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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과정 |
회의 개최 환경

Ⅰ 행정교류

   - H/W : 노트북(WiFi), TV, 로지텍 컨퍼런스 캠(BCC950)
   - S/W : 실무자 사전 회의 : PC위쳇(화상 통화), We-Link(화웨이 클라우드)
실제 회의 : zoom(허난성측 계정확보, 회의실 개설)
※ 중국 측에서 당초 welink 추천 하였으나 zoom으로 재추천

중국 측과 화상회의 기술 관련 사전 협의/합의 필요한 사항
   - 양측 회의 프로그램 조작법 숙지(회의실 개설, 입장, 음소거 등)
   - 회의 일정, 시간 협의(시차 고려), 참석자 명단(명패 제작 여부), 복장

1

화상회의 (경상북도–허난성)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8. 7.

   - 회의안건 사전 협의 및 간단한 자료(1장 내외) 교환
   - 회의 진행 순서(발언순서), 통역 진행 방식 확정
기타 준비사항
   - 상황에 따라 별도 노트북 조작 인원(화면 조작 등) 필요(사진촬영 등)
※ 노트북 조작 요원 있을 경우 프로그램 사용법 사전숙지

장   소 : 경북도청 회의실
참   가
   - 한국 : 외교통상과장, 국제협력팀장 등 3명(노트북 조작 인원 별도 1명)
   - 중국 : 외사판공실 부주임,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처 처장 등 6명
주요내용

| 유의사항 |
   - 회의 장비(카메라, TV, 연결 케이블, 마이크 등) 세팅 및 S/W 사용법 숙지(zoom의
경우 모바일에 설치 가능, 노트북 ↔ 모바일간 사전 테스트 가능 함)
   - 회의실 구조 등 고려하여 영상 케이블(노트북↔TV연결) 길이 확인
   - 보유 카메라의 성능 및 참가 인원수 고려하여 화면 구도 조정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호 구호물품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

   - 사전 점검시 회의장 상호 인터넷(WiFi 등) 속도체크

   - 상호 기념주간(경북, 허난성 주간) 제정을 위한 협약서 체결관련 사항

   - 회의 당일 10~20분 전 미리 로그인, 회의실 개설 및 입장, 장비 세팅

   - 협약서 체결시 지사 성장 간 화상회의 추진 등을 논의
   - 공무원 상호파견, 사이버 수출상담회, 전시회 정기 참가, 사절단 파견, 청소년
스포츠 교류 등 코로나19 종료 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기타사항 |
   - 1차 회의 종료 후 백드롭(道로고 등) 제작 하여 추후 회의에 사용할 예정
   - 실제 대면 회의 대비 상호 준비된 내용 위주로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그 외 경북 통상 주재관 전체 회의 개최 함(6개국), zoom사용(유료 계정), 매달 1회
정도 정례화 예정(월간 업무보고 등)
※ 참여 인원이 많아 사전 세팅에 많은 시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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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교류

사진자료
관련기사

코로나 시대, 경북도 비대면 외교로 국제교류 잰걸음
- 8.7일 중국 허난성과 화상회의 개최... 교류활성화 방안 등 협의
- 자매우호도시와 온라인 화상회의 추진으로 당면사항 심도 논의
보도자료 / 2020. 8. 10.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자매우호
지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비대면(언택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 허난성
과 화상회의를 통해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경북도, 일본에히메현,
중국 산시성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회의사진

먼저 7월 말에 개최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의 화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으로 비대면 방식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간 경제·
통상·과학·기술 분야 교류확대에 합의했다. 향후 액션플랜 실행및 서자바
주의 새로운 항구도시 개발에 따른 해양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상회
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8월 7일 개최된 중국 허난성과의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
호 구호물품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상호 기념주간(경북, 허난성
주간) 제정을 위한 협약서 체결관련 사항과 추후 지사-성장간 화상회의 추진
등을 논의했으며, 공무원 상호파견, 사이버 수출상담회, 전시회 정기 참가,
사절단 파견 등 코로나19 종료 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8월중에는 한·중·일 트라이앵글 교류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되는 경
북- 일본 에히메현-중국 산시성 간 청소년 스포츠 교류추진을 위한 3자 화
상회의를 개최해 3개 지자체간 친선경기와 문화탐방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
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입국이 허용되는 시점에 에히메현과 산

허난성 외사판공실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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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충청남도–중국 14개 교류도시)

시성을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할 계획이다.

| 회의개요 |
그 외에도 경북도는 지난 7월 초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교류확대를 위해 온
라인 화상회의로 한국·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교류 웨비나(웹 세미나)에 참
석했으며, 오는 8월 25일 뉴노멀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협의하는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자매우호도시와의 화상회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    시 : 2020. 6. 1. ~ 8. 26. 순차적 실시
장    소 : 충청남도 국제화상회의실
대상지역 : 13+1개 중국 교류광역단체
※ 헤이룽장, 산둥, 허베이, 윈난, 칭하이, 광둥, 쓰촨, 상하이, 옌벤, 구이저우, 랴오닝, 지린, 장수, 닝샤(+1)

참    가 : 지역별 상이(총 8명 ~ 13명 정도)
한재성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화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교류사업

   - 한국 : 국제통상과장, 경제단체 등

이 사실상 중단되고, 당초 올해 예정됐던 자매우호도시와의 인적, 스포츠,

   - 중국 : 외사판공실 (부)주임, 기업가협회 등

문화,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이 취소된 가운데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노

주요내용

력의 일환이다”라며, “향후 비대면 화상회의를 정례화해 언택트 외교 활성

   ① 14개 지역 추진 목표 中, 9개 지역 실시 완료 ※미실시 5개 지역 9월 지속 추진

화 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

       - 旣실시 : 헤이룽장, 산둥, 허베이, 윈난, 칭하이, 광둥, 쓰촨, 상하이, 닝샤

획이다”라고 밝혔다.

       - 未실시 : 옌벤, 구이저우, 랴오닝, 지린, 장수
   ② 충남-중국 지방정부 경제교류회의 참여 합의(11월, 온라인)
       - 도내 수출기업 중심, 교류지역 파트너 매칭, 1:1 온라인 상담회 추진
※ 40개 도내 기업 모집, 중국 13+1개 지역 유관기관 전달

       - 경제단체 간 교류협력 모색, 道 해외 경제지평 확대
   ③ 온라인을 활용한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산하 시·군 ↔ 시·현·구 간 교류협력 지속 강화 지원
       - 지역 특화 분야 간 교류협력 강화(산업·인문·청소년·스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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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과정 |
활용 프로그램 : ZOOM, VooV, HUAWEI MEETING, WEBEX 등
중국 측과 화상회의 기술 관련 사전 협의/합의 필요한 사항
   ① 상호 활용 가능 프로그램 사전 협의
       - 대부분 무료서비스 활용, 2자 화상 초과 시 시간 제한 주의(3자·4자 등)
       - ZOOM 활용 시, 중국의 경우 끊김 현상 발생 빈번
   ② 참석자 확인, 국기·명패 등 비치 여부 통일
       - 참석자 직책에 맞춰 상응하는 참석자 레벨 조율 필요
       - 국기·명패·복장 등 사전 조율  ※ 실무적 불협화음 가능성 사전방지
   ③ 회의 진행순서 사전 협의
        - 일반 면대면 회의와 동일하게 식순 조율 및 합의
※T
 IP : 온라인회의 특성 상 회의 진행상의 시간 지연 불가피, 식순 조율 시 우리 측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 주도권 놓치면 계속 끌려가게 됨

