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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NEAR 회원단체 실무자 여러분! 이곳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 포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세계적인 철강의 도시 포항시에서“2016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단체 실무자 여러분!

2016년은 NEAR 창설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년이 된 것입니다. 창설 당시 1996년 4개국 29개 회원단체

로 시작한 NEAR는 현재 6개국 73개 회원단체와 7개 옵저버단체로서 명실 공히 국제적인 지방정부 기구로 의미 있는 성장을 하

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염원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 가

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원단체와 실무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NEAR가 창설된 지 20년이 되어 성년이 된 만큼, 한 단계 더 도약(take-off)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국제적 환경과 지역

정세가 20년 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NEAR도 새로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NEAR 헌장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회비제 도입, 사무국의 역량 강화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

다.

 또한, 앞으로 NEAR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NEAR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

켜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platform)을 

마련하고 많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자산인 차세대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좀 더 관심

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가 될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NEAR가 보다 큰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금년 9월말에 개최되는 총회에 회원단체 고위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

록 실무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단체 실무자 여러분!

회원단체에서 실제로 NEAR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NEAR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NEAR의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

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실무자워크숍에 참석해주신 회원단체 실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포항에 머무르시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전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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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개요 / 일정 / 좌석배치도

□ NEAR 사무국 주요업무 현황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사업계획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정경과 보고

□ 회원단체 발표    

·일본

- 도야마현 (환경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효 고 현 (방재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시마네현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한국

- 대전광역시 (소통과 참여, 시민중심 도시, 대전광역시 홍보)

- 전라남도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

·러시아

- 이르쿠츠크주(이르쿠츠크주의 투자 잠재력)

□ NEAR 회비제 도입 및 연합헌장 개정 등 토의   

·회비운영규정(안)

·연합헌장 개정(안)

□ 2016년도 NEAR 주요행사 일정   

□ 참가자 명단   

8

12

28

54

64

66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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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EAR 실무자워크숍

□행사 개요
○기간 : 2016. 4. 27(수) ~ 4. 29(금) / 2박3일

○장소 :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

○참가 : 74명(5개국, 39개 회원단체) ※ 사무국 17명 제외

국가 참가회원단체(개) 참가자(명) 비고

계 39 74

중국 8 14

일본 4 10

한국 13 25

몽골 12 22

러시아 2 3

○ 주최/주관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 주요내용

- 사무국 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설명

- 회원단체 홍보 및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토의(회비제 도입, 준회원제 등)

- 현장(문화)탐방 (POSCO, 경주 양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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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시 간 소요시간(분) 주  요  일  정 비고

<1일차>

4.27(수)

~18:00 등록 및 체크인 베스트웨스턴포항호텔 1층

18:00~21:00 180 석  식 6층, 릴리&로즈홀

<2일차>

4.28(목)

07:00~08:30 90 조  식 6층, 릴리&로즈홀

09:00~09:20 20 등  록 6층, 파티오홀

09:20~09:30 10 NEAR 홍보동영상 상영

09:30~09:40 10 참석자 소개 및 개회

사회: 국제협력1팀장

09:40~09:45 5 환영사(사무총장)

09:45~09:55 10 기념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09:55~10:20 25
사무국 업무보고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조정 경과 보고

10:20~11:00 40 회원단체 발표

11:00~11:20 20 Coffee Break

11:20~12:30 70
토의Ⅰ: 회비제 도입
- 회원단체별 의견발표,질의응답, 
토의및정리

6층, 파티오홀

12:30~14:00 90 중  식 6층, 릴리·로즈 홀

14:00~15:00 60
토의Ⅱ: 헌장개정 등
- 회원단체별 의견발표,질의응답, 
토의및정리

6층, 파티오홀

15:00~15:30 30 이동(호텔→Posco) 전세버스

15:30~17:00 90 산업시찰 (Posco)

17:00~17:30 30 이동(Posco→호텔)
전세버스

17:30~19:00 90 휴식 및 만찬준비

19:00~21:00 120 만찬(주재 : 사무총장) 6층, 파티오홀

21:00~ 자유시간

<3일차>

4.29(금)

07:00~09:00 120 조식 및 체크아웃 6층, 파티오홀

09:00~09:30 30 이동(호텔→양동마을) 전세버스

09:30~11:30 120 현장탐방(경주 양동마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11:30~12:00 30 이동(양동마을→중식당) 전세버스

12:00~13:00 60 중  식 포항 시내(한식)

13:30~ 환  송 베스트웨스턴포항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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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드 롭

