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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개 > 자매결연도시 > 국외 > 일본 벳부시

중국 연운항시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중국 샤먼시

일본 벳부시
벳부시는 선상지 특유의 지형에 따라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있
으며, 파도가 잔잔한 벳부만을 끼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
도시이다.
벳부시내에는 벳부팔탕[別府八湯]이라고 불리는 8개의 온천 지
역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 벳부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1일 온천 용출량은 8.3만㎘로 벳부시의 온천은 의료·목욕 등의 시민 생활은 물론 관광산업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
지로 알려져 있다. 벳부시는 “산업·역사·전통·문화의 재발견과 활용”, “1년 365일 감동이 있고 뜨거운 벳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벳부”를 목표로 새롭고 매력 있는 국제관광 온천문화도시로 가꾸어 가고 있다.

일반현황
자매결연일 : 1984년 10월 1일
위

치 : 큐슈 동북부 오이타현 중앙부

인

구 : 116천명

면

적 : 125.3㎢

평균기온 : 15.5℃
행정구역 : 17지구 145자치회
교육시설 : 32개교 (대학교4, 고등학교4, 중학교9, 초등학교 15)
주요산업 : 관광
특산품 : 대나무 공예품, 표고버섯, 복어요리

교류실적과 현황
직원 상호 파견 : 6명(목포4, 벳부2)
벳부시 → 목포시 : 1993. 7(1명, 1년간) 1994. 7(1명, 1년간)
목포시 → 벳부시 : 1994. 4(2명, 6개월) 1995. 9(1명, 1년) 2007.3(1명, 2년)

민간단체 자매결연 현황
1985. 8 : 목포청년회의소(JCI) ⇔ 벳부청년회의소(JCI)
1995. 1 : 한국목포스카우트 ⇔ 일본벳부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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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교류실적
(1984년) 목포시 ⇔ 벳부시 자매결연 체결
(1985년) 벳부시 소년소녀 사절단 목포방문(벳부시장 외)
(1990년) 목포시 청소년 그림 전시회 개최(벳부시)
(1999년) 제37회 목포 시민의 날 경축행사 벳부시 대표단 참가
(2000년) 양 시 청년회의소간 교류증진을 위한 상호 방문
(2008년) 목포 소년소녀 합창단 벳부시 문화 공연 개최
(2009년) 벳부시 대표단, 목포 유달산 꽃 축제 부스운영
(2010년) 국제자매도시 25주년 기념식 개최 및 우호강화협의서 체결
(2011년)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예술단 및 사회단체 벳부시 방문
(2012년 ~ 2016년) 양 시 유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개최
(2013년 ~ 2017년) 목포시육상연맹 벳부시 건강마라톤대회 참가
(2014년) 목포․벳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동명동 풍물패, 벳부시 농림수산축제 참가
(2015년) 목포시의회 일본연수단 벳부시 방문
(2015년 ~ 2016년) 목포 시민의 날 경축행사 벳부시 대표단 참석
(2017년) 목포시의회 벳부시청 및 시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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