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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2005년 11월 18~19일 부산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도전과 변화”
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ᆞ태평양 지역의 무역자
유화 진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뜻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의장
국인 한국은 2005년 정상회의의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다양한 시
각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성숙된 지도력과 협상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를 바탕으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APEC 경제협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
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의 지원, 개별행동계획
(IAP)의 점검 강화,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추구, 기업환경 개
선,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선구자적 접근 등 6가지 실천수단을 제시한 ｢부산 로드
맵｣을 채택함으로써 보고르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
련하였습니다.
한국이 부산 정상회의의 성과로 얻어진 선진통상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
전시켜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APEC의 역내 자유화는 물론이고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차원의 자유무역질
서를 창달하는 데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 정
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과로 꼽히는 ｢부산 로드맵｣을 중심으로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인 김상겸 박사와 고려대학교
의 박성훈, 박인원 교수, 공주대학교의 박순찬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APEC 보고르 목표의 실천 현황을 중간점검한 후 ｢부산 로드맵｣에 입각한 바람직
한 보고르 목표 실천전략을 도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
은 지금까지 진행된 APEC의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분야의 협력프
로그램들을 보고르 목표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고르 목
표가 APEC의 향후 비전과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와 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부산 로드맵｣에 입각하여 보고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정책수립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행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실천전략을 구성하고, 이를 9개의 시나리오로 세분화하여 각 시
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연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을 활용하여 분석ᆞ제시하였습니다. 실증분석과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경간 교역장벽의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APEC의
무역자유화 노력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과 병행하여 APEC이 무역원활화를 비롯한 비국경조치 분야의 정책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경우 보고르 목표 달성에 좀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됩니다.
특히 연구진들은 한국이 보고르 목표를 2020년보다 조기에 이행할 경우 상대
적으로 큰 GDP 증가와 후생증대효과가 나타난다는 정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로 각인된 국가브랜드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기 위해
서는 앞으로 능동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한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과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APEC이 채택할 수 있
는 대안들을 객관적으로 비교ᆞ검증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연구보다 포괄
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APEC의 발전방향을 결정하
는 정책담당자들과 학계 및 민간 관계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기

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APEC이 더욱 심층적인
협력증진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데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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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
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
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
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ii)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의 강화, (iii) 높은 수준의
RTAs/ FTAs 증진, (iv)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v)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vi) 선구자적 접근원칙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보
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구체적인 보고르 목표 실
행전략을 제시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2005년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이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i) 무역원활화, (ii) 선형공식에 의한
자유화, (iii) 스위스공식에 의한 무역자유화, (iv)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의 결합
형, (v) 한국의 선진국 자유화 일정 채택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보고르 목표의 실천
전략으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의 실천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다섯 가지 부류의 실천전략내에서 모두 아홉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보고르 목표의 실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주력하였
다. 시나리오별 경제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일반균형연산모형(CGE 모형)
을 구축하는 한편, 무역원활화 지수의 개발을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서
베이 데이터(survey data)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에
대해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의 관세, 비관세,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장
벽이 보고르 목표를 채택한 1994년 당시보다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
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대
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APEC 회원국들은 관세할증
(tariff escalation), 관세정점(tariff peak) 및 미소관세(nuisance tariff) 등의 분야에
서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러한 조치들을 통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WTO 등 APEC 이외의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노력에서도 최근 들어 자주 지적되고 있듯이 비국경조치 분야의 자유화
를 제고하기 위한 APEC의 최근 노력이 옳은 방향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원활화를 50% 증대시키는 것과 동일한 무역비용 감축효과를 얻기 위
해서는 85% 이상의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역자유화를 의
미하는 관세인하에 대해 특히 개발도상 회원국들이 보여온 전통적인 거부감과 무
역원활화와 유사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높은 관세인하율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APEC이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인하를
고집하기보다는 많은 회원국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역원활화에 역량을 집

중함으로써 보고르 목표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설정한 아홉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APEC 전체에 가장 커다
란 GDP 증가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역원활화와 스위스
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결합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의 GDP: 3.39%
↑). 이는 만약 APEC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무역원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형방식 자유화와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의 효과를 비교분석할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가 좀더 우월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한국의 GDP: 선형→1.14%↑, 스위스→2.07↑), 선진국 대부분
과 중남미 개도국들의 경우 반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긍정적인 효과
의 경우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반면, 부정적인 효과의 경우 그 편차가 매
우 적게 나타났음에 미루어 볼 때 최근 스위스공식에 입각한 WTO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APEC 정상들의 WTO 특별성명내용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만약 APEC 회원국들 사이에 일방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자는 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WTO의 DDA 협상과 그 궤를
같이할 수 있는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모든 시나리오를 통틀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그리고 개도국 중에서도
동아시아 개도국들이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를 증진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동아시아의 개발도상 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남아 회원국들은 국내의 경제주체들에게

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본 연구는 향후 APEC의 성공적
인 발전과 한국의 바람직한 APEC 활용전략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다자간 경제협력의 증진이라는 대명제하에서는 배타적인 지역
주의의 성향으로 운용될 소지가 다분한 무역자유화에 비해 개방적 지역주의와
deeper integration 원칙에 좀더 부합하는 무역원활화가 후생증진이나 경제성장 면
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정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본 연
구는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의 주요 동력으로 채택하자는 최근의 움직임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APEC의 개별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는 데 무역원활화 방식을 좀더 적
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로드맵｣은 2010년까지 추가
로 5%의 거래비용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4대 중점 분야－통관절차, 인력이동, 표준과 적합,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과감한 개선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기타 무역원활
화의 관건이 되는 반부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명료화, 각종 규제 철폐 등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만약 APEC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합의할 경우, 그 구
체적인 방안으로서 선형방식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스위스공식에 따른 무역자유화를
채택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 방식이 고관세를 상
대적으로 크게 인하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개
발도상 회원국과 (이미 많은 관세인하를 실시한) 선진 회원국에 스위스공식에서 사
용되는 계수를 달리 적용하여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관세인하폭을 조절해주거나 관
세인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행한 실증분석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구분하지 않고 동일
하게 관세인하를 추진하되 그 이행기간에 차별(각각 2010년, 2020년)을 두는 자유
화 방안”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되 이행기간을
동일하게 201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보다 APEC 회원국 경제에 더 나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APEC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간을 앞당기기보다는 관세율의 인하
정도를 동일하게 하고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자유화 속도의 완급을 허용하는 기존
선진ᆞ개도국간 차별적인 목표연도를 고수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본원적으로 필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APEC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무역자유화도 함께 고려하는 ‘병행추진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한국이 APEC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2010년까지 보
고르 목표 이행)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비하여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주요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했는데,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한국
에 상대적으로 큰 GDP 증가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무
역원활화의 50% 개선과 병행한 스위스공식 계수의 선진ᆞ개도국 차별 적용” 시나
리오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의 GDP(후생) 증가는 3.37(3.70)%로 추
정되어 개도국으로 분류된 경우의 2.76(3.14)% GDP 증가보다 우월한 효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 결과와 함께 한국이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는 점, 그리고 경제발전과정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가장 큰 혜
택을 입은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
유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APEC
정상회의의 성과로 각인된 국가브랜드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
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유화 정

