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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렸
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아래 Portman 미 무역대표 등 21개국 통상장관 또
는 대표가 참석하여 APEC 역내 통상현안 및 세계 주요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 되었다.
다음은 금번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이슈별 논의사항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및 향후 달성계획 논의
●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개별∙공동실행계획, 무역원활화,
RTAs/FTAs, 지식재산권 등 의제별 작업계획
승인 및 진전사항 점검
-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제안한“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구상”지지
● 경제기술협력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등 경제기술협력 의
제 진전사항 점검

1. 다자무역체제 강화
통상장관들은 의장성명 및 WTO DDA 특별성명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DDA 협상
진전 및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제주성명(DDA
특별성명)을 통해 DDA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에서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에 의한 관세 감축방식을 지지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개도국의 우려는 공식
의 계수(coefficients)를 통해 반영하기로 하고, 동 계수는 추후 협상키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 야심적이고도 균형 잡힌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보고르목표 달성에
중요하며, 이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 및 복지 향상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WTO 능력배양과 관련, 개도국이 WTO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경
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무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
사업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DDA 협상 전 분야에 걸쳐 능력배양 활동을 권고하
며, 완료된 능력배양 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1월 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을 지시
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 조속 가입을 지지하였다.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작업이 APEC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보고르 목표를 기한 내 달성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은 한
국이 주도하는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
고, 지난 SOM II에서 구성이 합의된 중간점검 운영그룹(Steering Group)에서 최종보
고서를 작성, 2005년 11월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상기 로드맵에
� 6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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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Meeting of ABAC
제2차 기업인자문위원회(ABAC)회의

작용 해소를 위해 ABAC은 새로운 안보조치 강화로 인한 영향

(2005. 5.10-13. 중국, 북경)

역원활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Customs Handbook 개

분석, 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마련, 그리고 무
발 등을 촉구하였다.

제2차 ABAC 회의가 5월 10일에서 5월 13일까지 중국 북경
4.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Shangri-la Kerry Center 호텔에서 열렸다. 현재현 의장 및 21개
회원국 ABAC 위원, 스탭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고, 2005년

기업윤리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공무

ABAC 중간보고서 작성,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보고서 작성,

원들의 부패방지 노력 강화, 노사관계, 집단소송 등과 관련된

ABAC 대표단의 제네바 방문관련 의제 확정 등을 중심으로 논

법률의 객관성 확보 등을 촉구하였으며, 반부패 노력의 일환

의하였다. 다음은 ABAC 중간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

으로 역내 정상들이 UN 반부패 협약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기

이다.

를 촉구하며, ABAC이 APEC과 공동으로 아태지역 내에서 반
부패 조치의 시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 WTO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 촉구
5. 재해재난대비 네트워크 강화

ABAC은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아래 4가지 분야에서 APEC 통상장관들

테러나, 사스, 지진해일 등과 같은 재해재난대비를 위해 역내

이 보다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촉구하였다: 1) 농업:

재 해 재 난 대 비 네 트 워 크 (Regional Disaster Response

시장접근, 국내보조금, 수출경쟁 분야의 진전 2) 비농산물 시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역내의

장접근(NAMA): 비농산물 상품분야의 각종 장벽 철폐 3) 무

재해재난대비 역량을 평가하고,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역원활화: 투명성 제고, 상품이동의 원활화 및 표준화 확보

대피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며, 민간부문 및 각종 구호단체

4) 서비스: 금융 및 비금융분야 서비스 교역자유화 달성, 해

등과 연계하여 역내 전체의 재해재난과 관련한 의사소통능

외직접투자(FDI) 장벽 철폐 등.

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

2.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촉구
관세절차의 효율성 제고, 표준화, 투자장벽 철폐, 투명성 확

에너지 가격급등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에너지절약 및 보

보 등 무역원활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

존기술, 에너지 개발 기술 관련분야 등에서 적극적 협력이 필

고, 민간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참여하에 역량구축 프로그램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식재산권(IPR) 보호 및 강화가 기술

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 구축을 제안하였다. 금

혁신과 기술 투자를 촉진시키고 결국은 경제성장에 기여 한

융시스템 강화와 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WTO의 무역 및

다는 것을 강조하며, 역내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

투자자유화 논의의제보다 한발 더 앞선 자유화/원활화 조치

한 조치 시행을 촉구하였다. 유비쿼터스 사회 구축을 위한 기

의 시행을 강조하였다.

