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mber Cities Information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회원도시

Dalian 대련시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홈페이지에는 

기구의 각 부회 활동과 각 도시의 관광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제공,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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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11-8363-2319
（86）411-8363-4106
http://www.dl.gov.cn/

Busan 부산광역시

（82）51-888-5095
（82）51-888-5089
http://www.busan.go.kr/

Kumamoto 구마모토시

（81）96-328-2375
（81）96-324-7004
http://www.city.kumamoto.jp/

Qingdao 청도시

（86）532-8389-7600
（86）532-8389-7113
http://www.qingdao.gov.cn/

Incheon 인천광역시

（82）32-440-3202
（82）32-440-8625
http://www.incheon.go.kr/

Tianjin 천진시

（86）22-5836-8730
（86）22-5836-8690
http://www.tj.gov.cn/

Ulsan 울산광역시

（82）52-229-2782
（82）52-229-2779
http://www.ulsan.go.kr/

Yantai 연대시

（86）535-663-4122
（86）535-621-2917
http://www.yantai.gov.cn/

Fukuoka

(회원도시 사진) 구마모토시(일본) 구마모토 성 주변

후쿠오카시

（81）92-711-4023
（81）92-733-5597
http://www.city.fukuok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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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2016 활동보고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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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외사변공실 아주처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국제협력과

중국국제상회 청도시 분회

인천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

천진시인민정부 외사변공실 아주처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 통상교류과

연대시 외사교무변공실 아시아·아프리카과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국제과 구마모토시 경제관광국 산업부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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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kyushu 기타큐슈시

（81）93-582-2162
（81）93-582-2176
http://www.city.kitakyushu.lg.jp/

Shimonoseki 시모노세키시

（81）83-231-9653
（81）83-231-9654
http://www.city.shimonoseki.lg.jp/

기타큐슈시 기획조정국 국제부 아시아교류과시모노세키시 종합정책부 국제과

제3자 평가위원회 발족

일　본
(공익재단) 아시아 성장연구소

소장 

핫타 다쓰오 씨

2015년 11월에 중국 연대시에서 개최된 제5회 총회에서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제3자 평가위원 3
명의 취임이 승인되어 2016년 1월부터 4년 임기로 취임했습니다. 제3자 평가위원으로부터 기구의 사업, 

중점 과제, 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조언과 앞으로 기구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제언을 받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제3자 평가위원분들로부터 코멘트가 왔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OEAED) 제3자 평가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중책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2004

년에 환황해 지역의 10개 도시로 발족한 

OEAED는 그 후로 회원도시도 늘어나 

지금까지 각 회원도시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부회를 

포함해 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중국, 

한 국 의  평 가 위 원 과  함 께  다 양 한  

시 점 에 서  앞 으 로  모 습 을  검 증 하 고  

OEAED 발전에 진력해 가고자 합니다.

중　국
푸단대학교 교수
푸단대학교 인구연구소 소장
푸단대학도시와 지역발전연구센터 주임

왕 구이신 씨

한중일 삼국의 환황해 제 도시에서 

발족한 경제공동체가 지금까지 발전해 

와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3자 평가위원으로서 경제공동체가 오랜 

기간에 걸친 협력관계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점에 진심으로 갈채를 보냅니다. 

경 제 공 동 체 의  각  회 원 도 시 가  

공동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곤란을 극복하여 상호공영의 미래를 

향해 손을 잡고 걸어나가 한중일 3

개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국
한국산업연구원
글로벌 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 

유 진근 씨

동 아 시 아  경 제 교 류 추 진 기 구  제 3 자  

평 가 위 원 으 로 서  활 동 하 게  되 어  대 단 히  

영광입니다. 자금에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견인해 온 자유무역의 기초가 후퇴하는 움직임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평 화 와  번 영 이  함 께  있 었 습 니 다 .  이 러 한  

차원에서 저는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제 안 하 며  발 족 한  여 러 분 의  혜 안 에  경 의 를  

표합니다.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가 더욱더 

발 전 하 는  모 습 으 로  변 화 하 여  동 아 시 아  

경제발전을 선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겸직: 중국지역협회 부이사장 / 중국인구학회 
상무이사 / 중국도시계회학회 이사 / 
상하이인구학회 부회장

기구 홈페이지
http://www.oeaed.org/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홈페이지



2016년 11월 23일부터 25일

에 걸쳐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제

3회 국제비즈니스부회가 개최되

어 회원도시의 행정 및 산업계 

대표 등 약 60명이 참가했습니

다.