책을 채택하여 선진통상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등의 추가적인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전경험을 보유한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이룩
한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과 광범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극
복한 경험과 교훈을 APEC의 개발도상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경제발전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국제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안정적인 기금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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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아시아ᆞ태평양 지역을 연고로 하는 12개
회원국이 주축이 되어 각료회의 중심의 경제협의체로 창설되었다. APEC의 출범은
오랫동안 민간차원에 머물고 있던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논의가 더욱 체계화되고
공신력 있는 정부간 협의수준으로 격상ᆞ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1989년 당시 ASEAN 6개국(브루나이,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출범한 이후
1991년 중국, 홍콩, 대만 등 3개의 중화경제권, 1993년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8년 페루, 베트남, 러시아 등이 추가되어 현재 21개 회원국이 참
여하는 아시아ᆞ태평양 지역 최대의 정부간 공식 경제협력기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APEC은 그동안 회원국 규모의 확대와 함께 조직과 의제의 정비ᆞ확충 과정
을 거쳤으며, 1993년부터는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왔다. 특히 최근 고유의 경제협력과제 외에도 정치와 외교안보ᆞ사회ᆞ
문화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는 비경제적인 정책현안들도 비중 있게 다루는 포괄적
인 정책협의기구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범 초기에 경제협력 위주로 진행되었던 APEC의 협력프로그램들이
비경제적 정책현안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지만 역내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
화(TILF)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아시아ᆞ태평양 경제공동체｣를 건설한
다는 APEC 본연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 정립과 행동계획은 매년 정상회의
를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즉 1993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
의에서 역내 무역ᆞ투자 자유화 촉진을 통한 아ᆞ태 공동체의 비전이 제시된 이후
지난 12년간 APEC 정상들은 다양한 행동계획과 합의문을 정상선언문 또는 부속
서의 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해오고 있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APEC 정상들은 1994년 제2차 정상회담에서 선진 회원국은 2010
년, 개발도상 회원국은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ᆞ투자 환경을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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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보고르 목표를 채택하고, 1995년 오사카 실행계획(OAA)을 통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14개 분야의 실천매뉴얼을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마닐
라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ᆞ투자 자유화 성취 정도와 달
성계획을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개별 실행계획(IAP)을 채택함으로써 보고르
목표의 성취를 위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지시하였다. 한편
2001년 제9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상하이합의(Shanghai Accord)는 정상 차원에
서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각 회원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성공
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점검｣(Bogor Midterm Stocktaking) 결과를 보고하고 성공
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정상회의는 2001년 정상들이 지시한 상하이합의에 따라 APEC 창설 이후 지난 15
년간 추진된 무역ᆞ투자 자유화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ᆞ태 경제공
동체 창설을 위한 정상 차원의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하는 과제를 가장 중요한 현
안의 하나로 다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5년 11월 중순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보고
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
요한 조치들을 담은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
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①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②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
의 강화, ③ 높은 수준의 RTAs/FTAs 증진, ④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⑤ 능
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⑥ 선구자적 접근원리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 실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
원국의 보고르 목표까지도 완전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 역할을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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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이에 따라 ｢부산 로드맵｣을 제시한 한국의 APEC내 위상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APEC은 한국에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에 버금가는 다자주의
적 경제협력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APEC
국가의 무역량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1%이며, 총 190억 달러에 달하
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달성되었다. 이와 함께 APEC 회원국
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한국의 대APEC 회원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각각 전체의
63.5%와 71.2%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에서 APEC이 차지하는 중요성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역내 회원국들간의 무역ᆞ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의미하는 APEC 보고르 목표의 성공적인
추진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에 수출시장과 투자시장을 쉽게 확보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APEC이 세계경제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이
를 활용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고르
목표 실천을 위한 ｢부산 로드맵｣을 적용하는 APEC 차원의, 그리고 개별 회원국들
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APEC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추
진된 보고르 목표의 실천 현황을 중간점검한 후 향후 진행될 APEC 차원의 ｢부산
로드맵｣에 입각해 바람직한 보고르 목표의 실천전략을 도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APEC의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TILF) 분야의 협력프로그램들을 보고르 목표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에 기초하여 보고르 목표가 APEC의 향후 비전에 주는 의미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산 로드맵｣에 입각하여 보고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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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차원의 정책수립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실천전략을 구성하고, 이를 9개의 시나리오로 세분화하여 각 시나
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의해 도출된 연구결과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연구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APEC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정책담당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기
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충실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래 많은 연구가 채택했던 분석기법을
뛰어넘는 크게 개량된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과 실
증분석기법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연구결과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
지고 있다. 우선 APEC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단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실증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실증분석기법은 APEC의
장기비전이라 할 수 있는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발
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APEC의 자유화ᆞ원활화 작업을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설
정했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처럼 APEC 공동체 형성을 위한 APEC 차원
및 각 회원국의 노력을 재조명하고 보고르 목표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전통적인 서베이 조사방법과 중력모형 및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근거한 시뮬
레이션 분석기법을 접목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연구의 분석방법이 노정한 완결성의 결여문
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방법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미일관되게 완결
된 형태로 발전시켜 논리정연한 분석고리를 만들어내고, 이에 근거하여 일목요연
하게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은 무역 자유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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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팀이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를 무역비용이란
고리를 통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ᆞ태 경제공동체 형성과
APEC의 보고르 목표라는 주제 아래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APEC 역내 무
역ᆞ투자 자유화 노력과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네 가지 수단을 고
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21개국이 제출한 보고르 목표 중간평가보고서, 각국의 IAP
와 IAP 전문가보고서를 토대로 APEC 회원국들이 추진한 보고르 목표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에는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오사카 실행계획에서 제시된 14개 분
야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관세, 비관세, 서비스와 투자 부문을 주로 조망하였다. 제4
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된 보고르 목표의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고르 목표 실천을 위해 실행 가능한 9개의 전략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들을
상호 비교 및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계수화 작업을 시도함과 동시에 기본적 분석모형과 데이터 분석기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앞장에서 제시한 9개 실행전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을 통
해 분석하였다. 특히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고려
하여 한국이 보고르 목표를 2010년 완결 목표로 조기추진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고르 목표 실천과 한
국의 APEC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APEC
가. APEC의 출범 배경
APEC의 태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여러 가지 지경학적인 변화 및 이
에 따른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증대된 도전에 기인한다. 우선 1986년 발표된 유
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는 1992년 말까지 당시 12개 유럽공동
체 회원국을 아우르는 단일시장을 발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는 한편으로 대표적인 지역주의인 유럽통합의 심화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자
간 무역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1986년부터 시작된 GATT
의 제8차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협상 당사국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하여 당초의 협상시한을 지키
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입장차이
가 표출된 분야는 미국과 EU의 농업분야 자유화에 대한 정책기조였다. 즉 한쪽에
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심화(예: 유럽통합의 심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주의의 약화(예: UR 협상의 난항)는 GATT를 중심으로 한 다
자간 무역체제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키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국은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 초반 이후 그리 활발하지 못
했던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새롭게 탄력을 받아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지역주의의 움직임에서 EU와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U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럽단일시장정책의 채택과 1990
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중동구국가들에 대한 EU 확대 등으로 새로운 지역주의 추
세의 중심이 된 지역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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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필두로 1980년대
후반 미ᆞ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1994년에는 캐나다ᆞ멕시코ᆞ미국을 연결
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출범시킬 정도로 지역주의를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들어 EU 경제통합의 심
화 및 회원국 확대가 더욱 강하게 추진되고 동시에 UR 협상이 난항을 겪자, EU를
견제하기 위한 지역협력체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세계경제
의 변화들과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이들의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일본→
동아시아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신수출국(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표적 ASEAN 회원국)→중국ᆞ베트남의 고도성장”으로 이어지는 20여년간의 성
장동력 발현 및 축적은 이 지역의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의 ‘대아시아 접근전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아시아에서 EU보다 전통적으로 강한 경제ᆞ정치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은 ｢아시아ᆞ태평양 경제협력기구｣인 APEC을 발족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ᆞ태평양 지역국가
들이 자유무역협정 등 좀더 긴밀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경우 세계경제가 EU와 APEC 등 두 개의 지역무
역협정에 의해 양분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의 급격한 약화 또는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모호한 개념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에 기초한 경제협력체 선호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APEC은
1980년대 후반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재차 강화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관계 설정이 다소 혼선을 빚던 시기에 생겨난 지역경제협력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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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PEC과 세계경제 질서
APEC의 출범은 세계경제 및 국제무역 체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APEC은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잠재적 갈등이 현재화되던 시기에 ‘지역주
의의 힘을 약화시키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하에 고안된 협력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협력의 가장 중요한 지도
원리로 채택하였다. 그 후 개방적 지역주의는 ‘개념의 모호성 및 이중성’, ‘실행 가
능성 있는 구체적인 수단의 부재’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APEC 회원
국들은 일관성 있게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개방
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APEC은 지역주의 극복 및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온 것도 사실이다.
둘째, 1980년대 중반까지의 지역주의가 주로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을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단일화를 추구하였다면, APEC은
동아시아와 미주의 각기 다른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합심하여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PEC과 같은 지역간 협력체제는 그 후 더욱 강한
형태의 ‘지역간 지역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APEC은 이러한 새로운 추세의 출
발점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APEC의 출범 이후 APEC과 세계경제 질서 및 다자간 무역체제 사이의 관계
설정은 대체적으로 APEC이 지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가 다자간 무역체제에 얼마
나 많은 기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PEC이 지향하고 있는
“2010/2020년까지 역내 개도국과 역내 선진국이 무역ᆞ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
는 보고르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는가 여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파급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과연 보고르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 달성된다면 21개 회원국 중에서 몇 개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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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도 향후 APEC의 행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둘째, APEC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APEC 회원국들
이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화의 혜택을 APEC 비회원국들에도 확대 적용할 것인가,
즉 APEC 회원국들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글자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인가, 아니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고안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2. 보고르 목표와 APEC 역내 무역ᆞ투자 자유화 노력
당초 각료회의의 성격으로 발족된 APEC은 199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상회
의의 형태로 격상되었는데,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고 “선진/개발도상 APEC 회원국들이
2010/2020년까지 아ᆞ태 지역에서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설정하였다. 보고르 목표가 채택된 1994년 이후 APEC 회원국들은
목표 이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는 대체로 다음에 논의될 다섯
단계의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적 실행전략의 변화는 특히 보고르 목
표에 대한 해석 및 실행방법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의견차이, 그리고 개방적 지역주
의 지도원리라는 개념적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제1차 시도: ｢무조건적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APEC의 출범 초기, 특히 보고르 목표의 채택을 전후하여 몇몇 회원국을 중심
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무조건적인 일방적 자유화’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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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자유화는 대체로 역내 선진국들이 선호했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동남아지역의 개발도상 회원국들은 보고르 목표의 채택을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의 형태로 간주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그리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특히 Garnaut(1996)는 “무조건적인 자유화의 실행이야말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내세우면서 APEC이 이 방식을
활용한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또 APEC의 장기비전
에 관한 연구를 담당했던 저명인사그룹(EPG)의 경우 5개의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무조건적 자유화의 실행을 통한 다자무
역자유화에 대한 기여를 가장 중요한 APEC 비전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유화 방식은 특히 개발도상 APEC 회원국들에 커다란 부
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방식은 APEC 비회원국 및 APEC 회원국
중에서도 자유화하지 않는 국가들의 무임승차(free riding)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은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EU와 같이
APEC보다 통합수준이 현저하게 깊은 대규모의 지역통합체가 APEC 회원국들의
무조건적인 자유화에 무임승차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
단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이 방식의 자유화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즉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리고 자국 경제의 구조조정 및 개
방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자유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내부적
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1) 저명인사그룹이 제시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다섯 가지의 실천적 대안에 관해서는 APEC(199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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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도: ｢조건부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무조건적 자유화에 대한 초기 시도가 회원국간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에 봉착하
여 실패로 돌아가면서 APEC은 조건부 자유화의 가능성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조건부 자유화 방식은 ‘자신이 실행에 옮긴 자유화의 혜택이
GATT/WTO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한 소수의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WTO 관련 규
정에 기초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GATT/WTO 제24조는 지역통합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무차별성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발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APEC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즉 APEC이 보고르 목표를 천명한 사실만으로는 무차별성 원칙의 예외
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충분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APEC이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APEC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FTA(또는 관세동맹)를 출범시키고, 그 후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FTA을 체결함으
로써 상호간에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이른바 ‘지역주의의 개방’(open the regionalism) 방식을 취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2) 그러나 APEC이 전술한 바와 같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능성을 특히 출범 초기에 거론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궁극적
으로 APEC을 FTA화하는 가능성에 대한 다수 APEC 회원국의 부정적인 입장
에 따라 이 방식을 활용한 보고르 목표 이행 시도는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분
석된다.

2) 최근 EU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국가)과의 FTA 체결 노력을 ‘지역주의의 개방’이라 칭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Park(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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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도: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비회원국들의 무임승차 가능성, 일방적 자유화에 대한 회원국의 공감대 부족 및
APEC을 FTA로 발전시키는 데 대한 다수 회원국의 의지 결여 등에 따라 비공식
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제1~2차 시도가 무산되면서, APEC은 개별 회원국이 일
방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되 회원국간 조율된 자유화를 취하는 이른바 ｢조율된 일방
적 자유화｣(concerted unilateral liberalization) 방식을 다음 단계의 자유화 실행원
리, 즉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이는 1995년 오사카
정상회담과 1996년의 마닐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APEC은 앞의 두 시도가 의미하는 ‘합의된 자유화’(agreed liberalization) 방식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자 무임승차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지 않
는 국가들은 자유화를 앞당겨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자유화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는 ‘조율’(concertation)의 단계를 거친 후 자유화를 추
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방식의 채택을 통해 APEC
은 있을지도 모르는 GATT/WTO 규정과의 충돌을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
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공동실행계획(CAP)과 개별실행계획
(IAP)의 채택 및 이를 통한 회원국간의 우호적 압력(peer review) 제도의 활용인
것으로 보인다. CAP가 자유화의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IAP가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자유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PEC은 이 단계에 와서는 APEC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자유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voluntary) 탄력적인(flexible) 자유화 추진방식
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APEC 회원국이 이 방식을 환영하고 1996년부터 CAP를 채택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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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IAP를 APEC에 제출하기 시작했으나, 이 방식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난
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째, 자발적인 자유화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모
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둘째, ‘조율’의 정도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인식차이는 특히
초기의 IAP에 나타난 개별 회원국의 자유화 조치들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이에 더하여 IAP를 제출한 APEC 회원국 중 일부
가 기존의 WTO 자유화 약속을 그대로 IAP에 반영하는 무임승차 추구현상도 눈
에 띄었다. 즉 이렇게 볼 때 CAP/IAP를 중요한 수단으로 하여 추진되었던 ｢조율
된 일방적 자유화｣ 방식은 궁극적으로 APEC 차원의 자유화에는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하고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에 대한 여타 회원국의 우호적인 압력을 강화하기 위
해 보다 개선된 우호적 압력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소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새로이 도입된 ‘우호적 압력’ 방식은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각국의 IAP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
함으로써 회원국들은 더욱 강한 자유화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02년부
터 시작된 IAP Peer Review 절차를 통해 2005년 3월 21개 APEC 전 회원국이
제1차 검토를 마치게 되었는바,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을 위해 설치된 전문가 작
업반은 이러한 자유화 조치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
다.3)

3)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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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차 시도: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프로그램에
따른 자유화 실행
IAP/CAP를 활용한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방식이 커다란 효과를 내지 못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 목표와 개방적 지역주의 지도원리에 내재되어 있
는 개념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구속력에 대한 좀더 명확한 입장 정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1997년 전반에 걸친 협
의 및 협상을 진행하여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방식을 통한 보고르
목표 이행을 시도하는 데 합의하였다. EVSL을 통한 자유화 방식은 총 15개(9개는
1998년부터, 6개는 1999년부터) 대상분야의 자유화에 동의하는 APEC 회원국들
간 ‘영향력 있는 다수’(critical mass)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합의된 자유화 패키지
를 시행하기 전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통해 다자간 자유화 패키지로 만들려고
했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EVSL 방식은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방
식보다 진전된 형태의 자유화 시도인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APEC은
WTO에서 제정된 ｢정보기술협정｣(ITA)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APEC의 중요한
역할을 EVSL을 통해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4)
그러나 조기자유화의 대상분야를 선정하는 데, 그리고 그 후 각 분야의 자유화
수준 및 범위를 논의하는 데 회원국들 사이에 현저한 입장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EVSL은 1997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만약
EVSL이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APEC 회원국들이 자유화 실천에 나섰다면,
ITA와 더불어 APEC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ITA의 경우와는 달리 EVSL을 추진하는 데 성공의 절대

4) ITA 체결과정에서 관찰되었던 APEC 회원국의 역할에 관해서는 Bergsten(19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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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APEC 내부의 합의와 이를 통한 ‘영향력 있는 다
수’(critical mass)의 형성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APEC 회원국
들은 자유화 추진은 WTO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APEC내에서 합의 하더라도 다자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EU 등
교역대상국의 무임승차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내는 등 EVSL과 같은
구체적 자유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음
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EVSL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APEC은 그동안 합의된 내용인 15개 분
야에 대한 자유화 의지만을 담은 ‘가속적 무역자유화’(ATL: Accelerated Trade
Liberalization) 패키지를 WTO에 제출하여 이를 통해 다자간 자유화를 시도하였
으나, 스위스, 노르웨이 등 극소수의 WTO 회원국만이 관심을 보였을 뿐 대다수
WTO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함으로써 전체 자유화 추진전략이 실패로 돌
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EVSL 및 ATL의 실패사례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 원리하에서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내부적 합의 도출 및 이를 통한 ‘영향력 있
는 다수’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 제5차 시도: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을 통
한 추진
EVSL/ATL 자유화 이니셔티브의 실패 이후 APEC TILF 분야의 활동은 1997
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관심도 저하 등의 이유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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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01년 상하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상하이합의(Shanghai Accord)를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하나로 합의
된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Initiative)이 새로운 자유화 실천을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선구자적 방식은 APEC 회원국 중에서 자유화를 실천할 의
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수준 및 범위의 자유화를 우선
적으로 실천하고 나머지 국가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를 후속적으로 따라오도
록 허용하는 이원적(또는 다원적) 자유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TILF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구자적 자유화 방식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되
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사료된다.