화분

헤이룽장성□

훕후베이성□

후난성□

지린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산둥성□

간쑤성 *옵저버단체□

네이멍구자치구*옵저버단체□

도야마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무
차
장
□

□
경
기
도

사
무
총
장
□

□
충
청
북
도

□
충
청
남
도

□
전
라
남
도

□뜨이바공화국

□이르쿠츠크주

□올랑바타르시

□헹티 아이막

□훕스굴아이막

□홉드 아이막

□투브아이막

□움느고비아이막

□우부르항가이 아이막

□오르홍아이막

□자브항아이막

□도르노고비아이막

□고비숨베르아이막

□고비알타이아이막

□제주특별 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사무국

통역부스

□좌석배치도

입구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610



NEAR 사무국
주요업무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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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정경과 보고
NEAR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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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단체 발표
○ 일  본

- 도야마현(환경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효 고 현(방재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시마네현(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한  국

- 대전광역시(소통과 참여, 시민중심 도시, 대전광역시)

- 전라남도(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소개)

○ 러시아

- 이르쿠츠크주(이르쿠츠크주의 투자 잠재력)



환경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환경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도야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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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시마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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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통해 본‘2015 동북아시아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7월 31일(금)

<참가자들 간의 자기소개와 시마네현에 대한 소개>
시마네현 청년들을 중심으로 게임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시마네현에 대해 소개

8월1일(토)~2일(일)

<시마네현 환경생활부장>
환영식에서 닛다 환경생활부 부장님과의 만남

<환영교류회 & 홈스테이 체험>
각국 청년들은 2박3일 일정으로 홈스테이 체험, 호스트 패

밀리와의 첫 대면식

<퍼포먼스>
중국(지린성&닝샤후이자치구) 청년들

<퍼포먼스>
한국 동국대학교와 위덕대학교 학생들(K-POP과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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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러시아 청년들 (노래)

<퍼포먼스>
시마네현 청년들 (노래)

8월3일(월)

<저출산 대책에 대한 강의>
시마네현의 저출산 시책에 대한 학습과 질의응답 시간 

마쓰에시 육아지원센터에서 수공예 
장남감의 품질에 모두 감탄

<일본문화 체험: 화과자 만들기>
장인의 시범을 보고 실제로 만들어 보며 장인의 실력에 모두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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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회>
밤에는 이즈모시에서 바비큐 파티 & 교류회 

8월4일(화)

<의견교환회>
각 국가별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교하면서‘다문화 이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각 국가별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송별회>
마지막 저녁 식사는 참가자 모두가 협력하여 준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 국가별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졌다. 
시마네현 청년들은 참가자들에게 손수 손으로 만든 선물을 나눠주었다.

이번‘교류의 날개’행사에서는 과제를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우정’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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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 시민중심 도시! 대전광역시

Part Ⅰ 대전 소개

소통과 참여, 시민중심 도시! 대전광역시

Contents

Part Ⅰ 대전 소개

◆ 대전 현황 

◆ 대전 출범 100년, 세계 속의 첨단과학 도시로의 도약

Part Ⅱ 소통과 참여, 시민중심 도시, 대전

◆ 목표 및 추진 방향

◆ 시민중심 추진 사업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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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황 

◆ 대전 현황 (2014년말 기준)

   - 인구 : 154만명 ※ 전국에서 2번째 젊음 도시

   - 행정구역 : 5개 자치구 78개동

   - 공무원 : 7,174명

   - 재정(예산) 5조 6,707억원

   - 지역내총생산(GRDP) 32조 2천억원 (1인당 GRDP 2,084만원)

   - 산업구조 : 서비스업 81.7%, 광제조업 18.2%, 농립어업 0.1%,

대전 출범 100년, 세계속의 첨단 과학 도시로의 도약

◆ 대전출범 100년, 세계속의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

▶ 지난 100년간 대전이 걸어온 걸

- 1914 대전시 탄생 (계획도시)

- 1974 대덕연구단지 출범

- 1993 대전세계엑스포 성공적 개최

- 1995 대전광역시 승격

- 1998 WTA창립, 세계주요 과학도시들과 교류

- 2009 대전 국제우주대회 (IAC) 개최

- 2012 세계 조리사대회 (WACS) 개최

-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세계양봉대회 개최

대전 출범 100년, 세계속의 첨단과학 도시로의 도약
▶ 앞으로 100년, 세계속의 첨단과학 도시로 도약

① 한국의 새로운 중심도시 부상 - 국토, 교통, 행정 중심지
- 대덕연구단지(1970년대), 대전expo를 통해 전국5대 도시로 성장
- 인근 세종특별시와 함께 중앙행정 기관 60%이상 집적, 신 중심도시 도
약
② 세계 최고 과학 메카
- 국내 최대의 R&D 연구단지 - 대덕연구개발 특구 위치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 가속기 구축등 2조원 투입(2012-2012)
※ 대한민국 도시중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특허출원건수 1위
③ 세계로 열린 국제도시
- 자매도시 (13개), 우호도시(14개)와의 폭넓은 교류
- WTA(세계과학도시연합) 의장도시로 세계과학도시와의 교류
- 대한민국의 대전에서 세계속의 대전으로 도약

