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佐伯市長

　佐伯市は、九州の最東端に位置する、面積約903平方キロメートルの九州一広いま
ちです。山懐は「祖母傾国定公園」、沿岸は「日豊海岸国定公園」を形成し、山・川・海が
もたらす豊かな恵みに満ちあふれています。また、各地域には特色ある歴史と伝統文化
が息づき、多種多様な見どころを持っています。
　ご案内のとおり、人口減少、少子高齢化など、地方自治体を取り巻く情勢は厳しさを
増し、今後、地方創生の取組がいっそう求められるものと思われます。私は、産業・福
祉・教育・防災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分野において、「佐伯がいちばん」をキーワードに、
市民の皆様と手を携え、「オール佐伯」・「チーム佐伯」による「佐伯創生」に全力で取り
組んでいるところです。
　佐伯市市勢要覧は、佐伯市の姿をご紹介し、佐伯市をより知っていただくために作
成したものです。本要覧をご覧いただき、佐伯の魅力を感じ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ごあいさつ

佐伯市位于九州最东端，面积约有903平方公里，为

九州面积最大的城市。

山间有“祖母倾国定公园”，沿岸有“日丰海岸国定公

园”，充盈着山、川、海带来的丰厚恩惠。

同时，各地区还拥有别具特色的历史和传统文化以

及其他各种精彩之处。

正如我们所介绍的，地方自治体受人口减少、少子高

龄化的冲击使得形势越发严峻、今后的地方创生也

显得更为迫切。

我正在产业、福利、教育、防灾为首的各领域，以“佐

伯第一”为关键词，和各位市民携手，全力共建由“全

佐伯”和“佐伯团队”所创造的“佐伯创生”。

佐伯市市况要览，就是为了介绍佐伯市、让您更好地

了解佐伯市而制作的。

如果您能够阅览这一市况要览并感受到佐伯的魅

力，我深感荣幸。

사이키시는 규슈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면적 약 

903제곱킬로미터로 규슈에서 가장 넓은 도시입니다.

산악 지역은 ‘소보카타무키 국정공원’, 연안 지역은 

‘닛포해안 국정공원’을 형성하여 산·강·바다가 

엮어내는 풍요로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는 특색 있는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등,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세는 더욱 어려워져 향후 

지방 창생의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산업·복지·교육·방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키가 최고’를 키워드로 삼고, 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올 사이키’, ‘팀 사이키’를 통한 ‘사이키 창생’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키시 시세 요람은 사이키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사이키시를 보다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본 요람을 보시고 사이키의 매력을 느끼시기를 

기원합니다. 

Saiki City is the largest city in Kyushu with an 
area of 903-kilometer square, located at the 
easternmost edge of Kyushu. 
The mountainous area contains the 
“Sobo-Katamuki Quasi-National Park” and 
the coastline forms the “Nippo Kaigan 
Quasi-National Park”, filling the region with 
the abundance of the mountains, rivers and 
the sea. 
Distinctive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are 
alive in each district, which provide richly 
varied highlights. 
As you may already know, since the 
environment that surrounds local authorities 
are growing increasingly severe, with 
declining population, dwindling birthrate and a 
growing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further 
effort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will be 
required. 
I am working at full speed, hand in hand with 
all the citizens, to “revitalize Saiki” through “All 
Saiki” and “Team Saiki”, with “Saiki is best” as 
a keyword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industry, welfare, educ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Saiki City Guide has been created to 
introduce Saiki City and to enable people to 
find out more about the city. 
It would be a pleasure if people can sense 
Saiki’s charms through this guide. 

Greetings
Toshiaki Tanaka, Saiki City mayor

致辞
佐伯市长　田中利明

인사말
사이키시 시장  다나카 도시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