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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 4012호)

설       립	 2005. 11. 25.(개소 2006. 2. 28.)

설립목적	 •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부산의 역할 및 위상제고
	 •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건설

설립근거 및 목적

법인형태	 민법 제 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이 사 회	 임원 15명(이사 13명, 감사 2명)

조직구성	 3팀, 1센터

기본현황

조직도

사무총장
유라시아협력센터

사무차장

교류협력팀 외국인지원팀기획관리팀

이사장
이사회

감   사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주요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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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주요목적사업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사업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기타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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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국제교류 확대	 08

1) 시민 생활스포츠 교류
	 부산-상하이 생활체육교류
	 부산-시모노세키 마라톤교류
	 부산-라오스 친선 야구교류
	 한일 리틀야구 친선교류

2) 시민 문화교류
	 기타큐슈 왓쇼이 백만축제 문화공연단 파견
	 시모노세키 리틀부산페스타 문화공연단 파견
	 후쿠오카 하카타 돈타쿠 축제 시민파견

공공외교 활성화	 10

1) 원거리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부산-뭄바이 카바디 지도자 교류
	 함부르크 한국축제 부산시립예술단 파견

2) 자매ㆍ우호도시 행사지원 및 협력
	 제12회 상하이 국제청소년 우정캠프 참가
	 제6회 세부 한인의 날 국립부산국악원 파견
	 자매도시 말하기대회 지원(후쿠오카, 시모노세키)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강화	 11

1) 민간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공모
2) 민간단체 국제교류 중개 및 지원
3) 국제교류한마당(All About BFIC) 개최

글로벌 청년 인재양성	 12

1) 청소년 교육방문단 교류
	 부산-충칭 학생 교류
	 부산-가오슝 학생 교류
	 부산-수라바야 학생 교류

2) 글로벌프런티어 프로젝트
	 부산-중국 청년 프런티어
	 부산글로벌탐방

3) KF-BFIC 청소년 희망커뮤니티 프로젝트(3차) 및 후속사업

4)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전 및 아동교류



시민중심 국제교류 확대

부산-상하이 생활체육교류
• 기간/장소	 6. 17 ~ 21(부산), 10. 27 ~31(상하이)
• 인 원	 42명(초청 18, 파견 24)
• 내 용	 시민탁구 친선경기 참가, 문화탐방

부산-시모노세키 마라톤교류
• 기간/장소	 7. 16 ~ 17(부산), 11. 5 ~ 6(시모노세키)
• 인 원	 	 29명(초청 4, 파견 25)
• 내 용	 	 부산태종대혹서기마라톤대회,
	 	 시모노세키카이쿄마라톤, 문화탐방

1

시민 생활
스포츠 교류

  재단은 해외 자매도시와 부산 시민 간의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문화이해와 우호를 지속적
으로 증진해오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부산과 자매우호도시(라오스, 후쿠오카) 간 친선야구교류를 새롭게 
추진해 청소년야구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후쿠오카 하카타 돈타쿠 축제에 부산태권도공연단을 
파견함으로써 시민 간의 문화 · 체육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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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하카타 돈타쿠 축제 시민파견
• 기 간	 5. 2(월) ~ 5(목) [3박 4일]
• 장 소	 후쿠오카 일대
• 파 견	 35명
• 내 용	 풍물 공연 및 태권도 시범, 일본 문화탐방

기타큐슈 왓쇼이 백만축제 문화공연단 파견
• 기 간	 8. 6 ~ 8 [2박 3일]
• 장 소	 기타큐슈시
• 파 견	 25명
• 내 용	 	청소년 태권도팀 파견, 부산홍보 및 브랜드 제고, 

일본 기업 및 전통문화 이해

시모노세키 리틀부산페스타 문화공연단 파견
• 기 간	 11. 22(화) ~ 24(목) [2박 3일]
• 장 소	 시모노세키시
• 인 원	 32명
• 내 용	 	태권도 시범단 파견, 일본 대학방문 및 교류

2

시민 문화교류

부산-라오스 친선 야구교류
• 기 간	 8. 23(화) ~ 26(금) [3박 4일]
• 장 소	 부산 일대
• 인 원	 22명
• 내 용	 라오스 청소년 야구단 초청, 친선 대회,
	 야구장 시찰, 부산 탐방 등

한일 리틀야구 친선교류
• 기 간	 9. 10(토) ~ 12(월) [2박 3일]
• 장 소	 후쿠오카
• 파 견	 29명
• 내 용	 	일본 야구부와 친선경기,
	 후쿠오카시청 예방, 문화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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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상하이 국제청소년 우정캠프 참가
• 기 간	 7. 12(화) ~ 7. 22(금) [10박 11일]
• 장 소	 중국 상하이
• 인 원	 2명 ※행사규모 : 22개국 124명 참가
• 내 용	 국가테마쇼, 홈스테이, 중국문화체험, 관광명소탐방

자매도시 말하기대회 지원(후쿠오카, 시모노세키)
• 일자/장소	 12. 10(토), 후쿠오카
	 12. 14(수), 시모노세키
• 대회명	 후쿠오카 한국어 변론대회
	 시모노세키시립대학 코리안 스피치대회
• 내 용	 수상자 상장 수여 및 어학연수 제공

제6회 세부 한인의 날 국립부산국악원 파견
• 기 간	 9. 28(수) ~ 10. 4(화) [6박 7일]
• 장 소	 필리핀 세부
• 인 원	 9명
• 내 용	 세부 한인의 날 축하공연, 부산홍보

