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3개국  1 0 개  도시가  손을  잡고

환황해경제권  발전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 . .

국 경을  넘은  지방도시간의  연계 ,  그리고  새시대를  향하여

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Dalian
Yantai

Kitakyushu
Fukuoka

Shimonoseki
Qingdao

Incheon

Busan

Ulsan

Tianjin



1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인천광역시
（4조5,045억엔）

천진시
（9조4,241억엔）

대련시
（5조7,220억엔）

연대시
（5조932억엔）

청도시
（6조5,793억엔）

울산광역시
（4조9,468억엔）

부산광역시
（5조2,882억엔）

시모노세키시
（8,542억엔）

키타큐슈시
（3조6,598억엔）후쿠오카시

（6조9,295억엔）

제1회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창설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창설

환황해경제권의 잠재력（환황해 공업지대）환황해경제권의 잠재력（환황해 공업지대）

　2004년 11월 16일, 「환황해경제권」 

발전을 향한 지방으로부터의 과감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중일10개 

도 시의  시 장과  경 제 계  대 표 가  

키타큐슈시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행정과 

민간 이  일체가  되어  「 동 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글로벌화  속 에서  동 아시아 는  

세계경제의 하나의 핵으로 성장하고, 그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환황해지역도 경제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이러한 

조류를 타고 환황해지역의 비즈니스찬스 

확대와 상호교류 활발화를 통해 세계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황해지역은 세계인구의 

4 . 5 % ,  세 계 G D P 의  4 . 2 % ,  

세계무역액의 5.3%를 차지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집적이 현저하게 진행되어 

세계의  제조거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수출입과 이를 

조립하는 작업이 합쳐진 지역내 

수평분업이  진행되어  제조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구미의 다국적기업도 

참가하여 환황해경제권은 세계로 

열려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 종결이란 국제적인 정치·경제의 테두리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의 

보더리스화로 인해 아시아지역에서는 화남경제권이나 바트경제권, 환황해경제권 등 국지 경제권이 대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지경제권은 국가레벨의 경제협력과는 달리 국경을 넘은 지역간 경제교류가 그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을 유발하는 지방주도형 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황해경제권은 황해를 둘러싼 중국의 화북·
동북지역, 한국의 서해안지역, 일본의 큐슈 북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0 개 도시와 GDP

환황해경제권의 출범경위

1조엔

1,000억엔

GDP（국내총생산）

（2008년, ICSEAD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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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로 열려진 상업도시로서의 전통 위에 
거점도시로서 도매, 소매, 물류, 서비스, 금융 등이 
집적된 제3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 .  
일본에서 유수한 대학의 집적 등을 배경으로 전국 
굴지의 정보관련산업의 집적지. 접근성이 좋은 
후쿠오카공항과 하카타항이 있고, 아시아지역과의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인구는 약 146만명.

Fukuoka 후쿠오카시

　이전에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도시로서 기계 ,  석유화학,  
전자산업 등이 활발하다. 「북의 홍콩」을 
목표로 일본기업을 유치. 캐논, 토시바 
등 전기·전자관련 일본 유력기업이 
진출. 소프트웨어 산업도 활발하다. 
동북3개성의 창구기능을 담당하고 항만 
인프라도 충실하다. 인구는 약 584만명.

Dalian 대련시

　청도시는 많은 브랜드기업이 입지한 도시이다. 
중국의 가전 및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제조기지이고 「하이얼 그룹（Haier）」, 「하이센서 
그룹（Hisense）」과 같은 대표적인 메이커가 있으며, 
이들은 「청도맥주」와 함께 중국의 유명 브랜드가 
되고 있다. 한국·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서 한국계•일본계 기업은 10,000
개사를 웃돌고 있다. 인구는 약 850만명.

Qingdao 청도시

　중국의 4대 직할시의 하나로서 북방 
최대의 연해 개방도시이다. 석유화학•전자
•자동차 등의 업계가 집적되어 「천진 
빈해신구」는 국가레벨의 프로젝트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토요타•삼성•모토롤러 
등 다국적기업에 의한 대규모 외국 투자가 
천진의 특색으로서 일본계 기업은 1,900
개사를 넘고 있다. 인구는 약 1,300만명.

