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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0 서울- 중국의 날 개최

세부 추진 내용
⊚ 콘텐츠(프로그램) 개요
※ 모든 콘내용은 한국어와 중국어 병기
※ 닝샤(宁夏) :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사막, 호수 등 다양한 자연경관으로 유명
② ‘닝샤’를
주목하다

① 행사 소개

행사 개요
⊚ 기간 : 2020.10.20.(화)∼12.31.(목)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국제교류담당관), 주한중국대사관(주한중국문화원)

∙ 양측 대표
축사영상
∙ 행사 소개 및
8주년 기념영상

+

∙ 20년 선정 지역
‘닝샤’ 소개
∙ 관광포인트,
유적/풍경 소개

④ 서울·중국
관광명소

③ 중국문화

+

∙ 중국문화(전통
희곡/무용, 민속
음악/공예 등)를
영상·사진으로
소개

+

∙ 간접 체험형
게시물(랜선투어,
리뷰 등)을 통한
관광지 소개

⑤ 시민참여
이벤트

+

∙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한중 문화
체험, 비대면
이벤트 제공

⊚ 개최배경 : 2013년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으로 첫 개최 이후, 서울과 중국 간 우호교류 지속
차원에서 매년 1회 개최
⊚ 주요내용 : 서울과 중국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 전용사이트에 게재 및 홍보
- 콘텐츠 : 행사 소개, 서울·중국의 관광명소 소개, 중국 문화콘텐츠(희곡, 무용, 민속음악, 문화유산), 시민
참여 이벤트 등
- 홍보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주한중국문화원 SNS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위챗), 자매우호도시 채널 활용 홍보
- (웹사이트) 제8회 서울-중국의 날 공식 홈페이지
(festival.seoul.go.kr/seoulchinaday)

[과거 행사 비교 변동사항]
구분

’13년∼’19년 서울·중국의 날

’20년 서울·중국의 날

개최방법

∙ 오프라인 개최

∙ 온라인 개최

행사장소

∙ 서울광장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중국문화원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위챗)

행사기간

∙ 1일

∙ 20.10.20.∼12.31.
(정기적 콘텐츠 게재 및 참여 이벤트 진행)

개막식
세부 프로그램

∙ 양측 대표 공동 퍼포먼스

∙ 양측 대표 축사 영상, 기념사진

∙ 전시체험부스, 축하공연

∙ 중국문화 관련 영상/이미지 콘텐츠
∙ 한·중 관광명소 랜선투어, 시민 참여 이벤트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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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별 주요 내용

③ 중국 문화

① 행사 소개

- 희곡, 무용, 민속음악, 무형문화재로 구분하여 총 27편의 영상 및 게시글 게재

- 기존 오프라인 개막행사는 양측 대표 축사 영상 및 기념사진으로 대체
- 서울 중국의 날 지난 7년간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 및 온라인 백서 게재

④ 서울·중국 관광명소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랜선투어’ 형식의 한·중 관광 콘텐츠 게재
(서울) BTS 서울시 홍보영상, 드론촬영 서울 영상, 테마별 체험리뷰 6건 등 서울 명소 소개
(중국) 중국 전반의 자연경관 영상, ‘온라인 사진전’ 형식의 16개 지역별 관광 명소 소개
(서울속중국) ‘간접 체험형 투어 영상’ 형식의 영등포구 대림동, 중국문화원 등 중국 관련 장소 소개

양측 대표 축사 영상

7년간 발자취 영상

② ‘닝샤(寧夏)’를 주목하다
- 20년 ‘주요 소개 도시’로 한국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닝샤’를 선정
‘서울 속 중국’ 제작 영상

※ 1회∼7회 ‘주요 소개 도시’: 베이징, 간쑤, 칭하이, 후베이, 후난, 청두, 구이저우

중국 관광 사진전

- 지역 현황 및 관광, 음식, 예술, 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영상, 사진, 게시글 게재
⑤ 시민참여 이벤트
- 시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경품(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 시행

유형

이벤트 내용
① 서울·중국의 날 추억여행 : 사진을 통한 과거 행사 참가 인증

비대면 여행

지역 개요

특색 음식
방구석
한중체험

예술 공연

8

시행 기간
10. 20.∼11. 15.

② 비대면 닝샤 여행 : 닝샤 명소 사진과 개인사진을 합성

11. 9.∼12. 6.

③ 나만의 랜선투어 : 내가 알고 있는 관광 팁을 SNS로 소개

12. 7.∼12. 21.

④ 한국어 중국어 글씨쓰기 : 홈페이지 내 필사 도안 다운로드 후 체험

10. 20.∼11. 15.

⑤ 한·중 상징물 색칠하기 : 홈페이지 내 색칠 도안 다운로드 후 체험

11. 9.∼12. 6.

⑥ 한·중 문화재 모형 만들기 : 신청자 대상 자택 발송 모형 키트 제작

11. 23.∼12. 21.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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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계약 시, 제작 후반부로 갈수록 수정이 어려우므로 제작 초기에 확실한 방향성 설정 필요
- 시 상황에 따라 콘텐츠 제작 부분만 외부 용역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중국 등 국제 관련 전문분야 콘텐츠 기획은 용역업체에서 어려워 할 수 있음
- PC와 모바일 화면의 이미지 노출 기준이 다르므로, 콘텐츠 제작 시 사전 확인 필요
※ 상황에 따라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PC·모바일 버전 각각 만들어야 함
② 모든 콘텐츠는 담당자가 세심한 검토 필요
- 외부에서 영상·사진 등을 협조 받게 될 경우, 행사 주제 및 분위기 통일성 확보를 위해 담당자 차원에서
한·중 상징물 색칠하기

한국어·중국어 글씨쓰기

한·중 문화재 모형 만들기

분류 및 재가공 작업이 매우 중요함
- 양국의 역사·문화적 이견에서 생기는 민감한 요소들에 대한 주의 필요
- 저작권 저촉 방지를 위해 이미지는 직접 촬영하거나 기관에 소속된 자료 등을 활용

준비과정 및 유의사항

- 이벤트 진행 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행사 종료 후 삭제 필요

⊚ 준비과정
① 서울특별시 및 중국 측 업무분장
- 서울특별시 : 웹페이지 개발 및 전반적인 콘텐츠 기획(중국 측 자료 재가공 포함), 시민참여 이벤트 운영
- 중국 : 중국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 행사 포스터 및 홍보영상 제작
- 공통 : 오프라인 개막식 대체용 양측 대표 면담 준비 및 기념사진 촬영
② 용역 범위
-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기념영상, 서울·중국 관광, 시민참여 이벤트)
③ 홈페이지 제작 관련
-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개발 대신 서울특별시 旣 구축된 행사 플랫폼(페스티벌인서울) 활용
※ 페스티벌인서울은 서울특별시 축제를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 관리
하며, 홈페이지 구축 시 필요한 기반(도메인, 화면구성 기능 등)을 제공함
※ 단 행사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구조 등 기초 작업은 담당자가 엑셀/PPT를 통해 진행 후(메뉴구조도,
화면정의서 등) 페스티벌인서울 웹페이지 담당에 전달함
- 방문 수, 페이지뷰 등 방문 현황 확인을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내부 웹로그 시스템에 연계
⊚ 유의사항
① 행사 홈페이지 제작 주체 및 용역 범위에 대한 고려 필요
- 행사 홈페이지 제작에는 시 내부 자원 활용 또는 홈페이지 전문 제작업체 계약 두 가지 방안이 있음.

행사 포스터

기반이 전무할 경우 자체 구축은 화면기획, 시스템 개발·연동 등 각각의 비용 부담이 크므로, 업체 계약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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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20.10.19.]

강원도

제8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서울특별시는 올해로 8번째인 ‘서울-중국의 날’ 행사를 20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연다고
19일 밝혔다.

8번째

‘서울-중국의 날’은 서울특별시와 주한중국대사관, 주한중국문화원이 함께하는 한-중 문화

'서울-중국의 날'

교류 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서울광장에서 20여개 공연과 60여개 전시·체험 부스 등이 함

온라인 행사…

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닝샤 문화유산
소개

이번 행사는 지난 7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을 시작으로 주한중국문화원이 올해의 도

제8회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개요

시로 선정한 ‘닝샤후이족자치구’의 관광·음식·예술·문화유산 등을 소개한다.
중국 서북부에 있는 ‘닝샤(寧夏)’ 지역은 사막, 호수 등 다양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관련
희곡인 ‘패왕별희’, 민속 음악 ‘말리꽃’ 등 중국의 저명한 예술작품 23편이 영상과 사진으로 소
개된다. 모든 작품에 한국어·중국어 설명이 병기돼 서울시민과 중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다.

GTI 지역간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도내기업 국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동북아 대표 박람회로 지속 육성‧발전

코로나19 대응, 플랫폼(쇼핑몰 + 수출상담 ․ 계약) 구축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

또 ‘랜선 투어’ 콘텐츠로 서울의 명소와 중국의 16개 지역별 관광 명소도 소개한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 페스티벌인서울(festival.seoul.go.kr/seoulchinaday)에서 볼 수
있다.