오전 중 회합에서는 ‘개호복지

비즈니스’를 테마로 기타큐슈시 

보건복지국이 ‘기타큐슈시의 고

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공생이라

는 시점이나 시책을 발표한 후 

실제 중국에서 개호복지비즈니

스를 전개하고 있는 일본 기업 

대표를 초빙하여 동 분야의 해외진출 실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기타큐슈시 시내의 특별양호 노인홈 두 곳을 시찰하고 데이 케어나 쇼트 스테이 등의 

서비스나 시설설비, 요금설정 등에 관해 참가자 사이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찰 

후에 참가자는 이번 부회와 동시에 개최된 사업 서일본 국제복지기기전을 방문하여 시찰 및 상담을 

하면서 일본의 회원도시기업과 교류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열린 회의에서는 다음 국제비즈니스부회 개최 도시를 한국 울산

광역시로 하기로 했고 그밖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던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의 제3자 평가위

원인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유진근 씨로부터 이번 국제비즈니스부회 전체에 관한 강평을 

받았습니다.

OEAED News 201

제3회 국제비즈니스부회

서일본 국제복지기기전 시찰특별양호노인홈 시찰

종합복지시설 ‘오키나노 모리’ 시찰 모습 서일본 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전시회



2016년 7월 4일부터 7일에 걸쳐서 중국 다련시

에서 제11회 환경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테

마인 ‘토양오염대책’에 관하여 각 회원도시의 행정 

및 산업계 대표가 각각 힘쓰고 있는 대책이나 기술

에 대해 발표하고 정보공유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다음 개최도시를 한국 부산광역시로 정했으며 테

마는 ‘폐기물처리대책’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회 회의가 끝난 후 참가자는 회의 테마에 따라 

선정된 환경 관련 시설(화학공장 철거 부지, 계분 처리 대상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부회 회의와 함께 동시 개최한 ‘기술교류세미

나’에서는 한중일 각 도시에서 환경 관련 기업이 

39개사 100명이 참가하여 자사의 우수한 기술

에 관한 발표를 한 후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부회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바다로 연결

되어 있다’를 슬로건으로 매년 회원 도시가 해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에서는 이산

화탄소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라이트다운 캠페인을 실시하고 환경보호 

계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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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환경부회 의장 총괄（발췌）

환경부회 공동 프로젝트병행 개최 사업 기술교류 세미나

제11회 환경부회

○환황해지역의 토양오염 대책의 추진
토양환경의 보전을 추진하기 위해 각 도시의 토양오염대책 및 토양정화, 무해화 등의 고도

기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하고 안전한 토양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물처리대책의 추진
PM2.5를 비롯한 대기오염대책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이들 분야에 있어서 각 도시의 대

책과 고도기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계속 상호지원을 하도록 한다.

○한중일 순환경제 모델기지의 추진
건전한 국제 순환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중일 정부가 협의중인 「한중일 순환경제 모델기

지」의 추진에 대해 한중일 회원도시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기로 한다.

○캠페인의 실시
해안청소사업 및 라이트다운 캠페인 등 공동사업을 회원도시는 가능한 한 계속 실시하기

로 한다.



제11회 관광부회가 2016년 11월 7일부터 9일

에 걸쳐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원 도시 대표자가 참가하여 ‘회원도시 사이의 

쌍방향으로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에 관하여 각 회원도시 대표자가 발표한 후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회원도시의 대표적 이벤트 리

스트를 작성하여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관광정

보를 발신하는 등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졌습

니다.

2016년 9월 8일부터 10일에 걸쳐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

된 호찌민시 국제여행박람회(International Travel Expo Ho Chi 

Minh City (통칭: ITE-HCMC))에 회원 11개 도시의 공동 부스를 

출전했습니다. 공동 부스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사가 방문했고 그

밖에 호찌민시 시민이 방문하여 회원도시의 관광정보를 다방면으

로 발신할 수 있었습니다.

