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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감 사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확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0택. 부. 8 조례 제태012호)

● 설 립 확 200택. 11. 2택 (개소 200부. 2. 28)

● 설립목적 확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추진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부산의 역할 및 위상제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

기본현황
● 법인형태 확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 이 사 회 확 임원 1부명 (이사 1태명, 감사2명)

● 조직구성 확 3팀, 1센터

캐릭터    

N차차RI / ARI / W차차RI

기구표

이사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관리팀 교류협력팀 외국인지원팀

・ 전략기획, 인사, 교육, 회계, 홍보
・ 고객만족서비스 지원
・ 감사, 경영평가
・ 이사회 운영
・ 청렴, 윤리경영

・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협력 및 네탔워크 강화

・ 글로벌 인재교류 및 양성
・ 부산형 차회A 추진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 외국인 상담서비스 
・ 부산거주 외국인지원
・ 외국인 유학생지원
・ 시민·외국인 교류 지원
・ 세계시민교육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반조성
・ 통일시대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기반조성
・ 아세안, 신흥 국가 경제권 네탔워크 확대
・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좋 이사장 확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라시아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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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부월 부산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조례 제 태012호)

11월 외교통상부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

초대 안준킊 이사장 취임

2006
2월 부산국제교류재단 개소(2팀 1센터)

초대 손상찬 사무처장 취임

3월 부산 생활가이드북 <육ife in Busan> 발간

태월 재단 홈페이지 오픈

택월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북월 제2대 이권상 이사장 취임

한국어강좌 개설, 월간 소식지 제작, 재단CI 제작

10월 제1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개최

2007
1월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단체국제교류 지원사업 시행

태월 시민세계문화교실 운영

10월 제3대 안준킊 이사장 취임

2008
3월 제2대 임석준 사무처장 취임

화월 제3대 김동욱 사무처장 취임

자매도시 초청 부산 팸투어 시행

10월 외국인 한글 백일장대회 개최

2009
1월 제태대 배영길 이사장 취임

학교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중개사업 시행

2월 부산-후쿠오카 우정의해 기념사업 개최

3월 외국인 콜센터 개소

북월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연수 개최, 부산해외봉사단 파견(호치민)

외국인 종합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

8월 자매재단 결연(재단법인 후쿠오카 국제교류협회)

M차U체결(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 상해화하문화경제촉진회)

2010
1월 외국인 지원사업 자문회의 개최, 원거리 자매도시 교류확대

택월 부산-상하이 공연단 상호교류 실시

북월 시민 글로벌웹사이탔 개설

8월 M차U체결(중경시인민대외우호협회, 대련시인민대외우호협회)

10월 제택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확대 개최

(A착획C나루공원, 해외공연단 초청)

12월 제택대 고윤환 이사장 취임

2011
3월 사무실 확대 이전, 외국인 콜센터 확대운영

(종합/전문/이동상담 시행) 부산글로벌센터 개소

태월 조직개편 및 규정 정비(1실 2팀 1센터)

2012
1월 제부대 김종해 이사장 취임

유학생 지원사업 확대(3개→12개)

태월 부산유학설명회 해외 개최

북월 해외봉사단 확대 파견(호치민, 프놈펜)

8월 글로벌서포터즈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화월 제태대 김영춘 사무처장 취임

10월 외국인주민 통·번역 지원 서비스 시행, 

부산-러시아 CIS 온라인 상품전시관 개설

12월 조직개편 및 규정정비(사무차장 신설, 3팀 1센터)

2013
1월 문화와 함께하는 세계언어교실 개설, 부산 Inf임서비스 시행

3월 유학생지원협의회 창립 및 운영, 

부산국제교류재단 웹사이탔 통합개편

택월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

부월 재단 마스코탔(캐릭터) 선정

8월 한중일 우호 아동 그림전 개최

10월 한국국제교류실천네탔워크 결성(전국 태개 기관)

2014
부월 나가사키현국제교류협회와 우호교류협력 체결

8월 제북대 정경진 이사장 취임

화월 이스탄불 in 부산 개최

자매도시 시스터 빌리지 조성(캄보디아 쩡아엑 헬스포스탔 개소)

