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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도시(13개 시군구)

도시명 소재지 인구 면적(㎢) 결연일자 홈페이지

경남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139,354 239.22 '98.09.18 바로가기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570,924 41. 4 '05.04.18 바로가기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 82,846 105.30 '09.10.29 바로가기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304,907 542.18 '09.10.29 바로가기

대전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324,108 177.32 '09.10.29 바로가기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옥동) 211,903 756.05 '09.10.29 바로가기

경북 영덕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9,936 741.06 '09.10.29 바로가기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서석동) 101,944 49.21 '09.10.29 바로가기

전북 군산시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277,888 680.76 '09.10.29 바로가기

국내자매도시 국제자매도시 국제우호도시

 >  >  > 여수소개 여수의 현재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국내자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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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161,089 870.93 '09.10.29 바로가기

서울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579,324 35.46 '15.10.27 바로가기

서울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297,615 16.84 '16.10.14 바로가기

경남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2,266 357.52 ‘22. 11. 29. 바로가기

도시현황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 1577-0557
면적 : 239.22㎢
인구 : 58,229세대 139,354명
축제 :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통영한산대첩축제,통영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통영예
술제, 옥녀봉전국등반축제
행정구역 : 1읍 6면 8동 168통 201리 1,271반
행정조직 : 2국 2직소 3담당관 1사업소 30과
재정규모 : 412,762백만원 (일반 380,856, 특별 31,906)
상징물 : 새 - 갈매기, 나무 - 동백나무, 꽃 - 동백꽃
주요관광지 : 통영케이블카, 장사도, 한산도 소매물도, 사량도 지리산, 한산도 제승당, 통영충렬사, 세병관, 박경리 기념관, 통영옻칠
미술관
특산품 : 멸치, 굴, 돌미역, 바다장어, 나전칠기, 통영누비, 동백화장품, 양념멍게, 진주, 전복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전남 여수시,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경남 합천군, 충남 천안시
국제자매도시 : 일본국 사이타마현 사야마시, 일본국 오카야마현 , 중국 롱청시, 미국 리들리시

도시현황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 02) 2600-6114
면적 : 41. 4㎢(서울시의 6.8%, 2위)
인구 : 228,197세대, 570,924명
축제 : 허준축제
행정구역 : 20개동 601통 4663반
행정조직 : 5국 1소 1담당관 33과 20동

경상남도 통영시

결연일자 : 1998.09.18
홈페이지 : 통영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tongyeong.go.kr/)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연일자 : 2005.04.18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gangseo.seoul.kr/)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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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 5국 1소 1담당관 33과 20동
재정규모 : 510,719백만원 (일반 497,135 특별 13,584)
상징물 : 꽃 - 국화, 새 - 까치, 나무 - 은행나무, 마스코트 - 새로미
주요관광지 : 구암공원, 소악루, 광주바위, 허준 박물관 등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전남 여수시, 전북 임실군, 경북 상주시, 충남 태안군,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함안군, 전남 순천시
국외자매도시 : 호주 펜리스시, 중국 자오위안시, 일본 오타루시, 필리핀 딸락시,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국외우호도시 : 영구 노팅햄시

도시현황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증앙동) ☎ 033)639-2114
면적 : 105.30㎢
인구 : 37,063세대 82,846명
축제 :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설악문화제, 설악벚꽃축제, 양미리축제, 오징어맨손잡기
행정구역 : 8개동 211통 1,081반
행정조직 : 16과 2기관 8사업소 8일반구
재정규모 : 297,146백만원 (일반 230,164 특별 66,982)
상징물 : 꽃-국화, 새-비둘기, 나무-은행나무, 마스코트-해오미
주요관광지 : 설악산국립공원, 속초해수욕장, 엑스포유원지, 척산온천관광지 등
특산품 : 오징어, 젓갈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전북 정읍시, 서울 중구, 경기 오산시, 전남 여수시
국외우호도시 :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 대만 대동현,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일본 토야마현 뉴젠정, 러시아 연해주 핫산스키라이온

도시현황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 1577-6611
면적 : 542.18㎢
인구 : 129,188세대 327,657명

강원도 속초시

결연일자 : 2009.10.29
홈페이지 : 강원도 속초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sokcho.go.kr/)