9월 9일에는 ITE-HCMC 회장 근처 호텔에서 동아시아 경제교

류추진기구 주최 관광정보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하고 호찌민시 

시내 여행사 14개사가 참가했습니다.

관광정보설명회에서는 회원도시마다 자기 도시의 관광에 관한 

발표를 하고 현지 여행사에 각 도시의 매력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설명회가 끝난 후에 실시한 회원도시와 현지 여행사 간 상담회에

서는 활발한 정보교환을 하는 동시에 현지 여행사로부터 베트남

에 관한 최신 관광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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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도시 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확충
（1） 신규 노선의 개척

（2） 기존 노선의 확충

2. 여행 상품의 개발 등
회원도시 간 상호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도

록 현지 여행사나 항공회사 등과 협력하면서 다른 

회원도시를 방문하는 매력적인 여행 상품을 새로 

개발함과 동시에 그 판매 촉진에 노력한다.

3. 국내 도시 간의 연계
두 도시 간 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의 각 도

시가 연계하여 해외 각 도시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의 관광 촉진에 노력하여 관광 교류를 확대시킨다.

4. 이벤트나 축제 등을 통한 교류 강화
각 회원도시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상호 관광교

류를 실천하는 기회 창출에 노력한다.

5. 공동 프로젝트 부담금의 이월

제11회 관광부회 기타큐슈시선언（발췌）

관광부회 공동 프로젝트

제11회 관광부회

ITE-HCMC 공동참가 모습

현지 여행사와 상담회 모습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설립 이후의 활동실적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5년

연도 기구총회 제조업부회 환경부회 물류부회관광부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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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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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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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총회
(울산)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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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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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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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비즈니스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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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개최： 산업관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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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즈니스부회

제1회 국제비즈니스부회
(부산)　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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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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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제조업부회
(울산)　10／14～16

2015년

제5회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총회
(연대)　11／22～24

제10회 환경부회
(기타큐슈)　10／11～14
병행개최사업：기술교류세미나

제10회 관광부회
(울산)　9／9～11

제2회 국제비즈니스부회
(청도)　11／18～20

2016년

제11회 환경부회
(다련)　7／4～7
병행사업: 기술교류 세미나병행사업: 서일본 국제복지기기전

제11회 관광부회
(기타큐슈)　11／7～9

제3회 국제비즈니스부회
(기타큐슈)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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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환경부회
(청도)　6／8～10
병행사업：중국 국제순환경제 성과
 교역 박람회

제8회 환경부회
(연대)　8／5～7
병행사업：기술 교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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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물류부회
(천진)　11／3～5

제6회 관광부회
(후쿠오카)　9／1～3

병행개최： 비즈니스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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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제조업부회
(부산)　7／9～11

2012년

제1회 원스톱 센터
창구 부서회의
(기타큐슈)　2／13～15

제5회 집행위원회
(연대) 　11／5～8

제2회 원스톱 센터
네트워크 회의·
기구 창구 부서회의
(기타큐슈)　1／30～2/1

병행사업：10개 도시 관광 패널·포스터전

2013년

제8회 관광부회
(시모노세키)　10／8～10

제9회 환경부회
(울산)　5／20～21
병행사업: 기술 교류 세미나

제6회 집행위원회
(기타큐슈)　11／25～27

병행사업: 2014 중국 여행산업 박람회

2014년

제9회 관광 부회
(천진)　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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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AED News 20 4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의 회원도시가 

속해 있는 한중일 3개국 사이의 무역상황을 검

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 도표 1은 3개국 사이

의 무역거래 금액을 연도별로 일괄적으로 나타

내고 있다. 연도별로 일본과 한국,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무역 금액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

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국

→일본’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 단

위는 미국 달러로 표시한다.