10월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국제연수 석사학위과정 운영

11월 유식-B식IC 청소년 희망 커뮤니티 프로젝탔 운영

12월 고려인 이주 1택0주년 기념 극동러시아 동포 초청

2015
2월 제8대 김규옥 이사장 취임

나진-하산 프로젝탔 설명회

부월 한·일 수교 택0주년 기념사업

10월 외국인콜센터-부산시 120 바로콜센터 연계서비스 구축

12월 제택대 로이 알록 꾸마르 사무총장 취임

국제교류한마당 개최

유차ICA 차회A 사업수행기관 청년 인턴 사업 운영기관 선정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2016
1월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유라시아 협력센터 개편 및 부산글로벌센터 확대

태월    M차U체결(한국산업인력공단)

유차ICA 국별 연수사업 위킁기관 선정

택월 ‘제화주년 세계인의 날’ 대통령상 수상

북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출정

UN산하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8월 M차U체결(세부주 교육청), 부산-세부 청소년교육방문단 상호교류

화월 글로벌 스킀탔업 위캔드 부산개최(한·중·일)

재단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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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2 라운지

사무처

강의실1

전문상담실

시설소개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

규 모 : 부북1㎡ (203평)

주요시설

● 상담센터 확 출입국, 노무, 법률, 생활정보 등 상담, 부산 inf임서비스, 통번역서비스

● 강의실 확 한국어강좌, 세계시민교육, 러시아 전문가 양성과정 등

● 교류실 확 회의, 세미나, 커뮤니티 모임 등 무료대여

● 전문상담실 확 노무, 법률, 부동산 등 전문상담

● 교류라운지 확 간행물 비치, 무료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 한국어 개인지도 운영, 내·외국인 교류 등

- 운영시간 확 월트금 화확00트20확30, 토 화확30트1부확30  좋공휴일 휴무

- 이용대상 확 부산거주 외국인 및 시민

교류실 콜센터

BUSANGLOBAL CENTER

주요목적사업
●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사업

● 기킀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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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담서비스 제공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01

외국인 종합상담서비스 운영
부산거주 외국인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외국인콜센터 (1577-7716)

- 7개 언어 (한·영·중·베·인니·러·우즈벡) 상담

- 생활, 임금, 고용, 출입국 등 생활종합상담

- 월트금요일, 오전 화확00 트 오후 부확00

● 전문상담 확 노무, 법률, 부동산, 세무 등 전문가 1확1 상담

통·번역서비스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부산 적응을 위한 동행통역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 12개 언어 (영·일·중·베·인니·러·우즈벡, 킊국,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운영

● 내용 확 외국인 주민 및 부산지역 관공서·병원 이용 시 동행통역, 문서번역 무료 서비스 제공

부산 Info서비스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부산생활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

● 7개 언어 (한·영·중·베·인니·러·우즈벡) 제공

● 정보내용

- 각종 생활정보 (정부지원 프로그램, 노무, 의료, 법률, 부동산, 출입국)

- 실시간 부산소식 (생활관련 개정법 등)

-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 한국어강좌, 유학생 지원프로그램 등)

- 부산축제 및 주요행사

1 2 3 4 5 6

1577-7716 전화 한국어(0번) 영어(1번) 베탔남어(2번)
중국어(3번) 인도네시아어(4번)
러시아/우즈베키스탄어(5번)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어의 번호를 선킋

상담접수
상담자가 

간단한 신상명세를 
확인합니다.

상담 및 안내 종료ARS 안내멘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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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활동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외국인 주민의 자립싪량 강화 및 부산의 유용한 최신 생활정보 제공

●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 부산생활가이드북 라이프 인 부산(육ife in Busan) 발행

● 재단소식지 부산라이프(Busan 육ife) 발행

● 부산국제교류재단 웹사이탔 「외국인 생활정보모 게시판 운영

외국인 한국어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통한 생활편의 제공

● 한국어강좌

● 한국어 개인지도 확 한국어 1확1 개인지도, 첨삭지도 등

● 외국인 부산사랑 경연대회 확 한국어 말하기, 공연, 연극

시민·외국인 교류라운지 운영
내·외국인 간 소통 기회 제공을 통한 교류 활성화

● 외국인과 시민의 교류활동 기회 및 장소제공 (교류실 무료대여)

● 외국어 간행물 및 국내외 도서 비치

외국인 자립역량 강화

실질적인 생활편의 제공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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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재 부산유치 지원
부산유학설명회 개최와 부산유학생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한 해외우수인재 부산유치 및 지싪 대학 네트워크 강화

● 부산유학설명회(팸투어) 개최 확 해외고교 및 한국어학과 개설대학, 한국유학희망자 대상 유학설명회 개최

● 부산유학생지원협의회 운영(18개교) 확 부산지역 대학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부산유학생지원협의회 운영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부산지싪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 동기부싩 및 친부산 인맥 형성