참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청남도-랴오닝성 특별교류전
개 막 식 : 2020. 7. 10.(금) 17:00~17:40   ※ 사회자 : 전문 아나운서
참 석 자 : 40여명(도 28, 주한중국대사 6, 한중문화우호협회 6)
   - (도) 도지사, 도의회 의장, 행정부지사, 문화체육부지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
장, 행정문화위원장,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공보관 등
   - (방문단) 주한중국대사, 한중문화우호협회장, 사무국장 등
   - (랴오닝성) 랴오닝성 정치협상회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 홍콩·마카오·        
타이완 외사위원회 주임, 외사판공실 주임, 부주임 등
※ 랴오닝성도 같은 시간 및 방법으로 사진전 진행

주    제 :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청남도-랴오닝성 특별교류전

| 유의사항 |
   ① 상호 활용 가능 프로그램 사전 협의 과정
       - 온라인 회의에 대한 생소함 상호 존재, 정식 회의 전 테스트 추천
       - 중국 측 활용가능 프로그램에 맞추는 것이 실제 회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용이
※ 중국 측 활용 프로그램 제한 존재, 우리 측 모든 프로그램 활용 가능

   ② 회의 진행순서 협의, 사회자(진행자) 필요
       - 사회자(진행자) 미지정 상태로 진행 시, 매끄러운 진행에 차질 발생
       - 회의 주도권 고려, 우리 측 인원으로 사회(진행)자 지정 추천

작 품 수 : 50점(도 20점, 랴오닝성 30점)
   - (사진내용) 도-랴오닝성 간 교류·산업시설·관광지 등 사진
행사흐름 : 축사(5명) → 사진 관람
주    최 : 충청남도, 랴오닝성 인민정부, (사)한중문화우호협회
후    원 : 주한중국대사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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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교류

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Ⅳ. 기타교류

사진자료
관련기사

<현지 보도자료1-닝샤>

쓰촨성 외사판공실과 회의사진

(주요내용)
- 양 지역 경제단체 및 기업·제품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 유관부서 관계자 외 경제인 참석(충남벤처협회 사무총장, 닝샤 청년기업가협회
회장)
- 11월, 충남-닝샤 온라인 기업·제품 상담회 개최 합의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회의사진

- 양 지역 첫 온라인 교류, 경제분야 교류활성화 모색 잰걸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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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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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Ⅳ. 기타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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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교류협약체결 (서울 금천구–랴오닝 단둥시)

관련기사

<현지 보도자료2-칭하이>

| 회의개요 |
일   시 : 2020.8.5.(수) 10:30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 중국 단둥시, 선양시
※ 금천구-단둥시-선양시 온라인 화상 연결

주최/주관
   - 주최 : 랴 오닝성인민정부, 주한중국대사관, (사)일대일로연구원, (사)한중문화
우호협회
   - 주관 : 금천구, 단둥시
참   가
   - 한국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재천 (사)일대일로연구원
이사장, (사)한중문화우호협회 취환 회장, 채무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 내빈 12명 및 16개 중소기업 관계자(대표 등)
   - 중국 : 랴오닝성 부성장, 랴오닝성 외사판공실 대표, 단둥시 당서기, 단둥시 시장,
단둥시 부시장 등 관계자 9명 및 단둥시 기업관계자 30여명
주요내용
   - 금천구-중국 단둥시 간 우호교류협력 협약체결식 및 기업교류회

| 준비과정 |
활용 프로그램 : zoom 프로그램 사용
중국 측과 화상회의 기술 관련 사전 협의/합의 필요한 사항
   - 사전에 행사큐시트 공유 및 행사전일 사전리허설을 통한 카메라워킹, 음향, 통역 등
(주요내용)
- (8.13.) 외사판공실 주임과 강인복 충남도 국제통상과장 간 화상회의 실시
- (주임) 현 국면을 헤쳐나갈 화상회의가 앞으로는 새로운 교류방식으로 자리매
김할 것. 온라인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희망
- (과장) 코로나 방역물자 지원에 감사. 충남-중국 지방정부 경제교류회의(온라
인) 참여 요청
- (총평) 이번 온라인 회의로 코로나 국면 속 새로운 교류방식 시도 및 가능성 확인

전반적인 사항 확인 필수
   - 상대측에서 보내오는 영상은 우리측에서 조정할 수 없고 그대로 수신만 가능
하므로 내빈 축사 시 화면 구도, 기념촬영시 화면구도 등 화면구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리허설 시 현장에서 변경되는 부분도 많으므로 리허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동시통역 진행 시 동시통역을 어느 측에 배치해서 송출할 것인지 협의 필요(예 : 서울
에서 동시통역 부스 운영 / 동시통역사가 제3의 장소에서 zoom 접속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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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준비사항

Ⅰ. 행정교류

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Ⅳ. 기타교류

사진자료

   - 본 행사에서는 화상회의, 카메라중계, 음향 등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필요기자재 및 인력 :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pc, 모니터, 빔프로젝터,
사운드 믹서, 마이크, 엔지니어, 카메라(본 행사 시 3대 사용), 동시통역 부스 및
장비, 동시통역사, 자막 파일(ppt) 등
   - 축사 시에는 내빈 클로즈업, 발표 시에는 ppt 공유 등 우리측이 송출할 영상과
수신할 영상을 정리한 큐시트 필요
      (예시)
항목

시간

진행내용 (시나리오)

송출영상

수신영상

음향

비고

단둥시
홍보영상

10:20~10:30

식전 단둥시
홍보영상 상영

-

-

영상
사전저장

단둥시
/선양시

한국측
소개시
순서 맞춰
얼굴
클로즈업

개막 및 귀빈 소개

개막식

10:30~10:38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중국 단둥시 우호
교류협력 협약식에 참석하
여 주신 양 국의 귀빈 여러
분 및 기업관계자들께 감
사의 말씀드립니다.
(단둥시 참석내빈 소개)
(금천구 참석내빈 소개)

사회자,
참석 귀빈

유성훈 금천구청장 - 장수핑 단둥시장 협약서 서명

중국 랴오닝성인민정부
천뤼핑 부성장 축사
인사말

10:38~10:43

[사회자] 다음으로 랴오닝
성 천뤼핑 부성장님의 축
사가 있겠습니다.
(선양시 화면)

사회자,
정면
(풀샷)

선양시

| 기타사항 |
   - 비대면행사는 대면행사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행사 순서에 맞게
어느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장수핑 단둥시장의 축사 (금천구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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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교류

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Ⅳ. 기타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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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금천구-中 단둥시, 비대면 화상으로 우호협력 협약 체결
헤럴드경제 / 202.08.06.

Ⅱ 경제통상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 유행 속에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도
시와 우호협약을 맺고 기업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금천구는 지난 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중국 단둥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
결하고, 양 도시 기업 간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국 랴오닝성, 주한중국대사관, 일대일로연구원, 한중문화우호협
회가 주최하고, 금천구와 단둥시가 공동 주관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두 비대
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금천구, 중국 단둥시와 선양시에 각각 회의장이 마련됐다. 금천구 회의장에
는 유성훈 구청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최재천 (사)일대일로연구원 이
사장, 취환 (사)한중문화우호협회장 등 관계자와 기업인 등 총 50여명이 참
석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광역 외에 기초지방자체단체를 방문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측에서는 천뤼핑 랴오닝성 부성장, 장수핑 단둥시 시장 등 관계자 및 기
업인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금천구와 단둥시 간 우호교류협력 협약식, 2부 양 도시 기업간 교

1

수출상담회 (울산광역시–지린창춘시)
| 사업개요 |
양 도시 시장님 참석 화상상담회 개최
   - 중국 창춘 자동차부품 화상상담회(’20. 5. 26.)
▶ 창춘 제일자동차그룹 바이어 9개사, 울산자동차부품기업 7개사 참여