⊚ 기간/장소 : 10. 15.∼18.(4일간), 원주 오크밸리
※ 플랫폼－1년 내내 박람회
(10.15∼10.18) 가상전시 + 쇼핑몰 + 수출상담 + 프로모션
(10.19∼년 중) 가상전시 + 쇼핑몰 + 판촉이벤트(수시)
※ 2020. 9. 15.∼10. 18 홍보사이트(www.gtiexpo.co.kr),
10. 15∼ 플랫폼 오픈 + 쇼핑몰 연동(www.online-gti.com)
⊚ 규모 : 가상전시 6개관 296개 부스(공동관 51, 일반관 245)
⊚ 주최·주관 : 강원도‧GTI 사무국,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주시
⊚ 후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코트라, aT, 신한은행 등
⊚ 주요내용 : 플랫폼(가상전시 + 쇼핑몰 + 수출상담·계약) 구축운영
[온라인 박람회 개요]

전시행사

∙ 온라인 플랫폼 : 가상전시 + 쇼핑몰 링크 + 판촉이벤트
※ 6개관 296부스(공동관 51, 일반관 245) + 쇼핑몰 링크 229기업
∙ 수출 : 온라인 상담·계약(123기업) + 왕홍(21기업) + 역직구(11기업)

수출/판매

∙ 온라인 쇼핑몰 : 229기업(강원마트 61, 기업몰 142, 마이소호 26)
∙ 붐업 : 플랫폼 참가 & 쇼핑몰 구매고객 이벤트 진행

붐업 홍보

12

∙ 홍보 : 인플루언서, SNS, 홍보사이트 + 라이브 커머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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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 중국 지린성장 박람회 개관식 축하영상 송출

⊚ 행사 준비과정
- 코로나19 상황불구 박람회 개최필요(기업 박람회 개최 요구) → 온오프라인 동시 준비

⊚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 부부 초청 개막식 인사말씀

- 8. 15 기점, 전국 확진폭증으로 2단계 거리두기 실행에 이어, 3단계 검토 돌입 → GTI박람회 온라인 대전환

⊚ 국내 체류 중인 왕홍을 통한 중국화장품 판매가 반응이 좋았음
⊚ 기업들의 오프라인 상담 선호도가 높아 온라인 수출상담 취소요청이 많아 스케줄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10월 박람회 상황예측》
◇ 급속한 감염확산 – 박람회 기간(10월) 이전, 1단계로의 회복불능 예상
◇ 1단계(집합모임 허용)로 완화되더라도 감염 우려감 단기 해소 불능
※ 박람회 전국단위 관람저조 ↔ 관람객 원주방문에 대한 원주시민 불안감 지속

- 부대행사(세계한상대회, 글로벌여성CEO 교류회, GTI포럼) 전면 취소
⊚ 기존행사 준비과정과 차이점
- 온라인 플랫폼(3D가상전시 + 쇼핑몰 연동 + 판촉이벤트)시스템 구축
- 온라인 수출상담(국외바이어 ↔ 기업 1:1 수출상담·계약)시스템 구축
⊚ 방역관련 사항
- 입장 전 검색대형(자동열 감지) 소독시스템 통과를 통한 기본방역 체크 및 소독진행
(소독게이트 통과) 신체소독(자외선/안개분사) 발판소독계수(소독인원체크)
(전자서명부 등록) 클린강원 패스포트 NFC태그 인식 후 입장
(발열체크)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밴드착용) 체크완료 확인용 손목밴드(입장일자별 색상상이) 착용
- 원주시 보건소 구급차와 보건인력 상주 배치, 선별진료소와 격리텐트 운영
- 개막식 50명 이내 초청 거리두기 준수 좌석배치 *온라인 별도초청 유튜브 스트리밍
- MD초청상담회장 투명 가림막 설치, 퇴장 후 행사장 소독작업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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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행사 사진

온라인 플랫폼 가상전시관 인트로 화면
글로벌 온라인 투자설명회

온라인 플랫폼 가상전시관 내부
수출 계약 체결식

온라인 플랫폼 기업소개 화면

16

라이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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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 2020.11.24.]

충청남도

충청남도-헤이룽장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
‘제8회 온라인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지난달 15∼18일 나흘간 개최했다. 이번 박람
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GTI 회원도시 기업 및 대표단은 물론 관람객을 전면 차단

강원도,
제8회 GTI

하고 도내 기업 중심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15일부터 4일간 개최된 박람회 기간 중 온라인 방문객 1,728만명, 온·

국제무역·투자

오프라인 판매액 13억 8천만 원, 온라인 수출 계약 추진액 3천억 원, 국내 판매계약 추진액

박람회 온라인

32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6개 3D 전시관 296개 기업 부스에 890개 제품을 쇼핑

박람회의

몰과 연동해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온라인’에서 찾는 등 박람회의 새로운

새 시대를 열다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 박람회는 한국 최초, 3D 가상전시와 쇼핑몰을 연동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년

행사 개요
⊚ 일시 : 2020. 12. 4.
⊚ 장소 : 충남도청/헤이룽장성정부

내내 박람회의 토대를 마련하며 도내제품의 항구적 판로개척 등 박람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 주최/주관 : 충청남도 & 헤이룽장성 (공동주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속되는 방문객들의 접속으로 인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뤄

⊚ 참가 : 충청남도지사, 헤이룽장성 부성장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해외까지도 박람회를 통한 온택트, 디지털 경제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난 15일까지 약 한 달여간(10.18∼11.15) 980만 명이 추가로

※ (12.1.) 헤이룽장성 성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급히 부성장으로 변경(헤이룽장성장 → 중국 상무부장으로 이동)
⊚ 주요내용

박람회 플랫폼에 방문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도 5억 4,000만원이 추가로 이루어지며,

-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 개최, 교류강화문 체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1년 내내 박람회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충남 경제실 & 헤이룽장 CCPIT 간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이에 따라 강원도는 1년 내내 박람회를 가시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왕훙(網紅: 인터넷
스타) 프로모션, 소규모 온라인 수출 상담 및 MD 구매 상담, 막강홈쇼핑, 우수기업 탐방프로그

- 충남 테크노파크 & 하얼빈 빈시(宾西)경제개발위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 양 지역 청소년 온라인 협연(아리랑, 모리화)

램, 대형유통업체 특별 기획전, 인플루언서 홍보 등 내수 판매 극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번 온라인 박람회가 오프라인 박람회

⊚ 주요일정

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개선할 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1년 내내 박람회

시간

를 열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

10:00∼10:03

3분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이룽장성 왕동광 비서장

주요내용
통역

10:03∼10:23

20분

∙ 기념사 2명(양승조 지사, 왕원타오 성장)
∙ 축사 1명(김명선 도의회 의장)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축하영상 상영
∙ 장하성 주중대한민국대사 축하영상 상영

자막 처리

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제8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과 분석
보고회’를 열고 내년 제9회 박람회를 10월 14∼17일 나흘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원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18

비고

10:23∼10:27

4분

∙ PPT 경과보고(헤이룽장성 왕동광 비서장)

자막 처리

10:27∼10:35

8분

∙ 축하공연(양 지역 청소년예술단 협연영상 상영)
－하얼빈캠브리지 제3중학교 간 협연

영상 사전제작

10:35∼10:40

5분

∙ MOU 체결 2건
－하얼빈 빈시개발위원회
－국제무역촉진위 헤이룽장성 위원회
∙ 충청남도-헤이룽장성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10:40∼10:45

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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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 행사 준비과정
- 상대측과 기념식 진행·내용·구성 등 조율
- 청소년 협연 영상 제작을 위한 컨셉 협의 → 각 측이 따로 공연영상 제작 → 협연 영상으로 재편집
- 충남 테크노파크 & 하얼빈 빈시(宾西)경제개발위 간 사전 온라인 회의
- 행사 1일 전, 전체 리허설 실시
- 온라인 행사 경험 풍부한 행사대행사 섭외 및 계약
⊚ 기존행사 준비과정과 차이점
- 온라인 행사임을 감안하여 상대측과 세부적인 조율 필요
- 행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회자 역할을 어느 쪽에서 할지 결정
-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기능·특성 등을 사전에 파악
- 기존에 실시했던 타 기관 온라인 행사 자료 참고 및 숙지

충남지사 인사말씀

유의사항
- 원활한 온라인 행사 진행을 위해 상대측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맞춰가는 것이 중요
- 청내 회의실 및 설비 활용 시, 인터넷이 내부 행정망인지, 외부 일반망인지 확인. 행정망일 경우, 끊김
현상 자주 발생

기념촬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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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부산광역시

부산-충칭 우호협혁 체결 10주년 기념사업

행사 개요
의향서 체결

의향서 체결 기념사진

⊚ 추진기간 : 2020. 9.∼2020. 12.
⊚ 목적 : 부산-충칭 간 10년을 돌아보고 지속적인 협력·교류 증대
⊚ 내용 : 부산-충칭 10주년 기념 분야별 비대면 교류 추진
- 2020 중국(충칭) 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 참가 ▶ 부산 스마트시티 홍보
- 부산-충칭 사진전 개최 ▶ 도시 별 30점 교차 전시
- 부산-충칭 10주년 기념 축하공연 영상 제작 송부 ▶ 충칭시
- 충칭시 청년작가 작품 초청 온라인 전시 ▶ 2020 청년 아트페어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한중국대사 축사

- 충칭시 도서(1,000권) 기증 ▶ 부산도서관

주요 성과
⊚ 충칭 국제스마트산업 온라인 박람회 참가
- 부산 스마트 시티·실증산업 등 발전성과와 프로젝트 홍보
- 국제스마트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 중국 행사 참가 사례에 자료 상세
한중 청소년 협연 연상

한중 청소년 협연 연상

⊚ 부산-충칭 사진전 개최
- 對시민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홍보 및 친밀감 형성, 이해도 제고
⊚ 부산-충칭 우호협력도시 10주년 기념 축하영상 송부
- 화합의 바람으로 충칭시와 변함없는 우정과 협력 확인
- 앞으로도 양 도시 간의 우호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 전달

22

23

한중 비대면 교류 사례Ⅱ

국내 행사 개최 사례

⊚ 2020 청년 아트페어 충칭 청년작가 작품 초청 전시

[충칭시 전시내용]

- 청년 예술작가들의 작품전시를 통한 선의의 경쟁, 동반성장의 기회
- 향후 양 도시 예술작가 상호 초청 교류로 확대
⊚ 충칭시 도서 기증
- 자매·우호도시 최초로 부산의 대표도서관에 충칭시 도서를 기증 : 1,000권
- 부산시민에게 충칭시를 홍보, 중국의 인문학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충칭시 전시: 완샹청 쇼핑몰광장

세부내용

전시사진 : 부산국제영화제 사진

2) 부산-충칭 10주년 기념 축하공연 영상 제작 송부
1) 부산-충칭 사진전 개최

⊚ 목적 : 부산-충칭 우호협력도시 10주년 기념 축하

⊚ 기간 : 2020. 11. 23. (월)∼12. 4. (금) 2주간

⊚ 공연주체 : 부산시립예술단

⊚ 규모 : 도시 별 각 30점 ⇒ 중구청 5점, 지우롱포구 5점 포함

⊚ 공연내용

※ 부산중구 ↔ 충칭 지우롱포구 자매결연 체결 (2012. 7.)