2
자매ㆍ우호도시
행사지원 및
협력

부산-뭄바이 카바디 지도자 교류
• 기 간	 7. 26(화) ~ 8. 3(수) [7박 9일]
• 장 소	 인도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 인 원	 13명
• 내 용	 카바디 지도자 교류, 학교관계자 교류,
	 	재단-대한카바디협회-세계카바디협회 MOU

체결(2월)

함부르크 한국축제 부산시립예술단 파견
• 기 간	 4. 2(토) ~ 4. 10(일) [8박 9일]
• 장 소	 독일 함부르크
• 인 원	 14명
• 내 용	 2016 함부르크 한국축제 개막공연,
	 합동공연, 문화탐방

1
원거리 자매ㆍ
우호도시 교류

공공외교 활성화
  2016년에는 원거리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독일 함부르크 한국축제에 부산시립예술단을 파견
하고, 부산과 인도 뭄바이 카바디 지도자 간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부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하였다. 또한 세부 한인의 날 축제에 문화공연단을 파견하여 부산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함부르크 한국축제 부산시립예술단 파견

10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성과 2016



• 내 용	 국제교류 관련 자문 및 정보제공, 통 · 번역 등 교류 관련 예산 지원
• 지 원	 기관, 학교, 단체 74건 중개

2
민간단체 국제교류
중개 및 지원

• 일 시	 12. 19(월) 18:20~21:30
• 장 소	 해운대 그랜드호텔
• 인 원	 420명(	부산지역 재외공관, 외국인커뮤니티, 

2016년 사업참가자 등)

• 내 용	 	기념공연, 환영사 · 축사, 16년도 활동실적 보고, 
우수활동자 시상식, 교류회

3
국제교류한마당
(All About BFIC)
개최

• 내 용	 부산지역 국ㆍ내외 민간국제교류사업 지원
• 대 상	 23개 단체

1
민간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공모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강화
  재단은 민간 국제교류사업 공모지원을 통해 부산소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차원의 우수한 국제교류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학교 및 민간단체에 부산과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민간 주도형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제교류한마당 개최를 
통해 외국공관 관계자, 국제교류기관, 부산소재 외국인과 시민 등 400명 이상을 초청하여 국·내외 인적 네트
워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유네스코부산협회
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한일친선협회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풍물굿패 소리결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문화복지공동체 사상프린지

초량왜관 연구회
생명그물
부산광역시 조정협회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한끼의 식사기금
기회의학숙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
인도네시아 찌아찌아한글장학회

BS날빛자원봉사후원회
한나래문화재단
Dream C.T.
그린닥터스
APEC기념재단
베트남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부산체육지도자협의회

지원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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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년 인재양성

부산-가오슝 학생 교류
• 기간/장소	 5. 19 ~23(부산) / 11. 18 ~ 22(가오슝)
• 인 원	 26명(부산 초청 13, 충칭 파견 13)
• 내 용	 학교 상호방문 교류,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부산-충칭 학생 교류
• 기간/장소	 4. 30 ~ 5. 4(부산) / 11. 12 ~ 16(충칭)
• 인 원	 26명(부산 초청 13, 충칭 파견 13)
• 내 용	 학교 상호방문 교류,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1
청소년
교육방문단 교류

  재단은 부산과 자매·우호도시(충칭, 가오슝, 수라바야) 간 청소년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부산-중국 청년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산과 베이징 청소년이 상호 전문분야 교류와 
관련 기관 탐방 등을 실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KF-BFIC 
청소년 희망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전을 부산에서 개최하고 부산 수상자를 
후쿠오카와 상하이에 파견하는 등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부산-수라바야 학생 교류
• 기간/장소	 5. 29 ~ 6. 6(수라바야) / 10. 30 ~ 11. 5(부산)
• 인 원	 27명(수라바야 파견 15, 부산 초청 12)
• 내 용	 학교 상호방문 교류, 홈스테이, 문화체험 및 탐방 등

12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성과 2016



구분 제4회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전 부산전시

부산 전시
시상식 초청

부산 수상자
후쿠오카 파견

부산 수상자
상하이 파견

일정 1차		6.	30	~	7.	9
2차		7.	11	~	7.	16

상하이						7.	1	~	3
후쿠오카		7.	2	~	3 7.	5	~	7.	7 8.	12	~	8.	14

장소 1차	시청전시실
2차	시민공원 미로전시실 시민공원 미로전시실 후쿠오카 상하이

내용 부산,	후쿠오카,	상하이
어린이 그림 전시

시상식(7.2),	환영회,
부산 탐방 등

한중일 교류회,
한국총영사관 예방 등 개막식,	문화탐방 등

인원 296점
(부산	100,	상하이	94,	후쿠오카	102)

36명
(후쿠오카	18,	상하이	18)

23명
(수상자	12,	보호자	9,	재단	2)

18명
(수상자	8,	보호자	8,	재단	2)

구분 팀명 탐방지역 주제
최우수상 K.O 캐나다 몬트리올 토론토 부산의 다문화 캐나다를 통해 보다

우수상 부네상스 호주 시드니 멜버른 오페라를 사랑하는 부산의 청년들,
호주에서 답을 구하다

장려상

다이나믹휠체어 일본 후쿠오카 후쿠오카,	여행을 만드는 여행
러부락 일본 큐슈,	시모노세키 철길따라 다양하게 에키벤

김치나시고랭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K-FOOD!	할랄시장을 노려라!
리쩨라뚜라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크 등 문학의 나라,	러시아를 느끼다.