Tianjin 천진시

　산동성에서는  청도시에  이어  
경제력이 강한 중요도시. 특히 농업이 
발달된  도시로서 주변지역에서는 
농업인구가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가장 
넓은 지역이다.  따라서 연대시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야채가공, 냉동식품제조 
식품관련이 많다. 물류 기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인구는 약 648만명.

Yantai 연대시

　산업도시로서 체험한 공해문제를 극복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환경기술과  산학관민의  
협력관계를 살린 시책을 전개하고, 2008년, 정부의
「환경 모델 도시」로 인정을 받은데 이어 2010년에는 
환경기술의 아시아지역에의 이전을 추진하는「아시아 
저탄소화 센터」를 개설하는 등  세계속의 환경 
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인구 약 98만명.

Kitakyushu 키타큐슈시

　옛부터 국제 무역항으로서 발전해 온 시모노세키항은 
지금도 한국·부산과 중국·청도와의 정기항로를 가지고 
있는 해상운송의 요충지이자 항만 물류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운업을 비롯하여 
조선업, 제조업, 관광업도 활발하며, 복어의 양륙에서 
일본 제1을 자랑하는 등, 수산도시이기도 하다. 수산물의 
가공·판매업자와 요리점도 많이 있다. 인구 약 28만명.

Shimonoseki 시모노세키시

　세계 5위의 허브항만을 가진 해양물류도시이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영상도시이자 세계가 주목 
하고 있는 전시컨벤션 도시이다. 현재 3개의 권역 
(원도심, 동부산권, 서부산권)으로 특화하여 한국 
남부 경제권의 중심도시이자 동북아지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찬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인구는 354만명.

Busan 부산광역시

　인천은 155여개 천혜의 섬과 해양 자원, 공항 
서비스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 2,500만 수도권 인구 
배후 항 인천항, 최장길이 세계7위의 인천대교, 3대 
(송도,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최첨단 
국제도시, 저탄소 녹색 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 인구는 약 275만명.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Incheon 인천광역시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도시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전진기지이다. 한국경제의 동력,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주력산업의 고도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기반구축, 전략적 투자유치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인구는 약 113만명.

Ulsan 울산광역시

도시명：국가별, 알파벳순서로 게재

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한중일 10개 도시의 개요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한중일 10개 도시의 개요

일　본

중　국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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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주간사 도시

부　회　명

간사 도시 일람（2011년∼2013년）

제 조 업 부 회

환 경 부 회

물 류 부 회

관 광 부 회

일　본

키타큐슈시（주）

키타큐슈시（주）

후쿠오카시

시모노세키시

대련시

연대시

천진시（주）

청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주）

중　국 한　국

지역 한정판
「동아시아 FTA 창설」의 추진

환황해 환경모델지역 창출

환황해 관광브랜드
전략의 전개

기술교류·인재육성 
플랫폼 형성

뉴 비지니스
창출 시스템 구축

5개의 중점 과제

환
황
해
지
역
의 

발
전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에서는 대국적시야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할 공동 프로젝트로서 다음 5

개의 중점 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4개의 부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4개 

부회란, 「제조」,「환경」,「물류」,「관광」으로서, 이 부회들은 독립된 부회입니다만, 관련성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회에서는 나라마다 리더적 기능을 하는 간사도시와 부회를 대표하는 주간사 도시를 설치하여, 

책임있는 체제속에서 부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목표로 하는 5개의 중점 과제기구가 목표로 하는 5개의 중점 과제

경제교류의 추진역할을 담당한 4개 부회경제교류의 추진역할을 담당한 4개 부회

관세 철폐를 초월한 통관수속의 

간소화, 원가절감에 의해 실질적인 

무역의 원활화,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역한정판 FTA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환경에  대한  배려와  산업활동을  

양립시켜 새로운 순환형사회 창출을 

통 해  환 황 해  지 역 이「 세 계 의  

환경모델지역」이 되도록 합니다.

환황해지역 내외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환황해 캠페인」을 

전개하여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환황해브랜드를  

확립하도록 합니다.

