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중 공무원 3국협력 워크숍

한국 외교부 주최, 한중일 청년 지방공무원 간 교류의 장

‘한일중 공무원 3국협력 워크숍’은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3국 간 지방 차

원의 협력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3국 공무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 

외교부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이다. 주요 참가자는 국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 지방공무원과 한국에서 근무·연수 중인 중국·일본 공무원이다. 이들 중·

일 공무원 중 대부분은 한국 지방정부와 자매·우호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파견된 청

년 지방공무원으로, 3국협력 워크숍은 장기간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과 지방 교류에 기여하

고 있다. 

2019년 5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중 공무원 3국 협력 워크숍은 한국측 38명, 중국측 35

명, 일본측 15명으로 총 88명의 한중일 공무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3

국협력의 현황과 TCS”를 주제로 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

장의 강연을 비롯하여 정상기 전 외교부 동북아협력대사의 “한중일 문화차이” 강연, 한중

일 공무원들의 3국협력 사례 발표, 문화공연 관람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

◀

사진

2019년 워크숍 

제공

한국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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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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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