   - 중국 선양 자동차부품 화상상담회(’20. 7. 13.)
▶ 선양 화천르노자동차그룹 등 바이어 17개사, 울산자동차부품기업 10개사 참여

KOTRA 인프라 활용 해외바이어 발굴 및 화상 상담
   - 중동, 유럽 조선 기자재 부품 등(’20. 3 ~ 6월)

류회 순으로 열렸다.
먼저 양 도시는 양국의 우호증진과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문
화, 교육, 과학기술,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화상 기업교류회에서 양 도시 기업들은 각자의 주력제품을 소개하는 시
간을 가졌다.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기업들도 각 사업장에서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으로 교류회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금천구와 단둥시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서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필요성 및 성과 |
필요성
   - 코로나 19 확산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현지 파견이 불가능해지고  지역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힘에 따라 비대면 수출상담회로 전환하여 바이어 발굴 상담 등
지역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
※ (당초계획) 2020년 중국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등 7회 파견 예정

사업성과
   - 전국 최초로 지자체 장이 참여하는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20년 상반기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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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규모 : 84개사, 해외바이어 150개사

Ⅰ. 행정교류

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Ⅳ. 기타교류

사진자료

      상담실적 : 상담 185건, 107,657천 달러
※ ’19년 화상 상담은 45개사, 바이어 59개사 / 상담 68건, 1,890천 달러로서, 2020년 상반기에만 지난해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음

| 준비과정 |
사전 준비회의 실시
   - 2020. 4. 22.(수) 10:30/ 의사당 1층 시민홀
   - 참석대상
      (장춘시) 리웨 처장외 1, 장춘무역관장
      (울산시) 투자교류과장외 1, 경제진흥원, 울산코트라지원단
   - 주요내용 : 라인점검(zoom), 진행방식 협의 등
※ 사전 실무자회의 4~5번 진행 줌 화질, 음향, 진행순서 등 최종 결정
참
 가기업체와 해외바이어 매칭 진행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현지 무역관과 사전 자료배포 등 일정을 좀
여유있게 잡아야됨 (최소 2개월전부터 시작)

협의내용
   1. 회의 진행방식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결정(zoom, 텐센트, 등)
   2. 사전 테스트를 통해 화질, 음향, 끊김정도 등 체크를 하여 결정
   3. 시장님 영상통화 참석대상 확정(장춘시장 부재시 당서기 or 부시장)
   4. 영상통화 진행순서 협의(5.26. 10:30)
      - 양 시장님 화면 동시 표출(상호 간단한 인사)
      - 울산 시장님 인사말씀(통역포함 10분)
      - 장춘 시장님 인사말씀(통역포함 10분)
      - 장춘 자동차산업 설명(장춘자동차개발구 책임자 통역포함 10분)
      - 울산 자동차산업 설명(투자교류과장 통역포함 10분)
      - 양 시장님 화면 표출(마무리 인사)
(화상 상담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10월 장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 화면 out -

   5. 화상 수출상담회 진행방식 협의
      - 5. 25. 사전 수출상담회 (1~2건) 진행
      - 5. 26. : 양 도시 시장 영상통화 후 바로 3개기업 동시 진행(90분, 오전)
이후 2시부터 2~3개사 동시 진행
      - 2. 27. ~ 5.29. : 기업별 일정에 따라 상담진행
   6. 개최 전까지 사전 실무자 회의 4~5번 개최 최종 확정

창춘 자동차부품 화상상담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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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중·소조선사 특화선종 기술개발과 마케팅 공유를 위한 조선·해

“비대면 산업 잡아라” 분주한 지방정부
서울경제 / 2020.7.14.

부산시는 최근 전자상거래 고급기술이 필요한 신발·의류·생활용품 전자상
거래 10개사와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의 고급기술을 가진 전문 기술
기업을 연결해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육성하려고 시도 중이다. 현재는 전자상
거래 9개사와 기술기업 간 협의를 마치고 고객 홍보·체험 분야에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고품질의 VR·AR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할 방식을 정
했다. 나머지 1개사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e커머스 시장이 단순 상품·서비스
중계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진입

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 기술력이 부족하고 자체 마케팅 능력이 없는 중·소조선
사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대·중·소
조선사 협업이 필수적인 조선산업 특성에 맞게 특화기술 개발, 구매 표준화
및 공동 마케팅 등 수주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심 수산
물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온라인 창업 멘토링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플랫
폼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울산시는 비대면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대표적으로는 버
스에서 교통카드를 기기에 접촉하지 않는 태그리스(Tagless)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이 꼽힌다. 차량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스마트폰) 신호

했다는 판단에서 부산시가 기획했다. 부산시처럼 각 지방정부는 포스트 코로

를 감지해 운전자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10월 시

나를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

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서 가는 비대면 행정을 위해 경기도 신청

면(언택트)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에 4,000명 규모의 가상 PC 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수종사자 13

14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이들 정부는

만8,000명 대상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가 시공하는

비대면 산업 기반을 구축하거나 사회 주

주택 약 1,400세대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동현관문을 원격 개방

요 분야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하고 승강기를 자동 호출할 수 있는 원패스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전남도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울산시는 유럽과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 상담회를 확대하고 사이

육성하기 위한 지원 기반 구축에 무게를

버 박물관, 울산도서관 북 드라이브 스루, 교과연계도서 전자책 서비스 등 새

두고 있다. 부산시는 문화, 관광, 건강 등

로운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분야에서 VR·AR 콘텐츠를 개발해 관련

대구시는 최근 지정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비대면 로봇

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영

서비스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이동식 협동로봇이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

상 제작 또는 교육 서비스 등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한

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다. 평화정공 등 18개 특구사

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기반 쇼핑, 주문, 배송, 결제 시스

업자는 현대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 등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제조생

템이 연계된 공공모바일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글로벌 전자입찰 모바일 웹

산 및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

서비스 등도 개발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자금조달 시스템을 가동

쯤이면 대구시청 별관과 엑스코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 살

하기 위해 ‘센탑 온 에어(CENTAP On Air)’라는 플랫폼 방식을 도입한다. 이

균·방역 서비스를 하는 실증이 이뤄질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다. 대구시는

를 통해 언택트 포럼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창업기업과 투자자의 교류를 활성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로봇 기반 서비스를 발굴해 로봇 융복합 신

화할 온라인 채널을 개설해 투자 환경을 매끄럽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23

24

한중 비대면 교류 사례집

Ⅰ. 행정교류

2

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25

Ⅳ. 기타교류

기업교류회 (충청북도–헤이룽장성)

관련기사

울산시-중국 창춘시, 차 부품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울산연합뉴스 / 2020.05.26.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7. 24.(금) 10:00
장   소 : 청주상공회의소 회의실 및 각 기업 사무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자 25∼29일 ‘중국 창춘(長春) 자동차부
품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코트라지원단과 울산경제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상담회에
는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인 부국산업과 린노알미늄 등 9개 중소·중견업체,
중국 창춘 소재 제일자동차그룹 산하 1·2차 협력사들이 참가한다.
중국제일자동차그룹은 중국 최초의 완성차 생산기업으로 중국 3대 자동차 기
업으로 꼽힌다.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등과의 합자회사, 지에팡 트럭, 홍치승

참   가 : 24명(도3, 상무청2, 한·중기업17, 청주상공회의소1, 통역1 등)
   - 충청북도 : 경제통상국장, 청주상공회의소 본부장, 수출기업 7개소* 등
   - 헤이룽장성 : 상무청 2급순시원, 기업 8개소(유통·물류8**, 수출2***)
* 화장품, 입욕제, 의료기기, 식품, 건강음료기업 등
** 대형 쇼핑몰, 체인마트, 무역업체 등 / *** 홍삼, 전분기업