4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전
및 아동교류

부산-중국 청년 프런티어
• 기간/장소	 5. 24 ~ 28(베이징) / 9. 6 ~ 8(부산)
• 인 원	 20명(베이징 파견 14, 부산 초청 6)
• 내 용	 학교 방문, 전문 분야 교류,
	 관련 기업 및 기관 탐방 등

부산글로벌탐방
• 기 간	 16. 7. 1(금) ~ 8. 23(금)
• 장 소	 6개 해외자매도시(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 인 원	 부산지역대학 재(휴)학생 18명
• 내 용	 해외도시 선진 우수사례 탐방, 기관시찰 등

2
글로벌프런티어
프로젝트

• 기 간	 6. 3(금) ~ 6. 5(일) [2박 3일] 
• 장 소	 부산일대
• 인 원	 다문화 청소년 58명
	 (3차사업 41, 후속사업 17)
• 내 용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 진로가이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	 후속사업 : 미래 직업체험
	 	 (영사관, 방송국, 병원, 경찰청 방문체험)

3
KF-BFIC 청소년
희망커뮤니티
프로젝트(3차)
및 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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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형 개발협력사업 시행

1
ODA 관계자
초청 국제연수

• 기 간	 도시개발(도시재생) 6. 19(일) ~ 6. 25(토) [6박 7일]
	 농업 9. 4(일) ~ 9. 12(월) [8박 9일]
• 인 원	 32명(도시개발16, 농업16)
• 참가도시	 호치민, 프놈펜, 양곤, 울란바토르, 수라바야, 세부주, 비엔티엔
• 내 용	 관련강의, 기관방문견학, 워크샵 및 프레젠테이션, 문화탐방 등
• 협력기관	 부산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16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성과 2016

  재단은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고자 부산의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부산의 선진
분야(도시개발, 농업) 노하우를 전파하는 ODA 관계자 초청 국제연수를 개최하고, ODA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ODA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KOICA 공모사업으로 ODA 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을 운영하고,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하여 이집트 
지하철 운영 역량강화 국별연수를 운영하였다.



이집트 지하철 운영 역량강화 국별연수
• 기 간	 2016~2018년(3년 계약)
• 장 소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교통공사 BTC아카데미
• 인 원	 45명(연 15명 초청)
• 내 용	 	부산 지하철 운영 노하우 전수, 국별보고,
	 액션플랜 수립 등

ODA 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운영
• 기 간	 2016년 연중
• 근무지	 부산국제교류재단, 코이카부산지역센터
• 인 원	 9명(상반기 4, 하반기 5)
• 주요업무	 ODA 사업수행 실무 참여,
	 사업과정 모니터링, KOICA사업 지원

2
코이카(KOICA)
공모사업
위탁운영

• 기 간	 11. 25(금) ~ 26(토) [1박 2일]
• 대 상	 부산시민, ODA 수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공자 등
• 인 원	 벡스코 전시장
• 내 용	 ODA사진전, 홍보부스 운영 등

4
개발협력위크

• 일 자	 11. 25(금)
• 대 상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및
	 국내외 ODA사업 관련기관
• 인 원	 100여명
• 내 용	 도시별 주제 관련 정보공유,
	 협업‧발전방안 모색

3
국제개발협력포럼
(ODA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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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은 부산과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프놈펜과 필리핀 세부의 교육 · 의료 취약지역에 부산해외봉사단
을 파견하여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기능봉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놈펜 시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보건 ·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3년간의 프로젝트인 시스터
빌리지 건립으로 지역아동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료진료를 제공하였다.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기 간	 2016년 연중
• 장 소	 캄보디아 프놈펜시
• 내 용	 	캄보디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보건 · 의료

환경 개선, 이관식
• 활 동	 	무료진료 4,525명, 지역아동 편의시설
	 (놀이터) 건립

1
자매도시
시스터빌리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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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해외봉사단
파견

프놈펜시 봉사단 파견
• 기 간	 7. 9(토) ~ 7. 19(화) [9박 11일]
• 장 소	 캄보디아 프놈펜시
• 인 원	 50명
• 내 용	 교육봉사, 의료봉사, 노력봉사(놀이터 건축) 등
• 협력기관	 (사)이태석기념사업회

세부주 봉사단 파견
• 기 간	 8. 8(월) ~ 8. 14(일) [5박 7일]
• 장 소	 필리핀 세부주
• 인 원	 27명
• 내 용	 기능봉사, 의료봉사, 문화교류 활동 등
• 협력기관	 (재)그린닥터스, 부산기능육영회

19Ⅱ. 부산형 개발협력사업(OD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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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흥시장 인도와의 상호 경제교류에 집중하였다. 
인도 Pune IT 파크 회장을 부산으로 초청하여 부산시 스타트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 
인도산업연합을 비롯한 8개 인도기업의 대표자를 부산으로 초청하여 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글로벌 도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유라
시아 연구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을 통하여 해당지역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1
해외 경제통상
교류 지원

일정
구분

인도	PUNE	IT	Park	
회장 초청

인도 바이어	
관계자 초청

유라시아 연구
국제컨퍼런스	개최지원 글로벌 도시포럼

기 간 4.	5(화)	~	7(목) 5.	24(화)	~	27(금) 6.	22(수)	~	24(금) 11.	15(화)	~	17(목)