3.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
가. DDA 협상의 진전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를 통한 다자무역체제의 자유화 작업은 APEC에서 추
구하는 보고르 목표를 향한 자유화 추진과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는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DDA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
유화가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DDA가 원활하게 진
행될 경우 APEC 차원의 무역ᆞ투자 자유화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관심 및
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의
해 기본적인 자유화의 필요성이 충족되었다고 보면, APEC에서 추진되는 자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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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플러스(+) 형태의 자유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기
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주의의 다자주의에
대한 관계 설정에 관한 논의에서 흔히 지적되듯이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효과적으
로 다루지 못하는 자유화 분야가 지역차원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자유화되는 경우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단일시장을 달성하기 위해 EU는
1990년대 초반 들어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러한 작업
이 다자주의적 자유화에 모범사례로 작용하여 UR 협상기간 중에 진행된 GATS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 APEC에서 최근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는 무역원활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를 WTO에서 진행되는 원
활화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자유
화에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있을 경우,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함으
로써 지역차원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촉매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APEC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의 자유화에 커다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DDA
농업협상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결과를 통해 APEC 회원국의 농산
물 교역 자유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ᆞ부정적인 상관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긍정적인 관
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APEC 회원국의 의지를 규합하고 APEC 차원에
서도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APEC의 정체성ㆍ신뢰성 위기
보고르 목표의 이행 노력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서 최근 감지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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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정체성 위기와 신뢰성 위기를 들 수 있다. 우선 APEC의 정체성 위기는
1997년 발발한 아시아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
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는 아시아지역 APEC 회원국들이었으나,
APEC은 시의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더하여 APEC의 선진 회원
국들은 당시 APEC 보고르 목표의 실천방안으로 채택되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던 EVSL 자유화 패키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개발도상 회원국들을 다각도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1994년 금융위기에 처했던 멕시코는 NAFTA 회원국인 미국의 적극
적인 도움을 통해 1980년대 초의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경험은 아시아 APEC 회원국들이 “과연 APEC
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APEC이 지향하는 아ᆞ태 경제공동체(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가 다른 목적을 가진 구실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
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러한 정체성 위기는
APEC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저하, 자유화 의지의 약화 등 여러 가지 형태
로 표출되었으며, 향후 보고르 목표를 향한 공동보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신뢰성 위기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기
여한다”는 APEC의 목표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가에 관한 APEC 비회원
국들의 부정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출범 15년이 지난 APEC이 앞에서 논
의되었던 일련의 자유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에 띄는 자유화 조치
(WTO 자유화 약속을 넘어서는 추가적 자유화 조치)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목표로 설정했던 2010/2020년의 보고르 자유화의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에 관한 회의적인 평가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APEC의 자유화 의지
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국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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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APEC은 이러한 두 가지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극
복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 2005년에 진행된 보고르 목표의 중
간점검과 이를 통한 새로운 로드맵(Roadmap)의 채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고 하겠다.
다.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FTA의 급증현상
전술한 바와 같이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받
지 못한 많은 아시아국가는 지역주의의 강화를 통해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APEC 회원국들의 지역주의화 경향
은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변화인 것으로 사료된다. APEC 회원국들이 참여
하고 있는 FTA 협정 건수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자유화에 대한 적
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APEC 차원에서 진행
되는 자유화에 대한 관심 저하, 서로 다른 성격 및 수준의 FTA 협정 체결에 따라
나타나는 복잡성의 증대(소위 spaghetti bowl phenomenon) 등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FTA는 APEC내에서 이루어지는 FTA와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이루어지는 FTA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APEC 회원국간의 FTA는 소지역주의(sub-regionalism)로 부를 수 있으며,
소지역주의의 확대는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에서는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FTA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 추
세도 APEC 회원국들의 보고르 자유화에 대한 관심 저하 등 적지 않은 부정적 효
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Young(2003)이 지적했듯이 만약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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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각자가 자신이 “Hub-and-Spoke System”의 허브로 작용하고자 한다면 이
러한 전략들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수단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의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에
앞서 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을 검토한다. 이러한 사전적 검토를 통해 보고르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한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특히 APEC이 자체적으로 자
유무역협정 등 WTO가 허용하는 지역통합협정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조건적 최
혜국대우’ 방법을 활용한 자유화의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회원국 중에서
WTO 비회원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APEC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역원
활화의 개선, 그리고 자유화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일방적 자유화, 다자간 자유화
및 특혜적 자유화 등의 세 가지 자유화 방식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네 가지 방식
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가. 무역원활화의 개선
무역원활화의 개선은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및 투자활동의 전개시 거래
비용의 절약을 통해 무역투자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
에 WTO에서도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현재 DDA를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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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체 중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동맹
(Customs Union)→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통화동맹(Economic Union)
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무역원
활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EU는 1993년 초 완성
된 유럽단일시장을 통해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국가간 상이한 제도들을 거의
통일하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커다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와 비교하여 범위, 심도 등에서는 떨어지지만 APEC도 제한된 분야에서나마
무역원활화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다. APEC은
창설 초기부터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를 아ᆞ태 지역의 자유로운 교
역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APEC의 TILF 활동
은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화 조치에 치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무역원활
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아직도 일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년간
APEC을 통해 논의되고 진행 중인 무역원활화 관련 이슈는 앞으로 비구속적
(non-binding)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경제협력기구로서의 특성을 살려 다자차원의
국제기구인 국제관세기구(WCO)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APEC내에 무역원활화는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의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동차대화(Auto Dialogue)와 화학대화(Chemical Dialogue)와
같은 산업별 대화체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문과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
동 등 1999년 정상회의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무역ᆞ투자위원회(CTI) 산하위원
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10월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상하이합의(Shanghai Accord)는 2006년까지 APEC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원활화의 개선으로 무역 거래비용을 5% 감소하도록 노력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APEC은 특히 IAP라는 우호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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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인 이동,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전자상거래 등의 분
야에서 원활화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APEC
은 보고르 목표의 실천전략을 정립하는 데 무역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일방적 자유화
자국의 무역정책을 일방적으로 자유화하는 국가들은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자유
화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개방이익을 향유하려는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보면 일방적인 자유화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아 자국의 경제
성장이 대외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세계시장의 교역조건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못할 정도로 소국(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고르 목표 달성 및 이를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추진해야 하는
APEC으로서는 일방적 자유화를 실시하고 이 자유화의 혜택을 무조건적 MFN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교역상대국에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게 목표들을 달성하
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자유화는 오로지 IAP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만 실시되었을 뿐 APEC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도
적으로 추진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5)
APEC이 일방적 자유화를 통해 보고르 목표 달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유화 정책에 동참하는 다른 APEC 회원국을 발굴하여 이들과 ‘의미 있는 다수’
를 형성, APEC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APEC

5)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부터는 좀더 강화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개별 실행계획의 우
호적 검토과정(IAP Peer Review Process)은 원칙적으로 개별국 차원의 과제인 자유화를 회원국
간 서로 검토 및 감시함으로써 공동행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보려는 시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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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하는 자유화정책에 대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자신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APEC 비회원국을 확보하는 등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자유화 방식은 보고르 목표를 가장 확
실하게 이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APEC 회원국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다자간 자유화
다자간 자유화의 범위와 속도를 APEC 자유화의 속도와 범위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면, 다자간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자유화를 통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행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APEC(1994), Bergsten(1996) 등이 제시하였듯이 우선 APEC이 자유화의 범위,
속도 등에 관한 내부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그 합의안을 다자간 자유화의 기초안으
로 WTO에 제출하여 WTO 회원국을 설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6) 둘째, 다
자간 자유화가 필요한 특정분야가 발견될 경우 APEC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이
처음부터 자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이를
WTO 자유화 방안으로 채택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APEC이 내부의 자유화 의지를 집약하고 이를 표

6) 2005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WTO 특별성명은 1) 농업: 2010년까지 선진국의 모든 수출보조금
철폐, 2) 비농산물: 과감한 관세감축효과를 가지는 스위스공식과 분야별 자유화로 실제적인 시장접
근 개선, 3) 서비스: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기회 창출, 4) 무역규범: WTO 무역
규범의 명확화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DDA 협상 타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EU를 비롯한 비APEC 회원국을 겨냥한 APEC 정상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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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예: EVSL) 이 방안을 통해 보고르 목표를 달
성하고자 할 경우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러나 APEC이 자유화에 대한 강
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경우 이를 상호주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EU의 최근 정책 표명은 일방적인 자유화를 통해 다자주의적 자유화
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라. 특혜적 자유화
최근 관찰되고 있는 바와 같이 APEC 회원국들의 FTA와 같은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참여빈도가 늘어날수록 특혜적 자유화 방식을 보고르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칠레 등 두 APEC 회원
국은 APEC 회원국과의 FTA 체결 건수의 확대를 자신들의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수단의 하나로 채택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개별국가 차
원에서는 이미 특혜적 자유화 방안을 보고르 목표 이행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중요
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는 개별 회원국 차원의 특혜적 자유화와 APEC 차원의 특혜적 자유화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특혜적 자유화의 경우, FTA 등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자유화의 혜택이 일부 교역대상국에만 적용되므로 APEC 회원국을
대상국으로 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APEC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특혜적 자유화를 실행할 경우에는 보고르 목표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APEC 회원국간의 FTA 체결 등을 통한 특
혜적 자유화는 이에 참여하는 복수의 APEC 회원국들의 자유화 의지를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APEC의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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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APEC내 소지역주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범위 및 수준의 FTA가 체결되는 건수가 늘어날수록 이러
한 소지역주의가 보고르 목표 달성에 활용될 가능성이 점점 축소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APEC의 현실을 돌아보면, 보고르 목표가 채택될 당시에는 NAFTA, CER,
AFTA 등 3개의 소지역주의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APEC 회원국간의
FTA 체결 건수가 16개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지역주의의
확산현상과 관련하여 복잡성의 증대(spaghetti bowl phenomenon)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소지역주의의 확
산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방식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원활화 방식과 자유화 방식간에는 항상 동시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APEC 회원국들은 지금까
지 회원국간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활화 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2005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부산 로드맵｣과 WTO 특별성명 이행을 위
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배가될 경우 원활화와 함께 관세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
유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자유화 방식(일방적, 다자간, 특혜적)도 서로 동시에 진행되거나 개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APEC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FTA 형태의 소지역주의와 WTO에서 협상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동시진행이 그 예가 될 수 있다.7)

7) 제4장에서 후술될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시나리오 구성시 상기 내용을 감안하여 시
나리오의 현실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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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이합의와 보고르 목표의 실천
전술하였듯이 APEC은 1989년 ‘아시아ᆞ태평양 공동체’의 창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출범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1994년 제2차 정상회담에서 선진
회원국은 2010년, 개발도상 회원국은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ᆞ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채택하고, 1995년 오사카 행동계획(OAA)을 통
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분야의 실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1996년
마닐라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무역ᆞ투자 자유화 성취 정도
와 달성계획을 매년 보고하는 개별 실행계획(IAP)을 제출할 것을 결정하는 등 지
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르 목표의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제시하
고 이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상차원의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정상회의에
서 채택된 EVSL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보고르 목표 실
천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은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사실 EVSL의 합의
도출 실패를 계기로 개방적 지역주의8)라는 이념 아래 자발성(voluntarism)과 전원
합의제(consensus building)로 대표되는 APEC의 운영원칙으로는 보고르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1997년 발생한 아시아 주요
회원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와 극복과정에서 APEC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유용치 못하였다는 판단에 근거한 APEC 회의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9)
[그림 3-1]은 1997년 이후 발표된 APEC 정상선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TILF,

8)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상세내용은 최석영(2004) 참고.
9) EVSL 합의 도출 실패와 금융위기 대처와 연계된 APEC 정체성에 대한 평가는 많은 국내외 학자
에 의해 이루어졌다. 남상열ᆞ한홍렬(2003) 등은 1998년 APEC 정상선언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APEC의 협력노력이 금융이슈로까지 확대되었으나 EVSL을 WTO에 이관
함으로써 APEC의 정체성 또는 협력의 실행구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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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ech, 국제경제 현안과 기타 이슈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이후 APEC 활동은 기존의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논의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 역내 정보화, 지식기반경제의 혜택공유를 위한 경
제기술협력(Ecotech), 외환위기, WTO 협상 등과 같은 세계경제 현안, 그리고 안
보문제 등 비경제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3-1. 1997년 이후 APEC 정상선언문의 주요내용 분석
Ecotech
10차 멕시코
6차 Asia Financial Crisis