기술계 주요 대학간에서 공동연구나 

단위 호환성을 비롯한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산학협력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국제적 산학연계를 

추진합니다.국경을 넘은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이를 지원하는 구조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황해 10개 도시의 규제완화 

실현과 비즈니스 환경 정비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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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Busan

허남식 시장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Incheon

Dalian Qingdao Tianjin Yantai

ShimonosekiFukuoka Kitakyushu

李萬才 시장 대련국제상회
李泊洲 회장

타카시마 소우이치로우
시장

후쿠오카상공회의소 
스에요시 노리오 회장

송영길 시장
인천상공회의소
김광식 회장

키타하시 켄지 시장
키타큐슈상공회의소 
토시마 코우지 회장

张新起 시장
청도국제상회
馮文靑 회장

나까오 토모아끼 시장
시모노세키상공회의소
하야시 코스케 회장

박맹우 시장
울산상공회의소
김철 회장

黃興國 시장 천진국제상회
趙學鳴 회장 王良 시장 연대국제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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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도

관광부회 새로운 부회환경부회 물류부회제조업부회

기 구 회 의

기구회의를 보좌하고 부회활동을 지원

사업의 평가와 제언

각 도시 및 각 상공회의소의 부·과장급 이상

10개 도시 시장 10개 도시 경제인

집행위원회

각 부회의 부회장, 비즈니스 관계자, 기구사무국장 등

부회사업 추진본부

제3자 평가위원회

기구 사무국：

키타큐슈시
키타큐슈상공회의소
시모노세키시
시모노세키상공회의소

의사결정기관

대학·연구기관, 
국제기관, 정부계 
파이낸스기관 관계자

부회운영의 종합조정, 부회간에 걸친 횡단적인 
과제를 검토하고 부회활동을 추진

각 부회의 구성원으로 기업가, 기술자,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산학연계, 기술이전, 뉴 비지니스 발굴 등을 추진

도시명：국별, 알파벳순서로 게재

（2010년12월 현재）

기구의 조직체제기구의 조직체제

기구 회원 10개 도시의 대표기구 회원 10개 도시의 대표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한
　
국

대련시 청도시 천진시 연대시

중
　
국

시모노세키시후쿠오카시 키타큐슈시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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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설립까지의 경위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설립까지의 경위

2003년

2004년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총회（기타큐슈） 11/16

전문가회의（기타큐슈·시모노세키） 11／25

연구기관 교류회의（기타큐슈） 7／21

시장회의（부산） 11／6～8

시장회의（대련） 11／2～3

연구기관 교류회의（천진） 9／12～14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연구기관 교류회의（인천） 4／26～27

연구부회（기타큐슈）  11／20

시장회의（인천） 11／6～8

2001년

2002년

1999년

2000년

경제인회의

회원도시： 울산광역시 가입

회원도시： 기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 대련시, 
 청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회원도시： 천진시, 연대시 가입