- 부산에서 시작하는 화합과 우호의 바람이 충칭시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 장소 : 부산광역시 → 시청 지하연결통로

- 변함없는 우정과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하는 메시지

충칭시 → 완샹청(万象城)쇼핑몰 內

⊚ 영상송부 : 2020. 12. 2.(수)

⊚ 전시내용 : 도시 랜드마크, 자연·문화·관광 교류행사 사진 30점
⊚ 주요성과 : 양 도시 시민들에게 우호도시에 대한 홍보 및 이해, 친밀감 형성 등 방문해 보고 싶은 동기 부여
[부산광역시 전시내용]

부산-충칭 10주년 기념 축하공연 영상
부산광역시 전시: 시청 지하 연결 통로

부산-충칭 10주년 기념 축하공연 영상

전시사진 : 충칭 양쯔강 카르스트 협곡 ‘삼협’

3) 충칭시 청년작가 작품 초청 전시 * 온라인
⊚ 기간 : 2020. 11. 27. (목)∼12. 14. (월), 18일간
⊚ 행사명 : 2020 청년 아트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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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4) 충칭시 도서 기증

⊚ 초청작품 : 청년작가 6명, 19점(조각 11, 회화 8)

⊚ 전달기관 : 중국 충칭도서관

⊚ 주요성과 : 부산-충칭 청년작가 작품전시를 통한 양 도시 청년작가들의 작품비교 등을 통한 동반성장 기회
및 상호교류 기회 제공

⊚ 수령일자 : 2020. 12. 15.(화)
⊚ 수량 : 1,000권 ▶ 중국어 도서 1,000권(인문·역사·그림책 등)
⊚ 수증기관 : 부산도서관 ※ 부산도서관 개관일 11.4.(수)
⊚ 비치장소 : 도서관 3층 입구 충칭 코너
⊚ 전달목적 : 부산-충칭 10주년 및 부산도서관 개관 기념
⊚ 주요성과 : 양 도시 간 도서교류를 통한 문화이해 및 교류의 내실화 도모
※ 5주년 기념 : 부산 → 충칭(2,775권) 기증

충칭시 청년작가 작품초청 전시

충칭시 청년작가 작품초청 전시

※ 2020 청년아트페어는 부산 청년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발판 마련과 국내외 미술시장의 진출을 위한
행사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온라인(www.under39.co.kr)으로 전시 중. 부산 청년작가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와 중국 충칭시 청년작가 교류전을 포함하는 이번 전시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작가
30명과 중국 충칭시 청년작가 6명 등 총 36명의 작가가 참여.
충칭시 도서 기증

충칭시 도서 코너

[2020청년아트페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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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 2020.11.23.]

-비대면으로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부산-충칭

기념사업 추진

2020年，新冠肺炎疫情全球肆虐，跟大家一样，小编的境外旅游计划也被迫搁浅

-사진전시회, 축하공연영상, 충칭 청년작가 교류전

了。不过不要紧，现在小编就邀您一起来一次说走就走，还不受疫情影响的旅行—“釜

-충징시, 중국어 도서 1천여 권 기증

山行”吧。

부산광역시와 중국 충칭시가 우호협력도시 10주년을 맞아 온라인 사진전과 축하공연 등 다

相互了解和友谊，我们从去年下半年就开始策划重庆—釜山双城城市图片展活动。重

우호협력 체결
10주년

[来源:重庆外事/2020.11.25.]

今年适逢重庆市与韩国釜山市建立友好合作城市关系十周年，为进一步加深两市的

양한 비대면 교류를 연다.
충칭시는 인구 3,100만여 명의 중국 서부지역 최대의 도시로 3천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의
중서부지역 유일한 직할시다.
부산광역시와는 지난 2010년 12월 2일 우호협력도시를 맺었다.
부산광역시와 충징시의 10주년 기념행사는 △부산-충칭 공동 사진 전시회 △부산시립예술

庆城市图片展和釜山城市图片展分别于11月23日和24日在对方城市如期举办。
釜山城市图片展由市政府外办和釜山城市外交政策课主办，九龙坡区政府承办。釜
山驻上海代表处首席代表朴玟奎，市政府外办副主任王雯，九龙坡区委常委、区政府
常务副区长宋泓出席启动仪式并致辞，韩国驻成都总领事馆领事金信昊，市委宣传
部、市文化旅游委等相关部门负责人也出席了启动仪式。

단 축하공연 영상 제작 △부산문화재단 주최 ‘2020 청년아트페어(온라인) 충칭 청년작가 6명
작품 초청전’ 등이 열린다.
두 도시 홍보 사진 전시회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린다.
부산광역시는 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 충칭시는 완샹청 쇼핑몰 광장에서 양 도시의 홍보사
진을 각각 전시한다.
또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10주년 기념 축하 공연 영상을 제작해 충칭시에 보낸다.
청사포, 을숙도 등 자연경관 명소를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해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를 표현함
과 동시에 부산의 관광명소도 소개한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2020 청년아트페어’ 온라인 전
시회에 충칭시 청년작가 6명의 작품을 초청해 조소와 회화 작품 약 18점을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한다.
이는 충칭시 청년작가들이 처음 참가하는 교류 행사다.
충칭시에서는 부산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중국어 도서 천여 권을 부산광역시로 전달할 계획이다.
本次图片展展示了约30幅作品，带您一次性玩转釜山，感受釜山国际电影节的盛况、
釜山港的繁忙、五六岛天空步道的浪漫、釜山烟花节的绚烂、“品尝”让人垂涎欲滴的釜
山特色美食。
https://www.sohu.com/a/434307051_67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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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선양 한국주간행사 및 한중무역투자박람회 참가

⊚ 행사 기념품(전주 비빔밥키트, 전주시 홍보브로셔) 및 홍보배너 제작
⊚ 외교부 통해 기념품 현지 배송(관세 절차 간소화 및 배송 기간 단축)
⊚ 행사기간 동안 주선양한국총영사관과 현지 한인상회 지원받아 전주시 홍보 영상/사진/배너 전시와 기념품(전주
비빔밥키드) 및 전주 홍보브로셔 배포

유의사항 또는 건의사항
행사 개요
⊚ 코로나19로 전주시 실무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만큼 전주시 기념품 및 홍보 자료(영상, 사진,
⊚ 행사명 : 선양 한국주(周)행사 겸 한중무역투자박람회
※ 올해 행사는 중국 시(市)급 행사에서 성(省)급 행사로 격상되어 진행되었으며, 중국 랴오닝 정부는 향후
동 행사를 중국 국가급 행사로 격상시켜 한중간 대표적 경제교류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

배너) 관리와 배포 직접 관리 불가
⊚ 전주시 홍보 물품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유학생 아르바이트생 등)을 섭외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현지 자체 인력 부족으로 선양총영사관, 현지 한인상회의 도움 받음

⊚ 기간 : 2020. 11. 13.∼17.
⊚ 장소 : 중국 선양시
⊚ 주최/주관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 주최 : 랴오닝성 정부,
- 후원 : 선양시, 주중한국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랴오닝성 공상연합회 등
⊚ 참가 : 80여개 한국 기업(삼성, LG, CJ등), 정부기관(한국관광공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 주요내용
- 개막식 : 랴오닝 성장 축사, 한국측 귀빈 축사, 선양시장 환영사, 선양시·랴오닝성 우호·자매 관계 지방자치
단체장 축하 동영상 상영 등

⊚ 코로나19와 한중간 외교 마찰(사드) 등 악재가 겹치며 한중간 문화 및 경제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최된
행사이니만큼, 주최 측에서 전주시의 적극적 참여를 매우 환영
⊚ 특히 주최 측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매년 행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대형 비빔밥 만들기’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 전주시 비빔밥키트 기념품 제공으로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감사 인사 전해옴
⊚ 주선양총영사관 역시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한 전주시에 감사 서한 발송

- 박람회 : 중국 선양 신세계 박람관 2층(약 4천㎥) 규모 전시장에 △ 한국 상품 전시 판매 부스 설치 운영(2백
여 개) △ 한국 농식품 및 가공품 시식행사 △ 한국 문화체험 공간 운영 △ 한국 문화 공연 △ 사진전
△ 한국 미식축제 개최 등

준비과정
⊚ 전주시장 축하 동영상 제작 및 송부 (개막식 당일 현장에서 방영)
⊚ 전주시 홍보 영상 및 사진 전달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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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새전북신문 / 2020.11.17.]

