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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치시

일본 고치현 중부의 중심 도시이자 시코쿠 태평양측의 중심 도시
이다. 서쪽과 북쪽은 산으로 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비옥한 논이
이어져 있으며, 남쪽은 우라도만[浦戶灣]을 거쳐 태평양에 접한
다.고치시는 고치현 내의 인구 46%가 모여 있어, 지역 서비스센
터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도시와 유통 도시로서의 성
격을 띠고 있으며, 시멘트·제철·조선·기계·식품 등의 공업, 어업
등이 활발하다.

일본 고치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치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고치시는 일본에서 주류의 소비량이 많은 도시 중 하나이며, 명물로는 가다랑어, 다타키 요리,
요사코이 춤, 일요시장 등이 유명하다.고치 신항 건설로 새로운 유통 중심지로도 떠오르고 있는 고치시는 고치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역의 핵심 도시·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일반현황

우호도시 체결일 : 2012년 11월 9일 (2003. 10. 16 우호교류의향서 서명교환)
위　　치 : 일본 시코쿠 중남부, 고치현 중부
인　　구 : 326천명
면　　적 : 309㎢
평균기온 : 18.1℃
교육시설 : 86개교(대학교 4, 고등학교 16 , 중학교 24, 초등학교 42)
주요산업 : 산림, 원예, 식료품 제조
대표축제 : 요사코이축제
특 산 품 : 삼나무, 유자, 가다랑어

교류현황

민간단체 자매결연 현황

2013. 1 : 16 : 한국목포스카우트 ⇔ 일본고치스카우트

주요교류실적

(2003년) 목포시 ⇔ 고치시 우호교류의향서 서명교환
(2007년) 제9회 INAP 2007 고치총회 참가

우호교류도시 중국 동강시 우호교류도시 영국 아버딘시

우호교류도시 중국 주산시 우호교류도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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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고치현·시 건설기업사 목포방문
(2012년) 故윤학자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에 고치시장 목포방문
(2012년) 故 윤학자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본행사 답방 및 목포시 ⇔ 고치시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2013년) 고치시 부시장 외 대표단 목포방문
(2014년) 고치현·시 스카우트 단원 목포방문
(2015년) 고치현·시 관계자 2015 INAP 목포총회 참가
(2018년) 자매결연 체결 실무협의를 위한 일본 고치시 방문
(2022년) 윤학자 여사 탄신 110주년 기념 고치현 우호 방문단 목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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