먼저,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는 

한국이 소재·부품, 생산설비 등을 일본에 의존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

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플라스틱 제품, 

철강판 등 수출입 모두가 상위 품목도 있어 수

평적 무역 양상을 강하게 띠고 있다. 역시 대일 

수출 상위 품목 중 하나로 자동차부품이 꼽히

고 있는데 2000년 이후 6배나 달하는 신장 추

세를 보였다. 이는 서일본에 공장이 있는 자동

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제 부품을 채택하

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상황을 살펴

보면 한국의 대중 무역이 대일 무역을 크게 웃

도는 것이 분명하며 2004년에 무역 총액에서 

대미 무역을 웃돌아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해 수출입 

모두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수지는 

기간을 통해 한국 쪽 수출이 수입을 웃돌아 무

역흑자를 계상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국가와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

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중국과 FTA에 서명하고 발효시켰

다. 중국과의 FTA는 EU나 미국과 체결한 FTA

와 비교해서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

목 수 비율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 식품 등의 

품목에서는 수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일본과 중국과의 무역상황을 보면 한일 무역

과 다름없이 이 기간을 통해 감소 경향을 보이

나 이 기간에 엔은 대달러 엔저 동향을 나태내

었기에 엔 표시로 보면 중일 무역은 답보 상태 

또는 약간 증가에 그쳤다.

도표 1. 일본, 중국, 한국 사이의 무역 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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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경제 독서물

일본 , 중국 , 한국 3 개국 사이의 경제관계 현황



다음으로 한중일 3개국의 직접투자 현황을 

2015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한국’

에서는 제조업에서 성장하는 한국기업을 상대

로 한 수요를 흡수하고자 겨냥한 투자를 보였

으나 한국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감소했다. ‘한

국→일본’에서는 전년 대비 4.1배 17억 1,557만 

달러로 과거 최대를 기록한 점이 주목된다. 업

종으로는 태양광 발전 등 ‘기타 발전업’에서 한

화 그룹이 오이타 현 기쓰키 시에서 발전능력 

24 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것 등이 

그 사례이다. ‘한국→중국’으로의 투자에 관해

서는 28억 5,494만 달러로 2년 연속으로 감소

했다. 한국 기업의 생산거점으로서의 관심이 중

국에서 베트남 등 임금이 더 저렴한 국가로 시

프트한 영향이 크다.

‘일본→중국’에서도 감소 경향이 보이며 일본

의 국제 수지 통계에서는 1.9% 감소한 1조 727

억 엔으로 되었다. 대중 투자 리스크 고조가 인

식되는 가운데 기존의 수출가공형, 연안부에서 

사업확대가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료품’ ‘운송 기계’ ‘도매 및 소매업’ 등 내수 판

매형 산업(內販型 産業)에서는 중국 사업을 확

대하는데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고 세계 유수의 

거대시장인 중국에서의 시장개척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명헌 기타큐슈 시립대학 외국어학부 국제관계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  한국경제, 동아시아 경제

 주요 저서 :  “한국경제 발전 패러다임 전환-글로벌화 시대의 이노베이션 전략-” 아카시 서점, 2008년 2월.

(참고 문헌 리스트)
　·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제트로 세계무역 투자보고” 각 연도판

도표 2. 일본, 중국, 한국 사이의 직접투자금액의 추이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10
0

만
 달

러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한국→일본 일본→한국 일본→중국한국→중국 중국→한국 중국→일본

OEAED News 20 6

■ 원고 집필자 소개 ■



Member Cities Information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회원도시

Dalian 대련시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홈페이지에는 

기구의 각 부회 활동과 각 도시의 관광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제공,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
FAX
UR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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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UR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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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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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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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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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URL