－시, 13일부터 17일까지 선양 한국주(周)행사 겸 한중무역투자박람회서 대중국 홍보마케팅
－전주비빔밥 키트와 전주시 홍보자료 등 전달, 관광도시이자 미식도시인 전주 소개 주력

중국 내
‘관광도시 전주’
인지도 높인다
행사장(선양 신세계 박람관) 전경

전주시는 최근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선양 한국주(周)행사 겸 한중무역투자
박람회’에서 대중국 홍보마케팅을 벌였

건물 외벽 한국 관광거점도시 홍보(전주 포함)

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장하
성 주중 한국대사와 류닝 랴오닝성장이
참석한 한중경제 및 문화 교류 행사다.
기존에는 시(市)급 행사로 개최됐으나
올해부터 성(省)급 행사로 격상됐다. 코
로나19에도 불구하고 9만여명의 방문
객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관광공사 홍보 부스(전주 소개)

전주시 기념품 및 홍보 배너 전시

행사 기간 동안 삼성, LG, CJ 등 80개 한국기업들이 200여개 부스를 마련해 제품 홍보활동을
벌였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 키트와 홍보자료 등을 전달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자 미식도시
인 전주를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제1차 전주 글로벌라운지 포럼을 열어 중화권 관광 트렌드 변화를 살
펴보며 중국 내 홍보마케팅 방안을 모색했다. 또 중국 광저우 도시혁신상 공모에 전주시 코로나
19 대응 정책을 응모하면서 다방면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비빔밥 키트 및 홍보책자 배포 모습

최락기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비빔밥의 원조 도시이자 한문화 대표

전주시 홍보물 전시

도시인 전주의 인지도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재개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
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광도시 전주

[뉴시스 / 2020.11.17.]

알렸다’…선양
한중무역투자박
람회서 마케팅

전북 전주시가 '관광도시 전주'를 중국 내에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열린 '선양 한국주(周)행사 겸 한중무역투

전주시 홍보물 전시

34

전주비빔밥 키트 든 중국 방문객 단체사진

자박람회'에서 대중국 홍보마케팅을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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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개막식만 500여 명이 방문했다.

부산광역시

지난 14일에는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류닝 랴오닝성장이 참석한 대규모 한중경제 및 문화

2020 중국 국제스마트산업 박람회 참가

교류 행사가 열렸다.
중국 측은 이번 박람회를 기존 시(市)급 행사에서 올해 성(省)급 행사로 격상했다.
코로나19에도 9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는 삼성과 LG, CJ 등 80개 한국기업들이 200여개 부스를 마련해 제품 홍보활동을
벌였다.
시는 전주비빔밥 키트와 홍보자료 등을 전달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자 미식도시인 전
주를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행사 개요

시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비빔밥의 원조 도시이자 한문화 대표도시인 전주의 인지도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재개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

⊚ 행사명: 2020 중국 국제 스마트산업 박람회

했다.

⊚ 일시 : 2020. 9. 15∼9. 17(3일간)
⊚ 장소 : 중국 충칭시 (온라인 전시 플랫품)
⊚ 주최/주관 : 중국 충칭시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공동개최)
⊚ 참가 : 551개 가상부스(기업 348(해외 148), 우호도시 등 203)
- 세계 500대 기업 48개사, 중국 500대 기업 57개사
⊚ 주요내용 : 중국 국제 스마트산업 박람회(3D 전시관·신제품 및 모델출시)
- 지역협력관, 충칭관, 스마트 제품관, 스마트애플리케이션관, 스마트기술관, 스마트 상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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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마트 차이나 엑스포 온라인의 전시 공간]

행사 특징
⊚ 온라인 전시 : 스마트 차이나 엑스포 조직위에서 플랫폼 구축(Huawei)
⊚ 전시관(가상부스) 설치 : 3D 레이아웃 시스템에 셀프 서비스 전시 및 편집
- 중국어(영어)의 동영상, 이미지, PPT 등 형식으로 업로드, 셀프 제작
⊚ 부산관주제 : 미래를 여는 도시 ‘부산 스마트시티(Smart city Busan, Embrace the Future)’
⊚ 전시내용 : 부산 스마트시티 및 실증사업 등 발전성과와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 EDC 국가시범도시, IoT기반 글로벌 ICT 허브(실증단지)
- 스마트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배리어프리 교통환경, 스마트파킹
- 스마트 재난안전 : 재난안전 상황실 ‘스마트 빅보드’, 사회약자 안전관리
- 혁신성장 기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중국 행사 참가 사례

[부산관 가상부스(3D 레이아웃)]

준비과정
⊚ 참가배경
- 부산광역시는 2010년부터 중국 충칭시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020 중국(충칭) 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에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3D 온라인 부산관을 운영
- 중국 화웨이에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국의 우호도시를 초청, 정보
기술(IT)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
⊚ 행사 준비과정
- 부산광역시는 2018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증강

⊚ 전시관람: 공식 웹사이트, 앱, 애플릿 등 공개 계정을 통해 PC, 태블릿

시티, 로봇시티의 플랫폼이 될 새로운 미래도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 에코델타시티 시범도시

⊚ 온라인 부스운영 : 상담(웹메일로 질의응답) 및 관람객 집계 등

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교통, 스마트 빅보드, 블록체인 특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부산 가상 전시관’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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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조직위에서 제공되는 표준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전시할 동영상, 이미지, ppt자료 등을

[KNN뉴스 / 2020.09.16.]

수집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가상부스를 셀프 제작에 돌입

링크 : https://tv.naver.com/v/15807328

- 플랫폼의 지원형식, 사양, 규격 등 기술적 요구사항에 맞게 해상도를 낮추고 원본을 축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파일모음’에 업로드하고 가상부스 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셀프디자인 하여 최종 박람회 조직위의 승인 후

2020 중국 국제스마트산업 박람회에 부산 스마트시티 3차원 가상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부스를 운영
⊚ 참가 후기(기존행사 준비과정과 차이점)
- 표준으로 지원되는 가상부스에는 정해진 규격과 양식 등 제한사항이 많아 기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원본의
해상도를 낮추고 내용을 줄여야 함 다양한 미디어와 이미지를 전시를 할 수 없어 아쉬움

부산광역시는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충칭시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스마트혁신기술이

부산 스마트시티

도입되는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도시와 무장애 교통도시, 재난상황실 스마트 빅보드 등을 선

전시관

보입니다.

국제박람회

부산광역시 가상전시관은 웹사이트 플랫폼 지역협력 전시관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참여

- 중국 사이트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사설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통신이 원활
하지 않아 업로드 속도가 느려 작업시간이 오래 걸림
- 무엇보다 전시회가 라이브 방송으로 개막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에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아 부스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충칭시의 지원을 받아야 했음

유의사항 또는 건의사항
⊚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절감효과가 있으나 기업에서 참가할 경우에는 제품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시하여 바이어
및 관람객이 제품을 관람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바람직
⊚ 중국과의 방화벽 설정으로 인터넷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아 온라인 전시관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

부산 스마트시티,

[보도자료 / 2020.09.15.]

온라인으로
만나다…

－중국 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에 3D 온라인 「부산관」이 뜬다!

충칭시와
기술발전 협력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중국 충칭에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
최되는 「2020 중국 국제스마트산업 박람회(Smart China Expo Online 2020, 이하 SCE
OL 2020)」에서 ‘부산 스마트시티 3차원(3D) 가상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 중국 국제스마트산업 박람회(SCE OL 2020)」는 300여 개 글로벌 IT기업과 우호협
력도시 등이 551개 가상 전시관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엑스포다. 올해는 “스마트시티:경제를
활기있게, 생활을 윤택하게(Intelligence: Enabling the Economy and Enhancing Life)”
라는 주제로 스마트제품,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분야 신제품, 신기술 등 전시회를 비롯해 스
마트 산업의 혁신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개막식은 15일 전 세계로 인터넷 생중계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 이번 전시회 참가는 중국 중서부 최대 자동차, 정보기술(IT) 클러스터이자 로봇
산업 등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충칭시가 부산광역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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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상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충청남도

이뤄진 것이다.

2020 GD Youth Link 참가

‘스마트시티 부산 가상 전시관’에서는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 혁신기술을 집
약적으로 구현하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스마트기술로 무장애 교통도
시를 실현하는 ‘스마트 교통’, 부산광역시 모든 재난정보를 한눈에 분석 대응하는 재난상황실
‘스마트빅보드’, ‘블록체인의 혁신성장 기술’ 등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
도록 제공하며, 행사 기간 1대 1 온라인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부산광역시는 2010년부터 충칭시와 우호협력도시 관계
를 맺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해왔고 특히, 올해는 10주년

행사 개요

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라며, “이번 온라인 전시회 참가가 부산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우수한
기술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알리는 폭넓은 네트워킹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개막영상]

「부산스마트시티 가상전시관」은 ‘2020 스마트차이나 엑스포 온라인(SCE OL 2020) 행사
공식 웹사이트 플랫폼(https://www.smartchina-expo.cn/)의 지역협력 전시관에서 관람
할 수 있다.