반조성과 환경 및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역내 회원국 공
동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3. 새로운 안보환경에의 적응

연락처 : 엄치성 차장 / 전경련, 국제부

새롭게 강화된 안보조치 충족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 부

Tel : 3771-0347

족이 역내 교역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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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OM Ⅱ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1년 상해 정상회의시 합의에 따라‘2006년까지 거래비용
5%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콩이 제안한‘무역원활
화-로드맵 2006’를 채택하였다.

(2005. 5.21-31. 한국, 제주)

2005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까지 전회원국의 IAP 검토가 완료
제 2차 고위관리 회의 및 관련회의가 5월 21에서 31일까지 제

된 바, 향후 IAP 검토계획에 대해 일단 2007-2009년 3년간 다

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고위관리들은 산하회의들인 무

시 한번 전회원국의 IAP 검토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

호주 및 뉴질랜드 주도로 작성된 2005년-2006년간 IAP 작성방

원회, 반테러대책반, 재난대응 가상대책반 등의 금년도 작업 진

식 및 CTI가 작성한 IAP 검토회의 향후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전사항 및 보건대책반의 임무연장(2007년까지)을 승인하였다.

기업의 혁신 기술 보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함
께 APEC 위조∙불법복제 방지 이니셔티브를 공동 제안하였다.

1. 다자무역체제 강화
4. 경제기술협력

고위관리들은 홍콩에서 열릴 제 6차 WTO 각료 회의의 성공
적인 결과에 기여하기 위한 APEC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국제금융기구(IFI)와의 대화 준비현황을 포함한 ESC(SOM

강조하였다. WTO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의 기여를 강

Committee on ECOTECH) 의장 보고서를 청취하였다. ESC의

화하기 위해,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DDA 별도성

업무를 격려하고 3차 고위관리회의시 개최될 2차 APEC/IFIs

명 문안을 논의하였다.

Roundtable 대화를 승인하였다.
5. 인간안보증진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5월28일에 개최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심포지엄의 주요결

CTTF(Counter Terrorism Task Force) 의장은 CTTF 금년도

과를 보고 받고 이의 시사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보고르목표

작업계획에 따라 정상 및 각료회의 합의의 이행, 대테러 행동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WTO DDA 협상 진전을 통한 자유화,

계획의 평가, 기존 성과사업의 이행, APEC 구조에 대한 지지

수준높은 RTAs/FTAs를 이루기 위한 협력, 개별실행계획

제공, 새로운 이니셔티브 모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

(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충실한 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면서 CTTF 회의결과(5.26-27)를 보고한 바, SOM 은 CTTF 의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결과를 승인하였다.

중간점검 운영그룹(Steer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

“긴급사태 대응 가상대책반”의 제1차 회의(5.2-3, 발리) 결과

고, 2005년 11월 정상회의에 보고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

를 평가하고, 대책반의 위임규정(Terms of Reference), 작업

록 지시하였다.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보고서는 APEC의 3대

계획 및 Web-site 전략을 승인하였다.

지주인“무역∙투자 자유화”,“무역∙투자 원활화”및

보건대책반(HTF: Health Task Force)의 임기를 2006-2007년

“ECOTECH”등의 분야를 포괄적이며,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

2년간 연장을 승인하고 HTF가 2006년 회의 이후 위임규정

다는데 공감하였다. 로드맵에는 자유화 및 원활화를 촉진시

개정검토 및 새로운 작업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즉 WTO DDA, RTAs/FTAs,
6.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Pathfinder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EC 의장(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005년 경제전망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보고서등 신경제∙지식기반경제 및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관련 연구사업의 진전현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금년

3.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5월29일 RTAs/FTAs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2004년 정상회

도 각료회의에의 APEC 구조개혁 활동점검보고서 제출 계획

의 시 채택된 APEC RTAs/FTAs 최적관행(Best Practices)을

및 금년 9월 APEC-OECD 구조개혁 능력배양 심포지움 개최

실제 FTA 협상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계획을 설명하였다.

형성되었으며, 나아가 RTAs/FTAs 무역원활화 부분에서의 최

연락처 : 김효은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적관행 또는 모델 조항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개시할 필요가 있

Tel : 2100-7653

APEC/PECC NEWSLETTER
3

Fax : 2100-7980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Conference
-APEC 연구 컨소시엄 회의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2005. 5.22-25. 한국, 제주)

경제 공동체 (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의 역할을 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아닌,“아시아 태평양
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APEC 연구 컨소시엄 회의(ASCC Conference)가 2005년 5월

참석자들은 APEC의 TILF/Ecotech의 진전을 촉진 시키고 보

22일에서 25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APEC 공동체형성을 이끌어

(한국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내기 위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1. APEC은 구체적인 목표들과 실현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르

(PECC),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금번 컨

목표 달성 과정을 진전시켜야 한다.