지식인회의（기타큐슈） 11／28

시장회의（기타큐슈） 11／10

항만정보교환회
（기타큐슈） 10／21

회원도시： 후쿠오카시 가입

시장회의（시모노세키） 11／1～3

연도 시장회의

실무자회의（기타큐슈） 8／24～25

실무자회의（인천） 8／8～11

실무자회의（부산） 8／7～9

실무자회의（대련） 6／27～28

실무자회의（기타큐슈） 10／21～22

실무자회의（대련）
4／28～30

실무자회의（청도） 6／22～24

실무자회의（울산） 4／25～28

실무자회의（인천） 4／24～25

실무자회의（시모노세키） 4／11～13

환경보전세미나（대련） 5／16～19

환경보전세미나（인천） 9／4～7

환경보전세미나（시모노세키） 10／27～30

환경보전세미나（연대） 9／20～23

육상경기대회·청소년교류사업
（기타큐슈） 8／21～25

탁구대회·청소년교류사업
（부산） 8／18～21

축구대회·청소년교류사업
（시모노세키） 8／24～25

테니스대회·청소년교류사업
（청도） 8／4～7

경제인회의（시모노세키） 11／26

경제인회의（기타큐슈） 11／11

경제인회의（시모노세키） 10／30
병행사업： 대련·청도·인천·부산 패널 전시회

경제인회의（인천） 7／3
병행사업： 동아시아 6 개도시 합동산업경제시찰단, 투자·무역상담회

경제인회의（청도） 10／4
병행사업： 동아시아 6개도시 합동산업경제시찰단

경제인회의（부산） 9／23
병행사업： 6 개도시 상품카탈로그 전시회

경제인회의（대련） 10／31
병행사업： 동아시아 6 개도시 합동산업경제시찰단, 
 대련 투자환경세미나

경제인회의（대련） 5／23
병행사업： 6 개도시 패널전시회, 6 개도시 경제무역상담회

경제인회의（기타큐슈） 11／12
병행사업： 아시아 산업교류페어

실무자회의（대련） 7／4

실무자회의（시모노세키） 6／17
병행사업： 대련미션 상담회

실무자회의（인천） 4／27

실무자회의（청도） 7／3

실무자회의（기타큐슈） 9／20

실무자회의（대련） 9／17

합동 실무자회의（후쿠오카） 2004.1／9

연구부회（기타큐슈）  10／22～23

연구부회（후쿠오카）   2004.1／8

후쿠오카상공회의소, 천진국제상사, 연대국제상사, 울산상공회의소 가입

농구대회（울산）
 7／31～8／1

경제인회의（기타큐슈） 11／16시장회의（기타큐슈） 11／16

합동 실무자회의（기타큐슈） 6／29

병행사업：동아시아 6 개도시 경제교류페어（기타큐슈）,  
중국·한국 투자환경세미나（시모노세키）

회원단체：기타큐슈상공회의소, 시모노세키상공회의소, 
대련국제상사, 청도국제상사, 인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경제계 대표회의（기타큐슈）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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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설립 이후의 활동실적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5년

연도

2009년

제2회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총회, 
제2회 부회사업 추진 본부·
제3자 평가 위원회 합동회의
（천진）11／5～8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설립 총회（기타큐슈）
11／15～17

제1회 집행위원회, 
제1회 부회사업추진본부·
제３자 평가위원회 합동회의
（천진）10／10～12

제3자 평가 위원회 기타큐슈 회의
（기타큐슈）8／22～24

제1회 동아시아 
도시협력포럼, 
제2회 집행위원회（울산）
10／30～11／1

제3회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총회
（울산）
11／5～7

기구총회

제2회 동아시아
도시협력포럼,
제3회 집행위원회
（청도）
10／28～30

제1회 환경부회（기타큐슈）
※선행 설립　8／3～5
병행사업： 환경산업 심포지엄

제2회 환경부회（대련）
6／8～9
병행사업： 중국 국제 환경보호 박람회

환경부회

제4회 환경부회
（시모노세키）
10／23～24
병행사업： 환경 세미나

제3회 환경부회（울산）
6／14～15
병행사업： 환경 세미나

제5회 환경부회（인천）
8／19～21
병행개최： 환경세미나,
 인천세계도시축전

제2회 물류부회
（청도）7／19～21
병행사업： 물류비즈니스 교류회, 
 전문가 포럼

제4회 물류부회
（부산）10／27～29
병행사업： 비즈니스 교류회, 공장

물류부회

제3회 물류부회
（후쿠오카）11／26～28
병행사업： 물류 비즈니스 교류회, 
 기념 강연회

제1회 물류부회
（인천）7／10～12
병행사업： 항만 PR세션

제5회 물류부회（인천）　
8／19～21
병행개최： 워크숍, 비지니스교류회, 
 인천세계도시축전

제2회 관광부회（연대）
10／18～20
병행사업： 관광비즈니스 교류회, 
 아시아유럽회합（ASEM）
 여행협력 발전 포럼·전람회

제4회 관광부회（부산）
10／6～8
병행사업： 세계관광투자 서밋（WTIS）,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
 흥기구（TPO）회의