2016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워크숍 39



 PartⅡ 소통과 참여, 시민중심 도시 대전

시민중심 도시 대전 주요 추진방향
◆ 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목표) 시민·경청·통합 행정으로 사회적 신뢰 구축
(추진 방향)

1. 시민참여제도 마련
- 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원해결, 예산결정 정책제안
까지 시장과 직접 소통 창구 마련

2. 현장 경청 강화
- 과거 관 중심의 소극적 소통에서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중심 패러다임 전환

3. 사회적 신뢰 구축 시스템 마련
- 지역 갈등과 현안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시민의 합의 도출

시민중심 도시 대전 주요 추진 사업
▶ 시민중심 대전, 주요 추진 사업

①시민행복위원회 운영
▶ (위원규모) 500명 (시민공모를 통한 무작위추첨)

(직장인, 교수, 전문직, 학생, 주부, 시민단체, 사회적약자 등)
▶ (운영방식) 타운홀미팅, 공개 자유 토론회
▶ (주요 기능)

- 시정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지역간, 주민간 갈등조정 및 시민
적 합의 도출
- 시민참여토의후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의사결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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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도시 대전 주요 추진 사업
② 명예시장제 운영

▶ (임기) 6개월(연임 없음), 무보수 명예직
▶ (인원) 시정 8개분야 / 분야별 1인 (총8명)

- 경제산업, 과학, 안전,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 (기능) 정책제안, 시정참여, 현장 시민의견 수렴
▶ (추진실적)

- 298회 활동(회의, 현장방문, 행사참여 등), 93건 정책건의
- 시정 반영 69건(74%), 장기검토 16건(17%), 미반영 8건(9%)

시민중심 도시 대전 주요 추진 사업

③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구성) 69명 / 8개분과 운영 (분과별 8∼9명)
▶(운영)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연구회
▶(기능)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및 결정
▶(2015년 추진실적)
- 147건 제안, 123건 채택
※ 당초예산 26,127억원 / 반영예산 13,380억원
(총예산의 51.21% 주민참여예산 반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시민의 합의 도출

시민중심 도시 대전 주요 추진 사업

④ 시민 신문고

▶ (설치운영) 시청사 1층 설치 / 매일 오전9시-오후6시
▶ (이용대상) 시민 누구나
▶ (발언시간) 개인별 10분
▶ (발언내용) 시정 시책 제안, 민원사항 등 자유
▶ (이용방법) 시스템에 개인정보 입력후 자유 발언
▶ (운영절차) 발언대 발언(영상녹화) → 접수 및 분류 → 검토 및 현장 
    확인(해당부서) → 민원회신(3일이내)
▶ (추진실적) 70건 (2015년 5월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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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도시 대전 주요 추진 사업

⑤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 (운영시기) 4개 유형별 월1회 운영
- 민생현장(첫째주), 공직내부경청(둘째주)
- 체험봉사현장(셋째주), 건설 사업현장(넷째주)

▶ (운영방법) 현장방문 → 건의사항 청취 → 결과통보(3일내)
※ 시 홈페이지 추진상황 공개, 건의사항 지속관리

▶ (추진결과) 연42회 현장방문

시민중심 도시 대전 주요 추진 사업
⑥온라인을 통한 시민 참여 행정 실현

▶ 온라인 패널, 대전피플 운영
- (인원) 2,000명 / 시민단체추천 및 온라인 공개모집
- (운영) 주요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문투표 실시 
→ 응답을 토대로 집계된 통계결과 정책 반영

▶ SNS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 대전시 공식 SNS 운영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 트위터(16,700명), 페이스북(38,000명), 
블로그(일일 평균 3천여명 방문)
- 시민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콘텐츠 소통채널 다변화

결론
◆ 결  론

시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
과제중심, 문제중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시민 - 개방공유소통협력 - 대전시
 I

기업

감사합니다.

Goood 
Governance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642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644



NEAR Working-level Workshop 2016

이르쿠츠크주의 투자 잠재력
이르쿠츠크주

이르쿠츠크주를 대표하여 제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르쿠츠크주는 3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경제적으로나 지

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러시아연방 시베리아 연방

관구에 속해 있으며, 이르쿠츠크시가 이르쿠츠크주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총면적은 

774,846㎡(러시아 영토의 4.6%), 주민 수는 2,418,348 명입니다.