퍼런스는“Building an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라는

2. 보고르 목표는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야만 구체적인 목

주제 아래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APEC 경제위원회

표 달성을 이룩할 수 있다.

의장), 김기환 PECC 의장을 비롯하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3. APEC은 역내 FTA의 확산을 조화시키기 위해, 최적 관행에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에서 참

따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석한 APEC연구센터(ASC) 관련 학자 및 PECC, APEC 사무국 대

4. 무역과 금융에서의 전세계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보
다 심화된 정책 협력이 요구된다.

표 등 아시아태평양 역내 90여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하였

5. 역내에서 무역을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경

다. 컨퍼런스는 11개의 세션들로 구성되었는데, 11명의 사회자

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와 36명의 발표자들이 세션에 참여하였고, 전체 참석자들이 토

6. 중소기업들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론에 참여하였다.

7. 인간 안보는 사업의 안전과 경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

참가자들은 1989년 APEC의 설립 이래 역내 무역 및 투자 자

으며, APEC 역내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유화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사실을 인정
하는 동시에 2010년 개도국, 2020년 선진국에서의 무역 투자

8. APEC 역내에서 지식 기반 경제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보고르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는 정부, 기업, 교육 부문 간의 파트너쉽이 강조되어야 한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실천 의지가 재천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연락처 : 이인엽 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공감하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APEC이 명실상부한 아태지역을

Tel : 3460-1024

Fax : 3460-1162

APEC 연구 컨소시엄 회의 (2005. 5.22-25. 한국,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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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r Goals Mid-Term Stocktake Symposium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을 위한 심포지움

APEC Economic Outlook Symposium
-APEC 경제 전망 심포지엄

(2005. 5.29. 한국, 제주)

(2005. 6.22-23. 하와이, East-West Center)

보고르 목표 중간 평가 심포지엄이 5월 28일 제주 ICC에서

‘2005 APEC 경제 전망 심포지엄-테러와 반테러의 경제적 영

개최되었고, 고위관리들, 회원국 대표들, APEC 포럼 의장들,

향’이 6월 22일과 2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 East-West Center에

APEC 전문가들이 이에 참여하였고 다음 내용의 논의와 권고가

서 개최되었다.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은 개회 세션과 Wrap up 세션을 포함 총

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미국등 10개국에서 참여하였고, 14명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고, 두 개의 메인 세션의 주제는

의 발표자와 7명의 진행자가 7개의 소 주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

“Taking stock of achievements made in the fields of

론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테러와 반테러의 경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owards achieving the Bogor

제적 영향에 관한 활발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goals”와“How to achievement the Bogor Goals-the roadmap

참석자들은 테러라는 주제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

for future works”였다.

다는 점에 동의했고, 기존의 기구로는 역내 안보문제에 관한 대

심포지엄에서 먼저,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분

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테러를 염두에 둔 APEC의

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새로운 영역설정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두 번째로, 보고르목

연락처 : 최인택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WTO DDA 협상 진전을 통한 자유화,

Tel : 2100-7656

수준 높은 RTAs/FTAs를 이루기 위한 협력, 국가간 거래비용 감
소 등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추진 계획,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충실한 이행, 그리고 Pathfinder 등이 복
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세 번째로, 부산
로드맵이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로드맵은 야심차고도 실질적
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고, 상기 로드맵에는 APEC 활
동의 3대 지주인 무역∙투자 자유화, 무역∙투자 원활화 및 경
제기술협력 분야별로 구체 행동계획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
가 있음도 강조되었다.
연락처 : 성문업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836

Fax : 2100-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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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ABAC Meeting
제3차 기업인자문위원회(ABAC)회의
(2005. 7.31-8.3.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APEC-OECD Structural Reform Capacity
Building Symposium
APEC-OECD 구조 개혁 능력 배양 심포지움

연락처 : 엄치성 차장 / 전경련, 국제부

(2005. 9.9. 경주)

Tel : 3771-0347

연락처 : 박수완 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ax : 3771-0131

Tel : 3460-1105

Fax : 3460-1162

12th APEC SME Ministerial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관련회의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
재무장관회의

(2005. 8.24-9.2. 대구)

(2005. 9.8-9. 제주)

연락처 : 최원영 사무관 / 중소기업청,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연락처 : 임수현 사무관 /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Tel : 042-486-9453

Tel : 2110-2503

Fax : 042-486-9457

Fax : 503-9272

APEC SOM I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05. 9.5.-14. 경주)
연락처 : 김효은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3