관광부회

제3회 관광부회（시모노세키）
11／7～9
병행사업： 국제관광 추진 심포지엄, 
 관광 비즈니스 교류회, 
 10 도시 포스터전

제1회 관광부회（부산）
9／29～30
병행사업： 부산 국제관광전（BITF）

제5회 관광부회
（청도）8／20～22
병행개최： 비지니스교류회, 
 청도맥주축제, 
 아시아태평양국제여행박람회

제1회 제조업부회
（기타큐슈）11／16～18
병행사업： 동아시아 반도체 모듈 
 역상품 전시회

국제포럼「동아시아의 ICT 
산업 클러스터」
（기타큐슈）12／12～14

제3회 제조업부회
（인천）10／16～18
병행사업： 인천 비즈니스 매칭

제4회 제조업부회
（기타큐슈）10／9～11
병행사업： 반도체실장 국제워크숍
 ＆반도체 역상품전시회
 （MAP&RTS2007）

제조업부회

제5회 제조업부회
（연대）9／22～24
병행사업： 국제 청과·식품 박람회

병행개최： 한중일기업제품
 기술교류회, 
 경제협력세미나

제6회 제조업부회（울산）
10／14～16

2010년

제4회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총회
（청도）
11／24～26

제6회 환경부회
（기타큐슈）10／12～14
병행개최： 에코 테크노 2010
 규슈·한국·중국 
 환경비즈니스 상담회

병행개최： 제10회 환황해 경제·
 기술교류회의
 에코 테크노 2010 
 제17회 규슈·
 한국 경제교류회의

제6회 물류부회（천진）
11／3～5

제6회 관광부회（후쿠오카）
9／1～3

제7회 제조업부회
（기타큐슈）10／13～15

2011년

제3회 동아시아 
도시협력 포럼,
제4회 집행위원회
（기타큐슈）11／9～11

제7회 관광부회（인천）
10／17～19

제8회 제조업부회
（기타큐슈）11／8～9

제2회 제조업부회
（천진）10／11～13
병행사업： 천진 비즈니스 매칭, 
 PECC 국제 무역투자 박람회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공동선언  

　1990년대초에 시작된「동아시아 도시회의」(시장회의·경제인회의)는 황해 연안에 

위치한 주요도시가 서로 공통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를 통해 

환황해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당초 한중일 6개 도시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는 가입도시가 증가하여 10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도시간 협력 

강화와 국제교류 촉진을 통해 상호간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 경험은 귀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과 경제계와의 연계가 반드시 충분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도시회의」의 기능 

향상을 위해 경제의 글로벌화 방향 및 동아시아 각국의 특성, 전략을 충분히 감안한 

보다 더 구체적인 도시간 연계협력의 방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EU, 

NAFTA 등 구미 2대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적 존재로서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새로운 현실적 목표로 내걸고 이를 

더욱 가속시켜 가지 않으면 안된다. 

　환황해경제권은 이제 인구규모 약 3억명, GDP, 무역액 양면에서 이미 ASEAN 

지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관련도시·지역간 연계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정책, 기업육성 정책, 나아가서는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지역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전개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회의와 상공회의소를 주체로 한 경제인회의가 서로 연계하여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새롭게 창설한다. 

　회원 10개 도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듭하여 책정한「기구 기본구상」을 존중하고, 그 

기본구상에 포함된 목표, 그리고 회원 10개 도시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5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조와 그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장으로서 기구내에 4개의 전문 전략적인 부회(제조, 환경, 물류, 관광)를 

설치한다. 

　글로벌화 시대의 발전에너지는 지역간, 도시간 경쟁과 적극적인 협력으로부터 

창출된다. 이런 의미에서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위한 모색과 전진이 동아시아 경제권 

성립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기구가 환황해경제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10개 도시의 시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은 서로 노력할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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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홈 페이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각 부회활동을 비롯하여 비즈니스 매칭 사이트집, 각 도시의 관광정보 및 웰컴 카드 등을 게재하고, 

향후 한층 더 내용을 충실화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정보제공,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 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 !

http://www.oeaed.com/ http://www.oeaed.com/guide/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홈 페이지

환황해 10 개 도시 관광 
WEB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