이르쿠츠크주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잠재력은 러시아 내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러시아 국내 

금 매장량의 31%, 목재의 11%, 천연가스의 8%, 석탄의 7%, 석유의 3%, 백운모의 8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러시아에서 펄프 57%, 폴리염화비닐 42%, 알루미늄 35%, 전기 27%, 목재 12%를 생산하는 등 강력한 산

업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 선진화된 과학기술, 혁신적인 인프라, 우수한 교

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르쿠츠크주는 러시아에서 전력 확보가 가장 잘 되는 지역 중의 한 곳으로 전력량은 높

은 반면 전기요금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력 생산비는 킬로 와트당 0.04$(높은 전압에서), 0.06$(낮은 전압에서)

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중점 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순위

로 선택하여 예전부터 이르쿠츠크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야금, 목재가공 산업과 희귀한 천연자원과 석유, 가스 등 자원의 개

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는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산업클러스터 조성(석유가스화학, 기계공학, 제약산업, 농업산

업, 건축자재 생산 등), 인구증가, 식량안보(농업분야)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가 있습

니다. 천혜의 자연인 바이칼호 덕분에 러시아의 자연유산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바

이칼호는 단순한 자연유산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재이자 샤머니즘 의식, 암각화, 바이칼 부랴트족의 잘 보존

된 풍습 등 중앙아시아의 유·무형자산을 지닌 정신문화의 보물입니다.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우리 주를 방문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이르쿠츠크주를 다녀간 외국관광객은 12만 9천여 명이며, 

그 중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았습니다. 바이칼호수 남쪽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 및 휴양 인프라 형성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르쿠츠크주의 수출지향국들이 주로 아시아 태

평양 지역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2015년 외국과의 대외무역량이 83억 달러로 총 96개국 대외무역 

파트너 국들 중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 인도 등이 주요 파트너입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우리 주로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의 한 곳입니다. 특히 2016년은 이르쿠츠크주와 한국 경상북도 간

의 자매지역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에 우리 주가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올해는 한국과

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6월 말에 레프첸코 이르쿠츠크주지사의 위임을 받아 서울과 

경상북도에서 이르쿠츠크주 투자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우리 주는 상호 협력의 지평을 열수 있기

를 희망합니다. 

또 이르쿠츠크주는 NEAR의 창립멤버로서 NEAR 창설 20주년을 이르쿠츠크시에서 맞이하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고 자랑스

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되는 NEAR 총회에 모든 회원단체 여러분들

을 온 마음을 다하여 초대하고자 하오니 행성의 가장 깨끗한 호수의 에너지인 바이칼 호수의 원기를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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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운영규정(안) 및
연합헌장 개정(안) 토의



회비 운영규정(안)

1.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제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Ⅰ. 제안사유

2014년 제10차 전라남도총회에서 사무국이 회원단체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국제기구로서 연합의 위상 확립과 특

히, 2016년은 연합창설 20주년이 되는 해로써 NEAR의 가시적 성과창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회비제 도입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지난 총회에서 회비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국에서 회비제 운영 규정(안)을 제

정하여 2015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함

Ⅱ. 추진경위

○ 2014년10월 : 제10차 전라남도 총회에서 회비제 도입 시 운영방법 등에 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실무위원회에 정식의제로 상정하기로 의결 

○ 2015년 3월 : 일본 효고현에서(방재분과위원회개최 기간중) 회비제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하여 일본회원단체의 

                       의견 경청 

○ 2015년 4월 : 회비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71개회원단체중 47개 단체 참가)

○ 2015년 5월 :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비제에 대한 실무자간  발표 및 토의를 통하여 회비제를 도입하자는 공 

                       감대 형성

○ 2015년 8월 : 일본 시마네현에서(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개최기간 중) 회비제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 2015년 9월 : 회비제운영규정(안) 회원단체 의견 수렴

○ 2015년 9월 : 회비제도입에 따른 몽골회원단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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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10차 총회시 회비제 도입 제안(안)

○ 회비 부과 방식

- 전 회원에게 동일한 연회비를 부과하는 정액제와 회원단체별 경제지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으로 부

과하는 차등제로 운영

○ 도입 시기 

- NEAR 창설 20주년이 되는 2016년 이르쿠츠크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2017년부터 1단계로 회비제를 도입(회

원 단체별 내부절차 등을 감안) 

○ 회비 : 연회비 US$2,000(정액제)

○ 회비의 용도

- 연합의 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

* 단, 기존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상운영비는 경상북도에서 계속 부담함

Ⅳ. 향후계획

제10차 전라남도 총회에서 회비제 도입 시 운영방법 등에 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비제 운영 규정(안)」(※붙

임참조)을 사무국에서 제정하여 2015년 실무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상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금번 실무위원회에

서 「회비제 운영 규정(안)」을 심의하고 2016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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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실무자 워크숍」 수정 제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당초 제안(안)
(제10차 실무위원회, 2015.10.14) 수정 제안(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회

원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회비관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원칙)

회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사무총장은 회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투명․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회원단체 요구 시 회비의 집행사항 등에 대한 정

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회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2조(회계의 원칙)

회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사무총장은 회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투명·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회원단체 요구 시 회비의 집행사항 등에 대한 정

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회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당초안과 동일

제4조(회계에 관한 업무관장)

사무총장은 연합의 회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회계에 관

한 업무를 관리 한다. 