장 소 부산시 일대 부산시 일대 부경대학교 해운대 웨스틴조선

초청인원
(대상)

2명
(IT	Park	창립자

·	Reshmika	회장 및 운영자)

9명
(인도기업	8개사	대표,

인도산업연합	1명)
24명

(유럽	및	아시아	학자)
5명

(일본 고베,
구마모토,	후쿠시마)

내 용
창업 유관기관 시찰

(스타트업카페,	창조경제혁신
센터,	센탑,	신항만사업소,

테크노파크 등)

2016	상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	

유관기관 시찰

학술회의
(주제	:	Asia-Europe	

Strategic	Partnership	in	
a	Dynamic	World)

‘글로벌 협력을 통한
재난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주제 포럼

인도 바이어 관계자 초청 글로벌 도시포럼

22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성과 2016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반조성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부산 주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의지를 실현하고자 “2016 유라
시아 부산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러시아 7개의 거점도시에서 부산만의 컨텐츠로 구성된 문화 · 교류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시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러시아 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상호학생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자매도시 블라디보스토크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협력을 도모하였다. 
제6회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을 통해서 양 지역의 해양수산분야 경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1
2016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파견

• 기 간	 7. 16(토) ~ 8. 3(수) [18박 19일]
• 이동경로	 부산항 출발(해양대 한나라호)  블라디보스톡(TSR)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리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부르크(항공)  부산
• 규 모	 총 130명(전 구간 탑승자 : 54명)
	 - 원정대 55명(대학생 22, 초청인사 등 일반시민 23, 운영진 10)
	 - 태권도팀 15명, 시립합창단 32명, 청년국악팀 6명, 시장단 10명, 부시장단 2명, 기업인 10명 
• 주 제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 유라시아 물류루트 대장정!(실크로드 익스프레스)
• 내 용	 해상‧육상 복합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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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동러시아
경제협력단
파견

• 기 간	 7. 17(일) ~ 7. 20(수) [3박 4일]
• 장 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인 원	 13명(부산시 3, 기업인 관계자 10)
• 내 용	 	현지 기업인 및 정부관계자(블라디보스토크 시청, 연해주정부, 극동개발부) 간담회
	 현지 무역항 및 물류시설 등 산업시설 시찰

6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동포청소년 
부산 초청

• 기 간	 12. 14(수) ~ 12. 20(화) [6박 7일]
• 장 소	 부산 및 경남
• 인 원	 6명(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센터장 1, 고려인칠성무용단 5)
• 내 용	 내외국인 교류행사 참가, 전통문화체험, 부산 도시 및 고국 역사 탐방

3
부산 -
블라디보스토크
상호 학생교류

• 기 간	 3. 25(금) ~ 3. 30(수) [부산초청]
	 7. 17(일) ~ 7. 20(수) [블라디보스토크 파견]
• 인 원	 26명(부산 초청 9,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17)
• 내 용	 	학교 방문 및 공연교류, 도시 및 유적지 탐방, 

문화 체험 등

5
제6회
부산 -
극동러시아
경제포럼

• 일 시	 11. 9(수), 14:00~17:30
• 장 소	 해운대 웨스틴 조선 호텔
• 인 원	 양 지역 경제인, 공무원, 학계관계자,
	 시민 등 120여명
• 주 제	 	유라시아 시대 해양수산 중심도시 부산의
	 新협력파트너 – 극동러시아
• 내 용	 	사전행사(하바롭스크 투자진출 설명회),
	 참가자 별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2
부산데이 in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사 개최 

• 일 자	 7. 31(일)
• 장 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 인 원	 7,000여명
• 내 용	 부산데이 개막식, K-pop 컨테스트,
	 한국문화체험부스, 부산사진전, 갈라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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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러시아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할 러시아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러시아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연말에는 러시아 어린이 성탄행사를 주부산러시아총영
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내 거주 러시아인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 한-러 상호 문화 이해와 
우호증진에 기여하였다.

1
러시아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기 간	 연 2기[상반기 : 3~5월 / 하반기 : 9~12월]
• 장 소	 재단 강의실
• 인 원	 	러시아 관련 업무 관계자 및 전공자, 러시아어 학습 관심자 등 120여명
• 내 용	 	러시아 비즈니스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수준별 어학 과정

2
러시아 어린이
성탄행사
공동개최 

• 일 시	 12. 17(토), 17:00~19:30
• 장 소	 해운대 그랜드호텔
• 인 원	 	국내 및 부산 거주 러시아언어권 가정 등 300여명
• 내 용 	 춤 · 노래 경연대회, 단체게임, 선물증정 등
• 주 관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 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유라시아협력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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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27

1) 국제교류전문가 양성과정

2) K-move 해외취업아카데미 in 부산

3) 부산 대학생 국제기구 인턴십 파견

4) UN산하기구 진출 설명회

5) 부산 대학생 UN모의회의

6) 부산-해외 자매도시 대학생 인턴쉽 교류(일본)