Fax : 2100-7980

� 1페이지에서 계속됨

는 APEC 활동의 3대 지주인 무역∙투자 자유화, 무역∙투

되면서 아울러 WTO 협상에도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분야별로 구체 행동계획이 균

APEC 역내 RTAs/FTAs의 확산이 보고르 목표 달성에 기여

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도 강조되었다. 보고르목표를

함을 주목하였고, RTAs/FTAs 최적관행의 이행과 높은 수

달성하기 위해서는 WTO DDA 협상 진전을 통한 자유화,

준의 FTA 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선구자 이니셔티

수준 높은 RTAs/FTAs를 이루기 위한 협력, 국가간 거래비

브(Pathfinder Initiative)관련, 2004년 채택된 지침에 따라

용 감소 등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추진 계획, 개별실행계

현 이니셔티브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충실한 이행 등이 복합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선구자 이니셔티브를 적용

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추가 발굴하고, 실행하도록 권장하였
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가 투자 촉진, 혁신 자극,
경제성장 추진에 공헌함을 재확인 하였고, 한국, 미국, 일

3.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통상장관들은 21개 전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검토

본이 공동제안한“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에 대한 지

회의(Peer Review)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2006

지를 밝히고 투자유치, 무역왜곡 및 역내 경제개발에 있어

년까지의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로드맵을 승인하고, APEC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의 무역원활화 노력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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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기술협력

4. 인간안보
통상장관들은 대테러대책반의 임무규정(TOR) 개정 및 작

경제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ECOTECH과 TILF간

업계획을 환영하였다. 역내 교역안전(STAR) 이니셔티브의

균형된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며, 국제금융기구

이행진전을 환영하고 제3차 STAR 회의 권고를 주목하였

와의 협력 방안 진전도 환영하였다. APEC 지역의 경제 성

다. 역내 무역 및 금융안전 구상 관련 실질적인 진전을 환

장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

영하였다. 자연재해 대응 및 대비를 위한 SOM의 활동을

인 하였고,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등 APEC의 다

평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11월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양한 활동들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여성소유기업 등에 혜

지시하였다.

택을 준다는 것에 확신하고,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지
시하였다.

5. 반부패 및 투명성 기준
8. 구조 개혁

반부패 및 투명성 전문가 대책반 설립 및 반부패 국제 심
포지움 개최(9월, 서울)를 환영하였다. APEC 투명성 원칙

경제위원회가 구조개혁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하도록

및 분야별 투명성 기준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 것을 언급하고,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 의제(LAISR)

모든 관련 APEC 회의체에 동 대책반과 협력하여 작업계획

와 관련 APEC 포럼들의 조화된 노력에 기반해 진전을 이루

에 반부패 문제 논의를 포함하고, 금년 각료회의에 결과를

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9월에 개최될 구조 개혁 능력 배양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UN 반부패 협약의 조기 비준 및 이

심포지엄을 기대하였다.

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약속하였고, 세계은행, 아
9. APEC 개혁

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타

재정안정성, 지속적 개혁, 효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 집중

다자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환영하였다.

한 APEC 개혁 관련 작업의 진전을 환영 하였고, 금년도 각
료회의시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시하였다. APEC 지원기금

6. 지식기반경제 혜택 공유
디지털 능력 및 기술의 확대 및 개선 중요성을 인식하며,

(ASF) 설립에 관한 지침 승인 및 호주의 지원약속을 환영하

APEC“디지털 기회센터(ADOC)”가 추진하는 현황을 주목

였다.

하고, 이러한 활동이 무역∙투자 원활화에 기여할 것을 확
신하였다. 또한 정보∙전자 제품의 교역 확대가 아∙태 경
제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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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교육재단

2005년 제2차 AP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
(ESC) 회의 및 제27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 WG) 회의 참가

교육재단 승인 6개 사업, 활발하게 진행 중
2004년 승인된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정보통신기술 능력배
양 증진을 위한 6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대부분

APEC 교육재단은 2005년 5월 27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2차

의 사업들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최종보고서와 마지막 3차분

AP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ESC) 회의에 참가, 최근 활동에 대

지급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 중 한국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해 보고하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APWINC)의 사업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공적

2005년 6월 20-24일 동안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제 27차

으로 마무리되었다. 태국 타마삿대 APEC 연구센터 사업의 경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 WG) 회의에 참가, 교육 네