당초안과 동일

제5조(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이 운영한다.

(1) 각 회원은 연회비로 미화 2,000달러를 분담 한다. 

(2) 회비납부 기준 화폐는 미화달러로 하며, 매 회계연도 초에 납

부 한다. 단, 신규 회원 회비는 가입이 결정된 다음 연도부터 납

부한다.

(3)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총회에서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이 운영한다.

(1) 각 회원은 연회비로 미화 2,000달러를 분담 한다. 

(2) 회비납부 기준 화폐는 사무국 소재국의 화폐로 하며, 매년 4

월말까지 납부 한다. 단, 신규 회원단체 회비는 가입이 결정된 다

음 연도부터 납부한다.

(3)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권리 제한) 

회비 미납 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회원단체는 총회, 실무위원회에서 표결권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2회 이상 회비미납 회원단체는 제1항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회원권리 제한) 

회비 미납 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납부 회원단체는 헌장 제9조 1에 규정된 투표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비미납 회원단체는 제1항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회비사용)

회비는 연합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

용하며, 회비를 사용하는 사업선정 시에는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사용)

회비는 연합의 항구적인 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사무국에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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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안(안)
(제10차 실무위원회, 2015.10.14) 수정 제안(안)

제8조(회비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5월 31일 까지 심

의위원회(가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 등 편성)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회비를 재원으로 한  예산안 및 사

업계획안(이하·예산안 등 으로 한다) 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

일 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확정)

(1) 사무총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당해 

연도에 개최 되는 총회나 실무위원회에 개최 1개월 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총회나 실무위원회 승인 얻어 확정된다. 

제9조(예산안 등의 심의·확정)

(1) 심의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사무국

은 당해 연도에 개최 되는 총회나 실무위원회에 개최 1개월 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예산안은 총회나 실무위원회 승인 얻어 확정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는 회원단체 국․과장급 중에서 국가별로 1명으로 구성

하며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으로 선출된 총회부터 4

년 뒤 신임 위원이 선출되는 총회까지로 한다.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은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한 회원단체의 국·

과장급 중에서 국가별 1명으로 구성하며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국가별로 파견한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내로 한다.

(3)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회에서 위원중에서 선

출한다.

(4)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NEAR사무국 실무담당이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비에 대한 집행)

 (1) 예산은 사무총장 책임 하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한다.

 (2) 예산외 지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예비

비를 지출하고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나 실무위원회의 사

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산안 등의 집행)

(1)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 등을 집

행 한다.

(2) 예산외 지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무총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필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개최되

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검사)

 (1)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작성

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검사결과를 당해 연도 개최 되는 총회나 실무위

원회에 개최 1개월 전에 회계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에 제출하고 총회나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검사)

(1)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익년도 5월 31일까

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검사 결과보고서를 당해 연도 개최 되는 총회 또는 실

무위원회 개최 1개월 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총회 또는 실

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선출·임기)

 (1) 감사는 회원단체 국가별로 국·과장급  1명으로 구성하며 총

회에서 선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로 선출된 때 부터 4년 뒤 

신임 감사가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감사는 재임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선출·임기)

(1) 감사는 헌장 제8조 규정에 따라 선출 한다.

(2) 감사는 국가별로 국·과장급  1명으로 구성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당초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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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헌장 개정(안)

1.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 제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 제안이유
 

○ 연합의 교류확대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준회원제 도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헌장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① 준회원제 도입 : 2010년 제8차 경기도 총회에서 연합의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제고와 교류협력대상지역의 확대

를 위한 준회원제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임

② 총회구성 구체적 명시 : 총회구성을 회원 자치단체의 “대표”에서 “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회원 단

체의 “장”의 참석으로 명실 상부한 최고의결 기관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연합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수행함

③ 의결정족수 완화 : “감사선출”,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차기 총회 개최지 결정”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으로써 연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제안내용 

 1. 준회원제 도입(신설) - 제4조의 1  

○ 동북아시아의 중간규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아시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준회원제 규정 신설

 2. 총회구성원 구체적 명시 - 제6조 관련 

○ 회원자치단체“대표”를 회원자치단체“장”으로 개정

 

 3. 총회 의결정족수 개정 - 헌장 제9조 관련

○“감사 선출”,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차기총회 개최지 결정”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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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위

○ 2010. 9월 : 제8차 경기도총회에서 준회원제 도입 의결

○ 2015. 5월 : 실무자워크숍시 헌장 제8조, 제9조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015. 8월 : 일본 시마네현 간담회시 헌장 제9조 개정 논의

□ 신·구 조문 대비표

○ 제4조의 1(준회원 범위)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2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신 설)

제2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제4조의1(준회원의 범위) 준회원은 동북아시아의 중간규모 지방자