7) 외국계 기업(일본) 취업전략 설명회

글로벌 청년 창업 지원	 29

1) 한 · 중 · 일 스타트업 위캔드 부산 개최

2) 일본 및 중국 스타트업 위캔드 청년 파견



  세계 흐름에 적절히 대응 가능한 경쟁력이 강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부산지역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제교류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단의 주요사업에 직접 참여
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K-Move 해외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UN산하기구 진출 설명회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인턴쉽 
과정에 부산지역 대학생을 파견함으로써 향후 부산지역인재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다.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2
K-move
해외취업
아카데미
in 부산

• 기 간	 4~5월, 9~10월 [연 2기]
• 장 소	 재단 강의실 및 교류실
• 인 원	 62명
• 내 용	 	해외취업 준비방법 및 효과적인 취업정보
	 검색법 제시

1
국제교류전문가 
양성과정

• 기 간	 연 3기 운영(1학기, 하계방학, 2학기)
• 장 소	 재단 사무실내
• 인 원	 20명
• 내 용	 	외국인지원, 국제교류협력, 기획관리 등
	 재단주요사업 교육 및 자율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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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산하기구
진출 설명회

• 일 시	 7. 1(금), 14:00~18:00
• 장 소	 부산시청 대강당 외
• 인 원	 1,300여명
• 내 용	 	기구별 심층 워크숍 및 모의 인터뷰

3
부산 대학생
국제기구
인턴십 파견

• 기 간	 8~12월
• 장 소	 UNESCO-UNEVOC 
	 (유네스코 산하 유엔 직업교육훈련국제센터)
• 인 원	 2명
• 내 용	 	실무능력 배양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현지 자료조사, 책자발간 편집업무 등

7
외국계 기업
(일본)
취업전략
설명회

• 일 시	 12. 3(토), 11:00~14:00
• 장 소	 재단 교류실
• 인 원	 35명
• 주 최	 부산국제교류재단, ㈜호스피타블
• 내 용	 	일본취업전략 설명, 일본기업 소개,
	 취업성공사례 발표

6
부산-해외
자매도시 대학생
인턴쉽 교류
(일본)

• 기간/장소	 후쿠오카시(7. 18 ~ 8. 1)
	 시모노세키시(7. 10 ~ 17)
	 나가사키시(7. 10 ~ 16)
• 인 원	 20명
	 (후쿠오카 12, 시모노세키 6, 나가사키 2)
• 파견기업(관)	 후쿠오카시, 시모노세키시,
	 나가사키시 소재 유관기업 및 기업체
• 내 용	 인턴쉽 참가, 자매도시 문화탐방,
	 홈비지트 체험, 학생교류 등 

5
부산 대학생
UN모의회의

• 일 시	 7. 1(금), 10:00~12:00
• 장 소	 부산시청 대회의실
• 인 원	 100명
• 내 용	 	대학생 UN모의총회 개최, 시장상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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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부산’비전을 실현하고 한·중·일 인재들간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ㆍ중ㆍ일 스타트업 위캔드를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창업 
지원을 위해 부산의 대학생들을 일본과 중국에서 진행되는 스타트업 위캔드 행사에 파견하였다.

글로벌 청년 창업 지원

1
한 · 중 · 일
스타트업 위캔드
부산 개최

• 기 간	 9. 8(목) ~ 11(일) [3박 4일]
• 장 소	 부산
• 인 원	 52명(부산 30, 일본 11, 중국 11)
• 내 용	 	제2회 부산국제창업 아이디어 페스티발 참가, 

시설견학 및 문화탐방 등

2
일본 및 중국
스타트업 위캔드
청년 파견

• 기간/장소	 6. 24 ~ 27(후쿠오카)
	 10. 20 ~ 24(선전)
• 인 원	 20명(일본 10, 중국 10)
• 내 용	 	창업에 관심 있는 부산소재 대학생 파견, 

창업 아이디어 확대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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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종합상담
2) 통ㆍ번역 서비스

외국인 생활적응 지원	 34

1) 웰컴레터 발송
2) 한국어강좌 운영
3)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4) 부산생활 가이드북 발간
5) 외국인소식지 부산라이프 발행
6) 외국인 부산사랑 경연대회

외국인 유학생 지원	 37

1) 유학생 유치 지원 
2)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3) 유학생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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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2) 세계문화교실
3) 부산글로벌서포터즈 운영



  부산지역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및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종합상담 및 통 ·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부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생활상담 및 노무, 법률, 출입국ㆍ비자 등의 전문상담을 제공하였다. 부산시 120바로콜
센터와 연계서비스를 구축하여 바로콜센터의 외국어 서비스를 전담하고, 8개 언어로 서비스 되던 통 · 번역
서비스를 12개 언어로 확대 운영하였다.

외국인 상담서비스 제공

1
외국인
종합상담

종합상담
• 대 상	 부산거주 외국인 주민
• 내 용	 생활, 의료, 출입국 등 생활종합상담
• 운 영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언어	 7개 언어(한, 영, 중, 베, 인니, 러, 우즈벡)

유형별 상담건수 총계

언어권별 상담건수 총계

구분 총계 출입국
‧비자

임금/
고용

비즈
니스

생활
정보 통역 번역 의료 재단

프로그램 기타

건수 8,391 3,009 831 51 1,634 582 42 134 2,034 74

구분 총계 중국어 베트남어 인니어 영어/한국어 러시아/우즈벡어
건수 8,391 1,529 1,886 1,240 1,861 1,875

유형별 상담건수 총계

전문상담
• 대 상	 부산거주 외국인
• 내 용	 노무, 법률, 부동산, 세무 등
• 운 영	 상담예약 후 요일별 운영

구분 총계 노무 법률 출입국 세무 관세 부동산
건수 112 24 62 17 3 1 5

상담내용별 총계

유학생 상담
• 총 상담건수 총계   158건

구분 총계 출입국/비자 생활정보 재단	프로그램 취업/알바 학사 기타
건수 158 78 23 47 3 1 6

32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성과 2016



언어권별 총계

구분 총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니어 러시아/우즈벡어 기타
건수 795 248 128 39 217 9 146 8