주요내용
시간(130′)

내용

비고

09:40~10:00

20′

•양 지역 홍보영상 상영

식전영상

이번 상담회에서는 두 도시 시장이 화상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

10:00~10:20

20′

•인사말씀    * 말씀 후 퇴장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헤이룽장성 상무청 2급순시원

로 이 행사가 두 도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마케팅 기

10:20~11:40

80′

•참여기업 소개

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11:40~11:50

10′

•기업 간 질의응답

용차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연간 340만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화상 상담회는 25일과 26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27∼29일은 울산코트라

조치사항 : 기업 소개자료(중문) 송부, 양측 기업 연락처 공유 등

지원단 사이버상담실에서 진행된다.
기업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도 중국 기업들과 화상 상담이 가능하다.
참가 기업은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부스와 통역원을 지원받아 상담을 진
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상담회가 해외 마케팅 재개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비대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수출 활력 제고
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준비과정 |
활용 프로그램 : Voov Meeting(腾讯会议)
   - (중국 외) Voov Meeting, (중국) 腾讯会议 사용
   - 문서·동영상·화면공유, 모바일 어플 사용 가능
준비사항
   - 웹캠, 헤드셋, 마이크 또는 노트북(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내장)
   - 프로그램 사용 방법 숙지 및 사전 테스트 진행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전설치, 동시접속 및 소리 송수신 테스트 등

| 유의사항 |
총괄 관리자 마이크 통제(하울링 방지)
   - 발언자만 마이크 on, 기타 참석자 마이크 of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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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영상회의 플랫폼 사용 제한적 ⇨ 위챗, Voov Meeting 등 사용
   - 온나라 영상회의, KT 화상회의 플랫폼 등 사용 불가

관련기사

| 총평 |

충북도·중국 헤이룽장성 ‘기업인 화상 교류회’ 개최

 자매결연 지역으로 매년 참가하던 하얼빈경제무역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뉴시스 / 2020.07.24.

대신 온라인으로 교류회를 개최함으로써 박람회를 대체할 좋은 기회가 됨.
 각 기업에서 영상회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더욱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진자료

충북도는 24일 중국 자매결연 지역인 헤이룽장성과 기업인 화상 교류회를 개
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올해 ‘하얼빈 국제경제 무역박람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돼 마련했다.
도내 기업인들과 중국 내 구매자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매년
6월 열리는 박람회에는 도내 기업 10여 곳이 참여해왔다.
교류회에는 맥바이오테크, 레보아미 등 도내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중국 헤
이룽장성에선 유통기업 8곳과 수출기업 2곳 등 10곳이 참여했다. 지역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로 알려졌다.
행사는 각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잠시 주춤했던 자매
결연 지역과의 경제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교류회를 계기로 앞
으로 다른 지역과의 화상 교류회를 확대해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교류회 (충청북도–헤이룽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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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식 개요 |

화상상담장 개소 (경남 창원시)

일   시 : 2020.7.27.(월)15:00~16:20
장   소 : 큐피트센터(CECO신관 8층 805호)

화상상담장(큐피트(CUFIT)센터) 개소

주   관 : 창원시
센터 현황

참   가 : 총 30명(오프라인6명/온라인24명)

• 구축 기간 : 2020. 5월 ~ 6월

주요내용: 현판식, 수출기업·기관 화상간담회, 화상수출상담 등

• 운영 기간 : 2020. 7월 ~ 연중
• 위치/면적 : CECO 신관 8층 805호 / 74.85㎡(22.64평)

| 준비과정 |

• 시설내용 : 대형상담장, 개별상담부스, 미팅룸
• 운영인력 : 상시 국제협력담당 교대근무

행사장 준비

• 주요역할 : 비대면 수출지원 플랫폼, 수출기업의 통상활동 지원센터
비대면 국제교류 허브, 수출유관기관 네트워크 플랫폼

      - 화상시스템(1세트),노트북(5), 마이크(1),영상
      - 위생용품(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음료 등
제막식(참가자 6명, 오프라인)
   - 제막영상 상영 + 참석자 버튼
   - 제막영상, 버튼설치(6)
화상간담회(참가자27명: 수출기업24, 유관기관3)
   - 간담회 주재 : 시장
   - 주   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통상 대응방안과 지자체역할

| 추진내용 |

화상수출상담(참가자 3명: 시장, 수출기업대표, 통역)

추진분야

   - 내   용 : 1:1 수출상담, 수출의향서 체결

운영내용
▶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상설 온라인 화상상담장 운영
   - 바이어 발굴지원을 위한 창원산업진흥원·코트라 협업 추진           

화상수출
상담회

상시 화상상담

타깃 화상상담회

● 기업 개별 신청 상시 화상상담(小)
    - 사전 바이어 발굴 및 통역 지원,
개별 상담

● 타깃국가 선정 화상상담회 (大)
    - 국가 및 산업 분야 선정, 온라인
상담회

  
▶ 비즈니스 협력 웨비나 연계, 온라인 수출상담 추진
   - 운영 : 월 1회 이상 / 해외유관기관연계 웨비나
   - 내용 : 타깃분야 웨비나 개최 + 온라인 수출상담회
국제 협력

▶ 화상시스템 활용, 국제자매·우호도시와 협력체계 구축
   - 운영 : 월 2회이상 / 해외도시별(29개 도시)  상시 채널 구축
   - 내용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협력 사업 발굴 추진

온라인
컨설팅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종합 컨설팅 추진
   - 운영 : (기업) 회사내 (상담전문가Pool) 큐피트 센터 / 주1회
   - 내용 : 통상관련 전문인력 풀 구성, 온라인으로 종합 화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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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행사개요 |
일   시 : 2020.7.27. 16:00~16:30
장   소 : 큐피트센터
참   가 : 8명
   - 한국 창원시 : 3명(시장, 업체대표, 통역)
   - 중국 남통시 : 5명(시정부 3명, 업체대표, 통역)
주요내용 : 창원 식품회사 제품 홍보 및 수출계약
   - 창원시장 일일마케터로 삼계탕재료, 블루베리, 인삼청 홍보 후 시연
   - 업체 소개, 수출상담, 수출의향서 체결

| 준비과정 |
활용 프로그램 : zoom 활용
큐피트 센터 개소식

사전협의 필요성  
구분
화상
시스템

인터넷망

사   용
솔루션

문제점
• 화상시스템 리시버 하울링 문제
• 개별 1:1 상담 시 방음문제 발생

보완사항
• 개별 마이크 설치 등 리시버 보완 방안
마련
• 개별 화상 상담부스 설치로 환경 개선

• 동시 접속자 증가 시 인터넷망 일시
장애로 어려움 발생

• 인터넷망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UTM
및 무선 AP 추가 설치

• Zoom 보안 문제가 발생 우려

• 각 솔루션 특징에 맞는 운영을 위해
Zoom, Webex 프로그램 구입

• 향후 화상회의 수요 기업 증가를 위한
솔루션 구입 필요

   ※ Zoom : 설치 및 접근성 용이
   ※ Webex : 오래된 서비스 경력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보안에 유리

하노이 상담진행

31

32

한중 비대면 교류 사례집

Ⅰ. 행정교류

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Ⅳ. 기타교류

33

관련기사

화상 교역으로 창원기업 수출길 뚫는다
경남신문 / 2020.07.27.

