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환황해 지역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황해 연안지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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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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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환황해권의 정

기적 협력채널 구축에 합의하면서 2001년 3월 정식 출범하였다.  

이 회의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국 상무부 아주사,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

경제산업국 정부기관을 비롯해 관련 지방정부,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무역·투자, 기술,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왔다. 

 참여 지역

한국 (9개 도, 6개 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부산광역

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국 (6개 성, 3개 시)

 장쑤성, 산동성, 광동성, 지린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텐진시, 상하이시

일본 (규슈지역 7개 현, 3개 시)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

타큐슈시, 구마모토시

◀

제19회 회의(온라인) 

사진제공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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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실적 

회차 연도 개최지

제1회 2001년 3월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제2회 2002년 10월 한국 전라북도 전주시

제3회 2003년 9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제4회 2004년 10월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제5회 2005년 11월 한국 대전광역시

제6회 2006년 9월 중국 산동성 르자오시

제7회 2007년 11월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제8회 2008년 10월 한국 인천광역시

제9회 2009년 7월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제10회 2010년 10월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제11회 2011년 11월 한국 대전광역시

제12회 2013년 11월 중국 장쑤성 롄윈강시

제13회 2014년 11월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제14회 2015년 11월
한국 부산광역시

주제 「의료·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인재육성」

제15회 2016년 7월
중국 장쑤성 옌청시

주제 「환경에 배려한 이노베이션과 개방적인 융합」

제16회 2017년 11월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주제 「지역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 

제17회 2018년 11월
한국 전라북도 군산시

주제 「지역간 교류의 촉진」,「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

제18회 2019년 11월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온·오프라인 개최)

주제 「지역간 교류의 촉진」,「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

제19회 2021년 11월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제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

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 

제20회 2022년[예정]
한국 부산광역시 

미정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베이징(北京)시

허베이(河北)성
텐진(天津)시

산동(山東)성

장쑤(江蘇)성
상하이(上海)시

지린(吉林)성

광동(廣東)성

랴오닝(遼寧)성

후쿠오카(福岡)시
후쿠오카(福岡)현

나가사키(長崎)현

사가(佐賀)현

구마모토(熊本)현
구마모토(熊本)시

가고시마(鹿児島)현

미야자키(宮崎)현

기타큐슈(北九州)시

오이타(大分)현

강원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교류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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