치단체와 중앙아시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제6조(구성 및 운영)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1절 총회

제6조(구성및운영) 총회는 회원자치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

고의결 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제1절 총회 제6조(구성및운영) 총회는 회원자치 단체의 장으로 구

성되는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 제8조(기능), 제9조(의사결정)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1절 총회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감사의 선출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4. 회비의 결정

5. 연합 헌장의 개정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결정

8.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절 총회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2. 회비의 결정

3. 연합 헌장의 개정

4.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5.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6. 감사의 선출

7.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8.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결정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  행 개  정(안)

제9조(의사결정)

2.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3. 제9조 2호 이외의 기타 조항에 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사결정)

2.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3. 제8조 제6호 내지 제10호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향후 계획
 ○ 연합헌장 개정(안)에 대하여 금번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총회에 상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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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실무자 워크숍」 수정 제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Ⅰ. 개정(안) 및 수정 제안(안)

 ○ 제4조의 1(준회원 범위) 신설

현  행 개  정(안)
수정 제안(안)

수정 문구 수정 이유

제2장회원의 

범위 및 권리·

의무

(신 설)

제2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제4조의1(준회원의 범위) 

준회원은 동북아시아의 중간

규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아시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제4조의1(준회원의 범위)

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

으나 가입을 희망하는 아시아지

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연합의 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의1(준회원의 권리·의무)

준회원은 회원이 갖는 권리·의

무중 투표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1. 준회원의 대상 지역을 중앙아시아에서 아시

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기구로서 

NEAR의 영역과 위상을 높혀 나가고

2. 해석이 모호한 중간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외의 하위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참가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3. 준회원은 정회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일부 제

한할 필요가 있음

○ 제6조(구성 및 운영)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1절 총회

제6조(구성및운영)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제1절 총회

제6조(구성및운영)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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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능), 제9조(의사결정)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1절 총회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감사의 선출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4. 회비의 결정

5. 연합 헌장의 개정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결정

8.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절 총회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2. 회비의 결정

3. 연합 헌장의 개정

4.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5.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6. 감사의 선출

7.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8.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결정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  행 개  정(안)

제9조(의사결정)

2.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3. 제9조 2호 이외의 기타 조항에 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사결정)

2. 제8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8조 제6호 내지 제10호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Ⅱ. 신규 개정 제안(안)

  ○ 제15조(재정)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3절 사무국

제15조(재정) ①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

체의 자치단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절 사무국

제15조(재정) ①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

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연합에 가입된 회원자치단체는 회비를 부담하며, 회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비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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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NEAR 주요행사 일정

○ 주요행사 : 총회, 분과위원회, 실무자워크숍, 국제포럼

NO 일정별 행 사 명 주관단체 장  소 연 락 처

1 3.7~3.10 제14회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 일본 고베시
효고현 국제교류과

(T)+81-78-362-9017

2 4.27~4.29  2016 NEAR 실무자워크숍 NEAR사무국 대한민국 포항시
NEAR사무국

(T)+82-54-223-2315

3 7.15~7.17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
마가단주 마가단시

마가단주 천연자원과 환경부

(T)+7-4132-649-547

4 8.7~8.12
2016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NEAR사무국 대한민국 경주시

NEAR사무국

(T)+82-54-223-2315

5 8.19~8.24
제16차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 일본 마츠에시

시마네현 문화국제과

(T)+81-852-22-6463

6 9.26~9.29  제11차 NEAR 총회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이르쿠츠크주

이르쿠츠크주 경제발전부

(T)+8-3952-2561-57

7 11월 2016 NEAR 국제포럼 NEAR사무국 미정
NEAR사무국

(T)+82-54-223-2328

※ 회원단체 및 사무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행사일정 결정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협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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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명단
(2016년 실무자워크숍)



○ 중국 : 8개 회원단체, 14명

No. 회원단체명 성 명(영문) 성별 소   속 직위(급)

계 8개 단체 14명 　 　 　

1 헤이룽장성 왕신궈 (Wang Xinguo) 남      외사판공실 부처장

2 헤이룽장성 쟝춘챵 (Jiang Chunqiang) 남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3 후베이성 천 루 (Chen Lu) 여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4 후베이성 류 펑 (Liu Feng) 여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5 후난성 덩웨이(Deng Wei) 여 NEAR사무국 주재관

6 지린성 루 솽 (Lu Shuang) 여  외사판공실 부주임과원

7 닝샤후이족자치구 야오후이링 (Yao Huiling) 여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8 닝샤후이족자치구 차오위팡 (Cao Yufang) 여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9 산둥성 한잉화 (Han Yinghua) 여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10 산둥성 왕 쥔 (Wang Jun) 남
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11 간쑤성 두안징징 (Duan Jingjing) 여 성정부판공청 부처장