Ⅲ 문화교류

창원에 기초지자체 최초로 수출기업 간 화상교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상설
화상상담장이 마련됐다. 창원시는 창원컨벤션센터 신관8층에 온라인교역 플
랫폼인 ‘큐피트(CUFIT)센터’를 개소하고 화상교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큐피트(CUFIT)센터는 창원(Changwon) 기업(yoU) 맞춤형(Fit) 온라인
(Internet) 통상(Trade)지원 센터의 줄임말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새로운
비대면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창원시가 마련한 온라인
상설 화상상담장이다.
이날 수출기업·유관기관과의 화상간담회와 중국 남통시 기업과 창원시 기

1

자매도시 랜선투어 (경북 구미시)
| 사업개요 |

업 간 화상수출상담회가 진행됐다. 수출기업과의 간담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기      간 : 2020. 7월 ~ 9월

진행됐으며 유관기관 및 기업 30개사가 화상으로 소통하며 포스트 코로나 대

추진배경 : 매 년 7~8월이면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해외 또는 국내 여행을

비 수출활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떠났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은 물론 외출까지

간담회에서 온라인 샘플 제작 지원확대, 타깃분야 수출특화사업 마련, 전문

자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우리시 자매우호도시로 떠나는

분야 웨비나(웹(Web)과 세미나(seminar))와 수출상담회 연계 추진 등 비대

랜선투어를 통해 시민들의 해외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면 해외마케팅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자매우호도시를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  

통상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이어 중국 자매도시인 남통시 온라인 상거래 기업과 창원시 소비재

주요내용 : 자매(우호)도시 소개 글, 일반현황, 사진, 홍보영상 등을 도시 별로 편집
하여 구미시 SNS 공식계정에 게재

업체 ‘가고파 힐링푸드’와의 개별 화상 수출상담회가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허성무 시장은 일일 마케터로 참석해 상품 홍보와 완성품 시연까지 보여 수

추진경과

출계약 8억원 추진 성과를 거뒀다.

   - 7월 : 사전 자료요구 및 취합 등

시는 이번 중국 남통시를 시작으로 국제 자매·우호도시와 온라인 화상회의

   - 7월 ~ 9월 : 구미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재

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온라인 도시외교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의 수출교

     •7월 소개도시 : 중국 장사시,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역 기회 확대와 수출 성과 도출을 위해 전략적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펼쳐 나

     •8월 소개도시 : 중국 위남시, 베트남 박닌시, 대만 타오위안시

갈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큐피트 센터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로 막힌 수출

     •9월 소개도시 : 영국 맨체스터시, 중국 광안시  

길을 온라인교역으로 뚫겠다”며 “현 위기 극복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시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에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면 통상 정책 패키지를 잘 마련해서 기업지원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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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과정 |
자매(우호)도시 관련자료 요청
사진, 홍보영상 등 요청자료 취합
소개자료 작성 및 사진 편집
온라인 게재

| 유의사항 |
SNS 담당부서 및 협력업체와 사전 일정, 내용 등 협의  
게재와 동시에 공유하는 SNS의 특성상 사전내용 확인 중요

| 기타사항 |
저작권법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사진, 동영상에 제약이 있음
   - 해당도시에 되도록 많은 사진 요청 후 선정
   - 해당도시 방문 시 직접 촬영한 사진, 영상을 적극 활용

《중국 장사시, 7월 24일 게재》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7월 31일 게재》

《중국 위남시 8.10일 게재》

《대만 타오위안시 8.21일 게재》

홍보영상의 한국어 자막 부재
   - 해당도시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한국어 자막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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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꼬마외교관 (전북 고창군)

2020. 03. 03. : 꼬마외교관 시범 시행계획 수립
추진목적

2020. 03. 10. : 교류대상자 선발 추천 협조공문 발송(고창북중·고)
2020. 06. 05. : 고창북중·고 측 꼬마외교관 학생명단 회신

- 양 도시 청소년들의 온라인 화상채팅과 오프라인 편지를 통한 소통으로 청소년
사고력 및 언어능력 향상, 글로벌 리더십 함양, 국제마인드 제고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교류를 통해 양 도시 우호관계 증진 및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 마련

2020. 07. 03. : 태주시 측 꼬마외교관 학생명단 송부

| 추진절차 |
① 고창북중·고 자체 멘토-멘티 프로그램 통하여 중국어로 말하기 연습 후 위챗 사용
방법 익히기

| 추진배경 |
 2019. 5. 15. 우리군과 우호교류협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강소성 태주시측
『꼬마외교관』 시행 제안 (2019. 11월 메일 송부)
   - 양 도시(태주시, 고창군) 청소년들이(중학생) 온·오프라인을 통한 1:1화상채팅및
편지를 통한 소통 (자기소개, 도시이야기, 역사문화이야기 등)
   - 태주시는 2016년 8월부터 세계 5개국 6개 도시와 꼬마외교관를 지속 추진중임  

   - 가입 : 앱 검색 → 핸드폰 번호등록 → 약관동의 → 인증(기존사용자 QR코드 스캔
후 인증번호 발송) → 완료
   - 친구추가 : 위챗번호(보통 핸드폰번호)나 아이디검색 → 추가 → 친구요청 →
상대방 수락 후 추가
② 양 도시 꼬마외교관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20. 7월중
   - 장 소 : 고창북중·고 국제관 국제회의실/태주시 학교 컴퓨터실

| 사업개요 |

   - 참 석 : 52명(고창군 26명, 태주시 26명)

시행일시 : 2020 7월부터

   - 내 용 : 대형스크린을 통한 첫인사, 자기소개, 얼굴 익히기

대 상 : 52명(고창군 26명, 태주시 26명)

③ 1:1 매칭 후 이메일 발송

   - 고창군 : 26명(고창북중학교 15명/고창북고등학교 11명)

   - 자기소개문 및 위챗번호 발송

   - 태주시 : 26명(태주시강화실험중학교 15명/ 강언구진동고등학교 11명)

④ 지속적인 위챗 및 이메일 교류

소통방법 : 온라인 화상채팅 및 오프라인 편지쓰기 등

   - 한 달에 한 번 공통주제를 정하여 의견을 주고받은 후 보고서 제출

   - 온라인 화상채팅 : 중국 전용 메신저(we chat)

   - 그 외 자유롭게 교류하며 친교를 다짐

   - 오프라인 편지쓰기 : 개인 E-mail

⑤ 2학기 말 단체 주제토론회 개최 및 경과보고 제출

추진내용
   - 초기단계 : 온라인 채팅 (자기소개, 도시이야기, 역사문화이야기 등)
   - 발전단계 : 국가·학교 간 행사, 홈스테이 등
※ 태주시 현황 : 인구 : 503.38만명 / 면적 : 5,787㎢ / 우호교류협약에 관한 의향서 체결 :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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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후계획 |
고창북중·고 자체 멘토-멘티프로그램 시행 2020. 7월초
양 도시 학교 오리엔테이션 및 위챗번호 교환 2020. 7월중
1:1 온·오프라인 채팅 교류 및 운영 2020. 8월~12월
학기말 중간점검 및 경과보고 2020. 12월중
   - 경과보고서를 토대로 지속교류 여부 결정
교류지속 및 단합 주제토론회 개최 2020. 12월말

참고

타이저우시가 실시하는 ‘꼬마 외교관’ 프로그램 사례
| 프로그램 목적 |
   -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 글로벌 시야 육성, 도시 간 우호관계 성립, 문화
교류를 촉진
| 프로그램 시작 |
   - 2016. 8. 타이저우시 동심클럽과 호주 우호도시 라트로브시 잉나난 초등학
교 학생 24명이 모여 ‘중국-호주 우의전파, 꼬마 외교가가 될래요’ 캠페인
을 실시. 2년 간 30여 차례 온라인 , 오프라인 교류 실시  
| 프로그램 발전 |
1. 참가주체 확대
   :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우호교류를 추진하여 화상교류를 시작
2. 참가국가 확대
   : 여러 국가와 도시의 대외 교류를 추진(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
3. 진행방식 다양화
   : 화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교류 뿐아니라 학교방문, 홈스테이 등 오프라인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원화 된 소통방식을 활용
4. 언어 종류의 다양화
   : 일본과도 교류 시작
5. 교류 주제의 다양화
   : 기존 영상교류가 학생들의 자기소개, 국가별 역사문화 소개였다면 교육, 경
제무역, 정치 등으로 주제 넓혀 효과적으로 진행. 타이저우시 제2부속중학교
와 네덜란드 오스시 매슬란학원 학생 90명이 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사회공평을 어떻게 제고 할 것인가 등 17가지 주제를 가지고 화상 토
론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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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고창군, 청소년 국제교류 ‘꼬마외교관’ 뜬다
새전북신문 / 2020.07.21.