8차 브루나이

11차
태국

TILF

국제경제
현안
7차
뉴질랜드
9차 Shanghai Accord

기타(민간, 안보문제 등)
자료: 남상열ᆞ한홍렬(2003)

5차 EV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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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98년 이후 APEC의 TILF 논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차원에서 보고르 목표 이행의 중요성과 공동체 창설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매
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강조되었다. 특히 2001년 제9차 정상회의에서 부속서로 채
택된 상하이합의(Shanghai Accord)는 단순히 보고르 목표 이행의 중요성을 재천
명하는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
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하이합의는 EVSL 이
후 활력을 잃은 APEC의 자유화 추진을 위한 동력을 회복하고 보고르 목표를 차
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로서 ① APEC 비전의 확대, ② 보고르 목
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명료화, ③ 이행 메커니즘의 강화 등 3개의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행지침 및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APEC 정상들은 신경제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서 역내 모든 주민이 최대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보고르 목표가 무역자
유화를 주요 수단으로 하되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조치가 균형 있게 반영된 확
대된 APEC 비전의 틀 안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
째, 보고르 목표 로드맵의 명확화와 관련하여 ① 오사카 행동계획(OAA)의 확대
및 개정, ②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의 적용, ③ 신경제 발전에 새로
운 무역정책 채택 및 추진, ④ 무역원활화 원칙 관련 후속조치 이행, ⑤ 투명성 원
칙 채택 등 구체적 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셋째, 이행 메커니즘의 강화를 위해
① IAP Peer Review 절차의 강화, ② 경제기술 협력(Ecotech)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노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상해합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05년 정상회의에서 보고르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중간점검(Bogor Mid-term Stocktaking)과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명문화함으로써 보고르 목표 실천
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아시아ᆞ태평양 공동체 건설에 대한 정치적 지지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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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다는 점이다. 특히 상하이합의는 보고르 목표 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 목표 및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담겨진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하이합의는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수단인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
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나 실천수단은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겸ᆞ박인원(2001)은 비록 상하이합의에서 무역자유화
원칙이 보고르 목표 실천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사실이 재차 강조되었지만 세부
협의과정에서 무역자유화의 핵심 추진수단인 관세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APEC 차원
의 실행계획 마련이 전면 배제됨으로써, 향후 EVSL과 같은 APEC 공동의 노력을
매개로 하는 자유화 조치가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
다.10) 실제로 2001년 이후의 APEC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특히 관세감축과 관련한
활동은 일방적 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 아니면 WTO 차원의 다자간 자유화
또는 FTAs/RTAs 등으로 대표되는 국지적 자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둘째, 상하이합의에서 APEC 정상들은 ‘2006년까지 역내 교역에서 발생하는 거
래비용을 5% 감축한다’는 무역원활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 활동과 수단을 발굴하여 보고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APEC 각료들은 2002년 ｢APEC 무역원활화 행동계획(APEC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을 마련하여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바 있다. 이 행동계획은
상하이합의 지시사항인 역내 거래비용 5% 감축 달성을 실천하기 위해 ① 상품이
동, ② 표준, ③ 기업인 이동, ④ 전자상거래의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과
실천방법을 메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과 공동계획 추진주체인 해당
회의체는 제시된 메뉴(menu) 가운데 거래비용 감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0) 상하이합의 상세 내역과 정책시사점은 김상겸ᆞ박인원(2001)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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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선별하여 추진하고 이행결과는 고위관료회의(SOM)와 무역투자위원회
(CTI)의 최종 검토를 거쳐 2006년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예정되어 있다.11) 보고
르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무역원활화의 역할 강조와 관련하여 김상겸
ᆞ박인원(2001)은 지금까지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APEC의 TILF 활동의
중심축이 무역원활화 분야로 상당 부분 옮겨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APEC의 전통적인 운영방식인 전원합의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Pathfinder
Approach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구자적 방식은 보고르 목표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합의된 특정 활동에 모
든 회원국이 동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참여가 준비된 국가들이 중심이 되
어 이행을 개시하고, 후속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이다.12) 2001
년 이후 현재까지 총 8개의 분야에 대해 Pathfinder Approach를 적용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새로운 분야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13) 현재
APEC에서 Pathfinder Approach가 무역원활화와 능력배양사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적용범위가 무역자유화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11)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된다. ① 2003년까지 관련 산하
위원회가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능력배양 행동계획을 마련, ② 2004년 제3차 SOM 기간 중
개별 회원국별 중간보고 실시, ③ 2006년 SOM/CTI의 검토과정을 거쳐 이행결과를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12)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 실천방안의 하나로 Pathfinder Approach를 제시하고 적용과정에서 자발
성, 포괄성,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 신축성, 투명성, 개방적 지역주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별
화된 일정 등 APEC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상하이합의 본문에 명시하였다.
13) 2001년 이후 다음의 8개 분야에서 Pathfinder Approach 추진이 합의되었다. ①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on Customs Procedures, ②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③ Electronic Sanitary and Phyto-sanitary Certification(ESPS),
④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Conformity Assessment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arts II and Parts III(EEMRA), ⑤ Corporate Governance, ⑥
Implementation of the APEC Policies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⑦ 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ECO), ⑧ Sectoral Foo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Food
MRA). 한편 미국은 상품 위조 및 모조품 방지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위한 이니
셔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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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APEC내 자유무역협정(즉 소지역주의)의 확산을 통한 보고
르 목표 실천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APEC 회원국이 수준 높은(High quality) FTAs/RTAs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
러한 추세가 의미 있는 다수의 APEC 회원국으로 확대되면 (21-x) 형식의 자유무
역지대 구상이 보고르 목표 실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상하이합의는 APEC이 각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를 향한 진전을 평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IAP Peer Review 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고 전문화
함으로써 APEC의 이행 메커니즘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상하이합의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개선된 Peer Review 이행 메커니즘은 APEC 사무국이 선정한
역내 전문가가 Peer Review 대상국가를 방문하여 IAP 분야별 담당자를 면접함으
로써 평가보고서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APEC 고위관료(Senior
Official) 급으로 구성된 회의진행자(moderator)와 토론자(discussant)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전체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상들은 IAP
peer review 주기가 끝나는 시점인 2005년에 보고르 목표의 전반적인 진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14)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주요 분야별 개선 현황
2005년 APEC 의장국인 한국이 다른 회원국들과 ‘보고르 목표 중간평가’를 준
비하기 위한 중간점검 추진방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는 과

14)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 IAP peer review는 2001년 개시되어 2005년 3월까지 APEC 21개 전
회원국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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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SOM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SOM과 긴밀
한 협의하에 중간점검 분석을 담당할 전문가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2005년 5월 개
최된 APEC의 제2차 고위실무회담(SOM II) 과정에서 개최된 중간점검회의에서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5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작업반 APEC
의 21개 회원국과 5개의 이해관계기관(ABAC, PECC, ASC, EC, CTI)의 자체 평
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르 목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15) 중
간평가대상인 OAA의 13개 분야 가운데 보고르 목표 실천과 관련이 큰 분야에 대
한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세
OAA는 아시아ᆞ태평양 지역에서 보고르 목표가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회
원국들은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투명한 관세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OAA상 목표 이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이드
라인(이하 평가 가이드라인)은 1996년과 2004년의 국별 평균관세율(단순평균/가중평
균, 농산물/비농산물)과 표준편차,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하여 실시한 최적 관행 및
2010년 또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관세감축계획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16)
[표 3-1]은 1996년과 2004년 APEC 회원국의 평균관세율, 농산물 평균관세율
과 관세율 표준편차를 보고하고 있다. 관세 적용 기준과 관세율 계산방식이 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회원국 사이의 수평적 비교는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표 3-1]의
내용과 같이 대다수 APEC 회원국은 IAP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96년과 비교
15) 21개 회원국과 5개의 이해관계기관은 김상겸ᆞ양준석(2004)이 작성, 제시한 guideline에 의거하
여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6) 관세율 표준편차 크기에 따라서 관세정점(tariff peak), 관세할증(tariff escalation), 미소관세
(nuisance tariff)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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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APEC 회원국의 관세율 변화 추이(1996년, 2004년)
(단위: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1)

멕시코
뉴질랜드
PNG
페루1)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1)

태국

미국
2)

베트남

평균관세율
1996년
2004년
4.53(s)
6.1(s)
4.25(w)
n/a
n/a
5.8(s)
3.9(s)
6(s)
n/a
2.1(w)
23(s)
10.4(s)
16.8(w)
0
0
13.01(s)
9.88(s)
4.0(w)
2.4(w)
14.4(s)
11.91(s)
10.9(w)
7.24(w)
9(s)
8.56(s)
7(w)
2.64(w)
9.8
2.18
5.7(s)
3.5(s)
n/a
n/a
13.6
10.2
13.99(s)
7.06(s)
10.27(w)
3.42(w)
11.9(s)
n/a
12.9(w)
10.5(sb)
5.3(sb)
8.64(s)
5.74(s)
5.10(w)
1.64(w)
18.36
11.97
6.4(s)
4.9(s)
3.4(w)
1.7(w)
15.9
n/a

농산물 평균관세율
1996년
2004년
1.35(s)
n/a
2.13(w)
n/a
n/a
5.0(s)
4.0(s)

표준편차
1996년
2004년
n/a

n/a

2.8
6.8

4.8
6.4

n/a

6.2(s)

n/a

0.81

34.1(s)
13(w)
0
16.44(s)
n/a

15.6(s)

17.4

7.8

0
12.05(s)
n/a

0
16.79
40.8

0
15.41
31.4

51.8(s)

46.2(s)

52.5

48.7

12.51

15.42

4.4
n/a
n/a
3.6

4.7
n/a
n/a
6.2

n/a

n/a

n/a
3.81
n/a
16.3
17.94(s)
20.97(w)

3(s)
1.1(w)
2.45
2.11
n/a
14.8
7.93(s)
4.57(w)

n/a

18.6(w)

n/a

n/a

21.98

6.2

n/a

n/a

n/a

13.6(s)

n/a

6.84

34.63
13.3(s)
1.9(w)
n/a

25.83
9.6(s)
1.1(w)
n/a

n/a

n/a

19.1

12.5

n/a

n/a

3.39(s)

주: s(simple average tariff rate), w(import-weighted average tariff), sb(simple average bound rate)를
의미함.
1) simple/import-weighted가 구분되지 않음을 표시하고 있음.
2) 기준연도가 1988년이고, simple/import-weighted가 구분되지 않음을 표시하고 있음.
자료: APEC 21개 회원국 자체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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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4년 현재 괄목할 만한 정도의 관세율 감축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
다. APEC 회원국의 개선실적은 1996년에는 5% 미만의 평균관세율을 적용하는
회원국이 홍콩, 일본과 미국 등 3개국에 불과했던 데 반하여 2004년에는 호주, 캐
나다, 칠레,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미국 등 11개
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17) 한편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을 제외한 APEC 회원국의 농산물에 대한 평균관세율
은 국별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비농산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아직도 많은 APEC 회원국이 농산물을 민감품목으
로 분류하고 보호하기 위한 관세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율 표준편차의 변화에서는 브루나이,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의 경우
1996년대비 2004년의 표준편차가 증가했고, 다른 회원국의 경우도 중국을 제외하
고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1개 회원국 가운데
불과 12개국이 표준편차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APEC 전반의 문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수준의 관세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고르 목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명하고 개방
적인 관세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세할증, 관세정점, 미소관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 회원국과 APEC 차원의 노력이 요망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는 IAP에서 제시된 국별 관세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1996년, 2000년,
2004년 3개년의 APEC 평균관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와 같이 1996년대비
2000년, 2004년의 APEC 평균실행관세율은 10.7%에서 각각 9%와 7.6%로 점진
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상한관세율의 경우에도 1996년대비 2004년

17) 칠레,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가중평균관세율 기준 5% 미만 적용 국가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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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의 감축을 기록하고 있는바, 실행관세율과 상한관세율의 기간별 변화율 추이
는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 APEC의 평균 관세율 변화 추이(1996년, 2000년, 2004년)
(단위: %)

1996년

2000년

2004년

상한관세율(Bound tariff)

20.6

19.8

15.3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10.7

9

7.6

자료: [표 3-1]과 동일.

표 3-3. APEC의 기간별 관세감축률 비교
(단위: %)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상한관세율(Bound tariff)

1996/2000

15.9

3.9

2000/2004

15.6

22.7

1996/2004

29.0

25.7

자료: [표 3-1]과 동일.