⊚ 일시 : 2020. 11. 20.
⊚ 장소 : 광둥성 일대(온·오프라인 병행)
⊚ 주최/주관 : 광둥성 외사판공실, 광둥성 인민대외우호협회
⊚ 참가 : 충남 지역 청소년 3개팀 3개 협연 출품(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13개국 청소년 400여명 온·오프라인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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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 13개국 청소년 400여명, 총 430개 공연영상 출품
- 충남 지역 3개 청소년 합창단 공연영상 제작 및 출품
※ 클라우드 합창단(천안), 해나루 중창단(천안), 클라우드 민요자매(공주)
- 개막식 축사 영상 제작 및 송출 (충남청소년진흥원장)
- 8개국 출신 전문가 초청, 평가단 구성
- 총 80개 작품 선정 및 시상

행사 홍보 영상

축사 영상

행사 시작 화면

충남합창단 : 해나루 중창단(천안)

충남합창단 : 클라우드 민요자매(공주)

충남합창단 : 클라우드 합창단(천안)

준비과정
⊚ 행사 준비과정
- 광둥성 외사판공실로부터 행사 초청 공문 접수
- 지역 청소년단체와 작품 출품을 위한 협의
- 출품할 지역 청소년합창단 선정 및 영상 촬영
- 영상 편집 및 후작업 → 광둥성 측에 전달(출품)
⊚ 기존행사 준비과정과 차이점
- 온라인 출품용 영상 제작으로 기존 오프라인 방문초청보다 사업 추진용이

유의사항 또는 건의사항
⊚ 온라인행사 특이사항 주의사항
- 전 세계 다국적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임을 감안, 국가 간 민감한 사항, 혹은 자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체크, 영상 제작 시에 반영 ex) 독도, 국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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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0]

文/羊城晚报全媒体记者 谭铮
通讯员粤外事
视频/通讯员 粤外事

“2020

来自全球五大洲不同国家的青少年如何在疫情之下交流？为保持交流常在线，友好不
断线，由广东省人民政府外事办公室、广东省人民对外友好协会共同主办的“2020广东
国际青少年交流线上活动（GD Youth Link）”于11月20日正式启动。

GD Youth
Link）”

据介绍，此次线上交流活动由“守望相助，童绘未来”线上画展和展现各国文化特色的
“云上的问候”合唱音乐会两部分组成。
来自中国、日本、韩国、斯里兰卡、土耳其、俄罗斯、匈牙利、拉脱维亚、坦桑尼亚、
澳大利亚、美国、加拿大、厄瓜多尔等五大洲不同国家的400多个孩子，以画传意，以乐
传情。他们借助画作与音乐，通过视觉与听觉，让和平友好、守护未来的讯息传向五大
洲。
跨越语种与时差的不间断联系
广东省人民对外友好协会副会长罗军在启动仪式上表示，此次活动发挥线上优势，在
筹备、组织、评选各阶段均得到了广东的国际友城、友好组织、友好人士和省内相关地
市友协的积极参与。“400多位中外青少年、老师和专家评审全程投入，凝聚而成心血之
作，充分体现了团结协作的精神，意义深远。”罗军说：“青少年是促进各国民心相通和
睦邻友好的重要力量，我们应当一如既往，携手助力各国青少年的友谊之船乘风破浪，
驶向更美好的明天。”
据透露，在近90天的筹备过程中，来自多个国家的友城、友好组织、学校的相关负责
人、联络人、评委克服了时差、语言、疫情防控措施等种种困难，通过社交软件等不间
断地联系各方，用热情与真诚为各国青少年交流撑起了一个不同寻常的沟通平台。
在启动仪式上，16位嘉宾对活动举办致以热烈祝贺，他们亲切、温暖的话语，既表达
了共同推动国际青少年交流的决心，也寄托着对青少年一代“直挂云帆济沧海”的殷切希
望。他们在致辞中纷纷表示，在新冠肺炎疫情蔓延，人员交流受阻的国际大背景下，本
次活动为各国青少年搭建了在线交流的平台，加强了各国青少年间的文化和艺术的交
流。
线上线下齐看展
据主办方介绍，“守望相助，童绘未来”线上画展围绕“相助”、“希望”、“家园”、“心灵”
等主题，征集了五大洲11个国家和广东省13个地市青少年作品共430幅，邀请了来自中
国、日本、俄罗斯、加拿大、匈牙利、拉脱维亚、土耳其、斯里兰卡等国专业人士组成
多国评审团，评选出GD Youth Link奖80幅，其中包括优秀奖56幅，地区代表奖24幅。
此次画展除了在线上展出外，还将在广州沙面岛举行线下展览，在“在一起”公共艺术
季呈现。羊城晚报作为此次活动媒体支持单位参与其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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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2회 중한 무역 투자 박람회 대구 홍보관 운영

준비과정
⊚ 행사 준비과정
- 중국내 코로나19 진행 상항을 지켜보며 주관기관인 옌청시(외사판공실)와 대구광역시 상하이사무소는 3차
례에 걸쳐 면담을 통해 옌청시 우호도시관 메인부스 운영에 대해 협의했으며
- 옌청시 외사판공실 죠우 샤오 칭(周曉晴) 부주임 일행 4명이 8월 21일 상하이 한풍절(韓風節)에 운영 중인

행사개요

메디시티 대구(Medicity DAEGU) 홍보관을 참관하고 대구 토탈 홍보관 운영 확정
- 中·韓 우의 증진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상하이사무소는 상하이 한국학교의 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전통사물
놀공연단이 박람회 환영식과 개막식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성공적인 공연으로 한국 전통문화

⊚ 행사명 : 제2회 장쑤성 옌청시 중·한 무역투자박람회
⊚ 일시 : 2020.10.30∼11.3

예술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음
- 옌청시는 상하이에서 4시간 정도의 먼 거리이며 당시 산동성 칭다오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수 발생하여

⊚ 장소 : 장쑤성 옌청시 국제회의전시센터

적색 경보지역으로 옌청시는 산동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우려 많아 대구광역시 상하이사무

⊚ 주최/주관 : 중국국제상회 / 장쑤성 옌청시(鹽城市)

소와 상하이한국학교는 공연단의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함

⊚ 참가
- 방문인원 : 5만 명
※ 주요 인사 : 장하성 대사, 장쑤성 성장, 옌청시 서기 및 시장, 장쑤성 산하 각 도시 부시장 등
- 참가기업(바이어)
(기업) 세계 500대 기업(삼성, 현대기아, SK, LG. LS, 모비스 등) 중국 국내 20대 기업
- (바이어) 중국 국제상회, 중국 아주경제발전협회 등 중점기업

⊚ 기존행사 준비과정과 차이점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내 박람회 등 대형행사 개최가 축소하여 개최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서 제2회 중·한
무역투자박람회는 양국 무역투자의 회복을 알리는 전화기가 되는 중요한 시점임
- 양국은 박람회 참가 대표단의 격을 높여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장하성 대사, 주최기관은 장쑤성 우정룽(吳
政隆) 성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 전세기로 기아자동차 사장, SK 하이닉스 사장 등 대규모 경제인도
패스트트랙 절차로 옌청시 방문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의 우호 협력 도시인 옌청시민과 박람회 참관객이 대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5대 미래신산업, 관광 및 의료관광, 체험, 우수제품 전시, 공연 등 5개 존으로 동선을 디자인 하여 대구의
산업, 관광, 인기 생활 및 첨단 제품에 대해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한국 전통공연 단과 함께 즐길 수 있게

유의사항 또는 건의사항

구성
- 대구광역시 상하이사무소와 상하이한국학교와 협력하여 전통사물놀이 학생 공연단 18명이 환영식과 개막식
공연을 펼쳐 옌청시 박람회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의 각계 인사, 한국 공관과 중국 중앙정부, 강소성,

⊚ 중국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 토탈 홍보관 운영을 위해
디자인 설계, 전시 장치 물품 등 구입 후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진

옌청시 등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수준 높은 한국 전통 예술공연을 알리는 기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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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대구신문 / 2020.11.01.]

-제2회 중·한무역투자박람회에 마련한 대구 홍보관. 대구시 제공

⊚ 코로나19로 한·중간의 경제, 투자, 문화예술, 인적교류 등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옌청시와 대구광역시는
박람회에 마련된 우호도시관을 통해 양 도시간의 끈끈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
⊚ 특히 상하이한국학교 전통사물놀이 공연단의 폭발적인 우렁찬 공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부스 참기업과
방문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한국 전통문화예술은 알리는 기회가 됨
⊚ 공연에 앞서 상하이한국학교 공연단을 기아자동차 옌청공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

대구특별시,
中 옌청서 지역
미래산업
적극 홍보

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확인했던 기회로 평가

행사 사진

대구특별시는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중국 우호협력도시인 강소성 옌청(옌청국제회의전시
센터)에서 열리는 ‘제2회 중·한무역투자박람회’에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박람회에 대구홍보관을 운영, 800만 명의 옌청시민과 박람회에
참가한 인사들에게 대구를 알리고 코로나19로 막혀있는 한·중 사이에 물꼬를 틔웠다. 홍보관
대구홍보관 참관

대구홍보관 기념사진

에는 시의 5대 미래신산업, 의료관광, 체험, 우수 제품전시, 공연 등 5개 존을 운영했다. 특히
대구 5대 미래산업존은 첨단의료산업, 로봇산업, 물산업, 미래자동차산업을 중점 소개해 앞으
로 지역 기업 제품의 옌청시 진출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의료관광 체험존에서는 중국 요커
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코스와 대구 10미(味) 등을 소개하고, 메디시티 대구와 원스톱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대구 선도의료기관 피부과와 화상으로 피부
관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제품 전시존에는 현지에 진출한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뷰티, 안경, 패션, 치과 핸드피스, 지능
형 녹즙기, 절삭공구, 첨단 자동차부품 등을 전시해 대구의 제품을 알리고 현지 바이어를 발굴
했다. 곽갑열 시 상하이사무소 소장은 “홍보관 운영을 통해 대구시와 옌청시간의 우호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옌청 시민에게 대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코로나 이후

전통사물놀이 공연

50

전통사물놀이 공연단 기념사진

산업 협력, 관광 등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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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구광역시 상하이사무소 활동소개

전라남도

전라남도 상하이 팝업 홍보관－Fun·享 全羅南道 운영

⊚ (총괄)
- 대구광역시 상하이사무소는 상반기 주요 활동은 대구광역시와 중국 간의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교량 역할
- 중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발 빠르게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위로 친서를 자매우호도
시에 보내고 우한시에 2만 8천 장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지원

행사개요

-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대구광역시 상하이사무소는 구호성금 한화 6,150만원과
마스크 450,700장, 방호복 13,400개, 방호안경 15,120개 등 9억원 정도의 구호물품을 대구에 송부
⊚ (현지기업 지원)
- 상하이와 화동지역이 진출해 있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상하이사무소는 코로나19 대응조직으

