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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홈페이지에는
기구의 각 부회 활동과 각 도시의 관광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제공,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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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회

중국 청도시에서 ‘제14회 환경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화)부터 11월 28일(목)에 걸쳐 청도시에서
‘제14회 환경부회’가 개최되어 각 회원도시의 행정 및 환경 관련
기업에서 약 70명이 참가했습니다.
27일(수)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테마인 ‘재활용 대책’에 관한 각
도시의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 활동
발표를 통해 재활용 대책에 관한 실질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2개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류 폐기물 대책’으로
‘감량화’, ‘바이오 가스, 스팀 등으로 2차 이용’ 사례를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류 폐기물의 감량화(2025년까지
직접 매립률 0%)를 목표로 공동 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종량제(RFID)를 도입, 2025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 보급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시는 2016년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의 ‘재난 폐기물의 재활용 체제’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지진 이후 구마모토시 재난 폐기물 처리 실행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례로 68만 톤의 콘크리트 잔해는
재생 노반재로서, 17.4만 톤의 폐목재(가구 등도 포함)은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되어 재난 폐기물의 약 70%
가 재활용되었습니다. ‘폐기물 종류마다 처리 방법을 사전에 규정하기’, ‘알기 쉽게 신속히 홍보하기(매스컴
활용, SNS 등 매체별 활용 방법의 구축)’ 등의 중요성이 시사되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었고 점차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한 의식 높이기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14회 환경부회 의장 총괄 (발췌)
아시아 지역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질적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전국으로 전개될 것이다. 행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에 발맞춰
시민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이번 환경부회에서는 재활용 대책을 테마로 정보를 공유하며 환황해 지역의 환경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다음 사항에 관해 회원도시의 행정 및 산업계가 하나가 되어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 환황해 지역의 재활용 대책 추진
○ 한중일 순환 경제모델 기지 추진

○ 환황해 지역의 대기오염 대책 추진
○ 캠페인 실시

더 나아가 회원도시는 각 도시가 실시하는 개별 프로젝트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하여 범지구적 혹은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2019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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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회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회원도시 간의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각 도시의 환경
관련 기업이 상담(商談)했습니다. 상담회에는 중국 기업 10개사,
한국 기업 3개사, 일본 기업 9개사가 참가했고 상담 건수는 16
건이었습니다. 계약 성사 예정인 안건은 각 도시 환경부회
담당자가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환경부회 공동 프로젝트 추진 (2018년 실시 내용 소개)
환경부회에서는 3개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 각 도시의 행정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환경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실시한 환황해 11개 도시 해안 청소 사업과 전등 끄기 캠페인(라이트 다운 캠페인)에
관한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2018년 해안 청소 사업에서는 회원도시에서 총 약 83,100명의 시민, 기업 등이 청소 활동 등에
참여하였으며 회수한 쓰레기양은 약 5,347톤에 달했습니다. 또한 11개 도시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등 끄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4개 도시와 한국 부산광역시에서는 ‘EARTH HOUR 2018※'에 맞춰
현지 시각 3월 24일 20시 30분부터 60분 동안 랜드마크 시설의 전등을 끄고 환경보호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을 시민에게 호소했습니다.
※ WWF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환경 캠페인. 전 세계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불을 끄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 보전의 의지를 표명하는 활동.

2020년 환경부회
개최 도시 결정

2020년 11월 3일(화)~11월 5일(목)에 한국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합니다. 테마는 '수자원 처리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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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회

관광부회 공동 프로젝트
~일본 오사카시에서 개최된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19 오사카’에 참가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목)부터 10월 27일(일) 4일간
오사카시에서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2019 오사카’가
개최되었습니다. 관광부회는 'OEAED부스'를 내고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및 각 도시의 관광을
홍보했습니다.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은 2014년부터 해외 및
일본 국내 관광 수요 환기를 위해 관민 합동으로
개최 중인 관광 종합이벤트입니다. 매년 많은 방문자가 찾아오는 큰 이벤트입니다. 2019년은 일본 국내 47
개 도 도 부 현 , 세 계 1 0 0 개 국 의 국 가 와 지 역 에 서 1,4 57 개 의 기 업 과 단 체 가 참 가 하 여 1 51,0 9 9 명 이
방문했습니다.
‘OEAED 부스’에서는 11개 도시를 소개하는 패널, 각종 팸플릿
등을 구비하여 부스를 방문한 업계 관계자, 일반 방문자, 또 아시아
각 도시에서 온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의
활동을 소개하고 11개 도시관광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그중 흥미를
보인 방문자에게는
설 문 조 사 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OEAED 및 회원도시의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제비뽑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4일간 약 600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련 업체 7개사와의 비즈니스
상담이 있었습니다.