● 우수 유학생 장학금 지급 확 부산지역 대학 재학 우수유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유학생 대표자 네탔워크 운영 확 유학생 간 네탔워크 강화를 위한 정기회의, 문화교류 및 봉사활동 시행

● 유학생 한국문화 체험활동 지원 확 부산지역 대학 유학생 문화체험활동 지원

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턴쉽과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기회 확대 및 취업싪량 강화

● 유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확 부산소재 기관·기업에 외국인 유학생 인턴쉽 연계, 지원

● 유학생 취업탕강 확 유학생의 국내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취업교육, 이력서 첨삭지도 및 모의면접(1확1)컨설팅 등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글로벌 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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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협력

국제 민간교류 활성화 및 네탔워크 강화04
시민중심 문화·체육 교류
해외 자매도시 시민 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

● 부산-상하이 시민 생활체육교류

● 부산-시모노세키 시민 마라톤 교류

● 후쿠오카 하카킀 돈킀쿠 축제 문화공연단 파견

● 시모노세키 리틀부산페스킀 문화공연단 파견

● 키킀큐슈 왓쇼이 백만여름축제 문화공연단 파견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원거리 자매·우호도시 교류

● 자매도시 말하기 대회 지원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가오슝, 양곤, 프놈펜 등)

● 자매도시 한인의 날 문화공연단 파견

● B식IC 글로벌 포럼

민간·국제교류활동 지원
국제교류 희망 학교, 민간단체, 기관에 컨설팅, 중개 싪할을 통하싩 민간 주도형 국제교류 선도

● 민간 국제교류 사업 공모·지원 확 부산소재 민간단체 우수사업 발굴 및 지원

● 학교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중개 확 부산-자매도시간 국제교류 정보제공, 일부 재정 지원 등

● 국제교류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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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인재 교류 및 양성
다양한 교류사업 참싩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자매도시의 친부산 인재 양성

● 청소년 교육방문단 교류 (수라바야, 충칭, 가오슝, 세부)

● 글로벌 프런티어 프로젝탔 (베이징)

● 유식-B식IC 청소년 희망 프로젝탔

●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전

● 부산 글로벌 탐방

● 상하이 국제 청소년 캠프 파견

부산의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개발협력

친부산 인재 양성과 부산형 개발협력사업 추진05

성과창출형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시행
부산의 선진 도시개발 정책·기술 개발도상국 전수, 해외 의료·교육 봉사활동을 통한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강화 및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 차회A 관계자 국제초청연수

● 차회A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유차ICA 차회A 공모사업 운영 (차회A 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운영, 이집탔 지하철운영역량강화 국별 연수)

● 부산 해외봉사단(Busan Gl임bal 식riends) 파견 (캄보디아 프놈펜, 필리핀 세부)

● 자매도시 시스터빌리지 조성 (캄보디아 프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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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교류 네트워크 확대
부산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 극동러시아 경제 협력단 파견

●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 개최

● 환동해·환황해 경제권 포럼 개최

● 아세안·신흥시장 국가 경제권 네탔워크 확대 

● 해외 경제통상교류 지원

유라시아 지역 경제·문화교류 지원
유라시아 지싪 자매도시와의 인적·문화적·물적 교류 확대

●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파견

● 남북협력 통상교류 중개 및 지원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학생교류

● 극동러시아 재외동포(고려인) 문화교류

유라시아 협력센터 운영
유라시아 권싪 교류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러시아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확 전문가 초청강연 및 수준별 어학과정

● 한-러 친선의 밤 행사 개최

● 웹사이탔, 부산-러시아 CIS 온라인 상품전시관 운영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위상 강화

통일시대 환동해 경제·문화 중심도시 기반 조성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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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부산 인재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07
국내·외 취업·인턴십 사업체 발굴 및 파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부산 인재들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국내외 인턴십 사업체(외국기관, 기업) 발굴 및 파견

● 국제기구 인턴십 발굴 및 파견

● 부산-일본 자매도시 인턴십 교류

● 유-M임자e 해외취업 아카데미 개최

● UN 산하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국내·외 스타트업 캠프 파견 및 창업 지원
국내외 창업 프로그램 참가 및 행사 지원을 통해 부산 창업가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

● 중국, 일본, 인도 스킀탔업 위캔드 참가지원

● 글로벌 스킀탔업 캠프 부산개최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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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글로벌 의식 함양

시민·외국인 교류기회 확대08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부산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상호 문화교류 기회 제공