우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

트워크(EDNET) 회의에서 사이버교육 및 소기업/영세기업의

는데, 이 중 2차, 3차 연수 기간에 교육재단의 노재봉 사무총장

정보통신기술(ICT) 능력배양 증진을 위한 교육재단의 최근활동

과 장예준 팀장이 각각 참석하여 사업 진행 현황 및 연수 프로

을 보고하였다. APEC 교육재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APEC 내

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기회를 가졌다. 동 6개 사업은 소기업 및

교육 및 인간능력배양 협력에 있어 중요 수단으로서의 교육재

영세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

단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재단 활동에 대한 회원국 및 민간,

개발 등을 통해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회원국의 공

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19개 APEC 회원국이 참여

식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향후 학술진흥금 지원 강화 및 APEC

하고 있다. 동 사업에 대한 진전사항은 5월 27일 제주에서 개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APEC 내 교육 및 인간능력배양 협력의

된 AP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 회의 및 6월 20-24일 개최된

중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APEC 발전에 기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에 보고되었다. 교육재단은

여하고자 한다.

2005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연락처: APEC 교육재단 사무국
Tel: 576-7373/4

Fax: 576-5303

E-mail: secretariat@apecef.org

APEC/PECC NEWSLETTER
8

PECC

제16차 PECC 총회

∙개막연설: 노무현 대통령
● 본세션 (Plenary Sessions)

제16차 PECC 총회가 9월 5-7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1세션: The Pacific Community: a Vision or an Illusion?

개최된다.“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제2세션: Squaring FTAs with the Bogor Goals: How
Can It Be Done?

Commitment”를 주제로 개최되는 동 회의에는 전∙현직 회원

∙제3세션: Private-Public Partnership for Infrastructure

국 정상 및 장관, 기업총수,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 등 정부,

Development

학계, 경제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하여 역내 주요 경제 현안을
● 오찬

논의하게 된다.

∙연 사: 칼 카이져 하버드 대학교 객원교수

특히 금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2개월 전에 개최되어 민간

∙연설제목: Building an Economic Community: the

차원에서 아태지역 경제협력 논의를 뒷받침함으로써 2005년

European Experience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 만찬 (Gala Dinner)

기대된다.

∙연 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총회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연설제목: The Korean Economy in the Pacific Age
∙후 원: 한국전력

(1) 9월 5일

(3) 9월 7일

● 포럼별 세션 (Sessions by Forum)
∙무역포럼, 금융포럼, 지역공동체 포럼, 전망그룹회의의

● 본세션 (Plenary Sessions)

개별 세션이 동시에 진행.

∙제4세션: The Trans-Pacific Imbalance: a Disaster in the

● 오찬 (Pre-Plenany Luncheon)

Making?

∙“State of the Region: Issues and Challenges”를 주제로

∙제5세션: Rising to the Challenge - Creating the Political

각 포럼 의장들이 아태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한 PECC의

Will

연구 결과를 요약, 발표하고 토론.

∙최종세션: Towards a Pacific Community: Taking the

● 환영 만찬 (Welcoming Reception and Dinner)

Next Step

∙연 사: 남덕우 전 국무총리, KOPEC 명예 회장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특별연설

∙연설제목: PECC Twenty Five Years after the Canberra

● 오찬

Meeting: a Reflection on the Vision of a

∙연 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Pacific Community

∙연설제목: Assessing the Geo-political Risk in Northeast Asia

∙후 원: 한국무역협회

● 폐회식 (Closing Ceremony)
(2) 9월 6일

∙서울 선언문 발표.
∙차기 의장국 선임.

● 개회식 (Opening Ceremony)
∙환 영 사: 김기환 PECC 국제의장

제16차 PECC 총회 홈페이지(www.peccxvi.org)에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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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행사장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

Outlook 2005-2006: Regional Imbalances Threaten Robust

며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Outlook)가 발표되었다.
아태지역 경제는 더디지만 착실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

있다.

으나 미국의 무역 및 재정 적자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흑자

2005-2006년 PECC 태평양경제전망
(PEO: Pacific Economic Outlook) 발표

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균형이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http://www.asiapacificbusiness.ca/peo/에서 각국 경제전망
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2005-2006년 PECC 태평양경제전망 보고서(Pacific Economic

Special Seminar on“the Future of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에 참석하여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6차 PECC 총회 브로셔

(2005. 4. 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탁하였으며, 총회에서 발표될 서울 선언 작성을 위한 연구 그룹

를 배포하고 각 회원국에 총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협조를 부
을 출범시켰다.