[표 3-4], [표 3-5]는 각각 APEC과 비APEC 회원국의 평균 상한관세율과 실행
관세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의 내용과 같이 APEC 회원국들의 상한관세
율과 실행관세율은 농산품과 비농산물에서 공히 비APEC 회원국과 비교하여 현저
히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거의 모
든 APEC 회원국은 관세분야에서 적지 않은 자유화와 개방화 및 투명화를 이루
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과연 보고르 목표를 향한 APEC 차원
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제체의 자유화 진전을 지원하고 기여한다는
APEC의 목적은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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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평균 상한관세율(Bound tariff) 비교
(단위: %)

전 품목

농산품

비농산품

APEC 회원국 평균

16.8

21.4

16.1

비APEC 회원국 평균

42.8

59.8

31.9

전 세계 단순평균

39.0

54.2

29.6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4.

표 3-5. 평균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비교
(단위: %)

전 품목

농산품

비농산품

APEC 회원국 평균

7.5

11.4

6.9

비APEC 회원국 평균

12.0

16.9

11.3

전 세계 단순평균

11.4

16.1

10.7

자료: [표 3-4]와 동일.

한편 2010/2020년까지로 설정된 관세감축계획과 관련하여 홍콩만이 모든 품목
에 대한 0% 관세율 유지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 일본(2006년 원유에 대한 관세
율 철폐 계획 발표), 뉴질랜드(현재 5~12.5%와 17~19%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을 각각 5%와 10%로 인하하는 계획 발표), 페루(2020년까지 평균관세율을
3.7%로 인하하는 계획 발표), 필리핀(2010년까지 5%의 단일관세 적용 고려 계획
발표), 대만(2020년까지 2,780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 계획 발표), 태국(2007년까
지 평균관세율을 10% 이하로 인하하는 계획 발표) 등의 회원국들은 비교적 전향
적인 일방적 관세인하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보고르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등의 회원국들은 일방적이거나 APEC 차원의 자유화보다는 WTO에서 전개될 다
자간 무역자유화를 선호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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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관세장벽
평가 가이드라인은 비관세장벽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제한 및
수입금지(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prohibitions) 대상품목수, 수입허가
(Import license) 대상품목수, 반덤핑(Anti-dumping) 및 세이프가드 발동건수, 상
기 비관세장벽의 개선 노력 및 2010/2020년 예상 목표치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표 3-6]은 국가별 평가보고서, 2002년 이후 새로운 양식에 의거한 IAP peer
review 전문가보고서 등에서 APEC 주요 회원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현황을 정
리한 내용이다. 우선 무역제한 건수 및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를 살펴보
면, APEC의 비관세장벽은 1996년 이후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APEC 회원국이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자국
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APEC 회원국을 개도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페루), 중진국(칠레, 한국, 대만, 태국), 선진국(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
포르, 미국) 및 체제전환국가로 구분하여 비관세장벽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APEC 개도국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상당한 수준의 비관
세장벽 철폐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이와 동시에 아직도 수입물량제한 등 각종 비관
세장벽이 주요 수입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18)
반면 APEC 중진국 그룹은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개선노력의 결과 현존하는
비관세장벽의 상당수가 WTO의 원칙과 합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은 수량제한 관련 조치들을 감축하거나 철폐하는 대신 WTO가

18) 비록 [표 3-6]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APEC 개도국이 반드시 다른 APEC 국가군과 비교하여
많은 종류의 비관세 조치를 사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없으나, 자체평가보고서의 분석결과 수출입
수량제한과 관련된 발동건수는 양적인 면에서 이 국가군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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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관세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APEC 선진 회원국은 비관세장벽 개선 면에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
를 받고 있지만 조치대상 및 발생빈도 면에서는 회원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6. APEC 주요 회원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QIR QER

IL

EL

DIL AIL DEL VER

ES

MIP

ETC

호주

Y

Y

N

N

Y

N

Y

N

N

N

Y

칠레

Y

N

N

N

Y

N

Y

N

Y

N

N

중국

Y

인도네시아

Y

Y

Y

N

N

N

일본

Y

Y

N

N

N

N

N

Y

N

N

N

한국

Y

Y

Y

N

N

Y

N

N

N

N

N

말레이시아

Y

Y

N

N

Y

N

N

N

N

N

N

멕시코

Y

Y

N

N

N

N

N

N

N

N

N

뉴질랜드

N

N

N

N

N

N

N

N

N

N

N

페루

Y

N

N

N

N

N

N

N

N

Y

N

러시아

Y

Y

Y

Y

Y

Y

Y

Y

Y

N

Y

싱가포르

Y

Y

N

N

Y

Y

Y

Y

Y

Y

Y

대만

Y

N

N

N

N

Y

N

N

N

N

N

태국

Y

Y

N

N

Y

Y

Y

N

N

N

미국

Y

Y

N

Y

N

N

Y

N

N

Y

베트남

Y

Y

Y

Y

Y

N

Y

Y

Y

Y

N

주: 1. QIR(O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Prohibitions), QER(Ouantitative Export Restrictions
/Prohibitions), IL(Import Levies), EL(Export Levies), DIL(Discretionary Import Licemsing),
AIL(Automatic Import Licensing), DEL(Discretionary Export Licensing), VER(Voluntary
Export Restraints), ES(Export Subsidies), MIP(Minimum Import Price), ETC(Other
Non-tariff Measures)를 의미함.
2. Y(장벽 존재), N(장벽 부존), 공란은 해당 정보가 없음을 의미함.
자료: 국별 평가보고서, IPA 및 중간점검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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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의 경우 어떤 종류의 비관세장벽도 발동하
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반면, 호주, 미국 등은 위생 및 검역 등을 이유로 다수의
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현재까지 국내부품사용의무를 철폐하지 않
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체제전환국가들
은 법령 정비 등 자국의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독점 철폐와 무역자격 확대와 같은 비관세 조치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중국은 2004년 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허가제를 폐지한 결과 5개
품목에 대한 규제만 가해지고 있으며, 무역파트너와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보조금 분야에서도 점진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IAP와 자체평가보
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국가안보, 국제수지균형
의무와 국제의무 준수라는 이유 이외의 무역 관련 수량제한조치를 금지하는 등
APEC 가입 이후, 그리고 특히 WTO 가입을 앞두고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비관
세 조치 운용 현황을 여타 APEC 회원국과 비교하여 볼 때 투명성 제고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한편 베트남은 APEC 가입이
결정된 1998년 이후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04년 IAP
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최근 수년간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 정도가 다른 APEC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WTO 비회원국인 베트남은 1차적
으로 APEC의 비관세장벽 완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자
국 제도의 국제기준과의 합치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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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서비스분야 평가 가이드라인은 첫째, [표 3-7]에 제시된 IAP상 24개로 분류된
서비스분야 가운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수, 외국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수, 외국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허가 및 자격을 요구하는 서비스분야
의 개수, GATS 최혜국대우 조치의 예외가 인정되는 산업 및 모드(mode)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표 3-7. IAP상 24개 서비스분야
1) Business Services: Legal Services
2) Business Services: Accounting Services
3) Business Services: Architectural Services
4) Business Services: Engineering Services
5) Business Services: Other Professional Services
6) Business Services: Other
7) Communication Services: Postal
8) Communication Services: Express Delivery
9) Communication Services: Telecommunications
10) Communication Services: Audio-Visual
11) Construction and Related Engineering Services
12) Distribution Services
13) Education Services
14) Environment Services
15) Financial Services
16) Health Related and Social Services
17)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18)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19) Transport Services: Maritime
20) Transport Services: Air
21) Transport Services: Rail
22) Transport Services: Road
23) Transport Services: Other
24) Energ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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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APEC 회원국의 서비스분야 개선 현황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PNG
페루
필리핀
러시아

A
B
C
1996년 2004년 1996년 2004년 1996년 2004년
n/s
n/s
n/s
11
n/s
4
n/s
n/s
1
1
8
8
13
13
12
12
7
7
n/s
n/s
5
5
n/a
n/a
2
2
3
3
3
3
4
3
10
6
4
4
17
10
21
14
6
6
n/s
n/s
n/s
n/a
n/a
n/s
9
7
7
7
3
2
n/a
n/a
0
0
n/a
n/a
14
13
8
8
17
16
2
2
10
2
n/a
n/a
n/a
n/a
n/a
n/a
n/a
n/a
3
3
4
4
0
0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싱가포르

n/s

n/s

n/s

n/s

n/s

n/s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6
4
n/s
Many

5
4
n/s
n/s

8
4
n/s
n/s

1
4
n/s
9

0
4
n/s
n/s

0
1
6
n/s

D
1996년
2004년
n/a
3
6
6
5
5
n/a
n/a
n/a
1
13
13
16
n/a
0
0
0
0
n/a
n/a
2
2
4
n/a
n/a
n/a
5
5
n/a
n/a
n/a
n/a
MFN (3) MFN (3)
Market
Market
Access
Access
(4)
(4)
1
1
n/a
n/a
n/a
0
n/s
n/s

주: 1. A: Restriction/prohibition on foreign investors
B: Restriction/prohibition on foreign service providers
C: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specifically on foreign service providers
D: Industries and modes not covered by GATS MFN Market Opening
2. n/a: 회원국으로부터 해당 답변이 제출되지 않음.
n/s: 질문에 대합 구체적 답변이 제출되지 않음.
3. 단위(A, B, C: 해당 업종 개수, D: 해당 산업 및 mode 개수)
자료: 회원국 IAP 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Sheng Bin, Midterm Stocktake of Services to Achieve Bogor
Goals, unpublished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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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에 대한 개선 및 현황 평가 역시 개별 회원국의 자체평가보고서와
IAP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서비스는 투자제도와 마찬가지로 자본 및 인력의
이동과 관련된 국경간 조치는 물론이고 외환정책, 경쟁정책, 규제완화 등 국경내
조치와 밀접하게 연계된 cross-cutting issue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
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진전 여부와 함께 국별
제도의 GATS와의 합치 정도를 척도로 삼아 APEC 회원국의 서비스분야 개선을
평가하여 보았으며, [표 3-8]은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와 관련
한 장벽(제한/금지) 현황과 개선 정도는 회원국들의 답변이 생략되었거나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해 [표 3-8]에 담긴 정보에만 기초하여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1996
년 이후 제출된 IAP, 국별 IAP peer review 전문가보고서와 WTO의 Trade
Policy Review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2010년을
보고르 목표 달성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 APEC 회원국은 외국인투
자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사전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등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WTO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를 광범위하게 제공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3개국은 2003년에 투명하고 자
유로운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GATS 협상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
며, 현재 개정 제안서 제출을 준비 중에 있음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은 인력이동과 관련한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분야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IAP와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과 멕시코 등은 one stop service 제도 도입을 비롯한 투자절차 간소
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투자환경의 개선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은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
년 이후 현재까지 모든 산업에서 GATS의 시장개방원칙을 충족하고 있는 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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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분야 개방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까지
보고르 목표 이행을 준비 중인 기타 APEC 개도국 역시 투명하고 자유로운 투자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국
별로는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상당수의 장벽을 철폐하였고,
태국과 멕시코는 허가제도 및 자격제한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대상국과 비교하면 이 APEC 개도
국들은 허가제도, 기업병합 및 지분취득,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거주 기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요망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라. 투자
투자분야의 평가 가이드라인은 SITC 2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현황, 외국인투자 관련 허가 및 자격요건, 이행의무 부가 현황, APEC 비구속
적 투자원칙(NBIP)19)과의 합치, 여타 APEC 회원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체결 현황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 서비스분야의 평
가 분석을 통해서 투자 관련 APEC 회원국별 개선 현황을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별ᆞ분야별 진척 현황을 분석ᆞ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체제전환 APEC 회원국들은 APEC 가입 이후 투자제
도 자유화를 위한 구조조정, 행정제도 개선 및 경제개혁을 통해 높은 FDI 유치 실
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고르 목표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추가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칠레,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등은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한 결과 보고르 목표에 상당히 근접하는

19) APEC의 비구속적 투자원칙은 1994년 제6차 APEC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김상겸(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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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 칠레 등은 투자분야에서
보고르 목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APEC 선진 회원국들은 이미 보고르 목표를 충족하였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
의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설립, 취득, 확장, 경영, 투
자자본의 처분, 보상 등 제반절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를 부여하고 있어 APEC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투자제도를 운용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호주는 사전 설립권과 관련해 내국민대우
예외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20)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은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정접근분야를 살펴보면, 다수의 APEC 회원국
이 100% 지분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 상한선을 설정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의 일
환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예외조치와 제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 중국의 경우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한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한편 다수의
APEC 회원국은 공공의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국유화 및 수용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해당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속, 충분하고 실효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투명
한 피해구제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3-9]는 회원국 투자제도의 개방화와 국제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국별
이행의무 부가 여부, APEC 회원국과의 BIT 체결 현황 및 APEC 비구속적 투자
20) 호주는 2004년 외국인 투자자에게 TV와 신문을 포함하는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완화를 위한 관
련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자체평가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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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APEC 회원국의 투자분야 개선 현황
APEC 회원국과의
BIT 체결(건수)