내용별 총계

구분 총계 의료 임금/고용 출입국 문서 생활 서비스 연결 기타
건수 795 626 19 5 77 35 15 18

2
통ㆍ번역
서비스

• 대 상	 부산지역 외국인 주민, 관공서, 병원, 유관기관 등
• 내 용	 공공기관, 병원 이용 시 통 · 번역 서포터즈 지원
• 인 원	 통 · 번역 서포터즈 30명
• 운 영	 	외국인주민을 위한 동행통역 및 문서번역 지원, 부산지역 관공서, 병원, 유관기관에 대한 통 · 번역 

서비스 지원
• 상담언어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니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타갈로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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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능력 향상도모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무료 한국어강좌 및 한국어학습 
개인지도를 운영하고, 부산지역 외국인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및 내ㆍ외국인간 
교류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인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고자 생활
가이드북과 소식지를 제작ㆍ배포하였다. 2016년에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외국인 생활적응 지원

1
웰컴레터 발송 • 배부대상	 3,500여명(신규 외국인등록 입국자)

•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자

• 배부내용	 외국인 신규등록자에게 시장님 환영 서한문 배부
• 배부장소	 부산출입국 종합민원센터(중앙동 소재)
• 배부건수	 6,000부

2
한국어강좌
운영

• 기 간	 연 3기(3~5월, 6~8월, 9~11월), 기별 12주간 운영
• 운영규모	 697명(1기당 수준별 10개반, 반별 20명 내외)
• 대 상	 부산거주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근로자, 강사 등)
• 내 용	 한국어 강좌, 문화체험(탐방),
	 한국어학습 개인지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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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 대 상	 부산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 내 용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행 · 재정적 지원(문화, 축제, 체육, 자선 등)

No. 국가 단체명 행사명 행사일시
1 케냐 케냐커뮤니티 2016	설날 미팅 2월	9일
2 캄보디아 부산캄보디아협회 쫄츠남축제 3월	2일
3 다국적 주한견주클럽 봄맞이견주클럽미팅 4월	19일
4 인도 한국인도협회 2016	홀리하이 4월	3일
5 다국적 부산생태주의연대 클린업데이 4월	16일
6 다국적 부산영화제작소 부산영화제작봉사활동 4월	23일
7 다국적 비와 봄맞이 자선활동 4월	23일
8 필리핀 주한필리핀학회 필리핀 텐뎀활동 커뮤니티 4월	28일
9 필리핀 부산필리핀이주민협회 농구리그 5월	1일
10 다국적 부산자원봉사 어린이날 자원봉사 5월	5일
11 유럽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유럽의맛 5월	13일
12 다국적 부산지역모터사이클 부산오토바이포커런 5월	14일
13 케냐 케냐커뮤니티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14 브라질 한국브라질협회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15 다국적 부산생태주의연대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16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대사관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17 독일 독일대사관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18 에콰도르 주한에콰도르대사관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19 이란 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20 파라과이 주한파라과이 대사관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21 도미니카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2016	어울마당 5월	21일
22 케냐 화명중 케냐커뮤니티 소개 및 강연회		지원 5월	30일
23 이란 이란 엔테캅 이란 엔테캅 관계자방문 6월	1일
24 케냐 부산사직여고 영어심화동아리토크쇼 6월	1일
25 다국적 아크로요가코리아 아크로요가 코리아 축제 6월	19일
26 몽골 한몽골문화교류협의회 몽골 체육대회 및 씨름대회 7월	10일
27 다국적 엠키즈		축구팀 여름캠프 7월	24일
28 네팔 주한네팔학생회 네팔유학생정기모임 8월	13	~	14일
29 케냐 케냐커뮤니티 연례부산수련회 8월	13일
30 브룬디 브룬디커뮤니티 여름 문화 축제 8월	26일
31 네팔 부산네팔티즈축제협회 티즈 9월	4일
32 스리랑카 스리랑카근로자모임 스리랑카 축제 9월	16일
33 필리핀 SAPINAKO 12주년 사피나코 기념식 9월	16일
34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독립기념일 나이지리아 독립기념일 10월	1일
35 다국적 Busan	Cooking		Club Taste	of	Busan 10월	22일
36 인도 인도커뮤니티디왈리축제 디왈리 축제 10월	29일
37 인도,	말레이 사직여중 사직여중	'글로벌문화특강' 11월	25	일	/	27	일
38 다국적 사상외국인이주민협회 이주민우정의 밤 11월	27일
39 다국적 다 바라카즈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25일
40 다국적 부산유기견보호협회 Volunteer	dog	walking 매주 일요일
41 인도네시아 경성대전통댄스협회 Knock,	Knock,	Indonesia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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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소식지
부산라이프
발행

• 배부대상	 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외국공관, 외국계기업,
	 일반시민 등
• 발행형태	 인쇄물(국 · 영문 각 1,000부), 웹진 월 1회 발행
• 발행부수	 월 평균 14,587건 배부
	 (월 책자 188건, 웹진 14,398건)
• 내 용	 부산시정‧재단소식, 축제‧행사, 생활정보, 인터뷰 등

