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환황해 지역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황해 연안지역 참여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의 ‘황해’를 둘러싼 지역의 경제권(환황해 지역경

제권)을 발전·심화하기 위한 교류 플랫폼이다. 1999년 필리핀,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

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환황해권의 정기

적 협력채널 구축에 합의하면서 2001년 3월 정식 출범하였다.  

이 회의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과 같은 정

부기관을 비롯해 관련 지방정부,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무역·투

자, 기술,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

회를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왔다. 

 참여 지역

한국: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총 5개 도 4개 시) 

중국: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동성, 장쑤성, 베이징시, 텐진시, 상하이시(총 4개 성 3개 시) 

일본: 규슈 전역 

◀

제18회 회의(중국 산동성)

제공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개최실적

회차 일시 개최지 활동내용

제1회 2012년 12월 한국 서울특별시

-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3국 협력 발전방안 

논의

- 각 지자체 간 3국 협력 관련 정책현황 소개

제2회 2013년 9월 한국 서울특별시

- 3국 협력 현황 소개

- 지자체별 3국 협력 사업 발표

- 3국 협력 정책 관련 발제 및 조별 토의

- 문화행사

제3회 2014년 5월 한국 경주시

- 3국 협력 현황 및 주안점 소개

- 3국 협력 사무국 기능 및 업무 소개

- 3국 공무원 교류 사례 발표

- 문화강연

제4회 2016년 6월 한국 강원도 평창군

- 3국 협력 현황 및 3국 협력 사무국 소개

- 3국 공무원 교류 사례 발표 및 조별 토의

- 평창 올림픽 준비 현황 소개

제5회 2017년 6월 한국 경기도 광주시 

- 3국 협력 현황 및 3국 협력 사무국 소개

- 3국 공무원 교류 협력 사례 발표

- 3국 문화 관련 강연

제6회 2018년 10월
한국 강원도 강릉

시·속초시 

- 3국 협력 현황 및 3국 협력 사무국 소개

- 3국 공무원 교류 협력 사례 발표 및 문화공연

- 전통문화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

제7회 2019년 5월 한국 경주시

- 3국 협력 현황 및 3국 협력 사무국 소개

-  3국 협력 관련 강연 및 3국 공무원 교류 

   협력 사례 발표

- 문화공연 관람 및 문화체험

제8회 2021년[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