 희망차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빛나는 안심 플라티나 사회”실현을 목표로, 

현민 전원이 참가하여 6개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잠깐 야마나시 자랑 좀 들어보세요

촛쿠라 야마나시 지만데모 키이테 쿠료시

야마나시에 가요

야마나시니 에베시

[동사•조동사]가자. 야마나시의 
훌륭한 자연환경에서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 밖에도 야마나시의 자랑거리는 잔뜩

호카니모 야마나시 지만와 다타라타이헨 [부사•형용동사]양이 매우 많다

야마나시는 딱 좋아요

야마나시와 이얀베에

[형용동사]이이안바이(알맞게 좋음)의 
변형. 도쿄권에 가깝고 균형 잡힌 
생활환경이 갖춰져있다는 뜻으로.

야마나시가 만들어요

야마나시가 코세에루

[동사]만들다. 고시라에루(만들다)의 변형. 
야마나시에서 일본전국에 자랑할만한 
이런저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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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쓰가타케, 호오잔, 긴푸산, 고부시가타케, 

미즈가키야마, 다이보사쓰레, 구모토리야마

•도쿄에서:1.5시간→25분
•나고야에서:3.5시간→40분

•고향생활 희망지역 랭킹 1위

•포도 (수확량 1위)

•복숭아 (수확량 1위)

•자두 (수확량 1위)

•10a당 생산 농업 소득 14만8천엔 

(2위)

•현청소재지 일조시간 1위

•삼림 면적 중 현유림 비율: 46% 

(1위)

•국제삼림관리인증(FSC): 

전국인증면적의 36%(1위)

•남성 72.52년 (1위)
•여성 75.78년 (1위)

•어린이집 대기아동 0명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무료
•전국에서 앞선 소수인원 학급편제

•수치제어 로봇 (출하액 1위)

•넥타이 (생산개수 1위)

•전기용접기 부품 등 (출하액 1위)

•주얼리•귀금속 (출하액 1위)

•일본 명수(名水)100선 3곳, 

헤이세이(현재의 일본 연호) 명수 

100선 4곳

•미네랄 워터 생산량 1위

•도서관: 인구 100만 명당 63.0관 
(1위)
•박물관: 인구 100만 명당 33.8관 (2위) 
•미술관: 밀레로 유명

도쿄
도심

REFRESH

일본 100대 명산이 12곳이나

•장애인 대상 활동가 비율 (1위)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가 

비율 (2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

고향 생활을 한다면

긴 일조시간

세계가 인정하는 귀중한 지역

적절한 삼림 관리로 경관도 보전

맛있는 물이 풍부

리니아 개통 효과로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 일본제일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

도서관 등에서 문화적 생활을

맛있는 과일이 잔뜩

•고슈수정보석세공

•고슈인덴(사슴가죽을 옻칠로 가공한 전통공예품)

•고슈수제도장

•야마나시현 고유의 포도 ‘고슈’가 

국제와인기구에 등록

•지리적 표시로서 와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세청이 ‘야마나시’를 지정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뒷받침하는 산업

브랜드화된 와인

고수익 산업생활

풍부한 지방 고유의 산업

PRODUCT AMENITY

현재 소요시간

리니아 개통 후

교토

5시간 1시간

5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1시간 5시간

1시간 5시간

교토

오사카

나고야

나고야 도쿄
(시나가와)

도쿄
(신주쿠)오사카

   이세
중부국제공항

  이세
중부국제공항

센다이
나리타 공항

센다이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요코하마

하네다 공항
  요코하마

고후

고후

※ (　) 안은 일본 국내순위 

※ 2016년 2월 현재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 2016년 4월

http://www.pref.yamanashi.jp/

야나나시현 검색

앞으로의 야마나시를 뒷받침할 3가지 힘인 ‘에너지 공급력 ’,  ‘노업력·경관 ’,  ‘안심•방재력 ’을 발휘하고 

키워나감으로써, 모든 현민이 밝고 희망차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빛나는 안심 플라티나 사회”실현을 목표로, 

현민 전원이 참가하여 6개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잠깐 야마나시 자랑 좀 들어보세요

촛쿠라 야마나시 지만데모 키이테 쿠료시

야마나시에 가요

야마나시니 에베시

[동사•조동사]가자. 야마나시의 
훌륭한 자연환경에서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 밖에도 야마나시의 자랑거리는 잔뜩

호카니모 야마나시 지만와 다타라타이헨 [부사•형용동사]양이 매우 많다

야마나시는 딱 좋아요

야마나시와 이얀베에

[형용동사]이이안바이(알맞게 좋음)의 
변형. 도쿄권에 가깝고 균형 잡힌 
생활환경이 갖춰져있다는 뜻으로.

야마나시가 만들어요

야마나시가 코세에루

[동사]만들다. 고시라에루(만들다)의 변형. 
야마나시에서 일본전국에 자랑할만한 
이런저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