⊚ 행사명 : Fun·享 全羅南道 in Shanghai(상하이에서 전라남도를 즐기다)
⊚ 기간 : 2020. 9. 28.(월)∼10. 8.(목)/ 11일간
⊚ 장소 : 상하이 민항구 중성세계상성(仲盛世界商城)* 실내매장

로 가동하며 15개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기업지원 원데이(ONE DAY) 사무소를 운영하고 기업경영 현황,

⊚ 규모 : 약 203㎡

노무관리, 원자재 수급, 물류 등 점검 및 지원 등을 협의

⊚ 대상 : 상하이 일반 시민, 수입상 등

⊚ (마케팅)
- 상하이와 화동지역 대구광역시 산하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한국섬유마케팅 상하이지사(KTC), K-패션디자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전시·홍보, 도 기업 제품 전시·판매 및 바이어 상담, 관광·문화콘텐츠
홍보 등

이너 대구관, 대구의료관광 상하이 및 쿤산홍보센터, 한국대구안경전시장, 강소성 이싱시 대구환경공단협력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
- KTC 상하이지사는 코로나19로 대구 섬유기업이 중국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션전, 상하이 등 3회에

분야별 주요실적

걸쳐 전시회에 참가하여 대구섬유기업의 숨통을 쉴 수 있도록 현지 지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뷰티, 투자유치, 통상, 의료관광등 대구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대구테크노파크 및 대구뷰티수출협의회
등과 대구와 중국을 연결하는 비대면마케팅 추진
⊚ (교류 및 홍보)
- 5월 화동지역 자매우호도시 순회 방문(닝보，옌청，사오싱)
- 6월 중국대구발전협의회 창립(친대구 중국인사 등 26명)
- 6월 대구시와 장쑤성 이싱시 환커위안 环科园 방문하여 물산업 협력 확대 점검간담회 개최
- 7월 광시자치구를 방문하여 대구의료산업 및 물산업 분약 확대 추진

1) 현지 지역사회 이슈화
⊚ 홍보관 개소식 개최 : 9. 28.(월) 11:00
- 상하이시 정부, 한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주요인사 20여명 참석
- 우호지역 국제교류활동으로 중요성 부각, 교류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
⊚ 현지 언론매체 중요 보도 : 7개 매체 14회
- 상하이 TV 등 현지 주요 방송 및 온·오프라인 유력매체 현장 취재
- 홍보관 운영과 연계한 도 현황, 비교우위 콘텐츠 중점소개 및 홍보 확산

- 8월 윈난성을 방문하여대구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협력 추진
- 9월 자매도시 칭다오시와 공동으로 중국 빈곤 지역 간쑤성 룽난시 방문 구호 활동 전개
- 11월 저장성 사오싱시 국제우호도시 대회 참가
- 12월 장쑤성 우시와 장인(江阴)치파오 총회 참가 대구관광 및 의료관광 홍보
- 12월 화동지역 대구경북유학 귀국 중국 동창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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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비교우위 콘텐츠 중점 홍보
⊚ 테마별 비교우위 콘텐츠 전시·홍보 : 입장 및 관람객 2,500여명
- ‘자연’, ‘미식·농수산물’, ‘문화’, ‘관광’ 4개 분야 사진, 영상, 공예품 등 전시
- 관광이미지 엽서 12종 12,000매, 파일폴더 6종 6,000매 제작·배부
⊚ 시민 참여형 관광·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5종
- (문화) 가야금 공연 6회, 한복입기 270명, 남도 나전칠기체험 14명
- (관광) 전남관광 핫스폿 포토존 270명, 지리산 압화 만들기 196명 참여

지자체 중국사무소 활동 사례

- 11개 바이어 대상 기업별 제품군 소개, 관심종목에 대한 세부 상담
- 우한바이순첸후이사 등 4개 바이어 수입의사 표명 및 추가상담 희망
⊚ aT 상해지사 방문 상품설명회 : 10. 13.(화), 1회
- 식품제품 홍보, aT 상해지사 소관 안테나숍, 앵커숍 등 입점 협조요청
- aT 상해지사 공동 상품 설명회 개최 및 화동지역 수출 지원 협력 결정
⊚ 관심업체 추가 화상상담 : 10. 14.∼10. 16. 5회
- 중국측 바이어 4개사, 도내 기업 4개사 화상매칭, 세부견적 등 협의
- 우한바이순첸후이사 가현의 조미김 제품 수입 추진, 상하이 타오루사 강진 토우의 황금청자 제품 샘플

3) 홍보마케팅 실효성 확대 이벤트 실시

우선 판매 및 추가 수입 추진 결정 등 성과

⊚ 홍보용 SNS 구독자 온라인 추첨 : 524명 참여 53명 경품 제공
- 웨이보 팔로워 808명 증가, 해당 홍보문 뷰 수 5.8만 증가, 공유 수 576건 증가, 팝업홍보관 태그 뷰
수 18.8만 도달
- 위챗 계정 구독자 수 140명 증가
⊚ 시민 인지도 설문조사 : 349명 참여(20∼30대 76.21%)
- 설문조사 전문사이트 원줸싱(問券星) 활용. 전남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선호도, 만족도, 정보수집 채널
등 트렌드 조사
- 전남 인지도 38.97%, 방문경험 16.18%, 비즈니스(45.45%) 또는 관광(45.45%) 목적방문 다수, 자연
환경(84.56%), 미식(70.59%)에 관심

4)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중국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제품 전시·판매 : 16개사 41종
- 광저우, 상하이 판매장 유자차, 주류, 과자류 등 식품 시식 홍보 및 설문조사, 현장 판매(RMB4,260元)
⊚ 팝업홍보관 연계 수출희망기업 우수제품 홍보·상담 : 19개사 80종
- 식품 12개사 58종, 화장품 3개사 10종, 천일염 2개사 6종, 비료 1개사 2종, 공예품 1개사 4종 (샘플
도착 13개사 51종)
- 제품 전시장 바이어 초청, 현장 홍보 및 수출상담 11회 진행

5)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 현장 수출상담 추진 : 9. 28.∼9. 30.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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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429886
增进两地相互了解，韩国全罗南道上海快闪宣传馆开馆
2020-09-30 17:39 来源：澎湃新闻·澎湃号·政务
https://www.163.com/dy/article/FNRJDU3D0545C5NC.html
汪剑明出席韩国全罗南道上海快闪宣传馆开馆式
2020-10-01 10:14:47 来源: 云海原创作品

개소식

전시판매장

9月28日上午，韩国全罗南道上海快闪宣传馆在仲盛世界商城2楼开馆，上海市工
商联副主席汪剑明出席开馆仪式并应邀剪彩。活动中，汪剑明与出席开馆式的大韩
民国驻上海总领事馆、上海市外办、上海市文旅局等中韩政府、团体的相关人士进
行了充分的互动交流。
本次全罗南道上海快闪宣传馆的开馆旨在帮助上海市民能足不出沪地沉浸式体验
全罗南道优美的自然风光、美食、文化及旅游资源等，增进上海与全罗南道间的相
互了解，促进全罗南道特色产品在上海的贸易。
全罗南道

전시판매장 내부

홍보관 내부

位于韩国西南端，地理位置优越，拥有悠久的文化遗产与丰富的旅游资源，是韩
国最大的无污染优质农产品、水产品的生产基地和公认的韩国最佳美食之乡。
上海市与全罗南道自1996年4月签订友好交流协议至今，双方每年都会开展多种形
式的合作交流。
上海市工商联也多次与全罗南道上海代表处合作，共同举办企业对口洽谈会、推
广会等，增进了上海民营企业与全罗南道企业间的了解与友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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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화 및 나전칠기 체험

전통공연

한복입기체험 및 포토존

홍보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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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라남도 중국사무소 활동소개

경상남도

중국 여성 기업인 초청 경상남도 홍보DAY 개최

⊚ 금년도 코로나사태 발생 이후로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 불가능, 사무소 기업 지원업무 온라인 중심으로 대폭
전환
⊚ 수출지원측면에서는 웨이보, 웨이신, 샤오홍수 등 유력 SNS 매체를 통한 소비자 대상 홍보 주력, 전남도
특산물 활용 요리 레시피 시리즈 영상 제작을 통해 관련 상품 구매 유도
⊚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유관기관·단체 온라인 플랫폼 활용 회원기업 대상전남도 투자환경 홍보 지속 추진
⊚ 중국 방역상황 안정화되면서 하반기부터 대부분 사업 정상 추진, 오프라인 사업 재개

행사개요

⊚ 9월에는 샤먼시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전남홍보관 운영, 우한에서 전남 우수기업 상품 홍보활동 진행
⊚ 10월 국경절 연휴에는 상하이 대형쇼핑몰에서 팝업스토어 형식의 도 종합홍보관과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22일에는 한국농식품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상하이 지역 바이어 초청 전남도 우수상품 설명회 진행
⊚ 11월에는 이우시 수출입박람회에서 전남 우수상품 전시·홍보관 운영，중국국제관광박람회(CITM)에서 전남
관광자원 홍보부스 운영
⊚ 12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광저우지사 주최 문화관광페스티벌에서 전남 홍보 이벤트 진행