•
•
•

TEL
FAX
URL

•
•
•

TEL
FAX
URL

•
•
•

TEL
FAX
URL

•
•
•

（86）411-8363-2319
（86）411-8363-4106
http://www.dl.gov.cn/

Busan 부산광역시

（82）51-888-5095
（82）51-888-5089
http://www.busan.go.kr/

Kumamoto 구마모토시

（81）96-328-2375
（81）96-324-7004
http://www.city.kumamoto.jp/

Qingdao 청도시

（86）532-8389-7600
（86）532-8389-7113
http://www.qingdao.gov.cn/

Incheon 인천광역시

（82）32-440-3202
（82）32-440-8625
http://www.incheon.go.kr/

Tianjin 천진시

（86）22-5836-8730
（86）22-5836-8690
http://www.tj.gov.cn/

Ulsan 울산광역시

（82）52-229-2782
（82）52-229-2779
http://www.ulsan.go.kr/

Yantai 연대시

（86）535-663-4122
（86）535-621-2917
http://www.yantai.gov.cn/

Fukuoka

(회원도시 사진) 구마모토시(일본) 구마모토 성 주변

후쿠오카시

（81）92-711-4023
（81）92-733-5597
http://www.city.fukuoka.lg.jp/

01 제3회 국제비즈니스부회
02 제11회 환경부회·기술교류 세미나/환경부회 공동 프로젝트
03 제11회 관광부회/관광부회 공동 프로젝트
04 기구설립 이후의 회의 개최 실적
05 [특별기회 경제 기사] 일본·중국·한국 상호 간의 경제관계 현황
07 제3자 평가위원회 발족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2016 활동보고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뉴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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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외사변공실 아주처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국제협력과

중국국제상회 청도시 분회

인천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

천진시인민정부 외사변공실 아주처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 통상교류과

연대시 외사교무변공실 아시아·아프리카과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국제과 구마모토시 경제관광국 산업부 경제정책과

TEL
FAX
URL

•
•
•

TEL
FAX
URL

•
•
•

Kitakyushu 기타큐슈시

（81）93-582-2162
（81）93-582-2176
http://www.city.kitakyushu.lg.jp/

Shimonoseki 시모노세키시

（81）83-231-9653
（81）83-231-9654
http://www.city.shimonoseki.lg.jp/

기타큐슈시 기획조정국 국제부 아시아교류과시모노세키시 종합정책부 국제과

제3자 평가위원회 발족

일　본
(공익재단) 아시아 성장연구소

소장 

핫타 다쓰오 씨

2015년 11월에 중국 연대시에서 개최된 제5회 총회에서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제3자 평가위원 3
명의 취임이 승인되어 2016년 1월부터 4년 임기로 취임했습니다. 제3자 평가위원으로부터 기구의 사업, 

중점 과제, 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조언과 앞으로 기구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제언을 받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제3자 평가위원분들로부터 코멘트가 왔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OEAED) 제3자 평가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중책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2004

년에 환황해 지역의 10개 도시로 발족한 

OEAED는 그 후로 회원도시도 늘어나 

지금까지 각 회원도시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부회를 

포함해 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중국, 

한 국 의  평 가 위 원 과  함 께  다 양 한  

시 점 에 서  앞 으 로  모 습 을  검 증 하 고  

OEAED 발전에 진력해 가고자 합니다.

중　국
푸단대학교 교수
푸단대학교 인구연구소 소장
푸단대학도시와 지역발전연구센터 주임

왕 구이신 씨

한중일 삼국의 환황해 제 도시에서 

발족한 경제공동체가 지금까지 발전해 

와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3자 평가위원으로서 경제공동체가 오랜 

기간에 걸친 협력관계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점에 진심으로 갈채를 보냅니다. 

경 제 공 동 체 의  각  회 원 도 시 가  

공동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곤란을 극복하여 상호공영의 미래를 

향해 손을 잡고 걸어나가 한중일 3

개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국
한국산업연구원
글로벌 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 

유 진근 씨

동 아 시 아  경 제 교 류 추 진 기 구  제 3 자  

평 가 위 원 으 로 서  활 동 하 게  되 어  대 단 히  

영광입니다. 자금에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견인해 온 자유무역의 기초가 후퇴하는 움직임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평 화 와  번 영 이  함 께  있 었 습 니 다 .  이 러 한  

차원에서 저는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제 안 하 며  발 족 한  여 러 분 의  혜 안 에  경 의 를  

표합니다.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가 더욱더 

발 전 하 는  모 습 으 로  변 화 하 여  동 아 시 아  

경제발전을 선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겸직: 중국지역협회 부이사장 / 중국인구학회 
상무이사 / 중국도시계회학회 이사 / 
상하이인구학회 부회장

기구 홈페이지
http://www.oeaed.org/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