Ⅳ 기타교류

고창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청소
년 국제교류 활동인 ‘꼬마외교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꼬마외교관은 군과 국제우호도시 중국 강소성 태주시의 양 도시 청소년들이
온라인 채팅과 오프라인 편지를 통해 역사문화, 도시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
로 소통하는 것이다.

1

자매교류 5주년 기념행사 : 경기 수원시
  

이들은 지난 20일 고창북고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학생 26명이 참여해 양 도
시 학생들의 1:1 매칭 명단을 나눠주고, 서로의 이메일 주소 교환하며 채팅
요령, 소통할 주제 등이 안내됐다.
이를 위해 중국 태주시측은 꼬마외교관 시행을 제안했으며 군에서도 흔쾌히

| 준비과정 |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프라이부르크시와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행사를 비대면(Untact) 온라인
교류로 전환하여 자매도시와의 우호와 협력을 도모

받아들여 중국어 특성화 학교 고창북중고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것이다.

| 자매도시 체결 5주년 기념행사 계획 |
꼬마외교관은 학교주관으로 주제선정과 결과보고서 등 수시로 점검하고 여
름방학을 마친 9월에는 양 도시 학생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온라인 화상으

프라이부르크 대표단 수원시 방문

로 첫 만남의 시간을 갖으며 발전단계에 이르면 홈스테이와 도시 간, 학교 간

방문기간 : 2020. 4. 29.(수) ~ 5. 2.(토) 〔3박 4일〕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 문 단 : 프라이부르크 시장 등 11명(공식대표단, SC프라이부르크 축구관계자 등)

군은 향후 교류를 희망하는 고창군 전체 중고등 학교에 대해 점진적으로 교
류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내용
   - 1일 시장교환근무 추진
   - 자매결연 5주년 및 프라이부르크시 900주년 기념사업 논의

오미숙 대외협력팀장은 “꼬마외교관의 활발한 활동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

   - SC프라이부르크와 축구관계자(삼성블루윙즈, 수원FC) 미팅

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 수원시 스타트업 관련 기관 방문 및 기업 미팅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대표단 프라이부르크 방문
방문기간 : 2020. 7. 9.(목) ~ 7. 14.(화) 〔5박 7일〕    
방 문 단 : 수원시장 등 200여명(공식대표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태권도 시범단,
미술전시 작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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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수원시 우수사례 공유

   - 제10회 국제자매도시마켓 공식 행사 참여

     •인도네시아 반둥시 (2020.5월) / 멕시코 톨루카시 (2020.6월)

   - 자매도시 체결 5주년 기념 수원시립오케스트라·합창단 공연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영문자료) 송부

   - 수원시 체육회 태권도 시범단 공연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6.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 프라이부르크시 900주년 미술전시 프로젝트 전시 및 폐막식 참여

2. 임시생활시설 운영

7. 투명한 정보 공개

3. 코로나발생국 유학생 공동대응

8. 천마스크 제작 및 나눔 캠페인

4. 해외입국자 관리

9. 마스크 배송지원·취약계층 지원

5. 안심숙소 지원

10. 인근 지자체 코로나19 공동대응

| 조치사항 |
프라이부르크 가상 자매도시마켓 온라인개최에 따른 비대면 교류
행사명

비대면 교류참여 내용

자매도시 활용

비고

• 가상자매도시 마켓 시장님 축하영상
프라이부르크
가상 자매도시
마켓

• 수원시립교향악단 축하 힐링 클래식
영상
• 수원이를 통해 전하는 수원환경
이야기

수원시장 취임 10주년 기념 해외교류 인사의 축하영상 접수
   - 활    용 :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7.1.-7.5.), 수원시장 페이스북 게시

프라이부르크시 홈페이지 및
SNS게시
(http://2020.feriburg.de

•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 영상
• 수원에 반하다 관광 영상

| 기타 비대면 교류사항 |
수원시 비대면(Untact) 온라인 홍보 활성화
도시명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중국
지난
프랑스
뚜르

홍보자료

자매도시 활용

비고

• 1950~1980년대 흑백사진 20개

니즈니 900주년 기념
사진앨범 제작(사진제공)

• 수원시 소개자료 및 사진

클루지나포카 홈페이지
(www.primariaclujnapoca.ro)

• 수원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도

지난 국제우호도시 공원 조성
업무협의

• 수원시 소개자료 및 사진
• 수원시 관련 영상

일본 아사히카와 시장
(니시카와 마사히토)

코로나19 관련 교류내용
   - 자매·우호도시 기부 마스크 수령
     •3개 도시 7만매
구분

시엠립주(자매)

지난시(자매)

주하이시(우호)

수량

수술용 2만매

수술용 3만매

보건용 2만매

대만 감찰원장 지명자
(천 쥐)

| 결과/효과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진 정책교류, 수원시에 관한 랜선문화 제공으로 국제자매
도시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뚜르시 홈페이지 게시
(www.tours.fr)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장
(마르틴 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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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두 도시의 공통점에 걸맞게 수원의 마스코트인 ‘수원

수원시 ‘비대면 정책’ 국제교류서도 주목
뉴스핌 / 2020.07.20.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 등과 활발한 온라인 교류를 펼치며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전하는 수원환경이야기,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 영상, 수원의 관광
영상에 광교호수공원의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추가한 영어 영상 등이 홈페
이지와 SNS에 게시됐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수원시 홍보는 다른 자매도시와도 활발하다. 올 상반기
에만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 800주년 기념 사진 앨범을 제작을 위한
수원시의 1950~1980년대 흑백사진 요청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 홈페이
지에 수원시 소개자료 및 사진 게시 △중국 지난에 ‘수원공원’ 조성을 위한 설
계도 요청 등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우호협력교류의향서를 체결한 프랑스 뚜르시에도 수원
시 소개자료와 사진, 관련 영상 등을 보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원을
홍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K 방역의 모범사례로 손꼽힌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도 자매 도시들로 전파돼 도움을 줬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홈페이지에
열린 ‘가상자매도시 마켓’에 게
시된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하
메시지 영상과 수원이 한국 내
그린시티라고 설명하는 소개글
캡쳐.

인도네시아 반둥시와 멕시코 톨루카시 등이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함께 공
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원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부터 임시생활시
설, 해외입국자 관리, 안심 숙소, 마스크 수급 및 배송 지원 등 우수사례들을
영어로 번역해 공유했다.
마스크도 교류의 한 분야였다. 앞서 세계 도시들과의 우호 협력 강화에 힘써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하고 환경 분야를 주축으로 다양한 교류를

왔던 수원시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던 3월 말 캄보디아 시엠

하고 있는 독일의 자매도시 프라이부르크 홈페이지에 지난 수원시 관련 영상

립주, 중국 지난시, 중국 주하이시 등 3개 도시로부터 7만 개의 마스크를 기

들이 다수 게시됐다.

