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경제 특화 한중일 지역 협력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는 한중일 연안 11개 도시로 구성된 경제교류 특화 

플랫폼이다. 이 기구는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동아시아경제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회원도시 간 연계, 경제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동 및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한다. OEAED는 ①‘동아시아 FTA’ 

창설 추진, ② 환황해 환경 모델 지역의 창출, ③ 뉴 비즈니스 창출 시스템 구축, ④ 환황해 

관광브랜드 전략의 전개, ⑤ 기술교류·인재육성 플랫폼 형성을 다섯 가지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OEAED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중일 지역교류 중 가장 역사가 긴 플랫폼 중의 

하나로, 그 시작은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 도시회의’ 및 ‘동아시아 경제인회의’가 발족했다. 이 두 회의는 초기에는 일본의 

기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에 있던 중국의 다롄시와 칭다오시, 

한국의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6개 도시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한국의 울산광역시, 

중국의 텐진시·옌타이시, 일본의 후쿠오카시 4개 도시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2004년 

경제교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서 10개 도시 간 OEAED가 설립되었다. 2014년 일본 

구마모토시가 가입한 이후 현재의 11개 도시 체제가 되었다. 

◀

사진

2018년 인천 총회

출처

기타큐슈시



OEAED 조직은 다음과 같이 총회·집행위원회·부회·제삼자평가 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총회

회원도시의 행정·경제단체(상공회의소·국제상회) 대표로 구성되는 OEAED의 

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도시 간 순환 개최된다. 

 집행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 개최되는 실무자 회의로 총회를 보좌하고 각종 과제에 대해서 

협의한다. 

 부회

실무사항을 협의해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국제비즈니스부회, 환경부회, 

관광부회, 물류부회 4개 부회가 설치되어 있다. 

 제삼자평가위원회

기구활동·운영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전문적 의견과 객관적 관점에서 

조언·평가를 제공하는 기관. 한중일에서 1명씩 총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무국

기구의 서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타큐슈시·시모노세키시 정부와 일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타큐슈시에 설치하였다.

▶

출처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홈페이지

11도시 시장

11도시
상공회의소 

회장
·국제심회 

회장

총회

제삼자
평가위원회

사무국

집행위원회

국제 비지니스 
부회

환경부회 관광부회 물류부회



■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의제

제1회
2004년 

11월

일본/

기타큐슈시
-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창설

제2회
2006년 

11월

중국/

텐진시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제3자 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보고

- 각 도시 시장·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

-  「동아시아 도시경제협력에 관한 천진 선언」 채택

제3회
2008년 

11월

한국/

울산광역시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공동 프로젝트의 제안 및 채택

- 각 도시 시장·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

-  기구활동 및 공동 프로젝트에 관한 제3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제4회
2010년 

11월

중국/

칭다오시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공동 프로젝트 환황해ACTION의 보고

-  각 도시 시장·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 발표

- 환황해 ACTION 양해각서

- 「청도선언」 채택

제5회 
2015년 

11월

중국/

옌타이시

- 각 도시 행정 대표 및 상공회의소·국제상회 대표 발표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제3자 평가위원 선임

- 「옌타이선언」 채택

제6회
2018년 

10월
한국/인천광역시

- 각 도시 행정 대표 발표

- 4개 부회 활동실적 보고

- 기구 개혁안

- 「인천선언문」 채택

제7회
2021년

[예정]

일본/

시모노세키시

■ 환경부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병행사업 및 공동프로젝트

제1회 2004년 8월 일본 기타큐슈시 환경산업 심포지엄

제2회 2006년 6월 중국 다롄시 중국국제환경보호박람회

제3회 2007년 6월 한국 울산광역시 환경세미나

제4회 2008년 10월 일본 시모노세키시 환경세미나

제5회 2009년 8월 한국 인천광역시
환경세미나, 인천세계도시축전, 해안 클린

업 사업·라이트다운 캠페인

제6회 2010년 10월 일본 기타큐슈시

에코테크노2020, 규슈·한국·중국 환경 

비즈니스 상담회, 해안 클린업 사업·라

이트다운 캠페인

제7회 2012년 6월 중국 칭다오시
중국국제순환경제 성과교역박람회, 해안 

클린업 사업·라이트다운 캠페인

제8회 2013년 8월 중국 옌타이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9회 2014년 5월 한국 울산광역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0회 2015년 10월 일본 기타큐슈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1회 2016년 7월 중국 다롄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2회 2017년 5월 한국 부산광역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3회 2018년 10월 일본 기타큐슈시
기술교류 세미나, 해안 클린업 사업·

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4회 2019년 11월 중국 칭다오시
기술교류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해안 

클린업 사업·라이트다운 캠페인

제15회
2020년 11월

[예정]

■ 관광부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병행사업 및 공동프로젝트

제1회 2005년 9월 한국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관광전(BITF), 관광비즈니

스교류회

제2회 2006년 10월 중국 옌타이시

관광비즈니스교류회, 아시아유럽정

상회의(ASEM), 여행협력발전포럼·

전람회

제3회 2007년 11월 일본 시모노세키시
국제관광추진심포지엄, 관광비즈니

스교류회, 10도시포스터전

제4회 2008년 10월 한국 부산광역시

세계관광투자정상회의(WTIS), 아시

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회

의, 관광비즈니스교류회

제5회 2009년 8월 중국 칭다오시
관광비즈니스 교류회, '2009 환황해

의 해' 개막행사, 청도국제맥주축제

제6회 2010년 9월 일본 후쿠오카시
산업관광세미나, "2010 환황해이어" 

2010 중국국제여유교역회(상하이)

제7회 2011년 10월 한국 인천광역시 비즈니스 교류회

제8회 2013년 10월 일본 시모노세키시
10도시 관광패널·포스터전, 제26

회 한국국제관광전(서울)

제9회 2014년 9월 중국 톈진시 2014 중국여행산업박람회

제10회 2015년 9월 한국 울산광역시

2015 태국국제여행박람회

(태국 방콕, 2월 25일~3월 1일), 투

어리즘EXPO재팬(일본 도쿄, 9월 

24~27일)

제11회 2016년 11월 일본 기타큐슈시 2016 호치민시 국제여행박람회

제12회 2018년 11월 중국 다롄시



■ 물류부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병행사업 및 공동프로젝트

제1회 2004년 7월 한국 인천광역시 항만PR세션

제2회 2005년 7월 중국 칭다오시
물류비즈니스교류회, 전문가 

포럼

제3회 2006년 11월 일본 후쿠오카시
물류비스니스 교류회, 기념강

연회

제4회 2007년 10월 한국 부산광역시
물류기업프리젠테이션·교류

회, 워크숍

제5회 2008년 8월 한국 인천광역시
워크숍 물류비즈니스 교류회, 

인천세계도시축전

제6회 2009년 11월 중국 톈진시

제7회 2010년 10월 일본 기타큐슈시

제8회 2011년 11월 일본 기타큐슈시

제9회 2014년 7월 한국 부산광역시

■ 국제비즈니스부회 개최실적

회차 개최일시 개최지 병행사업 및 공동프로젝트

제1회 2014년 7월 한국 부산광역시

제2회 2015년 7월 중국 칭다오시

제3회 2016년 11월 일본 기타큐슈시 서일본 국제복지 기기전

제4회 2017년 10월 한국 울산광역시

제5회 2018년 8월 중국 옌타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