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아오모리현 경품소개  
 
   

 브나코(BUNACO) 볼 
  BUNACO는 일본 최고의 축적량을 자랑하는 아오모리현의 너
도밤나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된 독자적인 제조법
으로 만들어진 목공품입니다. 
  50년 이상의 실적과 기술의 축적으로 모든 공정이 숙련된 장
인에 의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직접 수공작업으로 만든 고품
질 제품입니다. 
 
  경품수량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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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한일축제한마당 유튜브 라이브 방송 퀴즈 이벤트 경품 
 



 
2) 미야기·야마가타 세트 경품소개 
 
미야기현 및 야마가타현의 현지 캐릭터 상품입니다. 
 
■ 경품 내용: 아래 내용을 1세트로 제공 
①미야기현 센다이·미야기현 관광 PR캐릭터 '무스비마루' 미니인형 
②미야기현 센다이·미야기 관광 PR캐릭터 '무스비마루' 에코백 
③야마가타현산 농산물 등 PR 캐릭터 '페로린' 미니 인형 
④야마가타현 하나가사 브로치, 관광 PR캐릭터 '키타케로군' 포스트잇 
 

① 

②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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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수량 : ５세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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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수량 : ５세트 

3)이바라키 현 경품 소개문 
 
 
[I♥ Ibaraki] 로고 골프공 3개 세트 
 
 
[I♥ Ibaraki]와 로고가 찍힌 골프공 3개 세트입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이바라키 현
은 골프장의 보고! 
기후도 온난하고, 일년 내내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오실 경우, 가능하게 되면 꼭 [I♥ Ibaraki] 골프 공을  
갖고 이바라키 골프장을 방문해 주세요 
  



4) 다이토구 경품 소개  
 
 
다이토구의 갓파바시는 식기와 주방칼뿐만 아니라  
초리얼 식품 샘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명합니다. 

음식점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행자 분들도  
기념품으로 열쇠 고리와 자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물은 가장 인기있는 ‘스시’ 열쇠 고리입니다. 

 

4 

경품수량 : 5개 

 



5)니가타현 경품 소개 

 

 

일본 사케를 마실 때 딱 맞는 좋은 술잔입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니가타의 사케’ 라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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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수량 : 5개 

(앞) （뒤) 



6) 나가노현 경품 소개 
 

 

 나가노현 PR캐릭터 '알쿠마'의 토트백, 클리어 파일, 

포스트잇, 볼펜, 핀배지 세트입니다. 

 

 

경품수량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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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즈오카현 경품 소개 
 
시즈오카현에서 충전기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경품수량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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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고 아름다운 사선무늬가 특징인 기타큐슈시의 

전통 공예품 '고쿠라오리(小倉織)'를 사용한 

고쿠라시마시마 마스크 

  

※ (참고) [고쿠라오리]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부젠 고쿠라번(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하카마나 오비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사선으로 직조한 실의 색이 리듬감을 더하며 

입체감 넘치는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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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큐슈시 경품 소개 

경품수량 : 5개 



 

 
 

하사미야키 'neco 접시 세트' 
 
나가사키현이 주는 선물은 하사미야키 ‘neco 접시 
세트’입니다. 
 
고양이 귀가 튀어나온 특징적인 형태는 손으로 잡
기 쉽고, 매우 실용적이며 접시 안의 동그랗게 
들어간 고양이가 매우 귀여운 상품입니다. 
 
400년 전통과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하사미야키'는 나가사키현 중앙 북부에 위치하는 
하사정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사미야키의 특징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백자의 아
름다움과 군청색 도안으로 섬세하고 깊은 맛이 있
습니다. 
현대의 생활과 음식 문화를 조화시킨 하사미야키는 
다양한 수요에 맞는 일반 가정용 식기부터 전통적
이고 화려한 공예품,모던한 디자인의 사은품까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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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나가사키현 경품 소개  

경품수량 : ５개 



본고장 오시마 명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염색기법을 쓰고 있으며, 독특한 
 '진흙 염색' 기법과 잔무늬가 특징인 오시마 명주는  
일본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견직
물입니다. 

입을수록 유연함을 더하는 착용감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기모노뿐만 아니라, 소품이나 잡화 제품 등도 있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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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고시마현 경품 소개 

경품수량: 5개 



11)오키나와현 경품 소개 

트래블 파우치 
스포츠 타월(색상 랜덤) 
파우치 
토트백 
스티커 두 장 
반도에이드 
캐릭터 키홀더 
마스킹 테이프 
형광등 
볼펜 
(위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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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수량 : 5개 



12)부산문화재단 경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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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수량 : 5개 

클리어 파일 
미니 담요 
칫솔세트 
노트 
패치 
마우스패드 
에코백 
조선통신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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