● 대상 확 재외 공관, 문화원, 커뮤니티 등

● 내용 확 세계풍물, 음식부스 운영, 국내·외 초청공연, 글로벌 벼룩시장 등

세계문화교실
외국인 주민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부산시민들에게 자국의 언어·문화 교육 제공

● 대상 확 일반 시민, 중학생(부산시교육청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계)

● 내용 확 네팔, 몽골, 멕시코, 베탔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등 세계 각 국의 문화와 언어 습득

부산 글로벌 서포터즈
부산소재 대학생들이 기획한 재단 홍보활동 및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 재단 및 각종 사업 지원, 참여 및 온·오프라인 홍보

●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체 행사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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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매·우호도시 현황 
(2016년 8월 기준)

1 가오슝 유a임hsiung 대 만 ’부부. 부.30 

2 로스엔젤레스 육임s Angeles 미 국 ’부북. 12.18

3 시모노세키(下關) Shim임n임seki 일 본 ’북부. 10.11 

태 바르셀로나 Barcel임na 스페인 ’83. 10.2택

택 리우데자네이로 Ri임 de Janeir임 브라질 ’8택. 화.23 

부 블라디보스토크 Vladi자임st임k 러시아 ’화2. 부.30

북 상하이(上海) Shanghai 중 국 ’화3. 8.2태 

8 수라바야 Surabaya 인도네시아 ’화태. 8.2화

화 빅토리아주 Vict임ria 호 주 ’화태. 10.1북 

10 티후아나 Tijuana 멕시코 ’화택. 1.1북

11 호치민 H임 chi minh 베탔남 ’화택. 11.03 

12 오클랜드 Auckland 뉴질랜드 ’화부. 태.22

13 발파라이소 Val입arais임 칠 레 ’화화. 1.2북 

1태 웨스턴케이프주 Western Ca입e 남아프리카공화국 ’00. 부.0택

1택 몬탔리올 M임ntreal 캐나다 ’00. 화.1화 

1부 이스탄불 Istanbul 터키 ’02. 부.0태

1북 두바이 회ubai 아랍에미리탔 ’0부. 11.13 

18 후쿠오카(福岡) 식uku임ka 일본 ’0북. 2.02

1화 시카고 Chicag임 미국 ’0북. 택.0북 

20 상탔페테르부르그 St. 착etersburg 러시아 ’08. 부.11

21 프놈펜 착hn임m 착enh 캄보디아 ’0화. 부.11 

22 뭄바이 Mumbai 인도 ’0화. 11.1화

23 데살로니키 Thessal임niki 그리스 ’10. 3.08 

2태 카사블랑카 Casablanca 모로코 ’11. 태.2부

2택 세부주 Cebu 필리핀 ’11. 12.1부 

2부 양곤주 비ang임n 미얀마 ’13. 1.1태

1 선전( ) Shenzhen 중 국 ’0북. 택.1북 

2 톈진(天津) Tianjin 중 국 ’0북. 북.23

3 오사카(大阪) 차saka 일 본 ’08. 택.21

태 충칭(重慶) Ch임ngqing 중 국 ’10. 12.02 

택 방콕 Bangk임k 킊 국 ’11. 북.11

부 베이징(北京) Beijing 중 국 ‘13. 8.1태      

북 나가사키현(長崎縣) Nagasaki 일 본 ‘1태. 3.2택

8 반다르아바스 Bandar Abbas 이 란 ‘1부. 택.30

화 울란바토르 Ulaanbaatar 몽 골 ‘1부. 8.03

자매도시(23개국 26개도시)
도시명    국가/지역    결연일자

우호도시(5개국 화개도시)
도시명   국가/지역   결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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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oard of Directors

Auditors

Grounds for establishment and 

objectives of the BFIC

● Grounds for establishment: Ordinance to establish the BFIC in Busan 
and to support its operation (June. 8, 2005 Ordinance no. 4012)

● Foundation: Nov. 25, 2005 (Opening of the office: Feb. 28, 2006)

● Objectives of the BFIC

- To encourage and implement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llaborative projects for Busan.

- To enhance the role and status of Busan as a hub city in Northeast Asia.

- To develop Busan into a mature international and globally competitive city.