12 간쑤성 왕 팅 (Wang Ting) 여 성위원회판공청 부처장

13 네이멍구자치구 스위즈 (Shi Yuzhi) 여 외사판공실 부순시원

14 네이멍구자치구 왕 징 (Wang Jing) 여 외사판공실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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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4개 회원단체, 10명

No. 회원단체명 성 명(영문) 성별 소   속 직위(급)

계 4개 단체 10명 　 　 　

1 도야마현
노바타 미치코 

(Nobata Michiko)
여 관광지역진흥국 국제과 계장

2 도야마현
하세 아키코

(Hase Akiko)
여 관광지역진흥국 국제과 주임 

3 도야마현
카와이 히로키

(Kawai Hiroki)
남 CLAIR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4 효고현
이시다 카즈노리 

(Ishida  Katsunori)
남 국제교류과 과장

5 효고현
히시다 히로후미 

(Hishida Hirofumi)
남 국제교류과 주간(主幹)

6 효고현
빈 혜영

 (Bin Hye-young)
여 국제교류과 국제교류원

7 돗토리현
모리모토 데쓰오 

(Morimoto Tetsuo)
남 CLAIR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8 시마네현
시미즈 코유 

(Shimizu Koyu)
남 환경생활부문화국제과 그룹리더

9 시마네현
나카미치 히로아키 

(Nakamichi Hiroaki)
남 환경생활부문화국제과 기획원

10 시마네현
박혜정

(Park Hye-jung)
여 환경생활부문화국제과 국제교류원

2016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워크숍 67



○ 한국 : 13개 회원단체, 25명

No. 회원단체명 성 명(영문) 성별 소   속 직위(급)

계 13개 단체 25명 　 　 　

1 부산광역시 이현진 (Lee Hyun-jin) 남 국제협력과 주무관

2 부산광역시 황정은 (Hwang Jeong-eun) 여 국제협력과 주무관

3 대구광역시 김은혜 (Grace Kim) 여 국제협력관실 주무관

4 대구광역시 최복순 (Choi Bok-sun) 여 국제협력관실 주무관

5 인천광역시 조현정 (Cho Hyun-jung) 여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6 대전광역시 김영진 (Kim Young-jin) 남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기구담당

7 대전광역시 구자두 (Koo Cha-doo) 남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8 울산광역시 안종화 (An Jong-hwa) 남 통상교류과 국제교류담당

9 울산광역시 신유철 (Shin You-cheol) 여 통상교류과 주무관

10 세종특별자치시 전성수 (Jun Sung-soo) 남 정책기획관 주무관

11 경기도 남경민 (Nam Kyung-min) 남 외교정책과 주무관

12 경기도 김태수 (Kim Tae-soo) 남 외교정책과 주무관

13 충청북도 김준수 (Kim Joon-soo) 남 국제통상과 국제정책팀장

14 충청북도 장두창 (Jang Du-chang) 남 국제통상과 주무관

15 충청남도 이관현 (Lee Kwan Hyeon) 남 기업통상교류과 주무관

16 전라남도 김홍사 (Kim Hong-sa) 남 국제협력관 국제기획팀장

17 전라남도 박 호 (Park Ho) 남 국제협력관 주무관

18 경상북도 김한수 (Kim Han Soo) 남 글로벌통상협력과 글로벌통상협력과장

19 경상북도 이응원 (Lee Eung-won) 남 글로벌통상협력과 국제협력담당

20 경상북도 박상철 (Park Sang-chul) 남 글로벌통상협력과 주무관

21 경상북도 이정아 (Lee Joung Ah) 여 글로벌통상협력과 주무관

22 경상북도 서연화 (Seo Yeonh Wa) 여 포항시 주무관

23 경상남도 박지영 (Park Ji-young) 여 국제통상과 주무관

24 경상남도 전상훈 (Jeon Sang-hoon) 남 국제통상과 주무관

25 제주특별자치도 홍미진 (Hong Mi-jin) 여 평화협력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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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12개 회원단체, 22명

No. 회원단체명 성 명(영문) 성별 소   속 직위(급)