6
외국인
부산사랑
경연대회

• 일 시	 11. 22(화), 15:00~17:30
• 주 관	 재단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동개최
• 출연팀	 부산거주 외국인 유학생(14개 학교, 14개 팀) 
• 참가규모	 400명(응원단 및 방청객 등)
• 내 용	 개인장기(노래, 연주), 전통 민속공연, 퍼포먼스 등

4
부산생활
가이드북 발간

• 배부대상	 신규 외국인등록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 발행언어	 6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니어, 

러시아어, 한국어)
• 발행부수	 6,000부(언어별 1,000부)
• 내 용	 	부산소개, 출입국 절차, 외국인등록 및 체류(비자)정보, 

주택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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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 동기부여 및 편의제공,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장학금 지급, 인턴십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운영, 한국문화체험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 우수인재 부산 유치 및 확보를 위해 부산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해외 현지 학생 
및 유학관계자를 초청하여 부산유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1
유학생 유치
지원 

부산유학설명회 개최
• 기 간	 6~11월
• 주요내용	 대학설명회, 캠퍼스 투어, 문화체험, 한국어강좌 등

No. 구분 내용

1 베트남 대학 및	
유학 관계자 초청

-	기간/장소	:	6.	23(목)	~	6.	25(토),	2박	3일	/	부산
-	인원	:	18명(베트남 소재	6개 대학 및	7개 유학기관 관계자)
-	참여학교	:	7개 대학(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신라대,	영산대,	인제대,	한국해양대)
-	주요내용	:	캠퍼스 투어(부산대,	한국해양대),	간담회 개최,	문화탐방 등

2 태국학생 초청

-	기간/장소	:	10.	17(월)	~	10.	22(토),	5박	6일	/	부산
-	인원	:	72명(태국 고교생	60,	편입희망 대학생	10,	인솔교사	2)
-	참여대학	:	8개 대학(동서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인제대,	부산외대)
-	주요내용	:	대학탐방,	공동 입학설명회,	한국어강좌,	문화탐방 등

3 베트남 학부모 초청

-	기간/장소	:	11.	17(목)	~	11.	19(토),	2박	3일	/	부산
-	인원	:	9명(학부모	7,	인솔	2)
-	참여대학	:	2개 대학(경성대,	영산대)
-	주요내용	:	대학탐방,	입학설명회,	문화탐방 등

부산유학생지원협의회 운영
• 참가대학	 부산지역 대학 17개교(상‧하반기 각 1회 정기회의 개최)
	 ※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인제대, 한국해양대, 경남정보대, 동부산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 주요내용	 사업별 계획, 협조사항 등 교류, 자유토의, 만찬교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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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유학생 장학금 지원
• 지급시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대상	 31명(8개국, 12개교)
• 지급금액	 6월(1인 50만원, 31명),
	 12월(1인 50만원, 30명) 등

유학생 한국문화체험활동 지원
• 운영기간	 3~12월(14회)
• 참여기관	 13개교, 1,176명 참가
• 주요내용	 전통예절 및 민속놀이,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한국문화유적지 견학, 부산 및 남해안 일대 탐방

유학생 대표자 네트워크 운영
• 운영기간	 3~12월
• 대 상	 부산지역 대학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대표자 30명 내외
• 주요내용	 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초청강연 개최, 봉사활동 추진 

구분 내용

정기회의
＆

초청강연

상반기 -	일시/장소/인원	:	3.	19(토)	/	재단 교류실	/	34명
-	내용	:	재단소개,	초청강연,	유학생회 간 교류 등

하반기 -	일시/장소/인원	:	9.	23(월)	/	부산은행본점(문현동)	/	20명
-	내용	:	금융교육,	하반기 재단사업 소개,	부산은행 역사관 견학 등

봉사활동
상반기 -	일시/장소/인원	:	5.	17(화),	20(금)	~	22(일)	/	시민공원 등	/	27명

-	내용	:	재단 어울마당 사전홍보 및 행사지원

하반기 -	일시/장소/인원	:	10.	8(토)	/	강서구 득천마을	/	57명
-	내용	: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	내·외국인교류 등

기 타
(태국유학생 활동 지원) 하반기 -	일시/장소/인원	:	9.	10(토)	~	11(일)	/	부산시 일원	/	35명

-	내용	:	재단소개,	유학생간담회,	부산탐방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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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학생 취업지원 유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7. 4(월) ~ 8. 26(월)
	 ※ 일반기업‧소점포 구분 운영
• 인 원	 47명(7개국)
• 근무시간	 전일 및 시간제 근무
• 근무내용	 	DB수집, 통번역 업무,
	 마케팅 개선활동 지원, 업무보조 등
• 근무처	 부산소재 12개 기업(관) 및
	 12개 소상공인 점포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 운영일정	 6월, 11월(연 2기 운영 / 1기당 4회)
• 장 소	 송상현 광장 내 창업카페 세미나실(1기), 	
	 부산인권교육센터(2기)
• 주요내용	 	한국의 직장문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스킬 등
• 참가인원	 265명
• 강의내용	 	한국유학과 취업의 이해,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쓰기, 취업 스토리, 면접스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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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은 부산시민과 외국인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는 부산 최대의 글로벌 가족축제로 성장하였다. 또한 부산시민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외국인주민이 자국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는 세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연 2기에 
걸쳐 60여명의 대학생 글로벌 서포터즈를 선발, 내외국인 교류활동을 지원하였다.