Organization

● Corporate form: A nonprofit foundation, according to Civil Code Article 32

● Board of directors: 16 executives (14 directors, 2 auditors)

● Organizational structure: 3 teams, 1 center

Chairman of the Board

Secretary General

Deputy-Secretary General

Planning & Management Team International Relations Team Expats Assistance Team

・ Strategic planning, HR, Training, 
Accounting, Public relations

・ Boosting customer satisfaction
・ Audit and management evaluation
・ Operating board of directors 
・ Integrity and ethical management 

・ Strengthening cooperative exchanges
and networks with sister cities

・ Fostering and exchanging global human 
resources

・ Promoting ODA (Busan model)
・ Supporting subsidies for private 
organizations

・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 Providing support for exchange activities
between locals and foreign resident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Establishing the ‘Eurasia Initiative’
・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a central 
economic city in the East-Sea Rim

・ Expanding economic networks between 
ASEAN and developing countries

・ Supporting startup businesses and global
job creation

※Chairman of the Board: 

Vice mayor of Economic Affairs

Eurasia Cooperation Center

Organization chart

Character    
NOORI / ARI / WOORI



2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5
Jun. Ordinance to establish the BFIC in Busan and to support its 

operation (Ordinance no.4012)
Nov. Received official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rporate Registration
Ahn Jun-tae inaugurated as the first Chairman

2006
Feb. Opened the office (2 teams, 1 center)

Son Sang-chan took office as the first Secretary General
Mar. Published <Life in Busan>, a guidebook for foreigners
Apr. Started the BFIC website
May. Held Korean Speech Contest for foreigners
Jul.   Lee Kwon-sang took office as the second Chairman

Provided Korean classes, published a monthly magazine, and 
designed a BFIC CI

Oct. Held the 1st Global Gathering 

2007
Jan. Opened the Foreigners Support Center, started supporting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by private associations
Apr. Provided World Cultural Classes  
Oct. Ahn Jun-tae took office as the third Chairman

2008
Mar. Lim Suk-jun took office as the second Secretary General
Sep. Kim Dong-wook took office as the third Secretary General

Invited sister cities to Busan for familiarization tours
Oct. Held Korean Writing Contest for Foreigners

2009
Jan. Bae Young-gil took office as the fourth Chairman

Mediated between private association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Feb. Started an exchange activity with Fukuoka to commemorate
the first year of friendship between Busan and Fukuoka

Mar. Opened the Call Center for foreigners in Busan
Jul. Invited dignitaries from sister cities for training programs,

dispatched Busan Global Friends to Ho Chi Minh, 
started a website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to foreigners

Aug. Became affiliated with the Fukuoka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signed an MOU with the China International Youth 
Exchanges and the Shanghai Culture and Economic Promotion Agency

2010
Jan. Held foreign council meeting to support activities of the BFIC,

expanded sisterhood relationships
May. Busan-Shanghai cultural performance troupe exchange
Jul. Started the Global Citizen Website
Aug. Signed MOUs with the Chongqing International Friendship 

Association and the Dalian International Friendship Association
Oct. Expanded the scale of the 5th Global Gathering held at APEC

Naru Park by inviting foreign performance troupes
Dec. Koh Yoon-hwan took office as the fifth Chairman

2011
Mar. Expanded and moved the BFIC office, diversified the call center

for foreigners (providing Comprehensive/Specialized/Mobile
counseling), opened the Busan Global Center

Apr. Reorganization and Regulation Arrangement 
(1 office, 2 teams, 1 center)

2012         
Jan. Kim Jong-hae took office as the sixth Chairman

Expanded 12 support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pr. Held Busan Study Abroad Fair overseas
Jul. Expanded dispatch of Busan Global Friends to two sister cities

(Ho Chi Minh and Phnom Penh)
Aug.  Organized and operated Busan Global Supporters programs
Sep. Kim Young-chun took office as the fourth Secretary General
Oct. Provided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to foreign residents

in Busan, opened Busan-Russia CIS online products exhibition
Dec.  Reorganization and Regulation Arrangement

(introduced the new position of ‘Deputy Secretary-General’,       
3 teams, 1 center)

2013
Jan. Opened World Language Classes, provided the Busan Info Service
Mar. Made an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Council, integ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BFIC website
May. Received award from the Head of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Jun.   Selected an official character for the BFIC
Aug. Held Future Leaders Camp, Participated in Korea-China-Japan 

Children Painting Exhibition
Oct. Formed the Korea International Exchange Network with fou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tionwide

2014
Jun. Signed an MOU with the Nagasaki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Aug. Jung Gyung-jin took office as the seventh Chairman
Sep. Supported the organization called ‘Istanbul in Busan’

Established Sister Villages in sister cities (opened the Cheong
Aek Health Center, Cambodia)