계 12개 단체 22명 　 　 　

1 고비알타이아이막
투무르바타르 러더이

(Tumurbaatar Lodoi)
남 공통서비스국 국장

2 고비알타이아이막
차강 뭉흐자야

(Tsagaan Munkhzaya)
여  행정국 국제교류담당

3 고비알타이아이막
사이즈라흐 강조릭

(Saijrakh Ganzorig)
남 재무과 실무자

4 고비숨베르아이막
다와자브 뭉흐에르덴

(Davaajav Munkherdene)
남 자연관광국 국장

5 고비숨베르아이막
냐마 다와후

(Nyamaa Davaakhuu)
여 식품농업국 국장

6 도르노고비아이막
체릉더르쯔 벌러르어용

(Tserendorj Boloroyun)
여 노동과 실무자

7 도르노고비아이막
강바트 신치멕

(Ganbat Shinechimeg)
여 표준측정과 직원

8 자브항아이막
다와수릉 다쉬델레그

(Davaasuren Dashdeleg)
남 농업국 가축과 과장

9 자브항아이막
다르마바즐 아즈자르갈

(Darmaabazar Azjargal)
남 개발정책과 실무자

10 오르홍아이막
강조릭 벌드바타르

(Ganzorig Boldbaatar)
남 개발정책과 실무자

11 오르홍아이막
철멍 나르망다흐

(Tsolmon Narmandakh)
남 재무과 실무자

12 우부르항가이아이막
종도이 닥와수릉

(Zundui Dagvarsuren)
여 오양가군 행정국 국장

13
우부르항가이아

이막

다쉬더르쯔 나르망다흐

 (Dashdorj Narmandakh)
여 투그룩군 행정국장

14 움느고비아이막
바담가라브 바뜨라

(Badraa Badamgarav)
남 움느고비아이막청 지사

15 움느고비아이막
올람우르누흐 아마르자르갈

(Ulam-Urnukh Amarjargal)
여 움느고비아이막청 국제교류담당

16 투브아이막
어치르 어용체첵

(Ochir Oyunsetseg)
여 기상관측소

기상관측 엔지

니어

17 홉드아이막
델레그냠 냐마

(Delegnyam Nyamaa)
여 행정국 국제교류담당

18 홉드아이막
델레그냠 오트공차강

(Delegnyam Otgontsagaanl)
여 서부지역진단의료센터 실장

19 훕스굴아이막
알탕게렐 에르덴바타르

(Altangerel Erdenebaatar)
남 훕스굴아이막 지사

20 훕스굴아이막
강바트 나랑치멕

(Ganbat Naranchimeg)
여 행정국 국제교류담당

21 헹티아이막
체웽더르쯔 바이갈마

(Tseevendorj Baigalmaa)
여 헹티아이막 몽골 주재관

22 울랑바타르시
촐롱 아룡자르갈

(Chuluun Ariunjargal)
여 항올구 행정법률과 실무자

2016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자워크숍 69



○ 러시아 : 2개 회원단체, 3명

No. 회원단체명 성 명(영문) 성별 소   속 직위(급)

계 2개 단체 3명 　 　 　

1 이르쿠츠크주 푸지냐 갈리나 (Puzynya Galina) 여 경제발전부 과장

2 이르쿠츠크주 라만 안나 (Laman Anna) 여 경제발전부 계장

3 뜨이바공화국
삼부-호 롤란다 

(Sambu-Khoo Rolanda)
여 대외경제관계청 직원

○ NEAR사무국 : 19명  

No. 성 명(영문) 성별 소   속 직위(급)

계 19명 　 　 　

1 전재원(Jun Jae Won) 남 사무총장

2 이상기(Lee Sang Gi) 남 사무차장

3 권남원(Kwon Nam Won) 남 기획홍보부 기획홍보부장

4 박지웅(Park Jj Woong) 남 기획홍보부 기획총무팀장

5 윤혁준(Yun Hyeok Jun) 남 기획홍보부 주무관

6 김유진(Kim You Jin) 여 기획홍보부 행정전문위원

7 정은영(Jung En Young) 여 기획홍보부 영어전문위원

8 손일영(Son Il Young) 남 기획홍보부 기획홍보전문위원

9 구자희(Ku Ja hee) 남 국제협력부 국제협력부장

10 박성민(Park Sung Min) 남 국제협력부 국제협력1팀장

11 이명은(Lee Myung Eun) 여 국제협력부 일본전문위원

12       하라다 노리히사(Harada Norihisa) 남 국제협력부 일본 주재관

13 르함 히식자르갈(Lkham Khishigjargal) 여 국제협력부 몽골전문위원

14 체웽더르쯔 바이갈마(Tseevendorj Baigalmaa) 여 국제협력부 몽골 주재관

15 최주화(Choi Ju Hwa) 여 국제협력부 국제협력2팀장

16 조 진(Zhao Chen) 여 국제협력부 중국전문위원

17 서혜미(Seo Hye Mi) 여 국제협력부 중국전문위원

18 덩웨이(Deng Wei) 여 국제협력부 중국 주재관

19 이르기트 발레리(Irgit Valeriy) 남 국제협력부 러시아 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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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90-834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지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790-834 3F, Pohang Techno Park, #394 Jigok-ro (#601 Gigok-dong), Nam-gu, Pohang City, Gyeongsangbuk-do

T. +82-54-223-2311~20       F. +82-54-223-2307,2309       H. www.neargov.org

 CHINA             +82-54-223-2320

 JAPAN             +82-54-223-2317

 KOREA           +82-54-223-2318

 MONGOLIA   +82-54-223-2384

 RUSSIA            +82-54-22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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