⊚ 일시 : 2020. 9. 16.(수) 13:00∼16:30
⊚ 장소 : 상하이시 창닝구 소재 세무상성(世贸商城) 7층 금색홀
⊚ 주최/주관 : 경상남도 상하이사무소, 상하이시 창닝구(区) 청자차오가도(街道)판공실, 상하이 세무상성
※ 가도(街道)는 중국행정 기초조직
⊚ 후원 :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 빙그레식품 유한공사, 농심식품유한공사, 종가집식품
유한공사, 서울리거병원
⊚ 참가대상 : 상하이시 창닝구(区) 청자차오가도(街道) 여성기업가협회 회원 및 언론인 등 70여명
⊚ 주요내용
- 경상남도 투자유치환경 및 관광자원 등 소개(동영상 및 현장 사진배치)
- 경남 우수농수산식품 소개 및 시식행사, 경남우수농수산식품 구매체결
- 한중 기업인 인사 및 교류
- 경남 미식(충무김밥, 수육 등) 및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
- 한국 메이크업 체험, 피부관리 강좌, K-POP 밴드 공연 실시

준비과정
⊚ 행사 준비과정
- 가도판공실 산하에 여성기업인협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상남도 투자유치 환경, 우수농수산식품,
주요관광지 등 소개하여 현지 정부 및 기업과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취지로 본 행사를 기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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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기관에서 사전 업무확인을 위해 실무진 회의 실시 및 우리사무소에서 각 기관의 업무영역을 정하여
행사 업무계획 작성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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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

(상해사무소) 행사총괄 및 김치 담그기 등 체험 준비
(가도판공실) 여성기업인 및 언론인 초청은 물론 언론 등 대외 홍보, 경남우수농수산식품 홍보 및 구매
(세무상성) 행사 장소 무료대여
- 한국 및 경남을 알리기 위해 중국인에게 익숙한 기업(기관) 면담 및 후원 내용 확정
(종가집) 70인분 김치 및 전문가 3명 등 무료제공, 법인장 참석
(빙그레) 빙그레 우유 및 커피 무료제공, 법인장 참석
(농심) 백산수 제공, 법인장 참석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메이크업 무료체험행사 진행
(서울리거병원) 한국인의 피부관리 강의

경상남도 홍보DAY 개회사

한중 기업인 인사 및 교류

한국 메이크업 체험 행사

한국 메이크업 체험 행사

경남 미식 및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

경남 미식 및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

⊚ 기존행사 준비과정과 차이점
- 기존 행사는 정형화된 형식의 식사 자리였다면, 이번 행사는 중국 여성기업인들의 요구(의견반영)에 따라
전반적인 한국체험 및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됨(참여자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함)
-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의 후원참여를 이끌어냄

유의사항 또는 건의사항
⊚ 지방정부기관과의 행사로 주임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행사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음. 업무 추진 시
주관기관의 강력한 조절이 필요함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 중국인들이 체험행사에 대한 호응도 상대적으로 높으니 향후 체험행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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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宁程家桥 / 2020.09.19.]

[경남데일리 / 2020.09.16.]

－경남 투자유치 환경, 우수농수산식품, 주요관광지 등 한자리에서 소개
原标题：“程”载“韩”流，添彩进博——程家桥街道举办女企业家沙龙活动
경상남도 상해사무소는가 16일 상해시 창닝구 소재 세무상성 7층 금색홀에서 상하이

距第三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开幕还有50天之际，为进一步推进服务进博各项工

경남도

여성기업인 등 70여명을 초대해 ‘경상남도’ 상표 이미지 마케팅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作，努力营造热情友好的迎进博氛围，持续放大进博会溢出带动效应，9月16日下

상해사무소,

홍보 날’ 행사를 개최했다.

상하이 여성

행사는 상해시 창닝취 인민정부 정가교지에따오 소속 여성기업인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인 초청

진행됐다.

‘경남도

경남 투자유치환경 설명, 우수농수산식품 시식, 주요 관광지 및 경남관광상품 소개, 경남

홍보의 날’ 개최

午，程家桥街道联合韩国庆尚南道（省）政府上海代表处、上海世界贸易商城有限
公司共同举办 “‘程’载‘韩’流，添彩进博”——庆尚南道宣传日暨程家桥街道女企业家
沙龙活动。区科委、区投促办、区文化局、驻上海韩国文化院等相关领导以及韩资
企业代表、辖区内女企业家代表等出席此次活动。

미식체험 등 경남도를 한자리에서 둘러보고 체험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중국인들에게
우리 경남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건강과 근거리 해외여행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두 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 ‘2021년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의 산삼 체험과 ‘산청 동의보감촌’ 등의 여행
지는 힐링 관광지로 여성기업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동방항공식품투자유한공사 전금 대표는 “한국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제주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경상남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 “풍성하고 알찬
행사 내용에 오늘 하루 경남을 여행 갔다 온 기분이다”고 말했다.
여성 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가집식품유한공사에서 70명분의 김치

韩国庆尚南道（省）政府上海代表处首席代表柳丁实女士对各界来宾的到来表示

담그기 체험 행사와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 시연 및 체험행사를

真挚感谢，并详细介绍了庆尚南道的自然环境和产业现状，柳代表表示，将借助第

후원해 행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三届进博会的有利契机，积极拓展合作形式，推动中韩双方更加丰富的发展交流。

유정실 상해사무소장은 “이번 행사는 대규모 상품 구매와 직원 인센티브 관광 유치가
가능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기에 우리 경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
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인연을 계기로 향후 기업 인센티브 관광, 직원 선물 및 기업
홍보물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程家桥街道党工委副书记、办事处主任游雁介绍了长宁区以及程桥街道的相关情
况和产业发展，对庆尚南道代表处和上海世界贸易商城有限公司今年以来严把疫情
防控、有序复工复产和助力进博预热表示感谢，并表示街道后续将进一步厚植营商
服务土壤，借助女企业家沙龙这一品牌平台的有力依托，与中韩企业家朋友携手同
行，提升楼宇服务品质，在产业、人才和文化等各方面加强合作，积极融入大虹桥
商务区建设，对接长三角一体化和进博会溢出效应，实现互利共赢。
活动中，与会企业家代表们通过视频短片深入了解了韩国庆尚南道的自然环境和
经济发展情况，来自韩国的医疗美容企业代表介绍推广了企业情况和相关产品，同
时精心安排了韩式美妆和韩国泡菜制作等体验活动，在轻松愉悦的环境中进一步加
深中韩企业之间的交流和合作。
https://www.sohu.com/a/419460036_7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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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상남도 중국사무소 활동소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회 K2H 국제교류 공무원 세미나 개최

⊚ 코로나 19 위기 극복 위한 경남 신규수출상품 등 판촉행사 실시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남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친경남인의 날’ 행사 개최 (SNS 활용을 잘하는 중국인
25명을 “SNS 경상남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음)
⊚ 세무상성 수입상품 홍보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홍보 및 시식 행사 실시(생방송으로 현장
에서 조리 시연)
⊚ 중국국제관광박함회 경상남도관 운영

행사개요

⊚ 경남 우수농수산식품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실시
⊚ 일시 : 2020. 11. 24∼11. 27(3박 4일)
⊚ 장소 :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시
⊚ 주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 주관 : 산시성 인민정부
⊚ 협조 : 중국 외교부(외사관리사)
⊚ 참가 : 175명(K2H 연수생 등)
⊚ 주요내용 : 전문가 특강, 양국 지방정부 교류 우수사례 발표, 현장시찰 등

준비과정
⊚ 행사장소 및 개최시기 결정(중국 외교부 외사관리사 협조 하에 중국내 지방정부와 행사개최 협의)
※ 현지 사전답사 포함
⊚ 행사추진계획 수립(행사 프로그램, 특강자 섭외, 시찰지 결정 등)
⊚ 참가자 모집(중국 외교부 외사관리사 협조하여 중국내 지방정부에 행사 안내 및 참가자 모집 공문 발송)
⊚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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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산시일보 / 2020. 11. 27.]

11월 24일부터 27일간 열리는 제18회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가 태원에서 개최되었다.

⊚ 본 행사는 K2H 프로그램을 수료한 중국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및 협력

25일 산시성 루동량 부성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외교부 외사관리사 장원천 부사장도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중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

참석하였다.

⊚ 행사 개최와 관련(개최지 결정, 참가자 모집 등) 중국 외교부(외사관리사) 및 개최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중국측 파트너와 평소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가 필요

제18회 K2H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 개막

K2H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한국에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상관하여 K2H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는 상호 이해 및 합작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데, 금번 회
의에는 대한민국시도자협의회 및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를 하고 산시성 정부가 주관을 하
며 외교부 외사관리사가 협력하여 전국 23개 성·시·구 정부의 120여명의 K2H 연수생이 참석
하였다.
누동량 부성장은 축사에서 산시성은 한국의 더많은 도시와 우호교류 관계를 가져 다양한 방
면에서의 협력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무역, 문화, 관광, 교육 등 방면에서의 진일보한 교류를 기
대하였다.
개막식 전에 누동량 부성장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유복근 경제공사와의 회견을 가지고 한·
중 양국의 진일보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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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협의회 중국사무소 활동소개

⊚ 중국 주재 지자체 대표 회의 개최
- 기간/장소 : 2020. 9. 23∼9. 24 / 충칭시
- 참석인원 : 32명(중국 주재 한국 지자체 대표 등)

1) 주요 사업
⊚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 양국 지방정부 교류 지원
⊚ 중국지방공무원 한국연수프로그램(K2H*) 운영 및 세미나 개최(매년)
⇒‘Korea Heart to Heart’ 약자로 외국공무원의 우리 자치단체 6개월∼1년 연수 프로그램
⊚ 한·중 지사성장 회의(격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매년) 개최 지원