Oct. Operated Master’s course on international training for sister 
village officers

Nov. Organized KF-BFIC Teen’s Hope Community Project
Dec. Invited Overseas Koreans from Russia Far East to celebrate the

150th anniversary of emigration

2015
Feb.   Kim Kyu-ok took office as the eighth Chairman

Held Najin-Hasan Project briefing session
Jun. Held exchange activity to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ct. Started a 120 hotline service between BFIC call center and Busan

Metropolitan City
Dec. Alok K. Roy took office as the fifth Secretary General 

Held annual International Exchange Day
Selected as a KOICA ODA organization for operating the Youth
Internship Project
Designated as a family friendly organization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Jan. Designated as an organization that provides early adaptation for

immigrant youth
Reorganized the Eurasia Cooperation Center and enlarged
the Busan Global Center

Apr. Signed an MOU with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Designated as a consigned organization for KOICA training projects

May. Awarded the Presidential Prize on the 9th consecutive ‘Together Day’
Jul. Dispatched a Busan Expedition to Eurasia

Held International Career Fair

Aug. MOU wit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Cebu

Province, exchange activities of Busan - Cebu youth education

visitors

Sep. Held Global Startup Camp in Busan

History of the B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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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Room 2 Lounge

Administrative Office

Lecture Room 1

Counseling Room

Facilities

Location: 13th floor of National Pension Service Bldg., Jungang-daero 1000, Yeonje-gu,

Busan (Metro Line 1, City Hall Station, Exit no.2)

Size: 671㎡

Major facilities

● Call Center (1577-7716) provides information, interpretation & translation services and

a consulting services on immigration issues, labor issues, laws, and lifestyles

● Lecture Rooms for Korean classes, world language classes, themed lectures, Russia

professional manpower classes, etc.

● Conference Room for meetings, seminars, and community gatherings

● Counseling Room for specialized counselors to give advice and information on labor 

issues, laws, and immigration 

● Cultural Interchange Lounge, Magazines and Publications, Free internet, Electronic notice

board, Korean Language Supporters, etc.

- Hours of operation: Mon to Fri, 9:00~20:30, Sat 9:30~16:30 

※Closed on national holidays

- Users: Local citizens and foreign residents 

Conference Room Call Center

BUSANGLOBAL CENTER

Main Activities

●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 Managing projects to create a city that helps foreign residents live well

●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supporting projects for trade relations

● Other projects to achieve the BFIC’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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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counseling service for foreigners

Providing help for foreign resident’s needs01

Counseling service for foreigners
Providing counselling service to foreign residents living in Busan

● BFIC Call Center (1577-7716)

- 7 languages (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Indonesian, Russian, Uzbek)
- Daily life, wages, employment, immigration, and various other practical matters

- Counseling hours: Mon-Fri, 09:00 ~ 18:00

● Specialized counseling: Professional advice on labor issues, laws, real estate, tax, etc.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
Provid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 for foreign residents’ seamless transition

into life in Busan

● 12 languages (English, Japanese, Chinese, Vietnamese, Indonesian, Russian, Uzbek,
Thai, Mongolian, Khmer, Burmese, Tagalog)

● Service areas: Provid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foreign residents,
public offices, hospitals, etc. 

Busan info service
Providing the latest information to improve the lives of foreign residents in Busan

● 7 languages (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Indonesian, Russian, Uzbek)
● Information Contents
- Living Information 

(Government support programs, Labor, Medical care, Law, Real estate, Immigration)

- News about Busan (Revised regulations related to life here)

- Programs of the BFIC

(Free Korean classes, support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etc.)

- International festivals and events held in Busan

1 2 3 4 5 6

Call 1577-7716 Press the corresponding number to

choose the desired language 

Korean (press 0)

English (press 1) Vietnamese (press 2) 

Chinese (press 3) Indonesian (press 4)

Russian, Uzbek (press 5)

Apply for 

the counselling service

Receive counseling 

and information

Exit the serviceFollow the ARS

recorded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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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Offering greater convenience in Busan02
Supporting community activities and providing living 
information to foreign residents
Developing the self-reliance of foreign residents and providing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living in Busan

● Supporting foreign communities
● Publishing guidebook for living in Busan, ‘Life in Busan’
● Publishing the BFIC’s magazine, ‘Busan Life’
● Operating 「For Foreign Residents」 one of the menu options on the BFIC website,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for foreigners

Developing Korean proficiency
Improving the Korean proficiency of foreign residents to make their lives in Busan 

more convenient

● Korean Classes
● Korean Tutoring Service: Q&A opportunities related to learning Korean, correction 

of written Korean, etc.