관광부회 공동 프로젝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19 오사카’

방문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질 ●
문 11개 도시 중에서 당신이 가 보고 싶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국가별로 답해 주십시오.
1위 한국 부산광역시

TOP3
는?

276표

(대표적인 이유: 해물 요리 등의 먹거리, 부산 불꽃 축제에 흥미가 있다)

2위 중국 대련시

191표

(대표적인 이유: 캐슬 호텔, 야경 등의 경관, 여순박물관을 보고 싶다)

3위 일본 후쿠오카시

173표

(대표적인 이유: 라멘, 노점, 미즈타키(닭고기 전골), 멘타이코(명란젓) 등의 음식을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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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부회 개최 도시·개최 시기 관련
제15회 환경부회

한국 인천광역시

11월 3일(화)~11월 5일(목)

제13회 관광부회

한국 부산광역시

시기 미정

제6회 국제 비즈니스부회

중국 대련시

시기 미정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집행위원회 총회 개최 도시·개최 시기 관련
2020년 ‘제8회 집행위원회’, 2021년 ‘제7회 총회’는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됩니다 ! (개최 시기 미정)

시모노세키 관광 정보
시모노세키시는 사계절 어느 때에 가도 풍요로운 자연을 느낄 수 있고 후쿠(시모노세키에서는
복어(후구)를 '후쿠(복)'라 부릅니다)를 비롯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5월에 개최되는 ‘시모노세키 해협 축제’에서는 1185년 ‘단노우라 전투’에서 어린 나이에 바다에
빠져 죽은 안토쿠 천황의 넋을 달래는 제사 ‘센테이사이(先帝祭)’가 열리고 호화찬란한 의상을
입고 다카게타(굽이 높은 나막신)를 신은 여성이
‘소토하치몬지(外八文字)’라고 하는 독특한 걸음으로
걷는 ‘조로도추’를 선보입니다. 꼭 한번 들러보셔서
역사책 두루마리 그림을 보는 듯한 아름다움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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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설립 이후의 회의 개최 실적
연도
2004년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설립총회(기타큐슈) 11/15～17

2005년

제1회 집행위원회,
제1회 부회사업추진본부·제삼자 평가위원회 합동회의(천진) 10/10～12
제삼자 평가 위원회 기타큐슈 회의(기타큐슈) 8/22～24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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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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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제3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울산) 11/5～7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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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제4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청도) 11/24～26

2011년

제조업부회

기구총회 기타

제삼자 평가위원회(기타큐슈)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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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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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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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 9/22～24
병행사업： 국제 청과·식품 박람회

제6회 제조업부회(울산) 10/14～16

제7회 제조업부회(기타큐슈) 10/13～15
병행사업： 제1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에코 테크노 2010
제17회 규슈·한국 경제교류회의

제8회 제조업부회(기타큐슈)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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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제삼자 평가위원회(기타큐슈) 9/28
제1회 원스톱 센터 창구 부서회의(기타큐슈) 2/13～15

2013년

제2회 원스톱 센터네트워크 회의·기구 창구 부서회의(기타큐슈) 1/30～2/1
제5회 집행위원회(연태) 11/5～8
제9회 제조업부회(부산) 7/9～11

2014년

제6회 집행위원회(기타큐슈) 11/25～27

국제비즈니스부회
제1회 국제비즈니스부회(부산) 7/9～11

2015년

제5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연태) 11/22～24

2016년

제삼자 평가위원회(기타큐슈) 2/23

2017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10주년 기념 포럼

제삼자 평가위원회(기타큐슈) 2/17

제2회 국제비즈니스부회(청도) 11/18～20

제3회 국제비즈니스부회(기타큐슈) 11/23～25
병행사업： 서일본 국제복지기기전

제4회 국제비즈니스부회(울산) 10/30～31

제7회 집행위원회(인천) 11/1～3

5

2018년

제6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인천) 10/29～31

2019년

제삼자 평가위원회 (기타큐슈) 12/10

병행사업: 비즈니스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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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제비즈니스부회(연태) 11/7～8

환경부회

관광부회

물류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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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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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환경부회(울산) 6/14～15
병행사업： 환경 세미나

제4회 환경부회(시모노세키) 10/23～24
병행사업： 환경 세미나

제5회 환경부회(인천) 8/19～21

제1회 관광부회(부산) 9/29～30

제1회 물류부회(인천) 7/10～12

병행사업： 부산 국제관광전(BITF), 관광 비즈니스 교류회

병행사업： 항만 PR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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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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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관광부회(부산) 10/6～8
병행사업： 세계관광투자 서밋(WTIS) ,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PO) 회의,
관광 비즈니스 교류회