이행의무

비구속적 투자협정
(NBIP)과 합치 정도

1996년

2004년

1996년

2004년

1996년

2004년

호주

N

N

6

8

All

All

브루나이

N

N

2

9

Most

Most

캐나다

N

N

n/s

n/s

All

All

칠레

N

N

1

5

Most

Most

중국

Y

N

11

14

Most

Most

홍콩

N

N

2

4

Most

Most

인도네시아

Y

N

5

9

Some

Most

일본

N

N

1

7

Some

Most

한국

N

N

0

13

Most

Most

말레이시아

Y

N

13

13

All

All

멕시코

N

N

0

1

Most

Most

뉴질랜드

N

N

1

2

All

All

PNG

n/s

n/s

n/s

n/s

n/s

n/s

페루

N

N

6

8

n/a

n/a

필리핀

n/s

n/s

10

12

n/s

n/s

러시아

n/s

n/s

n/s

n/s

n/s

n/s

싱가포르

N

N

7

9

All

All

대만

Y

N

7

7

Most

All

태국

n/a

n/a

11

14

Some

Most

미국

N

N

0

0

All

All

베트남

Y

Y

10

12

Some

Most

주: Y: 이행의무 적용, N: 이행의무 비적용.
n/a: 회원국으로부터 해당 답변이 제출되지 않음.
n/s: 질문에 대합 구체적 답변이 제출되지 않음.
Some: NBIP와 일부 합치, Most: NBIP와 대부분 합치, All: NBIP와 완전 합치.
자료: [표 3-6]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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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의 합치 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행의무와 관련해 충분한 답변자
료를 제시하지 않은 필리핀, 러시아, 태국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베트남을
예외로 하는 모든 APEC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이행의무 부가를 금지하고 있다.
1996년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등 4개 회원국이
이행의무 부과 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21) 호주, 캐
나다 등은 자국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행의무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
포르, 대만, 미국 등은 자국의 투자제도가 NBIP와 완전히 합치한다고 보고하는 등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NBIP와 합치 여부에 있어 긍정
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
트남 등 6개국은 과반수 이상의 APEC 회원국과 양자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통
한 역내 투자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간점검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2005년 APEC 의장국인 한국은 제2차 고위관료회의(SOM II, 2005년 5월 제
주) 기간 중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및 베트남의 APEC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평가보고
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출범시켰다. 전문가 작업반은 중간점검회의에 제
출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보고르 목표의 진척과 관련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21) 중국은 2000년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현지조달의무, 수출의무와 외환수지 의무 등 일
련의 이행의무를 철폐하였다고 2004년에 보고한 IAP를 통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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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2) 첫째, APEC의 모든 회원국은 무역
ᆞ투자 정책의 자유화 및 개방화, 그리고 선진제도의 수용 면에서 개방 정도가 증
대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둘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접근 정도가 회원국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
째,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이행경제의 경우 투자제도의 자유화 노력에서 인상적
인 성과를 나타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그룹내에서는 무역ᆞ투자 분야
에 상존해 있는 많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APEC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
가 팽배해 있는바, APEC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함이 지적
되기도 하였다. 또한 비국경조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세
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영업방식이 창출되고 새로운 무역ᆞ투자 장벽이 대두
되므로, 이에 따라 보고르 목표를 정태적이기보다는 동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에도 많은 회원국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SOM 의장은 통상장관회의(MRT)에 제출한 보고서23)에
서 “개별국 및 전체 회원국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있었으
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분야에서도 측정 가능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소
중한 진전(commercially valuable progress)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보고서에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자유화 성과는 바로 눈에
띄거나 측정할 수는 없지만 APEC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으며, 표준 및 적합, 통관
절차 및 기업인이동 등의 분야에서도 강력하고 고무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간점검회의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역ᆞ투자 분
22) APEC(2005/SOM2/MTST/004) 전문 참고.
23) APEC(2005/MRT/006anx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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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상존하는 많은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특히 보고르 목표를 기한내에 달성하기 위해 APEC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상기한 성과 및 앞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를 고려하여 야심적이고도 현실에 맞는,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곧이어 개최된 제2차 SOM에서는 로드맵의 명칭을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으로 정하고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
의 여섯 가지를 지정하였다.
① 무역ᆞ투자 자유화
② 무역ᆞ투자 원활화
③ 경제기술협력
④ WTO/DDA 협상
⑤ FTAs/RTAs
⑥ Pathfinder Approach
SOM 회의 중 몇몇 회원국은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이 대두되고 이
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추가되고 있으며, 이는 보고르 목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
들며 이에 따라 보고르 목표를 정태적이기보다는 동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로드맵(Roadmap)의 작성과정에서 보
고르 목표 달성기한인 2010/2020년을 꼭 유지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생겨날
수 있는바, 이에 관해 종래보다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24)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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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르 목표 실천의 의미와 ｢부산 로드맵｣의 과제
가. 보고르 목표 실천에 따른 APEC의 미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PEC은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전문가 작업반의 중간점검 평가보고서에서 논의 되었듯이 지금까
지 보고르 목표의 이행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에 시각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APEC의 가장 중요한 협력축이라 할 수 있
는 TILF 분야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보고르 목표
의 이행기한이 선진국에는 5년, 개도국에는 15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10
년까지 보고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선진 회원국들의 이행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 APEC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보고
르 목표 이행에 성공할 경우 APEC은 지난 수년간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 위기와
신뢰성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다.
보고르 목표의 완성과 함께 제기될 현안과제로는 APEC의 미래비전에 관해 회
원국들 사이에 합의도출의 필요성이 생겨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PEC의 향후
발전경로는 출범 당시 회원국들이 취했던 APEC에 대한 접근전략, 1993~95년 중
한시적으로 APEC의 장기비전을 입안했던 저명인사그룹의 제안, TILF와 Ecotech
을 둘러싼 회원국 사이의 입장차이, 그리고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APEC 회원국간
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노력과 함께 ｢부산 로드맵｣의 성실한 이행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고르 목표가 성
공적으로 달성된 후에 APEC이 걷게 될 경로는 대체로 아ᆞ태 경제공동체로 발전
하는 경로와 아ᆞ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하는 경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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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ᆞ태 경제공동체’로 가는 발전형태

APEC이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해 남아 있는 시간은 이제 5년/15년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2010년 자유화ᆞ원활화를 완성해야 하는 APEC 선진 회원국들의 모
범적인 보고르 목표 이행실적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10년의 기간을 더 부여
받은 개발도상 회원국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회원국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APEC 협력을 공고화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다. 또한 ｢부산 로드맵｣을 근간으로 하여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는 것은 APEC이 수년 전부터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ᆞ신뢰성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선진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원국 사이에 최소한의 자유화를 의무화하되
선진 회원국의 자유화 폭을 개발도상 회원국의 자유화 폭보다 크게 설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자유화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WTO 차원에서 개도국에 유연성있게 자유화에 참
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적용되는 특별차등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를 APEC에도 적용하여 보고르 목표의 목표연도뿐만 아니라 자
유화 폭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도상 APEC 회원국들은 선진 회
원국들의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들의 자유
화 조치를 실시하게 되므로 APEC이 당면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
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르 목표 이행은 APEC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무역정책을 일방적으로 자유화

25) 만약 APEC이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실패한다면 APEC은 자유화/원활화를 협력축에서 제외하거
나 그 협력의 중심축이 Ecotech이나 비경제현안으로 옮겨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음. 또는 APEC
회원국들이 회원국 체제를 재편하고 좀더 강한 형태의 협력을 추구하는 OECD 형태의 협력방식
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여러 가지 APEC의 향후 경로에 관해서 상세한 분
석은 박성훈(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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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APEC이 진정한 의미의 아ᆞ태 경제공동체로 발
전한다면 APEC은 출범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천명해온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에 대한 기여”를 더욱 명확하게 달성하게 된다. 즉 EU 등 APEC
비회원국들이 APEC 협력에 대해 보이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 특히 APEC의 자유
화 의지에 대한 신뢰감 부족을 해결하고 영향력 있는 국제 경제협력기구로서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5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부산 로드맵｣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2)‘아ᆞ태 지역의 FTA’로 향하는 발전형태

‘아ᆞ태 지역의 FTA’로 향하는 발전형태는 APEC이 비구속성 원칙을 파기하고
강한 구속성을 지닌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고르 목표
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면 이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은 APEC 차원의 FTA를
출범시키는 자신감을 확보할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APEC 회원국 사이에는 커
다란 입장차이－ 특히 자유화 의지의 차이－ 및 비회원국의 무임승차 가능성에 대
한 강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보고르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입장차이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05년 5월
개최된 보고르 목표 이행 중간점검회의의 전문가 작업반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5
년 현재 APEC 회원국들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 포함)이 비회원국보다 현저하
게 낮은 수준이며, 2005년까지 수년간 그 하락속도가 비회원국보다 매우 빨랐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5년/15년 후 보고르 목표 이행에 성공했
다면 선진 및 개발도상 APEC 회원국들의 무역ᆞ투자 자유화에 대한 약속과 의지
는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EU 등 비회원국들의 무임승차 가능성에 대
해서도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무역정책의 성숙도가 제고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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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PEC 회원국들은 자유화에 대한 자신
감, 강화된 내부 결속력 등을 활용하여 APEC 차원의 FTA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APEC은 출범 초기부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추구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온 터
에 APEC 차원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기존의 협력노선을 송두리째 뒤엎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APEC이 향후 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
나 그 실현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으로 APEC이 발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APEC이 FTA로 발전할 경우 개방적 지역주의
의 모호성에 의해 야기된 APEC의 신뢰성 위기를 비교적 손쉽게 극복할 수 있다.
둘째, EU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EU를 중심으로 한 FTA 네트워크의 결성’ 방식
(즉 지역주의를 다른 국가(지역)에 개방하는 ‘open the regionalism’ 전략을 구사
하는 방식)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이 방식을 APEC이 원용할 경우 일단
APEC이 FTA로 발전하고, 이렇게 형성된 지역주의를 다른 국가나 지역에 개방하
는 형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의 자유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셋째, APEC은 안으로는 회원국간의 결속력
을 강화하여 보고르 목표를 확실하게 이행하는 효과가, 그리고 밖으로는 자신이
FTA로 발전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지평을 확대하는 효과를 실현하
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형태가 실현될 확률이 낮기는 하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의 여러 변화가 이를 실현하는 데 좀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면 최근 수년간 좁게는 동아시아, 넓게는 아ᆞ태 지역에 매우 강
한 지역주의화 추세가 감지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APEC 회원국 사이에 체결
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APEC 차원에서는 이 자유무역협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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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지역주의로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소지역주의들이 서로 겹치면 겹칠수록 참
여하는 국가들의 자유화에 대한 저항이 약해져 APEC 전체 차원의 FTA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APEC이 아ᆞ태 지역의
FTA로 발전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는 분석이 가능
하다. ｢부산 로드맵｣은 이러한 APEC내의 소지역주의를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도
록 모범적인 조항을 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나. ｢부산 로드맵｣의 과제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APEC의 보고르 목표의 성공적인 이행과 이를 향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제어하는 지도원리인 ｢부산 로드맵｣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할 때 ｢부산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부산 로드맵｣은 APEC이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서는 점점 복잡하고 통합성이 강해지는 영업환경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다자간ᆞ지역차원ᆞ양자간 무역자유화협정을 통해
무역ᆞ투자의 흐름을 자유화하는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표 3-10]은 ｢부산 로드맵｣에서 설정한 6개 중점분야의 주요 내용과 그 구체적 실
행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APEC 정상들이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6개의 실행전략 중에서
무역ᆞ투자 자유화, 무역ᆞ투자 원활화, RTAs/FTAs의 활용 등 세 가지를 보고르
목표인 무역 자유화ᆞ원활화의 중심기제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① 공동 실행계획
과 개별 실행계획을 강화하거나 대폭 개선하고, ② 부산비즈니스어젠다를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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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부산 로드맵｣의 중점 분야와 주요 내용
번호

1

2

3

중점 분야

주요 내용

다자간 무역체제
지원

-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추진하는 자
발적인 과정으로 인식
- APEC의 모든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
유화가 필요함을 인식
- 따라서 APEC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WTO 활동을 지원할 것을 재확인
- DDA 협상의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해 WTO 맥락에
서 필요한 후속 자유화ᆞ원활화 조치를 발굴하여 시행

공동실행계획 및
개별실행계획 강화

- 항상 변화하고 있는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결과지향적인 방향으로
공동실행계획(CAPs)을 대폭 수정
- 개별실행계획(IAPs)은 투명하고 기업인들에게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하
며, IAP의 우호적 검토 프로세스를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연계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

높은 수준의
RTAs/FTAs 증진

- 역내 소지역주의인 RTAs/FTAs가 APEC의 전체 차원에서 행해지는
보고르 목표 이행노력을 지원하는 반향으로 유도
- 이를 위해 RTAs/FTAs에 대한 포괄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 APEC은 특히 2008년까지 FTA 협정의 조항 중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조항에 대해 모범조문(model measures)을 작성
함. 이에는 무역원활화에서 활용한 유사한 방식을 원용함.