● ‘I Love Busan’ Contest: Korean speech, performance, and play

Exchange lounge for citizens & foreigners
Providing a lounge to promote exchange activities between locals and foreign residents

● Providing a place for relaxation and meetings free of charge
● Providing publications, magazines, and books written in Korean and foreign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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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ng global talents to Busan
Organizing the Busan overseas education fair and the Busan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association to attract 

global talents to Busan and strengthening networks between regional universities

● Busan overseas education Fair (Fam tour): 
Holding education fairs for high schools abroad, overseas universities that opened Korean courses, and 

foreign students who plan to study in Korea

● Running a Busan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Association with 18 universities in Busan to support and attract foreign 
university students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nd living in Busan
Operating various support programs to motivate international students by strengthening bonds through networks

● Offering scholarships to international students for outstanding performance
● Organizing an international students network: Holding of regular meetings for international students staying in Busan to help
them socialize and bond through networks, participate in cultural exchange programs and carrying out volunteer work

● Supporting Korean culture experience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Operating career development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Managing internship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that enable foreign students to increase their competency 

and career opportunities in Korea

● Internship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Operating internship programs by liaising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in Busan

● Running Career Developing Programs: 
Providing career training for success in the Korean job market (resume editing, personal job interview counseling, etc.)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ttracting and supporting global talent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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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by citizens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through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with sister cities

● Busan-Shanghai Sports Exchanges
● Busan-Shimonoseki Sports Exchanges
● Dispatching a Cultural Performance Team to Hakata Dontaku Festival, Fukuoka
● Dispatching a Cultural Performance Team to Little Busan Festa, Shimonoseki 
● Dispatching a Cultural Performance Team to Kitakyushu Wasshoi Summer Festival

Enhancement of sister and friendship city exchanges
Extending global networks through exchanges with sister and friendship cities 

as well as promoting new projects

● Long-distance sister and friendship city exchanges
● Supporting Korean Speech Contests in sister cities (Fukuoka, Shimonoseki, Kaohsiung, Yangon, 

and Phnom Penh)

● Dispatching a Cultural Performance Delegation to sister cities for ‘Korean Day’
● BFIC Global Forum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s of private associations
Promoting citizens-leading international exchanges by mediating and providing counseling

to schools, private association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on international exchange affairs

●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of private associations:
Promoting and supporting outstanding projects of private associations in Busan 

●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xchange mediation and support of private associations:
Providing information, mediation, and financial support

● Holding an international exchange day

Enhancement of exchanges with sister and friendship cities

Strengthening global networks and private international exchang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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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ing of global talent in Busan
Fostering global talent by providing opportunities in various exchange activities 

as well as developing Korean-friendly global talent

● Youth education exchanges (Surabaya, Chongqing, Kaohsiung, and Cebu)
● Busan-Beijing Global Frontier Project
● KF-BFIC Global Dream Camp
● Korea-China-Japan Children’s Friendship Painting Exhibition
● Busan Youth Global Learning Program
● Dispatching Busan students to Shanghai International Youth Camp

Implement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Strengthening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ister cities and boosting the Busan’s brand through the introducing advanced city 

development policy and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and dispatching overseas medical and education volunteers 

●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for overseas ODA officers 
● Operating cooperative programs with ODA organizations 
● Operating KOICA-ODA projects:
Running Youth Internship Programs,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Metro Management

● Dispatching Busan Global Friends to sister cities (Phnom Penh and Cebu)
● Establishment of Sister Villages in sister cities (Phnom Penh)

Fostering of global tal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moting Busan-friendly tal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ODA model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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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ing economic networks 
Offering an opportunity to Busan enterprises to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cultivating good relations and exchanging information with businesses

● Dispatching the Far East Economic cooperation delegation
● Holding the Busan-Russia Far East Economic Forum 
● Holding the East-Sea Rim Economic Zones Forum  
● Extending economic networks of ASEAN and new rising overseas markets 
● Supporting overseas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Supporting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in the Eurasia region 
Promoting the economic/cultural exchanges between Busan and sister cities in Eurasia

● Dispatching the Busan Expedition to Eurasia
● Mediating and supporting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for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 Busan-Vladivostok Student Mutual Exchanges

● Cultural exchanges with Russian Koreans in Russia Far East

Eurasia Cooperation Center
Strengthening overall Eurasian regional networks and

enhancing Busan-Eurasia exchanges by developing the professional labor force

● Russian business expert course: Provides special lectures and language classes
● Korean-Russian Friendship Night
● Operating a website and a Busan-Russia CIS online goods exhibition