부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올해 9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예

이에 따라 수원시는 마스크 수급 여건과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톨루

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행사는 내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가상 자매

카시 등 해외 자매도시들에 마스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 마켓’을 개최하고 있다.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은 “해외 자매도시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교류는 어렵지

수원시 역시 프라이부르크시와의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했

만 국제교류 분야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수원시는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으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축하와 참여를 전하는 방식

있다”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진 정책 교류, 랜선 문화 여행 등 해외도시

으로 국제교류를 돈독히 하게 됐다.

와의 연대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프라이부르크시의 900주년과 가상 자매도시 마켓을

수원시는 1989년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한 뒤 2015년 독

축하하는 영상물을 보냈으며, 수원시립교향악단은 900주년 힐링 클래식 영

일 프라이부르크시까지 총 14개 세계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4개 도시와 우호

상을 제작해 음악 선물을 전송했다.

결연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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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스마트시티 온라인 세미나
|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20. 8. 5.(수), 15:00~17:00
 장   소 : 온라인

Ⅰ. 행정교류

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Ⅳ. 기타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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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과정 |
활용 프로그램
   Zoom 플랫폼 사용 (Zoom Business 타입, Zoom Webinar기능 추가)
※ Zoom으로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를 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

중·일 측과 웨비나 기술 관련 사전 협의/합의 필요한 사항
   - (중국) Zoom 플랫폼 사전 테스트 실시.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 YouTube를

 주최/주관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

포함하여 중국의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관련 제약 사항이

 참   가 : 3개국 포함 총 514명(Zoom 254, YouTube 스트리밍 260)

많아 중국으로의 실시간 스트리밍 송출은 불가. 중국측 시청자들은 오직 Zoom
플랫폼을 통한 관람만이 가능했음.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 주요 내용 |
1. 3개국 스마트시티 대표기관인 한국스마트도시협회(SCA), 중국도시개혁발전센터
(CCUD), 일본스마트시티인스티튜트(SCI-J)가 각국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을 공유
2. 3개국의 수도인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스마트시티 대표자를 통해 각 도시의

플랫폼 확인 및 웨비나 시청 방법 등 향후 추가적인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
   - (일본) Zoom 플랫폼 사전 테스트 진행 및 실시간 스트리밍 방법 공유 필요
기타 준비사항
   - 알맞는 Zoom 요금제. 기술 인력 2명 이상(세미나 발표자료 컨트롤, 카메라 관리) 및
동시통역 담당에 대한 인력 배치가 필요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차원에서 한중일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기대를 공유
   A. 서울: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재난정보·주차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소개
   B. 도쿄: 관광·헬스케어·방재·자율주행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사업 소개
   C. 베이징: 5G·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 소개
3. 3개국 스마트시티 대표 기업인 삼성SDS, 알리바바(Alibaba), 일본전기주식회사(NEC)
대표가 스마트시티 구현에 있어 혁신적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한중일 스마트시티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토의
   -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일 스마트시티 협력의 토대가 될
“한중일 스마트시티 포럼”(가칭)을 2021년 출범할 계획
   - 제 1차 한중일 스마트시티 포럼의 개최지로 일본이 검토되고 있는 바, 일본
스마트시티인스티튜트를 비롯한 각국의 협력 기관과 구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
   - 한중일 스마트시티 협력에 함께 할 3개국 내 도시, 기관, 기업 지속 확대 예정

| 유의사항 |
   - 시스템 리허설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필요
   - 리허설 등 사전준비 시간 조정 시 3개국 간 약 7일 전 조정 필요
   - 동시통역 시스템과 Zoom 호환성은 충분한 리허설과 기술 작업 검토 필요

| 기타사항 |
   - 많은 시청자들이 3국간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업들은 이러한 행사가 네트워킹, 정보공유 및 사업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냄.
   - 세미나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세미나 주제와 내용에 만족감을
나타냄 (1-불만족 10-매우 만족 중 평균 답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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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교류

한국–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교류 웨비나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7. 1(수)
 장   소 : 협의회 회의실
 방   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주   최 : UCLG ASPAC,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주최
 참   가 : 총 180여명
※한
 국 및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관계자,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주인니한국대사관, 지자체 인도네시아 사무소
(대구, 경북, 경남 등) 및 UCLG ASPAC 유관기관 등

 언   어 : 영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동시통역 지원)
 주요내용
   - 협의회가 해외 유관기관과 개최한 첫 온라인 화상회의
   - 한국–인도네시아 자매도시간 교류성과 및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른 교류
방향 및 계획 공유
온라인세미나 사진

     •발표자
▶ 한국
① 제주도 국제관계대사
② 부산광역시 성장전략국장
③ 광양시 국제협력팀장

TCS 회의장 사진

▶ 인도네시아
① 족자카르타 시장
② 파당 부시장
③ 수라카르타(솔로) 총괄기획실장

한중 비대면 교류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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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과정 |

Ⅰ. 행정교류

Ⅱ. 경제통상

Ⅲ. 문화교류

Ⅳ. 기타교류

사진자료

 화상회의 사전준비
   - 시스템 운영방법 숙지, 발표자 접속 테스트, 동시통역 테스트 등을 위하여 상대
기관과 여러 차례 사전연습 진행
   - 한국 측 발표자 및 일반 참가자를 위한 Zoom 접속 방법(컴퓨터, 핸드폰) 안내
매뉴얼 작성하여 배부
Zoom 운영 역할 분담(협의회는 UCLG ASPAC과 회의를 공동개최함)
   - ASPAC 사무국(Zoom 메인 호스트/운영자)
     •회의 개설, 동시통역 기능 설정 및 지정, 회의장 화면 설정 및 운영 등, 인니-영
동시통역 운영, 인도네시아 참석자 접속 승인 및 PPT 운영 등
   - 협의회(공동 호스트 기능부여)
     •한-영 동시통역 운영, 회의 녹화, 한국 참석자 접속 승인, 한국 측 발표자 PPT
자료 운영 등

| 유의사항 |
 Zoom 동시통역 기능 이용 시에는 유료 회원가입 필수(비즈니스 이상)
※ 협의회는 UCLG ASPAC 계정 이용

 Zoom은 릴레이 통역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음
   - 추가적인 장비(동시통역사당 노트북 2대 이용 또는 스테레오 선택기 사용 등)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연결해야함
※ 협의회는 기술적인 부분 및 장비 보완하여 추후 개최된 UCLG ASPAC 집행부회의(8.25)에서 4개 언어
동시통역 릴레이 진행 성공

 동시통역사에 Zoom 기능 숙지 필요
   - 동시통역사의 화면에는 운영자/일반 참가자 화면에는 없는 통역 ‘언어 설정’ 버튼이
있으며 통역 시 수시로 작동해야하는 부분임
※ Zoom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동시통역사들이 있음으로 주최 측에서 사전 설명 필요

 인터넷 환경 중요 : 무선보다 랜선 연결이 보다 안정적임

한국-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교류 웨비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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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온라인 공연주간
| 행사개요 |
 일시 : 2020년 8월 11일~14일
 장소 : (한국)네이버tv 공연라이브 (러시아)러시아 문화포털(culture.ru)
 협력기관 : 러시아 연방 음악·축제 공공기관 로스콘서트(Rosconcert)
 참가단체
   - 한국측 :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국악관현악단
   - 러시아측 : 유 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가스카로프 민속 무용단,
모스크바 뮤지컬 시어터,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
 주요내용
   -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계기, 양국 우수 공연예술 작품을 온라인으로 소개하여