충청남도 아산시

결연일자 : 2009.10.29
홈페이지 : 충청남도 아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asan.go.kr)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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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129,188세대 327,657명
축제 : 성웅이순신축제, 온천대축제
행정구역 : 2읍 9면 6동
행정조직 : 5국 1실 2 직속 3사업소 1위원회
시정목표 :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민만족우선, 동반성장추구, 지속사회구축, 시민공감실현)
상징물 : 꽃-목련, 새-수리부엉이, 나무-은행나무
지역특성 : 첨단사업도시(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 역사, 문화, 온천관광도시 / 복합도농도시
주요문화재 : 이충무공 유물, 이충무공묘, 아산맹씨행단,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등
주요관광지 : 현충사, 민속박물관, 영인산 휴양림, 온양온천, 세계꽃식물원 특산품 : 아산맑은쌀, 포도, 배, 버섯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서울 서대문구, 성남시, 진주시, 여주시, 남원시, 전남 여수시
국외자매도시 : 중국 동관시, 헝가리 미슈콜츠시

도시현황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 042)611-2114
면적 : 177.32㎢
인구 : 118,940세대 324,108명
축제 : 유성온천문화축제, 쌈지축제
행정구역 : 10개동
행정조직 : 3실 3국 19과 1기관 2사업소
재정규모 : 343,175백만원 (일반 329,023 특별 14,152)
상징물 : 꽃-이팝꽃, 새-학, 나무-이팝나무, 마스코트-유성이
주요관광지 : 국립현충원, 유성온천, 화폐박물관, 중앙과학관, EXPO과학공원 특산품 : 유성배, 세동상추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전남 여수시, 충남 당진시, 경남 산청군
국외자매도시 : 중국 대련시 서강구

도시현황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옥동) ☎ 052)229-7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연일자 : 2009.10.29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yuseong.go.kr)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연일자 : 2009.10.29
홈페이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ulju.ulsan.kr)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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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옥동) ☎ 052)229-7000
면적 : 756.05㎢
인구 : 81,963세대 211,903명
축제 : 간절곶해맞이축제, 외고산옹기축제, 언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 황우쌀축제, 고로쇠축제, 달맞이축제, 대운산철쭉제
행정구역 : 4읍 8면
행정조직 : 4국 20과 1기관
재정규모 : 502,455백만원 (일반 491,416 특별 11,039)
상징물 : 꽃-배꽃, 새-비둘기, 나무-은행나무, 마스코트-해뜨미, 브랜드슬로건-명품울주
주요관광지 :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문수사, 영남알프스, 서생포왜성,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특산품 : 배, 한우, 미역, 옹기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전남 여수시
국외우호도시 : 중국 심북신구, 중국 판진시, 중국 문등시, 중국 래서시, 중국 해림시, 중국 교주시, 일본 대마시

도시현황

소재지 :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054)730-6114
면적 : 741.06㎢
인구 : 20,082세대 39,936명
축제 : 해맞이축제, 영덕대게축제, 여름축제, 황금은어축제, 영해3.1문화제, 목은문화제, 영덕물가자미축제
행정구역 : 1읍 8면
행정조직 : 1실 11과 1단 2기관 2사업소
재정규모 : 330,423백만원 (일반 300,955 특별 29,468)
상징물 : 꽃-복숭아꽃, 새-갈매기, 나무-곰솔, 마스코트-키니와토리
주요관광지 : 해맞이공원, 풍력발전단지, 블루로드, 삼사해상공원, 괴시마을, 신돌석장군 유적지, 대게원조마을, 경보화석박물관 특
산품 : 영덕대게, 복숭아, 산송이 황금은어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서울 송파구, 전남 해남군, 전남 여수시
국외자매도시 : 일본 후쿠이현, 사이판

도시현황

경상북도 영덕군

결연일자 : 2009.10.29
홈페이지 : 경상북도 영덕군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yd.go.kr)

광주광역시 동구

결연일자 : 2009.10.29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donggu.kr)

(http://www.yeosu.go.kr)

http://www.yd.go.kr
http://www.donggu.kr


도시현황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서석동) ☎062)608-2111
면적 : 49.21㎢
인구 : 46,330세대 101,944명
축제 :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행정구역 : 13동
행정조직 : 3실 4국 1사무소 21과
재정규모 : 179,175백만원 (일반 172,583 특별 6,592)
상징물 : 꽃-철쭉, 새-까치, 나무-은행나무, 마스코트-금남이
주요관광지 : 무등산, 지산유원지, 증심사, 광주예술의거리 특산품 : 춘설차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대구 중구, 전남 여수시, 전남 곡성군, 전남 강진군, 경기도 파주시
국외자매도시 : 중국 광주시 월수구