시민 세계문화 참여 확대

1
제11회
세계인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

• 일 시	 5. 21(토) 10:00~17:00
• 장 소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 인 원	 내‧외국인 주민 및 관광객 등 ※ 관람객 : 3만여명
• 내 용	 	개막식, 세계풍물 · 음식전, 국내 · 외 초청공연, 벼룩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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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 기 간	 연 2기 운영(3~7월, 8~12월)
• 대 상	 부산소재 또는 부산거주 대학생 
• 인 원	 62명
• 내 용	 	재단사업 지원활동, 서포터즈 자체기획 내 · 외국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 대내외 홍보활동 등

2
세계문화교실 • 기 간	 연 3기(3~5월, 6~8월, 9~11월), 기당 8주간 운영

• 대 상	 부산지역 내 · 외국인 주민 등
• 운영규모	 	50개반, 998명 (세계문화교실, 세계시민교육, 세계문화특강 등)
• 내 용	 부산거주 외국인을 강사로 활용, 출신국가 문화 및 모국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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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해외 경제통상교류 네트워크 확대

「유라시아 도시 협의체」 출범 및 창립총회 개최

유라시아협력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반조성
201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파견
유라시아 경제협력단 파견
부산-극동러시아 경제포럼
한반도 통일대비 남ㆍ북ㆍ러 친선교류 추진

2017년도 주요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재교류
한ㆍ중ㆍ일 아동교류
청소년 교육방문단 교류
부산 청년 글로벌 탐방

자매ㆍ우호도시 시민 문화ㆍ체육 교류
부산-해외자매ㆍ우호도시 시민 생활체육 교류
부산-해외자매ㆍ우호도시 문화교류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교류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원거리자매ㆍ우호도시 교류(인도, 미주, 유럽, 중동 등)
해외자매ㆍ우호도시 행사지원 및 협력

민간 국제교류활동 지원
민간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및 중개
국제교류 한마당 개최

공공외교 및 시민중심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ODA 관계자 국제 초청연수
개발원조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부산 해외봉사단 파견
자매도시 시스터빌리지 조성

부산형 개발협력사업(ODA) 다각화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기반강화

글로벌 일자리 창출지원
부산 청년 해외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청년 창업지원

글로벌 일자리 창출 확대

외국인 상담서비스 제공
외국인 종합상담
통ㆍ번역 서비스

외국인 자립역량 강화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한국어강좌 운영
외국인 소식지 발행
부산생활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환경조성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세계문화교실
부산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외국인 유학생 지원
유학생 유치지원
유학생 학업 및 생활지원
유학생 취업지원

부산거주 외국인지원 및 시민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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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전(深圳) Shenzhen 중 국 ’07. 5.17
3  오사카 Osaka 일 본 ’08. 5.21
5  방콕 Bangkok 태 국 ’11. 7.11
7  나가사키 Nagasaki 일 본 ’14. 3.25
9  울란바토르 Ulaanbaatar 몽 골 ‘16. 8.03

2  톈진(天津) Tianjin 중 국 ’07. 7.23
4  충칭(重慶) Chongqing 중 국 ’10. 12.02
6  베이징(北京) Beijing 중 국 ’13. 8.14
8  반다르아바스 Bandar Abbas 이 란 ‘16. 5.30

10  파나마시티 PanamaCity 파나마공화국 '16. 9.28

2017년 1월 기준

1  가오슝 Kaohsiung 대 만 ’66. 6.30
3  시모노세키 Shimonoseki 일 본 ’76. 10.11
5  리우데자네이로 Rio de Janeiro 브라질 ’85. 9.23
7  상하이(上海) Shanghai 중 국 ’93. 8.24
9  빅토리아주 Victoria 호 주 ’94. 10.17

11  호치민 Ho chi minh 베트남 ’95. 11.03
13  발파라이소 Valparaiso 칠 레 ’99. 1.27
15  몬트리올 Montreal 캐나다 ’00. 9.19
17  두바이 Dubai 아랍에미리트 ’06. 11.13
19  시카고 Chicago 미국 ’07. 5.07
21  프놈펜 Phnom Penh 캄보디아 ’09. 6.11
23  데살로니키 Thessaloniki 그리스 ’10. 3.08 
25  세부 Cebu 필리핀 ’11. 12.16

2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미 국 ’67. 12.18
4  바르셀로나 Barcelona 스페인 ’83. 10.25
6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러시아 ’92. 6.30
8  수라바야 Surabaya 인도네시아 ’94. 8.29

10  티후아나 Tijuana 멕시코 ’95. 1.17
12  오클랜드 Auckland 뉴질랜드 ’96. 4.22
14  웨스턴케이프주 Western Cape 남아프리카공화국 ’00. 6.05
16  이스탄불 Istanbul 터키 ’02. 6.04
18  후쿠오카 Fukuoka 일본 ’07. 2.02
20  상트페테르부르그 St. Petersburg 러시아 ’08. 6.11
22  뭄바이 Mumbai 인도공화국 ’09. 11.19
24  카사블랑카 Casablanca 모로코 ’11. 4.26
26  양곤 Yangon 미얀마 ’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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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13층)

Tel  051.668.7900    Fax  051.668.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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