▲ 한국-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교류 웨비나 사진

양국 간 비대면 교류를 통한 상호 문화이해 도모
   - 한-러 온라인 공연 특별 주간 개최, 1일 1편 상호 교차 상영
구분

한국측
상영

러시아측
상영

▲ 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일정

단체명

작품명

8. 11.(화) 오후5시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in 함부르크

8. 12.(수) 오후5시

가스카로프 민속무용단

가스카로프 민속무용단
레퍼토리 공연

8. 13.(목) 오후5시

모스크바 뮤지컬 시어터

리버스

8. 14.(금) 오후5시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

그젤 무용단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
in 크렘린 궁전

8. 11.(화) 오후3시

국립현대무용단

비욘드 블랙

8. 12.(수) 오후3시

국립발레단

허난설헌 - 수월경화

8. 13.(목) 오후3시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러시안나잇 프로코피예프 & 라흐마니노프

8. 14.(금) 오후3시

국립국악관현악단

아리랑로드 - 디아스포라

한중 비대면 교류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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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작품 선정
   - 국내 단체, 러시아측 협력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영 작품 선정
 활용 플랫폼
   - (한국) 네이버tv 공연라이브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채널
   - (러시아) 러시아 문화포털 사이트 (culture.ru)
 러시아 측과 기술 관련 사전 협의/합의 필요한 사항
   - 스트리밍 일정 및 영상 게시 기간 협의
   - 공연 영상 저작권 협의
   - 저작료 지급 협의
   - 영상 확장자 및 크기 확인
   - 프로그램 사전 홍보 방식 협의
 기타 준비사항
   - 홍보 티저 영상 및 웹이미지 제작
   - 영상 송출 업체 선정
   - 온라인 스트리밍 라이브 채팅창 관리

| 유의사항 |
   -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협력 기관과 원활한 소통 및 사전
조율과 점검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 확보 중요
   - 영상 스트리밍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국가마다 저작권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 및 충분한 논의 필요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 웹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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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온라인 공연주간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사진
관련기사

러시아 대표 예술공연을 안방 1열에서 즐기세요
-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양국 예술 공연 소개하는 ‘온라인 공연주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in 함부르크>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8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을 운영한다. 러시아에서는 연방 음악·축제 공공기관인 로
스콘서트(Rosconcert)가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공연주간’ 동안 한국은 국립발레단의 ‘허난설헌–수월경화’, 국립현대
무용단의 ‘비욘드 블랙’,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로드–디아스포라’, 코리
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러시안나잇–프로코피예프&라흐마니노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공립 예술단체의 공연을 러시아 문화포털(www.culture.ru)에 선

가스카로프 민속무용단 <가스카로프 민속무용단 레퍼토리 공연>

보인다.
8. 11.~14. 오후 5시, 네이버 티브이에서 러시아 대표 예술 공연 방송
러시아는 네이버 티브이(TV)의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채널(http://tv.
naver.com/korrusculture)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 8월 11일에는 비올리스트 ‘유리 바슈메트와 모스크바 솔로이스츠’의 함부

모스크바 뮤지컬 시어터 <리버스>

르크 공연 실황, ▲ 8월 12일에는 유네스코 평화 예술 친선대사인 ‘가스카로
프 민속무용단’의 공연, ▲ 8월 13일에는 서커스와 뮤지컬을 접목한 ‘모스크
바 뮤지컬 시어터’의 ‘리버스’, ▲ 8월 14일에는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
의 창단 30주년 공연 실황을 볼 수 있다. 모든 공연은 오후 5시에 방송되며,
‘온라인 공연 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12월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온라인 공연 주간’ 외에도 ‘박경리문학제 계기 온라인 포럼’,
‘모스크바 국제도서전 온라인 참여’, ‘「러시아를 만나다」 기획영상’ 등, 코로나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 <그젤 무용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in 크렘린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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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 대응한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비대면 한-러 문화교류 사업은 인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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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화상회의 프로그램 소개

적 교류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문화 공개토론회(포럼), 도서전, 전시
회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교류로 한-러 간의 우의와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화상회의 기기 |
 화상회의 사용기기는 크게 개인용 데스크탑(또는 노트북)과 중대형 회의실에서
쓰이는 회의용 카메라, 영상기기를 말하며 각종 회의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
 개인별 회의 참가의 경우 스마트폰, 노트북, 모바일(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내장)로
화상회의 가능
 다자간 회의 참가(회의장 이용)의 경우 회의용 영상기기(카메라,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 등 필요
※ 회의 규모 및 참가자의 역할에 따라 기기의 규모 판단 필요

【동시통역을 통한 영상회의 진행시 유용한 기기 】
동시통역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경우 통역사들이 출력 언어 선택이 가능하고, 음성
출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추천
▶ 스텐드 마이크
  - USB형태로 컴퓨터 또는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음소거 버튼이
달려있는 마이크
  - 통역사 한명 당 1개씩 필요
  - 컴소닉 스탠드마이크 CM-7010 USB premium
▶ 스테레오 선택기
  - 소리가 들어오는 채널을 바꿔주는 스위치 역할
  - 통역사 한명 당 1개씩 필요
  - 추천제품 : NETmate NM-STS21 벽걸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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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음성 출력 케이블
  - 모바일, 노트북, 스테레오 선택기(출력음성)를 연결해주는 케이블
   - 통역사 한명 당 2개씩 필요
   - 추천제품 : 넥시 3극 스테레오 고급형 케이블NX-STB010MM(1M이상)

Ⅰ. 행정교류

Ⅱ. 경제통상

플랫폼

(*외국에서 사용시
Voov Meeting)

| 화상회의 플랫폼 |
华为云 welink

 국내 이용 플랫폼
플랫폼

이미지

특 징
- 많은 국가에서 사용 중
- 회의ID(고유번호)를 통해 회의주최 및 참가 가능
- 최대 300명 동시접속 가능
-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즉시 참여가 가능
- PC, 노트북, 전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해 일대일
또는 일대다 미팅을 진행
-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파일 등을 전송

ZOOM

   ※ 중국에서도 많이 이용 중이며 상하이화완통신과기유한공사
(上海华万通信科技有限公司)에서 서비스 제공

- 미국 네트워크 1위 시스코시스템즈(CSCO) 앱
- 회원가입 후 미팅룸 예약 및 개설 가능
- 최대 100명 동시접속 가능(유료버전에 따라 확장가능)
-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즉시 참여가 가능
- PC, 노트북, 전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해 일대일
또는 일대다 미팅을 진행
-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파일 등을 전송

WEBEX

※ ZOOM과 WEBEX 이용 방법 소개 (☞ 링크이동)
플랫폼

사용법 매뉴얼
https://drive.google.com/file/d/1ipwcZmBLz_BvIYwt1Hp0h_DUl7m
WXnGb/view?wpnd_cid=h5xh7fouk3ecpp9l

https://www.cisco.com/c/dam/global/ko_kr/solutions/
collaboration/Webexguidekr.pdf?dtid=oemels001119&ccid=cc0012
28&ecid=23648&oid=otrco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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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용 플랫폼

TencentMeeting

▶ AUX 젠더
  - 공용어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를 두개로 나눠주는 역할
  - 통역사 2명 당 1개씩 필요
  - 마하링크 3.5스테레오 Y형젠더 [ML-S001]

Ⅲ. 문화교류

이미지

특 징
- Tencent(腾讯)에서 개발한 화상회의 시스템
- 2019년 서비스 개시 후 무료 서비스 제공 중
- 위챗 계정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용가능
- 최대 300명  동시접속 가능
- PC, 노트북, 전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해 일대일
또는 일대다 미팅을 진행
-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파일 등을 전송
- 화웨이 클라우드 서비스, 화상영상 서비스 지원
- 2019년 12월 서비스 개시
- 디지털 오피스를 목표로 함
- 최대 100명  동시접속 가능
- PC, 노트북, 전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해 일대일
또는 일대다 미팅을 진행
-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파일 등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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