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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듯 여행하기

       〈대회장〉  요나고 컨벤션센터〈대회장〉  요나고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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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Farmland Sea

   대회 심벌 마크

「숲·들·바다, 물의 순환고리와 사람들의 삶」「숲·들·바다, 물의 순환고리와 사람들의 삶」
Forest, Farmland and the Sea : Water Linkage and the Life of People

대회 테마

◆개회식
　·환영 어트랙션 등
◆ 기조 강연
◆ 돗토리현 소개（동영상 상영）
◆ 다이센 환경 선언
◆ 토크 세션
◆ 교류회（18：30∼20：00）
　·환영 어트랙션
　·「식재료의 도시, 돗토리」 포장마차 부스
　·PR스테이지

13：00～18：00 9：00～16：30

◆「세계 에코 투어리즘 코너」　
　WORLD ECOTOURISM SECTION

10：00～12：30

     대  스     경   경   다

 
 이지  하시  

   로 의 시

10：00～17：00

◆생태관광체험（현내 각지／1일 코스）
　·8개의 프로그램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반나절 코스도 가능합니다.
◆다이센 교류회（17：30∼19：30）（다이센정）
　·환영 어트랙션
　·「다이센 은혜의 산」먹거리 부스
　·나이트투어（20：00∼21：00）

◆ 대회 총괄·생태관광체험 보고회
◆ 돗토리현 에코 투어 프로그램 소개
◆ 폐회식
◆ 옵션 투어（13：30∼）
　·돗토리사구, 이즈모타이샤 등

참가자 모집중!!

TOTTORI

10.19 Sat 10.20 Sun

10.21Mon

10.19　～21Sat Mon

저명인사의 강연, `세계 에코 투어리즘

`을 알수있는 코너, 돗토리현만의 

풍요로운 자연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체험` 등을 통해 진정한 

에코 투어리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벤 센

  벤 센

 벤 센

현 내  각 지

     6/1(토)∼9/19日(목)
   



국보 미토쿠산 산부쓰지 나게이레도 불당의 슈겐도 

등산과 아득한 마을, 구라요시를 방문하는 코스 I

◆기조 강연 

카 약 과  자 동 차 ,  등 산 으 로  다 이 센  산  
정상을 향해 달리는 환경 스포츠 이벤트

세계 각국, 일본 각지역의 에코 투어리즘의 활동과 화제의 에코 

투어가 한자리에! 친환경적인 관광 스타일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비롯한 역사, 문화, 산업,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에코 투어리즘을 내세운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며 국내외 에코 

투어리즘의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쌀과 지역 농산물, 가공품 등을 

가득 실은 소형 트럭이 전시, 

판매!

추첨을 통한 새 쌀 증정행사와 

주먹밥 선물 등 풍성한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PO법인 숲은 바다의연인 이사장
　（국제연합 「포레스트 히어로즈」 초대 수상자）
●교토대학 필드과학교육연구센터 사회연계교수

●돗토리현 지사 

●몽벨(mont-bell)그룹 대표
●요나고・다이센 관광 대사

●도쿄대학 명예교수

●배우
●일본 트레킹협회 이사
●환경 카운셀러

●아시아 오버랜드 서비스사 대표이사
  （말레이시아 大手여행사 사장, 에코 투어리즘의 선구자）

●(주)JTB 대표 사장
●NPO법인 일본 에코 투어리즘협회 부회장

히라이 신지

다가와 히로미

하타케야마 시게아쓰

다쓰오 이사무

요로 타케시

이치게 요시에

안 소 니   웡

※각 코스별 특색있는 돗토리 지역
   요리를 제공합니다.

10.19 Sat
13:50 ～15:50（다목적홀）

◆쌀 페스타 
11:00 ～ 15:00（예정）     （요나고 컨벤션센터）

◆ 생태 관광 체험 프로그램 

동 시 개 최

9:00～16:30（현내 각지）／전 코스 3,000엔(외국인)(점심 포함）

◆세계 에코 투어리즘 코너
　WORLD ECOTOURISM SECTION
10:00 ～ 17:00（예정） （정보플라자）

◆토크 세션 10.19 Sat
16:30～17:50（다목적홀）

숲・들・바다의 순환고리주 제

「일본 지방문화의 매력 탐구!」테   마

투어리즘의 미래상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에코 투어리즘～

～일본의 시골마을이 새로운 에코 투어리즘을 열다～

주 제

동남아시아의 에코 투어리즘
～외국인이 본 돗토리의 가능성～

주 제

10.20 Sun

다이센 숲의 풍요로운 자연을 체감
너도밤나무 숲 걷기＆다이센사(절)역사 코스A
너도밤나무 숲에서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로
다이센 다운힐 사이클링 코스B
오쿠다이센・너도밤나무 숲의 에코 프로그램 체험
＆오쿠다이센 고도(古道)탐방 코스C
다이센 산 등산 코스
（정상을 목표로, 하산 후에는 온천)D
100만송이 샐비어가 화제인 돗토리 하나카이로
＆탁주와 소바의 후루사토 코스E

일본 최대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다다라제철」의 고향을 방문하는 코스　F
미즈키시게루 만화의 배경인 사카이미나토와
일본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 물새공원 코스G
사구의 웅장한 풍경이 펼쳐지는 
세계지오파크와 내추럴가든 코스H

10.19　・20Sat Sun

10.19　～21Sat Mon

http://www.seatosummit.jp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참가 신청 접수 기간 ■ 6/1(토)～ 

10.20 Sun ～요나우고제 가을대수확제～
    （응원 이벤트）

선착
순

10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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