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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R-20총회에 참석하고 Rio+20회의를 위한 국제포럼

에 NEAR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석, NEAR-R20은 상호 파트너 회원으로 참여하여 공동과제

도출 및 상호교류협력 채널 구축(NEAR-AER-R20)에 합의하 다.

R20(기후변화 지방정부행동기구)과 파트너십 구축

2012년 5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본다렌코 러시아무역대표부 대표와 디아노프 하

바롭스크변경주 국제관계국 국장과 NEAR 사무총장이 동석한 가운데 제9차 닝샤 총회에 쉬

포르트 주지사 초청 및 향후 NEAR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 다.

하바롭스크변경주 쉬포르트 주지사 면담

2012년 6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개최된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

하여 헤이룽장성 부지사와 회견을 통해 제9차 닝샤 총회 초청 등 관련 업무를 협의하 다.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 참석

2012년 9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WCC 및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에 NEAR 사무총장

이 연사로 참석하고, 교류협력 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 다.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참석

2012년 9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한국경제무역협력간담회, 한·중 전문가 세미나, 한·중 지방

정부교류회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 다.

제10회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 및 2012년‘한강정’중국 후베이성-한국 경제·무역·문화교류행사 참석



Annual Report 2012 39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2012년 10월 프랑스 스타라스부르에서 개최된 AER(유럽지방정부연합회) 총회에 NEAR 

시무총장이 참석 양기구간 상호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동반자협정을 체결하 다. 이로 인해

청년인턴프로그램과 같은 공통과제에 대한 양 기구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 개최된 세계민주주의 포럼에 NEAR 시무총장이 연사로 참석하여‘민주주의와 동북아지

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 다.

NEAR-AER 동반자 협정서(MOU) 체결

2012년 10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연방대사, 니콜라이

두도프 마가단주 주지사 등 사절단 25명과 대한민국 기업인 60명이 참석한 투자유치 세미

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 다.

러시아 회원주정부 방한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

2012년 10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협력 TCS 국제포럼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변환기의 동북아 경제협력 및 통합에 대하여 논의를 하 다.

한·중·일 3국 협력 TCS 국제포럼 참석

2012년 11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경북도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연구소 주최로 개

최된 제10회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여‘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

합의 역할과 지역간 연계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 다.

제10회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 참석

2012년 12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한·중·일 공무

원 협력 워크숍에 NEAR 사무국 국제협력과장외 4명이 참석하여 한·중·일 3국 협력 및

지방정부 차원의 발전방안과 3국 공무원간 인적 교류증진에 관한 논의를 하 다.

한·중·일 공무원 협력 워크숍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