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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新비전조사·연구용역

그 동안 임기제로 운 되어 오던 사무국이 2012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 대한민

국 경상북도에 장기적 존치가 확정됨에 따라, 21세기 NEAR의 新비전을 제시하고 사무국의 조직 개편 및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회원단체간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과 회원 단체의 상호이익을 증

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전문학술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에서 연구 중에 있다.

2. 웹사이트재구축

가.  기존 웹사이트
기존 웹사이트는 회원단체간 교류를 촉진과 접근성 향상 및 경제통상네트워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메인서

버를 경상북도청 전산실에 두면서 2005년 구축되었다. 웹사이트는 회원단체 및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사 및 사무국 조직을 안내하고, 각 회원자치단체 소개와 관광, 투자정보 제공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창구 기

능을 수행하 다.

나. 재구축 웹사이트
연합(NEAR) 웹사이트를 독립 서버 기반으로 국제적 수준에 맞게 최신 정보기술 반 하여 정보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회원단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재구축하 다.

주요 내용은 국제 웹표준을 준수하는 웹사이트로 구축하면서 기존 메뉴의 통·폐합과 보완으로 컨텐츠 구성체

계를 개편하고, 최신 트랜드를 적용하여 웹사이트 디자인과 UI 보완하며, 기존 시스템 내에 저장된 모든 컨텐츠

에 대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 다. 시스템에 관한 온라인 상담 및 FAQ /Q&A, 커뮤니티페이지, 설문시스템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기관 시스템과의 정보 및 콘텐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재편성, 사용자 위주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단체간 교류 촉진과 결속력

강화하고, 국내외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신흥지역 관계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9개 화면

에 의한 동시 회원자치단체간 회의가 가능한 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독자적인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웹메일 기능을 강화하 다. 

특히,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의 적용으로 각종 브라우저 및 OS와의 호환성을 확보하

고, 6개국 언어로 제공되며,(중문, 일문, 한 , 몽골, 러시아어로 입출력 가능하게 구현) 운 에 기술적인 제약과

문제점이 없도록 개발하 다. 국가별 정서에 부합하는 로벌 가이드라인 적용하고 웹형식 보완하 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행사안내, 등록, 운 , 결과보고 등 행사 전반을 관리하며, 참석자 및 행사구성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행사결과 분석에 의한 성과평가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운 자가 편리하고 빠르게 동

상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 환경(서버 및 파일 자동변환 업로드)과 시스템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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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2년 6월 ~ 12월(6개월간)

수행기관 : 경북대학교(아시아연구소)

주요내용 : NEAR 新비전, 회원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방안

연구용역개요



3. NEAR News 발간확대

격월간지인「NEAR News」는 NEAR 사무국의 소식지로써 NEAR활동, 사무국소식, 회원단체 동정을 널리 알

림으로써 NEAR와 사무국의 국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특별기고,

NEAR 활동, 사무국소식, 회원자치단체 동정과 기획취재, 회원단체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EAR

News」제1판이 2005년 7월 발간되면서 매월 발간하다가 2006년 1월 이후 격월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

7월부터 발간부수를 2,100부로 대폭 확대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 다.

Annual Report 2012

4. 주요인사방문

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방문
2012년 3월 12일, 경상북도 이인선 정무부지사가 사무국을 방문하여 ’11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12년도 주요업

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NEAR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 다.

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지방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 위원 11명이 2012년 11월 15일 사무국을 현지방문하고 주요업무

를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경상북도의회 의장(송필각)이 방문하여 기획경제위원들과 NEAR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하 다.

다. 경상북도 국제관계자문
대사 방문

2012년 9월 경북도 국제관계자

문대사로 취임한 홍종경 대사가

12월 3일 인사차 사무국을 방문

하여, 동북아시아 광역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

한 경북도와 NEAR의 역할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 다. 한

편, 홍 자문대사는 駐호치민

사, 駐뉴욕 사, 駐이스탄불 총

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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