Busan, a gateway to Eurasia

Boosting the city’s image as a gateway to Eurasia 

and the top cultural and economic city in the East-Sea Rim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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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internship and dispatching global talents
Boosting enterprises that offer domestic and overseas recruiting and internship 

programs and dispatching Busan global talents to the world

● International exchange specialist training program
● Discovering foreign and domestic enterprises running internship programs
● Discover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offer internship programs and dispatching students
● Busan-Japan sister city internship exchanges
● Holding a K-Move Career Academy

● Holding an International Career Fair 

Dispatching domestic and overseas startup camps and 
supporting startup businesses
Enhancing Busan startup entrepreneurs to the globe by supporting participation 

in overseas and domestic startup programs

● Supporting Busan students to participate in Startup Weekend Camps in China, Japan, and India

● Holding a Global Startup Camp in Busan

Global career promotion and supporting startup business

Promoting Busan global talents to the worl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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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on of citizens global awareness

Fostering exchange opportunities between 

citizens and foreigners
08

Global Gathering
Providing locals and foreigners with a cultural exchange opportunity to experience traditions and 

food from all over the world

● Participants: Representatives of embassies, cultural centers, and foreign communities 
● Contents: Cultural performances, food stalls, global performances, global flea markets, etc.

World Cultural Classes
Foreign residents staying in Busan give lectures on the culture and language of their home countries 
● Participants: Citizens, middle school students (in connection with Career Experience Programs by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Contents: Learning diverse cultures and languages from Nepal, Mongolia, Vietnam, Brazil, Indonesia, Turkey, 

The Philippines, etc. 

Busan Global Supporters
Busan Global Supporters are comprised of university students and university communities in Busan who have

an interest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supporting foreigners in Busan

● Supporting and participating in programs and projects hosted by the BFIC
● Planning and operating programs for locals and foreigners to exchange their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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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r cities and Friendship cities of Busan
(Last updated: August, 2016)

1 Kaohsiung, Chinese Taipei ’66. 6.30

2 Los Angeles, United States ’67. 12.18

3 Shimonoseki, Japan ’76. 10.11

4 Barcelona, Spain ’83. 10.25

5 Rio de Janeiro, Brazil ’85. 9.23

6 Vladivostok, Russia ’92. 6.30

7 Shanghai, China ’93. 8.24

8 Surabaya, Indonesia ’94. 8.29

9 Victoria, Australia ’94. 10.17

10 Tijuana, Mexico ’95. 1.17

11 Ho Chi Minh, Vietnam ’95. 11.03

12 Auckland, New Zealand ’96. 4.22

13 Valparaiso, Chile ’99. 1.27

14 Western Cape, South Africa ’00. 6.05

15 Montreal, Canada ’00. 9.19

16 Istanbul, Turkey ’02. 6.04

17 Dubai, United Arab Emirates ’06. 11.13

18 Fukuoka, Japan ’07. 2.02

19 Chicago, United America ’07. 5.07

20 St. Petersburg, Russia ’08. 6.11

21 Phnom Penh, Cambodia ’09. 6.11

22 Mumbai, India ’09. 11.19

23 Thessaloniki, Greece ’10. 3.08

24 Casablanca, Morocco ’11. 4.26

25 Cebu, Philippines ’11. 12.16

26 Yangon, Myanmar ’13. 1.14

1 Shenzhen, China ’07. 5.17

2 Tianjin, China ’07. 7.23

3 Chongqing, China ’10. 12.02

4 Osaka, Japan ’08. 5.21

5 Bangkok, Thailand ’11. 7.11

6 Beijing, China ’13. 8.14

7 Nagasaki, Japan ’14. 3.25

8 Bandar Abbas, Iran ’16. 5.30

9 Ulaanbaatar, Mongolia ’16. 8.03

Sister cities (26 cities from 23 countries)
City / Country, Region / Date of agreement

Friendship cities (9 cities from 5 countries)
City / Country, Region / Date of agreement

20

4

24

16

23

17
22

14

26 21

11

1

18 10

2 19

15

13

5

3

6

7

25

8

9 12

5

3 1

6

8

2

9

4

7

BUSAN



13Fl, National Pension Bldg., 1000 Jungang-daero, Yeonje-gu.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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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page. www.bfic.kr | Facebook. www.facebook.com/www.bfic.kr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