도시현황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 063)454-4000
면적 : 680.76㎢
인구 : 112,640세대 277,888명
축제 : 군산세계철새축제, 벚꽃축제
행정구역 : 1읍 10면 16동
행정조직 : 5국 4사업소 43과
재정규모 : 871,620백만원 (일반 738,757 특별 132,863)
상징물 : 꽃-동백, 새-갈매기, 나무-은행나무, 마스코트-밝음이
주요관광지 : 진포해양테마공원, 금강호관광지, 철새조망대, 근대문화역사박물관
특산품 : 꽃게장, 울외장아찌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대구 중구, 전남 여수시, 경북 김천시, 서울 강남구, 충북 제천시, 제주 서귀포시, 서울 동작구
국외자매도시 : 미국 워싱턴 타코마시, 중국 산동성 연대시, 인도마하수트라주 핌프리친촤드시, 인도 자하르칸드주 잠세드푸르시, 캐
나다 윈저시

전라북도 군산시

결연일자 : 2009.10.29
홈페이지 : 전라북도 군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gunsan.go.k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결연일자 : 2009.10.29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seogwipo.go.kr)

(http://www.yeosu.go.kr)

http://www.gunsan.go.kr
http://www.seogwipo.go.kr


도시현황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 064)120
면적 : 870.93㎢
인구 : 66,347세대 161,089명
축제 : 서귀포 칠십리축제, 성산일출축제, 최남단방어축제, , 표선해비치해변 백사대축제, 등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
행정조직 : 4국 26실과소 3보건소
재정규모 : 621,100백만원 (일반 527,000 특별 94,300)
상징물 : 꽃 - 한란, 새 - 동박새, 나무 ? 동백나무
주요관광지 : 한라산,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천지연폭포, 주상절리, 송악산, 산방산, 가파도, 마라도 특산품 : 감귤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서울 용산구, 경기 안양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전남 여수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전남 고흥군 /경기 이천
시(국내우호도시)
국외자매도시 : 일본 사기현 가라쯔시, 일본 와카야미현 기노카와시,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시, 중국 산동성 용구시, 중국 요녕성 흥
성시, 중국 절강성 항주시, 중국 해남성 삼아시, 중국 화북성 진황도시

도시현황

소재지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 02-2116-3114
면적 : 35.46㎢
인구 : 221,107세대 579,324명
축제 :노원 탈 축제, 노원 문화의 거리, 초원산문화제
행정구역 : 19동 702통
행정조직 : 5국 1소 1담당관 35개과 19개동
재정규모 : 611,753백만원(일반 596,158 / 특별 15,595)
상징물 : 꽃 - 산철쭉, 새 - 산비둘기, 나무 - 은행나무, 동물 - 말
주요관광지 : 태릉ㆍ강릉, 태릉선수촌, 육군사관학교, 공릉동도깨비시장 길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태백시, 포천시, 완도군, 포항시, 의성군, 신안군, 여수시

서울 노원구

결연일자 : ‘15. 10. 27.
홈페이지 : 서울 노원구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nowon.kr)

서울 성동구

결연일자 : ‘16. 10. 14.
홈페이지 : 서울 성동구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sd.go.kr)

(http://www.yeosu.go.kr)

http://www.nowon.kr
http://www.sd.go.kr


도시현황

소재지 :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 02-2286-5114
면적 : 16.84㎢
인구 : 127,771세대 297,615명(‘16. 9. 30.기준)
축제 : 왕십리(서울숲)가요제, 응봉산 개나리축제, 응봉산 해맞이 축제
행정구역 : 17동 465통
행정조직 : 6국 1단 1보건소(3담당관, 35개과, 17동)
재정규모 : 389,670백만원(일반 375,450 / 특별 14,220)
상 징 물 : 꽃 - 개나리, 새 - 참매, 나무 - 느티나무
주요 관광지 : 청계천, 청계천 문화관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함평군, 서천군, 진천군, 하동군, 영천시, 영월군

도시현황

소재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055-860-3114
면적 : 357.52㎢
인구 : 42,266명 (남 : 20,450명, 여 : 21,816명)
축제 : 남해마늘한우 축제, 독일마을 맥주축제,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상주은모래비치 섬머페스티벌
행정구역 : 1읍 9면
행정조직 : 2국 2관 2단 11과 2직속
재정규모 : 566,500백만원(일반회계 486,300, 특별회계 80,200)
상징물 : 꽃 - 치자꽃 새 - 백로 , 나무 - 비자나무, 동물  감성돔
주요관광지 : 남해 금산과 보리암, 남해대교, 충열사, 상주은모래비치, 창선교와 남해지족해협죽방렴

자매결연도시

국내자매도시 : 강화군, 금천구, 김해시, 동대문구, 마포구, 부산진구, 사하구, 함평군

경남 남해군

결연일자 : ‘22. 11. 29.
홈페이지 : 경남 남해군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namhae.go.kr)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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