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협회 소개

한일경제인회의 정부부처예방(한국)

한일경제인회의 정부부처예방(일본)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

Ⅰ.한일경제협회 개요
한일경제협회 회장단 회의

한중일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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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경제협회 개요
(1) 설립일자 : 1981. 2. 12 / 경제기획원 인가
(2) 설립배경 : 1981. 한일 민간차원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경제4단체장과
포항종합제철㈜ 대표가 양국간 민간 경제협력, 무역 증진,

산업협력 등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키로 합의
(3) 설립목적 :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며, 특히 한일
민간경제협력, 무역증진, 산업협력의 제휴를 도모함으로써

상호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
(4) 회

장 : 제12~제13대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
*제1대~제3대 박태준 회장(POSCO), 제4대~제6대 박용학 회장(대농)

*제7대~제8대 김상하 회장(삼양사), 제9대~제11대 조석래 회장(효성)
*일한경제협회 회장 :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前회장)

(5) 회원사 : 118사 (17.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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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경제협회 주요사업
(1) 한일경제인회의 : 한일 양국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인 회의로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강화하고 무역ㆍ투자ㆍ산업기술협력 등

경제교류촉진에 관한 현안을 논의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경제위기·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협력의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 총 48년간 한국 5,334명, 일본 4,976명 합계 10,310명이 참가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2017. 9. 25(월)~27일(수) 서울특별시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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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경제협회 주요사업
(2)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관계기관 등에 정책 제언 및
실현
○ 한일경제인회의 상정의제 논의 전문가 회의
- 1999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제1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이후, 총 17회 개최
○ 재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2017. 3. 28(화)~29(수) 서울특별시 Asem Hall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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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경제협회 주요사업
(3) 협회 회장단-주한일본대사관 교류 간담회 :
- 한일경제협회 회장단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오ㆍ만찬간담회 개최
를 통해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촉진
* 협회주최 : 오찬·만찬교류회 1~2회, 친선골프 1회/년
* 대사관주최 : 만찬회 1회~2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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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경제협회 주요사업
(4) 지역간경제교류회의 : 큐슈 및 호쿠리쿠 지역, 한중일 3국간 무역ㆍ투자
ㆍ기술협력을 촉진하고 환황해경제권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구축
○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역내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기여
→ 한일 하나의 경제권·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기반구축
○ 제1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7. 8. 28(월)~30(수) 경북 안동 개최

○ 제16회 한중일 3국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및
제2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2017. 11. 29(수)~12. 1(금) 일본 가고시마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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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경제협회 주요사업
(5)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관광ㆍ문화 등에
대한 비즈니스를 기획ㆍ발표하는 실물경제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산업협력·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리더 양성에 기여
- 2004년 1월 동경에서 1회 고교생교류를 실시 후 현재까지 23회 개최

(양국 참가인원 2,138명 - 한국: 1,077명, 일본: 1,061명)
- 한일학생미래회의 : 2006. 6월부터 한일고교생교류캠프 OB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제공과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미래와 우호증진을 위해 동 회의를 구성하여 활동
○ 제2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7. 7. 24(월)~28(금) 강원도 평창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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