PECC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미래(The Future of Asia Pacific

김기환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동 회의에서는 PECC 운영체계

Economic Cooperation) 세미나가 4월 8일 자카르타에서 APEC

의 개편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며, APEC 국제사무

개혁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김기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APEC의

국의 최석영 대사가 참석하여 APEC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역점

모호한 정체성, 보고르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모라토리움의 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APEC 개혁, 중간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료로 인한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 등 APEC이 당면한 문제들을

대한 연구에 PECC의 기여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또

거론하고 동 세미나가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APEC을 더 효율

한 WTO의 Bijit Bora가 참석하여 농업, 비농업, 무역 원활화 분

적인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아태지역 협력의 모멘

야에서 WTO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

텀을 되살리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수길 부회장은“APEC

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as an Institution”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하
교를 통해 APEC을 기구로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PECC Pacific Food System Outlook
Meeting

개진하였다.

(2005. 5. 11-13. 중국 쿤밍)

여 전 OECD 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APEC과 OECD의 비

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PECC 25주년 축하 만찬에는 Mari
Pangestu 인도네시아 통상장관이 참석하여 PECC에서의 활동

제9차 PECC 태평양식품체계전망(Pacific Food System

경험을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고 PECC가 아태지역 협력을 위해

Outlook) 회의가 지난 5월 11-13일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었다.

변함없이 매진하기를 바란다는 연설을 하였다.

‘식품소매업의 변화(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Region's
Retail Food Sector)’를 주제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

2005년도 제1차 PECC 상임/운영위원회

은 자국의 식품소매업의 변화와 생산 및 교역에 대한 보고서 발

(2005. 4. 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표를 통해 아태지역 식품소매부문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2005년도 제1차 PECC 상임위원회 겸 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한국 측 대표로는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KOPEC은 동 회의

참석하여 한국 식품부문의 소비, 공급 및 소매시장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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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화 중 하나인 과점적 시장의 대두가 소매부문에 미치는 영

제11차 APEC 통상장관회의

향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005. 6. 2-3. 대한민국 제주도)

APEC 연구컨소시엄-PECC 무역포럼
공동회의

제11차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2-3일 제주도에서 개최되
었다.
동 회의에는 Portman 미국 신임 무역대표부 대표, Bo 중국

(2005. 5. 22-25. 대한민국 제주도)

상무장관 등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 또는 대표들이 참석,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DDA 협상에의 APEC의 기여방안, 역내 무역자유화 및 원

(KIEP),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PECC 무역포럼-

활화, 보고르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안전한 교역환경 확보,

APEC 연구컨소시엄 공동회의를 5월 22-25일 제주도 신라호텔

APEC 개혁 등과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94년 채택된 보고르 선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무

에서 개최하였다.
“Building an 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를 주제로

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

개최된 동 회의에는 아태지역 20여개국 90여명의 전문가가 참

의였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시

석하여 APEC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건

급하다는 데 공감, 오는 7월까지 DDA 협상의‘1차 윤곽’을 도

설을 위한 로드맵, APEC 개혁, 세계무역시스템에 APEC의 기여

출하고 12월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이끌 것을

방안, 지역무역협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촉구하는 DDA 별도성명을 채택하였다.
김기환 회장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르 목표에 대한 중간

2005년도 제2차 APEC 고위관리 회의 및
산하 회의

점검, 지역무역협정, 역내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PECC의 의
견을 담은 PECC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APEC 준비기획단의 요청으로

(2005. 5. 21-31. 대한민국 제주도)

2005년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와 이어 개최된 동 회의의
개최를 지원하였다.

2005년도 제2차 APEC 고위관리 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및 산하 회의가 5월 21-31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제20차 APEC 재무장관 실무그룹회의

PECC는 Robert Scollay PECC 무역포럼 의장, 노재봉 KOPEC
사무국장을 포함 총 7명이 대표로 참석하여‘Mid-Term

(2005. 6. 16-18. 대한민국 광주)

Stocktaking of Progress toward Bogor Goals’회의, Policy
Dialogue on FTA/RTAs 및 ESC, CTI 회의 등 각급 회의와 고위

제20차 APEC 재무장관 실무그룹회의가 6월 16-18일 광주에

관리회의에 APEC 옵서버(observer)로서 참가하였고 31일 본회

서 개최되었다.

의에 PECC 성명(Statement)을 전달하였다.

