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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좋은 계절인 5월에 한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시에서 “2013년도 NEAR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에서 매년 실시해온 워크숍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에는 가장 많은 100여 명이 참석함으로써 지금까지 延 참가 인원은 570여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NEAR에 대한 이해와 회원 지방정부 실무자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훌륭한 장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NEAR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특별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co-cp) 성격을 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소개가 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 심의관의 ‘한중일 3국간의 교류협력’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2013년 세계정원박람회(Suncheon Bay Garden Expo 2013)의 

참관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의 국가관은 물론 각국의 정원을 경험하면서 국제교류협력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연합’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회원 

지방정부의 소개 및 홍보에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이슈인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NEAR의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인 ‘PioNEAR'를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여바랍니다. 향후에는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는 유럽지방정부연합회(AER)를 통해 

유럽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연합’은 지역적 협력(Regionalization)을 강화해 나감에 

있어서 최근 위협적인 요소들이 대두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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