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3국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 1999년 이래 연례개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역사적·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 지

방정부 간 국제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

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의 자치체국제화협회가 1999년 이후 매년 순환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다.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년 회의는 “동북아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자원을 살린 매력 창조”를 주제로 10월 28

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에히메현에서 개최되었다. 제22회 회의는 2021년 한국 광주광역시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모범 사례 공유 

-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방향 및 지방행정 현안사항 토론 

- 한중일 홍보부스 및 ‘교류광장’ 운영 

- 개최도시 지방행정 사례 현장시찰 

◀

사진

제21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출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 개최실적 

연도 회차 개최지 주제

1999년 제1회 한국/서울특별시 한중일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

2000년 제2회 중국/베이징시 새천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 전망

2001년 제3회 일본/도쿄도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새로운 존립방안

2002년 제4회 한국/서울특별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통한 지방의 공동 발전

2003년 제5회 중국/우시시 지방정부 국제교류와 지역경제활성화

2004년 제6회 일본/니가타현 한·중·일 상호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정책

2005년 제7회 한국/강원도 동북아지역의 공동 발전과 한중일 지방정부의 역할 

2006년 제8회 중국/하얼빈시 동북아시아의 화합 추진과 공동 발전 실현 

2007년 제9회 일본/나라현 동북아시아의 교류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2008년 제10회 한국/전라남도 지역 활성화에 의한 발전 방안

2009년 제11회 중국/창춘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 공

동발전 추진

2010년 제12회 일본/나가사키현 지역 간 협력 추진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

2011년 제13회 한국/전라북도 지역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2012년 제14회 중국/쿤밍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2013년 제15회 일본/도야마현 지역 특색을 살린 시책과 동북아시아의 상호 발전

2014년 제16회 한국/구미시 인문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일 교류 활성화

2015년 제17회 중국/르자오시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 및 도시 국제화 발전

2016년 제18회 일본/오카야마시 지방정부 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방의 활성화

2017년 제19회 한국/울산광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

방안 모색

2018년 제20회 중국/카이펑시 협력상생의 동북아 지역운명공동체 건설

2019년 제21회 일본/에이메현 동북아 지방정부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력 창조

2021년 제22회 한국/광주광역시 (미정)

▶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