제5회 관광부회(청도) 8/20～22

병행사업： 환경세미나,인천세계도시축전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병행사업： 관광 비즈니스 교류회,
“2009 환황해의 해” 스타트 이벤트
(청도 국제 맥주 축제)

제6회 환경부회(기타큐슈) 10/12～14

제6회 관광부회(후쿠오카) 9/1～3

병행사업： 에코 테크노 2010규슈·한국·중국
환경비즈니스 상담회

공동P：

해안 청소,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제7회 환경부회(청도) 6/8～10

병행사업： 산업관광 세미나
공동P： “2010 환황해의 해”2010 중국 국제 관광교역회(상하이)

제8회 환경부회(연태) 8/5～7

제8회 관광부회(시모노세키) 10/8～10

병행사업： 기술 교류 세미나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병행사업： 10개 도시 관광 패널·포스터전
공동P： 제26회 한국 국제 관광전(서울)

제10회 환경부회(기타큐슈) 10/11～14
병행사업： 기술교류세미나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제11회 환경부회(대련) 7/4～7
병행사업： 기술교류 세미나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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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물류부회(부산) 10/27～29
병행사업： 물류 기업 프레젠테이션·교류회, 워크숍

제5회 물류부회(인천) 8/19～21
병행사업： 워크숍, 물류 비즈니스 교류회,
인천세계도시축전

제6회 물류부회(천진) 11/3～5

병행사업： 비즈니스 교류회

공동P：

병행사업： 기술 교류 세미나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병행사업： 물류비즈니스 교류회, 전문가 포럼

제7회 관광부회(인천) 10/17～19

병행사업： 중국 국제순환경제 성과교역 박람회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제9회 환경부회(울산) 5/20～21

제2회 물류부회(청도) 7/19～21

공동 관광 설명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9회 관광 부회(천진) 9/19～20
공동P：

2014 중국 여행산업 박람회

제10회 관광부회(울산) 9/9～11

공동P①： 태국국제여행박람회 2015(태국·방콕) 2/25～3/1
공동P②： 투어리즘EXPO재팬(일본·도쿄) 9/24～27

제11회 관광부회(기타큐슈) 11/7～9
공동P：

2016 호찌민시 국제여행박람회

제12회 환경부회(부산) 5/24～27
병행사업： 기술교류세미나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제13회 환경부회(기타큐슈) 10/10～12
병행사업： 기술 교류세미나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제12회 관광부회(대련) 11/20～22

제14회 환경부회(청도) 11/26～28
병행사업： 기술 교류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공동P： 해안 청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실시

공동P：

투어리즘 EXPO 재팬(일본 오사카)
※공동P（공동 프로젝트）：
회원 도시가 부회회의에서 결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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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중국) 풍경(표지, 뒤표지 사진)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회원도시

Dalian

Member Cities Information
대련시

Tianjin

천진시

천진시인민정부 외사변공실 아주처
TEL •（86）22-5836-8627
FAX •（86）22-5836-8690
URL • http://www.tj.gov.cn/

Incheon

청도시

Yantai

연태시

연태시인민정부 외사변공실 아주과
TEL •（86）
535-6222-464
FAX •（86）
535-6222-464
URL • http://www.yantai.gov.cn/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국제협력과
TEL •（82）32-440-3203
FAX •（82）32-440-8625
URL • https://www.incheon.go.kr/

Ulsan

Qingdao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청도시분회 중국국제상회 청도시분회
TEL •（86）
532-8389-7600
FAX •（86）
532-8389-7113
URL • http://www.qingdao.gov.cn/

대련시 외사변공실 아주처
TEL •（86）411-8363-2319
FAX •（86）411-8363-4106
URL • http://www.dl.gov.cn/

Busan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성장전략본부 도시외교정책과
TEL •（82）
51-888-7751
FAX •（82）
51-888-7759
URL • http://www.busan.go.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미래성장기반국 투자교류과
TEL •（82）52-229-2783
FAX •（82）52-229-3579
URL • http://www.ulsan.go.kr/

Kitakyushu

기타큐슈시

Shimonoseki

시모노세키시

기타큐슈시 기획조정국 국제부 아시아교류과
TEL •（81）93-582-2162
FAX •（81）93-582-2176
URL • https://www.city.kitakyushu.lg.jp/

시모노세키시 종합정책부 국제과
TEL •（81）
83-231-9653
FAX •（81）
83-231-9654
URL • http://www.city.shimonoseki.lg.jp/

Fukuoka

Kumamoto

후쿠오카시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아시아연계과
TEL •（81）92-711-4930
FAX •（81）92-735-4130
URL • https://www.city.fukuoka.lg.jp/

구마모토시

구마모토시 경제관광국 산업부 경제정책과
TEL •（81）
96-328-2375
FAX •（81）
96-324-7004
URL • http://www.city.kumamot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