APEC 21개 회원국 실무 대표와 IMF, ADB, WB 등 국제기구

참석자들은 금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제6차 WTO각료회의

관계자 등 1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자유롭고 안정적

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

인 자본이동(Free and Stable Movement of Capital)’및‘고령

해 APEC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보고르 목

화 사회 대비(Meeting the Challenge of Ageing Economies)’등

표에 대한 중간 점검 및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금년 11월 AEPC

의 의제를 놓고 회원국간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그

PECC 대표로는 이상곤 하와이대 교수와 이은석 팀장이 참석

룹(Steer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제1차 고위관리

하였다. 이상곤 교수는 2005년 PECC 금융포럼 활동 및 아태지

회의에서 제안한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반부패 대책반 활

역 채권시장 개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

동계획을 보고하였다.

고, 지역 채권시장은 그 지역 차용자의 신용을 높이고 중소기업
의 자본 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9월 8-9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APEC 재무장관회
의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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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된 동 회의에는 약 120명이 참석하여 APEC 지역 채권시장

(2005. 6. 21-22. 일본 도쿄)

현황과 발전의 장애요소, 향후 전망 등에 대해 토론하고 동남
아, 남미 지역을 포함한 아태지역 13개 국가에서 각국의 채권시
장 제반 현황 사례를 발표하였다. KOPEC 측에서는 양수길 부

PECC 금융포럼은 APEC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회장과 오규택 한국채권연구원장이 연사로 참여하였다.

2005년 6월 21-22일 일본 도쿄에서 APEC 기업인 자문회의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와 아시아개발은행연

양수길 부회장은 첫 세션과 concluding session에서 PECC 금

구소(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와 공동으로 개

융포럼 의장으로서 그간 PECC가 진행해온 채권시장 연구 프로

최하였다.“Developing Bond Markets in APEC: Toward

젝트에 대해 발표하였고, 오규택 원장은 채권시장 현황과 개발

Greater Public-Private Sector Regional Partnership”을 주제로

전략에 대한 국가별 발표 세션에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reparation for APEC Vietnam 2006

제12차 APEC 재무장관회의
(2005. 9. 8-9. 대한민국 제주도)

(2005. 7. 20-21. 베트남 하노이)

PECC Mineral Network Meeting
2005년도 제2차 PECC 상임/운영위원회

(2005. 9. 9-11. 중국 산시)

(2005. 9. 3-4. 대한민국 서울)

2005년도 제3차 APEC 고위관리 회의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및
산하 회의

제16차 PECC 총회
(2005. 9. 5-7. 대한민국 서울)

(2005. 9. 13-14. 대한민국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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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

APEC 국제 에세이 컨테스트

제18차 KOPEC 총회 개최
(2005. 7. 4. 서울)

200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APEC 정상회의 준
비기획단 주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주관으로‘APEC 국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제18차 KOPEC 정기 총회를 7

제 에세이 컨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월 4일 개최하였다.

동 컨테스트는 각 회원국에 APEC의 의미를 살펴보는 기회를

금번 총회에서는 제17차 KOPEC 총회 결과, 2004년 하반기

제공하고 향후 APEC의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및 2005년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 제16차 PECC 총회 개최,

자 기획되었다. APEC의 발전 방향, 아∙태 공동체, APEC의 개

2005년 하반기 사업계획 및 KOPEC 위원 변동에 대한 보고가

방적 지역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등 APEC과 관련된 자유 주

있었으며 임기가 만료된 김기환 회장을 재선임하기로 하였다.

제로 국문 또는 영문 에세이를 8월 말까지 접수 받아 10월 말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KOPEC 조찬 간담회

연락처: KOPEC 사무국

(2005. 5. 18. 서울)

Tel: 02-3460-1243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Hugh Patrick 미 콜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Curtis Milhaupt 콜럼비아대 일본법률연구소 소장
을 초청하여‘태평양 경제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조찬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김기환 회장, 양수길 부회장, 조해형 감사, 김
경원 전 주미대사, 이시형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조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남종원 매일경제신문 편집부국장, 문일완 비즈
니스워크 서울지국장을 포함 총 15명이 참석하여 태평양 지역
협력의 의의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이
금년 APEC 개최국으로서 추구해야 할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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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
ADB
APEC
ASC
BAC
BIS
CTI
DDA
EC
ESC
EWG
FTA
IAG
IMF
IST
KDI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sian Development Bank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Study Centre Consortium
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ommittee on Trade & Investment
Doha Development Agenda
Economic Committee
SOM Committee on ECOTECH
Energy Working Group
Free Trade Agreement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IEP
KOPEC
MAG
MRA
PBEC
PECC
PEO
PPP
RTAs
SC
SME
SOM
S&T
SSO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arket Access Group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acific Economic Outlook
Public Private Partnership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Standing Committe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enior Officials’ Meeting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 Senior Official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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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TP
TPT
TWG
UNDP
WB
WG
WTI
WTO
WTTC