2) 추진실적 (2020년)
⊚ 개요
-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중국 대부분 지역의 이동 금지 및 행사개최 제한 조치로 활동 제약이 있었고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 하반기에는 국제상황 등으로 인해 당초 추진하려던 한·중 국제행사 등은 개최가
불가능해짐
- 협의회 중국사무소는 상반기에 한중 양국 간의 구호물품 전달 등을 위해 중국 성·시정부와 연개작업 실시
(ex. 양국 지방정부 연계 지원, 구호물품 세관 통과 지원, 구호 문구 번역 및 검수 등) 하였고
- 하반기에 중국 코로나의 상대적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음(자치단체 대표회의,
K2H 국제교류 공무원 세미나 등)
- 기타 오프라인 교류가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한중 교류메뉴얼 자료 작성 및 중국 코로나19 상황 보고서
작성, 한중 지방정부 화상회의 개최 지원, 중국내 코로나 동향 및 우수사례 작성 등 추진

3) 주요실적
⊚ 제18회 K2H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 개최
- 기간/장소 : 20. 11. 24∼11. 27 / 산시성 타이위안시
- 참석인원 : 175명 / ※ 역대 최다인원 참석
⊚ 코로나 19 관련 한·중 지방정부 구호품 상호 지원
- 한국 → 중국 : 2월중부터 중국 지방정부에 마스크 등 구호물품 발송
12개 지자체(광역기준)에서 중국 27개 지역으로 총 46회 발송
- 중국 → 한국 : 3월중부터 한국 지방정부에 마스크 등 구호물품 발송
한국 16개 지자체(광역기준)에서 구호품 수령 / 중국 51개 지역에서 총 160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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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주요 프로그램

2020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개최

행사개요
⊚ 행사명 : 2020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Korea Tourism Virtual Fair 2020)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행사기간 : 2020. 10. 12.∼16. (5일간)
⊚ 참가대상
- (국내 셀러) 지자체, RTO, 여행사, 관광콘텐츠기업(관광벤처, 공연사 등), 항공사, OTA, 숙박(호텔) 등
국내 관광업계 및 기관
- (해외 바이어) 여행사, OTA, 온라인 플랫폼, 호텔 등 해외 관광업계 및 기관
⊚ (국내 셀러) 참가자 혜택

주요내용

- 기업/지역 홍보관 참가비 무료
- 해외 바이어와 매칭,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등
⊚ 홈페이지 : www.KTVF2020.com (한, 영, 일, 중간, 중번)

⊚ (개막식) ITZY 및 전 세계 관광업계에서의 축하메시지, 공사-클룩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WTTC 회장의
기조연설 등
⊚ (비즈니스 쇼케이스)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관광 동향, 관광트렌드, 마케팅 사례 발표 등 온라인 컨퍼런스
⊚ (기업/지역홍보관) 참여기업/지역의 대표 관광상품 및 콘텐츠 온라인 전시부스
⊚ (1:1 비즈니스 상담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해외 바이어 ↔ 국내 셀러를 매칭하여 관심 주제에 따른 실시간
화상 미팅
⊚ (한국관광 홍보관) 한국관광 콘텐츠 및 방한관광 상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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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쇼케이스) 각 국가별 영향력 있는 국내외 연사를 섭외하여 글로벌 관광 동향 정보, 국가별 관광
트렌드, 상품개발, 마케팅 사례 등 공유
날짜

주제

시간

내용

16:00 [미국] 투어오퍼레이터 관점에서의 미래관광 전망
10.13 코로나19와
[유럽] 코로나19가 독일과 유럽 여행 산업에 미친 영
16:30
향과 관광산업 회복 방안
(화)
세계 관광
17:00

사업 세부 내용
⊚ (개막식)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개최 축하메시지 등 전 세계 온라인 생중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6:00-16:02

2분

개막 선언 및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소개

사회자

16:02-16:05

3분

한류스타 및 세계 인사 축하 영상

한국관광홍보대사 ‘ITZY’ 등

16:05-16:06

1분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6:06-16:11

5분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 사장,
클룩(KLOOK) 대표

16:11-16:23

12분

[기조연설1]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행동의 변화

에단 린(Ethan Lin)
클룩(KLOOK) 대표

16:23-16:35

12분 [기조연설2] 국제협력을 통한 여행과 관광산업 회복 방안

16:35-16:39

4분

축하 공연

이날치,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16:39-16:40

1분

마무리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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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시장] 코로나19 시대, 무슬림 관광시장 현황
과 전망

10.14
(수)

[방역전문가] 한국의 방역현황 및 코로나 이후 여행
16:00
의 변화
코로나19
시대,
개별관광 16:30 [일본] 디지털 시대의 일본 해외여행 트렌드 변화
시장 변화1
17:00 [안전여행] 전자출입명부 시스템(VisitMe) 사례 발표

10.15
(목)

16:00 [중국] 중국인 관광현황 및 코로나19 이후 발전 방향
코로나19
시대,
16:30 [중국] 비대면 마케팅 우수사례
개별관광
시장 변화2
17:00 [국내 관광벤처] 개별관광객 관광상품 개발 우수사례

코로나19 16:00 [항공사] 코로나19 시대 항공사의 새로운 모색
(상공여행)
10.16
시대,
(금)
새로운 판로
[국내] 지역 관광기업 양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모색
16:30
활성화

발표자

소속

테리 데일
(Terry Dale) 회장

미국여행업협회

노버트 피비히
(Norbert Fiebig)
회장

독일여행업협회장

안선근 교수

인도네시아
UIA대학교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나미가타 이쿠요
(波潟 郁代) 부장

㈜JTB종합연구소

임영광 팀장

아이콘루프

다이빈(戴斌) 원장

중국여유연구원

유진호 지사장

관광공사 베이징
지사

김하원 대표

해녀의 부엌

버나드 쉬
(Bernard
Hsu)대변인

대만 타이거에어

조윤미 지사장

관광공사
부산울산 지사

글로리아 게바라(Gloria Guevara)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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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홍보관) 참여기업/지자체의 대표 관광 상품 및 콘텐츠 상시 소개

[한국경제 / 2020. 10. 12]

- 참여기업/지자체 홍보 동영상, e-카탈로그 전시 및 웹사이트 연결

-12일 개막, 16일까지 닷새 동안 온라인 전시회

- 국내 셀러에게 다이렉트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 마련

-국내 293개, 해외 29개국 657개 관광기업 참여

- 공사 홈페이지(visitkorea) 및 홍보페이지 링크 연결 등

-1,400여 회 비즈니스 상담, 온라인 강연 등 진행

[기업홍보관]

한국관광

‘2020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가 12일 개막,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온라인 박람회

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맞춰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개막… 30개국

열리는 관광 박람회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항공·숙박 등 방한 관광업계의 해

950개사 참여

외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과 한국관광 홍보 등 전시회와 강연, 비즈니스 상담 등 모든 프로그램을 온
라인상에서 진행한다. 롯데관광과 경원재 앰배서더, 진에어 등 여행사와 호텔, 항공사를 비롯
해 크릭아트뮤지엄, 힐리언스, 정동극장 등 체험·의료·공연 등 총 293개 관광 관련 기관·기업
은 '기업홍보관'을 통해 온라인 홍보전에 나선다. 방한관광 상품을 선보이는 '한국관광 홍보관'
에서는 일부 여행상품의 예약 또는 선구매도 가능하다.
화상상담은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코너다. 국내 기업과 상담을 원하는 해외기업 대상 사
전신청을 통해 총 1,400여 회의 상담일정이 확정됐다. 29개국 657개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상담은 12일부터 닷새 동안 권역별로 진행한다. 영어권 상담회는 트립어드바이저,
에어캐나다 등 316곳에서 바이어로 참여해 국내 기업과 상담에 나선다. 일본에서도 제이티비

⊚ (한국관광 홍보관) 방한관광 관련 관광상품 소개 및 구매 연결

등 62개사 참여해 14일 상담회를 갖는다. 트립닷컴 등 232개사가 등록을 마친 중국어권(아시

⊚ (1:1 비즈니스 상담관) 셀러와 바이어 관심주제에 따른 온라인 1:1 상담
- 국내외 관광업계 참여기업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상호요구가 맞는 해외 바이어↔국내 셀러 매칭, 매칭
결과에 따라 PSA 스케쥴 공지

코로나19 시대 국제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온라인 강연도 예정돼 있다. 포스트 코로
나 관광시장 전망과 함께 새로운 콘셉트의 상품과 서비스로 위기극복에 나선 기업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1:1 상담 스케쥴
10.12(월)

아·중동)은 오는 15, 16일 이틀에 걸쳐 상담회가 열린다.

10.13(화)

10.14(수)

영어권(동남아)

영어권 국가

일본

08:00∼08:25
....
21:30∼21:55

08:00∼08:25
....
21:30∼21:55

08:00∼08:25
....
21:30∼21:55

10.15(목)

10.16(금)
중국어권 국가

08:00∼08:25
....
21:30∼21:55

※ (상담시간) 1회당 약 25분
- 온라인 헬프데스크 운영 등 실시간 IT 지원
- 참가기업의 요청이 있을시 통역(영·일·중) 및 화상회의 장소지원

08:00∼08:25
....
21:30∼21:55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온라인 강연은 테리 데일 미국여행업협
회장, 노버트 피비히 독일여행업협회장, 다이빈 중국여유연구원장, 나미가타 이쿠요 제이티비
(JTB)종합연구소 부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제주 관광비행(상공여행) 상
품을 선보인 대만 항공사 '타이거에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개발한 ‘아이콘루프’, 개별 관광
객 대상 관광상품을 개발한 ‘해녀의 부엌’ 등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성공
한 기업 사례를 들어보는 코너도 예정돼 있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관광홍보대사 ‘있지(ITZY)’의 축하
영상으로 시작으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클룩의 에단 린 대표와 글로리아 게바라 세계
여행관광협회(WTTC) 회장이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행동의 변화, 국제협력을 통한 여행과 관
광산업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에단 린 대표는 각각 서울과 홍콩 배경의 가상공간에서 관광산
업의 공동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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