Telecommunications
Trade Promotion
Transportation
Tourism Working Group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World Bank
Working Group
West Texas Internidate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APEC HOME PAGE
http://www.apec.org
PECC HOME PAGE
http://www.pecc.org

◆ APEC Outcomes and Outlook, 2004/2005
◆ 2004 Key APEC Documents (With Supplementary papers on
CD-Rom)
◆ 2004 APEC Economic Outlook
◆ Realising Innovation and Human Capital Potential in APEC,
November 2004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Liberalisation: From Shanghai to Bogor
◆ Bridging the Pacific: Coping with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2004: ABAC Report to APEC Economic Leaders
◆ Harmony in Diversity: Achieving Balanced and Equitable Growth:
Report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2003
◆ 2003 APEC Economic Outlook
◆ 2003 Drivers of The New Economy in APEC
◆ 2002 The New Economy in APEC: Innovations, Digital Divide
and Policy
◆ 2002 APEC Economy Outlook Symposium
◆ 2002 APEC Economy Outlook
◆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2002
◆ Sharing Development to Reinforce Global Security: Report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2002
◆ The New APEC Economy: Innovations, Digital Divide and Policy, 2002
◆ Application of E-commerce Strategies to Small and Medium
Sized Tourism Enterprises in the APEC Region, 2002
◆ 2001 APEC Economic Outlook
◆ The New Economy and APEC, 2001
◆ APEC High Level Meeting on Human Capacity Building,
Selected Documents, 2001
◆ Key APEC Documents 2001
◆ APEC Energy Overview 2001
◆ 2000 APEC Economic Outlook Symposium

◆ ISSUES@PECC 시리즈
ㆍDeveloping Bond Markets in the APEC Region: Need and
Agenda for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2004
ㆍ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PECC
Scorecard Initiative for Tracking Progress i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Banks, 2004
ㆍ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Recommendation of Launching an APEC Peer Review
Process Assessing Progress on Domestic Reform, 2004
ㆍ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
Interim Assessment and Challenges to APEC, 2004
ㆍDeveloping an Asian Bond Market: Rationale, Concerns, and
Roadmap, 2004

- Trade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Perspectives on Services Regulatory Issues (e-publication), 2004
◆ Perspectives on the Services - Investment Nexus (e-publication),
2004
◆ PECC Trade Forum CD:
Key Issues on RTAs: Analysis and Conclusions 2001 through
2003, 2003
◆ ISSUES@PECC 시리즈
ㆍWTO Agriculture Negotiations: A Proposal for Progress, 2003
ㆍFinancial Services Liberalization and its Sequencing in the
APEC Region: WTO and RTAS, 2003
ㆍAsean Perspectives o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2003

- Community Building

APEC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mplementing the e-APEC Strategy, 2004
◆ Sustainable Urban Services: 2001-2003 Programme : First
Synthesis, 2003
◆ Sustainable Urban Services/Shanghai Seminar, 2003
◆ ISSUES@PECC 시리즈
ㆍICTs for Every Pacific Islander: Potential,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2003
ㆍ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Human Capacity Building,
2003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E-mail : iylee@kiep.go.kr
Tel : 02-3460-1024
Fax : 02-3460-1162
APEC Secretariat
E-mail : info@mail.apecsec.org.sg
Tel : 65-276 1880
Fax : 65-276 1775

- Outlooks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06, 2005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4-05, 2004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4-2005: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a Seamless Food
System, 2004

- Finance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eveloping Asia Bond Markets, Asian Pacific Press, 2004
◆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sia-Pacific and the
Western Hemisphere, 2004
◆ Finance Forum CD:
Issues and Challenges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2004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3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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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S AND VENUES

APEC EVENTS

PECC EVENTS

July 2005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reparation for
APEC VIETNAM

20-21
Hanoi, Vietnam
31-8.3.
Kuala Lumpur, Malaysia

3rd ABAC Meeting

August 2005
24-9.2
Daegu, Korea

12th APEC SME Ministerial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September 2005
3-4
Seoul, Korea

2nd PECC Standing Committee and Coordinating
Group Meetings

5-7
Seoul, Korea

16th PECC General Meeting

5.-14.
Gyeongju, Korea

APEC SOM I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8-9
Jeju, Korea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

9.
Gyeongju, Korea

APEC-OECD Structural Reform Capacity
Building Symposium

9-11
Taiyuan, Shanxi,China

PECC Mineral Network Meeting

13-14
Gyeongju, Korea

APEC SOM III and related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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