4

- 1994년 보고르 목표가 처음 채택되었을 때 논의의 초점이 관세와 비관
세장벽의 철폐에 두어진 것과 비교하여 최근에는 커다란 영업환경상의
차이가 발견됨.
- 특히 무역ᆞ투자 원활화, 투명성 제고, 국경내 조치, 행정절차 등 민간
부산비즈니스어젠다 채택 부문의 개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들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인식
- 상하이목표가 2006년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회원국들은 2010년까지 거
래비용의 5%를 감축하고, 21개 회원국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무역원
활화 부문을 공동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5

능력배양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선택과 집중 원리에 입각하여 경제기술협력(Ecotech) 분야를 강화하
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함.

6

선구자적 접근방법의 유지

- 자유화ᆞ원활화 분야에서 공히 가능한 한 Pathfinder Approach를 활
용함.

여 투명하고 완화된 규제하에 기업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③ 선구
자적 접근방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 등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APEC 정상들은 ｢부산 로드맵｣에서 보고르 목표를 향한 대략적인 경로를 여

제 3장 보고르 목표의 현황과 미래 81

섯 개의 주요 분야로 간주하고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향후 회원국들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판단하에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부산 로드맵｣에 기초하여 자유화
ᆞ원활화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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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2장 및 3장에서 논의된 보고르 목표 이행의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
으로 보고르 목표를 기한내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하
고 있는 ｢부산 로드맵｣에 기초하여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전략들을 비교ᆞ검토한
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5장 및 6장에서는 제안된 실행전략들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비교ᆞ평가함으로써 한
국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기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전략 구상
본 절에서는 우선 보고르 목표를 향한 실행전략을 구상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
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실행 가능하며 각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후, 이 방법 중에서 APEC
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시하기로 한다.
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실행방법의 기본구조
1) 방법 1: 보고르 목표를 구체화하는 방법

최근까지도 APEC 차원에서 보고르 목표에 도달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
다는 많은 관측자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보고르 목표를 재정립(재해석)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좀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APEC 회원국(주로 선진국)은 보고르 목표
를 담고 있는 보고르 선언이 매우 강력한 자유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따라서 실
질적인 자유화를 위해 최대한 공동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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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조적으로 일부 다른 회원국(주로 동남아 개도국)은 보고르 선언이 정치적인
의지 표명에 불과한 것이며, 이의 실행은 회원국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고
려하는 등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르 목표의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APEC 차원의 자유화 추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영향은 일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자유화하기
를 꺼리면서 다른 회원국의 자유화만을 기다리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보고르 목표의 개념적 모호성과 구체적인 조치의 부재는 ‘무임승
차’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이
를 시정하기 위해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는 한편,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구속력 있
는 규정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개진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부산 로드맵｣이 제시하고 있는 6개 중점분야가 어느 정도 이러한 요
구를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고르 목표 및 ｢부산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전략들을 명확화하게 하
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포함하는 ｢부산 로드맵｣이 채택되었으므로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보고르 목표 추진전략에서 ‘보고르 목표는 각국의 의지를
천명한 정치적 선언’으로, 그리고 ‘｢부산 로드맵｣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
행계획’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실행계획으로서 ｢부
산 로드맵｣의 성격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 로드맵｣ 이행에 일
정 수준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일정한 강제성이 부여된
실행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
한 자유화에 대한 책임감과 실행 메커니즘의 부재가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부진케
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자발성과 비구속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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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 로드맵｣ 이행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우호적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수단이 개발되어야
하며, Geneva caucus를 활용하여 APEC의 자유화가 다자차원에서 보완되고 완성
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보고르 목표 달성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자유화 조치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구속력 있
는 자유화를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부산 로드맵｣에서 중점분야로 제시된 Pathfinder
Approach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회원국(특히 개발도상 회원국)에 최소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병행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해
채택한 ｢부산 로드맵｣은 유연성과 구속성이 동시에 주어져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보고르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방법 2: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의 활용방법

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지향한 자유화 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WTO
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를 활용하여 보고르 목표에 좀더 근접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몇몇 APEC의 공식문서는 대체로 APEC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감
품목’의 자유화를 추진할 때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는 새로운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EVSL 실시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아시아 및 APEC 회원국들
이 참여하고 있거나 그들 사이에 체결되고 있는 FTA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
국들의 상이한 입장 등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PEC은 개별 회원
국들이 자유화를 진행하는 데 비교적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농업, 수산업 분야의
자유화 촉진을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 결과에 의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점에서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 목표 달성이라는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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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부수적인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정책방
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에 APEC 정
상들은 ｢부산 로드맵｣과 WTO 특별성명의 채택을 통해 DDA 협상결과를 예의주
시하면서 추가적인 자유화ᆞ원활화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APEC 차원에서 추
진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DDA 협상 결과를 활용하여 개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 정
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근 방식은 APEC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APEC 차원의
무역ᆞ투자 자유화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에 대한 기여”라는 기본목표와
는 정반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방식은 APEC이 다자
간 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다자간 무역체
제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책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APEC은
WTO에 대한 관계 설정에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항상 혜택을 주는 관계보다
는 혜택을 상호 공유하고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통해서는 보고르 목표의 달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보다는 더 전향적인 자유화ᆞ원활화
의 추진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APEC 본연의 목표 설
정을 재차 확인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APEC이 여러 가지의 다양
한 자유화ᆞ원활화 방법을 고안해내고 이를 추진할 때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
는가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3) 방법 3: 원활화에 집중하는 방법

보고르 목표와 관련된 APEC의 협력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한 협력성과를 나타
낸 분야로서 ‘원활화(facilitation)’를 들 수 있다. 원활화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무역흐름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자유화 조치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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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동, 통관절차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는 조치들을 조화롭게 만듦으로써 거
래비용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무역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겸ᆞ박인원(2001)은 무역원활화 추진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을 밝힌 바 있다.
APEC은 특히 기업인의 이동, 통관절차 등의 분야에서 다른 WTO 회원국들보
다 상대적으로 진전된 조치들을 도입해왔는데, APEC이 이러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의 원활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
무리짓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즉 APEC은 자유화의 추
진이 어려울 경우 원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고르 목표에 근접하는 전
략을 취할 수도 있다. ｢부산 로드맵｣에서도 무역원활화의 추진을 부산비즈니스어
젠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4) 방법 4: 소지역주의(APEC내 RTAs/FTAs) 활용방법

APEC내 소지역주의 확대(APEC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회원국간의 FTA 협정
체결건수 확대)의 최근 현황을 분석해보면 협정내용의 범위, 자유화 수준 및 각
APEC 회원국의 FTA 전략 등에서 커다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위 복잡성의 증대에 따른 비용증가를 의미하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가져와 APEC 차원의 자유화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 복잡성 증대의 부정적 효과는 특히 RTAs/FTAs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원
산지규정을 적용할 경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 로드맵｣에서도 논의되고 있듯이 APEC 차원에서 RTAs/FTAs를 장려하
고 이를 통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APEC(1994), Young(2003)이 이미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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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APEC과 WTO의 관계 설정에서 WTO 체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APEC이 채
택했던 개방적 지역주의 개념을 APEC내 소지역주의와 APEC간의 관계 설정에
적용한 ‘개방적 소지역주의’ 개념을 구속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APEC내에서 이루어지는 FTA를 모든 APEC 회원국에 개방하는
방안(즉 ‘open membership’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방법 4-1).
둘째,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진행될 APEC 회원국간의 FTA 협정에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이 과거보다 깊이 관여하여 협정의 적용범위, 자유화 수준 및
회원국 전략 등을 통제하고, 일정수준에 도달한 FTA를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부정
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특히 ｢부산 로드맵｣은 이러한
방법으로 RTAs/FTAs를 장려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APEC 차원의 FTA 지침서(Manual)를 도입하
고 이를 현재보다 크게 강화된 사무국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판
단된다(방법 4-2).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APEC내에서 체결되는
RTAs/FTAs의 네트워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
하여 종국적으로는 모든 APEC 회원국이 각각 다른 회원국과 FTA로 연결되어 있
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는 보고르 목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이 될 수 있다(방법 4-3).
특히 이러한 소지역주의의 활용방안들은 보고르 목표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실
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FTA에 담겨질 내용 중
에서 자유화 일정을 선진국/개도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2010/2020년 보고
르 목표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작업도 고려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 방안이 실천될
경우 늦어도 2020년까지는 모든 APEC 회원국이 자유화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효
과가 있어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9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하여 이행되는 보고르 목표의 경제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는 모델 설정상의 어려움, 각국의 서로 다른 RTAs/FTAs들을 정형화하는 데 따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이 실행방안의 경
제효과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돌린다는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5) 방법 5: 아ᆞ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지향하는 방법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PEC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ollay(2005)는 APEC
을 FTA(FTAAP)로 심화ᆞ발전시키는 전략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일시에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AFTA, NAFTA, CER 및 여타 양자간 FTA
등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양자간, 3자간 또는 광역 FTA들을 일정한 매뉴얼하에 통
합(merge)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산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RTAs/FTAs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미 존
재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현
실적인 방안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면 APEC이 과연 개방적 지역주의의
지도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한가 하는 새로운 질문이 생겨
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만약 APEC이 FTA로 발전했다고 가정한다면 개방적
지역주의의 존재의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PEC은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EU가 최근 수년간 실천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개방화
(opening the regionalism)’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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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이행방법에 대한 전략적
선택
앞 절에서 논의된 방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ᆞ방법 1:

보고르 목표를 구체화하고 구속성을 도입

ᆞ방법 2: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DDA의 협상결과를 활용

ᆞ방법 3:

자유화보다는 원활화에 집중

ᆞ방법 4-1: ‘open membership’ 형태의 개방적 소지역주의 지도원리를 도입
ᆞ방법 4-2: FTA Manual을 APEC 차원에서 도입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
ᆞ 방법 4-3: APEC내에서 이루어지는 FTA Network를 적극적으로 확대
ᆞ 방법 5:

기존의 소지역주의를 통합하는 FTAAP를 지향

상기한 7개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방법
1~5간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상호 보완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방법 4-1과 방법 4-2는 어느 정도의 상호 배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방법 2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다자간 무역체제에 기여한
다는 APEC의 기본목적에 반대되는 효과가 우려되며, 이는 APEC의 신뢰성 위기
를 한층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
째, 상호 배타성이 있는 방법 4-1과 방법 4-2 중에서는 방법 4-1의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르 목표 달성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는 방법 4-2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APEC이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하
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APEC이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든
지간에 APEC내에서 이루어지는 RTAs/FTAs들이 2010/2020의 보고르 목표연도
에 맞추어 자유화 일정을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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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방법 5는 APEC 회원국들이 방법 4-1, 2, 3을 추진할 의지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법 5의 경우 회원국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한편, 의지 및 능력이 약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작업을 어느 정도 추진한 이후에나 가능한 장기과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0/2020년 목표연도를 향한 APEC의 보고르 목
표를 ｢부산 로드맵｣에 기초하여 이행하는 데 방법 1, 방법 3 및 방법 4-1, 2, 3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현
실적인 모델 설정상의, 그리고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는 대안인 방법 4-1, 2, 3 등
세 가지를 고려에서 제외시키되, 방법 1의 경우 자유화 방법(선형 자유화 또는 스
위스공식 등 자유화 방법상의 차이) 및 정도와 시기(선진국/개도국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자유화 폭 및 시기상 차이)에 따라 보고르 목표를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기로 한다. 또 이러한 고려는 ｢부산 로
드맵｣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을 보고
르 목표 실천에 반영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최근
WTO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방법 3을 활용한 보고르 목표 이행도 하
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로 설정한다. 즉 다음 절에서 제시되는 각종 시나리오는 기본
적으로 보고르 목표의 재해석 및 구체화를 의미하는 방법 1과 원활화를 의미하는
방법 3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변형된 조건을 첨가하여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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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시나리오 설정
앞 절에서 살펴본 실행전략 구상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본 절에
서는 APEC이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시나
리오들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고위관료회의(SOM) 의장을 중심으로 APEC 회원
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부산 로드맵｣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
면 ① WTO에서 진행 중인 DDA 협상을 지원함으로써 APEC 회원국의 전반적인
무역자유화 수준 제고, ② 공동 실행계획(CAP) 및 개별 실행계획(IAP)의 강화를
통한 APEC 차원 및 개별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에 대한 접근 강화, ③ FTAs/
RTAs의 체결에 있어 높은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APEC내 소지역주의들간의 조화
로운 운용 보장, ④ 부산비즈니스어젠다(무역ᆞ투자원활화, 투명성, 국경내 조치,
행정절차)의 준수, ⑤ 개발도상 회원국의 자유화ᆞ원활화 참여도 제고를 위한 능
력배양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⑥ Pathfinder Approach의 적용을 통한 순차적 자
유화ᆞ원활화 허용 등 여섯 가지를 보고르 목표 실천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실행전
략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가 지향하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방안으로서는 ①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비용의 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무역자유화 제안, ② 무역원활화를 활용한
무역비용의 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무역원활화 제안, ③ 스위스공식을 적용한
관세인하에 따른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WTO/DDA 협상의
적극적 지원 등 세 가지 범주의 제안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APEC내 소지역주의인 FTA/RTA 체결의 경우는 앞 장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APEC 전체적인 무역ᆞ투자 자유화의 노력으로 볼 수 없으며, 각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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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화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량적 분석이 매우 어렵
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이 방안은 본 연구의 시나리오 구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
다. 경제기술협력과 Pathfinder Approach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동태적 모형의
설정을 통해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하게 될 모형의
정태적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 연구의 시나리오 구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Pathfinder Approach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 자유화 일정의 완급을 줌으로써
그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이 가능한데, 본 연구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나리
오 설정에서 이를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한편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산 로드맵｣이 중점분야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ᆞ평가하기 위해서 ④ 일정 수준의 무역원활화 개선에 의
한 무역비용 감소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감소를 초래할 관세인하율을 추정하여 이
를 시나리오에 추가하였다. 이 작업은 최근 들어 WTO 차원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무역원활화가 APEC 차원에서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
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나름대로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APEC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진국형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⑤ 현재까지 개도국의 자유화 일정(2020년
자유화 완성)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 APEC 회원국들과 달리 선진
국의 자유화 일정(2010년 자유화 완성)을 따를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시
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했다.
이러한 고려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부류(① 무역원활화, ② 선형
공식에 의한 자유화, ③ 스위스공식에 의한 무역자유화, ④ 무역원활화와 무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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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의 결합형, ⑤ 한국의 선진국 자유화 일정 채택)에 속한 아홉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① 시나리오 1-1(무역원활화): APEC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듯이 무역원활화 4
개의 중점분야(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를 2010/2020년까지 50% 확대하는 시나리오, 예를 들면 통관절차 소요시간
이 2일에서 1일로 개선이 되는 경우
② 시나리오 1-2(무역원활화와 동일한 무역비용 감소를 유발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1-1의 무역원활화 개선 정도에 따른 무역비용 감소와 동일한 무역
비용 감소를 초래할 관세인하율(85.12%: 계산방식은 추후 설명)을 선진국/
개도국에 적용하여 2010/2020년 보고르 목표 연도까지 완전히 이행하는 시
나리오
③ 시나리오 2-1(선형공식에 의한 자유화 Ⅰ): 선진국/개도국에 동일한 관세인
하율(30%)을 적용하여 각각 2010/2020년 보고르 목표 연도까지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시나리오(pathfinder를 자유화 기간에 적용)
④ 시나리오 2-2(선형공식에 의한 자유화 Ⅱ): 선진국/개도국에 서로 다른 관세
인하율(50%/25%)을 적용하되, 완전이행을 위한 목표 연도를 2010년으로 설
정하는 시나리오(pathfinder를 관세인하율에 적용)
⑤ 시나리오 3(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 Ⅰ):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실
시하되 선진국/개도국에 동일한 관세인하율을 적용하고 완전이행 목표 연도
를 2010/2020년으로 다르게 설정하는 시나리오(pathfinder를 자유화 기간에
적용)
⑥ 시나리오 4(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 Ⅱ):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실
시하되, 선진국/개도국에 다른 관세인하율을 적용하고 완전이행 목표 연도를
2010년에 맞추는 시나리오(pathfinder를 관세인하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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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1과 3의 결합시나리오
⑧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1과 4의 결합시나리오
⑨ 시나리오 9(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 시나리오 2-2, 4, 6을 재검토하는 시나
리오
가.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 정도의 50%
개선에 합의)
시나리오 1-1은 APEC 회원국들이 어떠한 형태이든 자유화의 실천에 대해 한계
를 통감하고 무역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
는 지금까지의 APEC 차원에서 진행된 무역자유화 노력이 지지부진했음을 현실적
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이행의
새로운 동력으로 채택하려는 최근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APEC 회원국들은 기업인이동,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전자
상거래 등 네 가지 중점분야에서 무역원활화의 정도를 개선하여 무역비용을 감축
하는 데 합의한 바 있으며, ｢부산 로드맵｣도 2010년까지 전체 무역비용의 5% 감
축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무역원활화의 개선26)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로드맵｣을 통해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가 보고르 목표에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회원국들이 전향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해보았다. 즉 이 시나리오에
서는 정책 선택의 단순명료화와 효과 측정결과에 대한 용이한 분석을 위하여

26) 제1차 무역원활화 개선은 2001년 상하이합의를 통해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현재도 진행 중이다. APEC 정상들은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무역
원활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제2차 무역원활화 개선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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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원국들이 2010년(선진국)/2020년(개도국)까지 무역원활화의 정도를 50%
개선하는 데 합의하는 것을 가정하였다.27)
나. 시나리오 1-2: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와 동일한 무역
비용의 감소)
시나리오 1-2는 무역원활화의 효과와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설
정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APEC 회원국들이 상기 시나리오 1-1에 따라 무역원활
화가 50% 개선되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무역비용의 감소와 동일한 비용 감
소를 가져오는 정도의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정도의 관세인하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 시나리오의 설정에서는 종래
계량화가 매우 어려웠던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가 김상겸ᆞ박인원(2001) 및
본 연구에서 활용된 방법을 통할 경우 더 쉽게 측정되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
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1-1에서 설정된 무역원활화의 50% 개선은 본 연
구에서 설정된 계산모형에 의해 측정한 결과 85.12%의 관세인하율을 적용하는 만
큼의 무역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는 이 관세인하율을 선진국(2010년) 및 개도국(2020년)의 서로 다른 자유화 일정
에 각각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즉 ｢부산 로드맵｣에서 요구하고
있는 Pathfinder Approach를 자유화 일정에 적용하여 선진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

27) 무역원활화의 50% 개선은 무역비용의 50% 감축과 엄연히 구별된다. 무역원활화의 50% 개선은
예를 들면 수입품의 통관절차를 종래의 4일에서 2일로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무역
비용의 감축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5장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chain rule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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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에 나타나는 경제효과의 강도를 비교ᆞ분석해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시나리오 2: 선형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시나리오 2는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에 의한 관세감축방식에 합의한 WTO
차원의 DDA에서 진행될 자유화 방식과는 달리 APEC 회원국들이 일방적인 자유
화에 대해 합의하고 선형방식의 관세인하율을 적용하여 추진한 것이다. 물론 현재
DDA에서는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자유화의 지도적 방식으로 채택하였으나
아직도 선형공식을 주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본 시나
리오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의 높은 관세에 대해 스위스공식이 적용되
어 같은 상수만큼 감축될 경우 선진 회원국보다 훨씬 큰 관세인하율을 적용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형방식의 자유화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채택하여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와 비교해보
았다.
선형공식에 의한 자유화 방식은 GATT의 케네디라운드에서 처음 활용된 방식
으로서 매우 간단하고 용이하게 계산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기존 관세율
의 높낮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관세인하율을 적용한다는 문
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다자간 무역체제의 자유화 추진 및 APEC 보고르 목
표 달성에 커다란 문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세정점(tariff peak)을 제대로 해
소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관세정점(또는 고관
세)들이 개도국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위 민감품목(sensitive areas)
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보고르 목표 이행과 관련
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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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그 편의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고르 목표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선형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는 다
음의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ᆞ시나리오 2-1: 선진국/개도국에 동일한 관세인하율(30%)을 적용하되 이를 보
고르 목표연도인 2010/2020년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ᆞ시나리오 2-2: 선진국/개도국에 서로 다른 관세인하율(50/25%)을 적용하되,
이를 2010년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라.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
(a=16을 2010/2020에 적용)
스위스공식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T1 = aT0/(a+T0) 공식에 의해 자유화를 추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a는 임의의 상수, T0는 기존 관세율, 그리고 T1는 인
하 후의 새로운 관세율을 각각 의미한다. 이 방식은 선형공식에 의한 자유화 방식
의 단점인 고관세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인하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UR 협상 당시 처음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 공식으로 활용되
었다.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스위스공식의 자유화 방식은 기존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세인하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상수 a가 낮으면 낮을수록 관세인하율이 높아지
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표 4-1]에 나타난 예시적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APEC 차원의 자유화 추진
에서는 스위스공식을 선진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원국의 기존 관세율 및 자유화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식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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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의 관세인하효과 비교
사례
1
2
3
4

T0
10
10
30
30

a
16
35
16
35

T1
6.15
7.78
10.43
16.15

관세인하율(%)
38.5
16.7
65.2
37.5

Pathfinder Approach를 여기에서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같은 상수(예를 들면 a=16)를 적용하되 자유화 기한을 선진국/개도
국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과 ② 자유화 기한을 같도록 설정하되 상수를 달리(예
를 들면 선진국은 a=16, 개도국은 a=35) 적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의 방식을 활용
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해보았다. 즉 여기에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
오 3은 동일한 상수 a(=16)를 선진국/개도국에 동시에 적용하되, 그 이행을 보고르
목표 연도인 2010/2020년에 완성하도록 하는 시나리오이다. 위에서 설명된 두 번
째 방법의 스위스공식 적용은 다음에 설명될 시나리오 4로 설정되었다.
마.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I
(a=16/35를 선진국/개도국에 적용)
시나리오 4는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국에는
높은 관세인하율을, 그리고 개도국에는 낮은 관세인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며 그 최종 이행 연도를 2010년에 맞추는 것이다. 즉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세
율의 높이를 회원국간 비교함으로써 각 회원국(그룹)이 적절한 상수 a를 선택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이 그리 강하지 않은 개발도
상 회원국에는 높은 상수를 적용하여 낮은 관세인하율을 허용하는 한편, 무역자유
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강한 선진 회원국들에는 낮은 상수를 적용하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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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세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적
용되고 있는 선진국 a=16, 개도국 a=35는 단순히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3 결합시나리오
시나리오 5는 자유화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이에 따라 회원국들간의 합의도
출이 좀더 쉬우며, 또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보고르 목표 이
행에 대한 효과에 더하여 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역자유화에 합의할 경우를 상정해보는 것이다. 특히 무역자유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본 연구는 ｢부산 로드맵｣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APEC이 다자
간 무역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화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시나리오는 무역원활화와 함께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 방식을 추가
적으로 활용하되, 스위스공식의 적용은 선진국/개도국이 동일한 관세인하율을
2010/2020년의 보고르 목표연도에 완전이행하도록 하는 시나리오이다. 즉 이 시나
리오는 앞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스위스공식을 다자간 무역자유화 추진에 활용하기
로 한 WTO 및 APEC 통상장관회의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역
원활화 노력이 병행될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사.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4 결합시나리오
시나리오 6은 시나리오 5와 유사하나 스위스공식의 적용에 차이를 둔 것으로,
무역원활화와 함께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추진하되, 선진국/개도국이 서로
다른 관세인하율을 특정연도(예를 들면 2010년)에 완전히 이행하도록 한다.

102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아. 시나리오 7: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한국이 APEC 보고르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계획에 선진국으로 분류될
것을 천명하고 2010년까지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는 약속을 할 경우의 경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시나리오이다. 특히 이 시나리오는 한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룩한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자유화에 커다란 도움을 받았
다는 인식하에 한국이 국제적 책임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선진국형 무역
자유화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반영하였다. 뿐
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 외에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는 점도 이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한국의 APEC 협력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관련해 중요한 시
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 설정된 시나리
오 2-2, 4, 그리고 6에서 한국이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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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모형 및 방법
본 절에서는 APEC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을 위한 실행전략 평가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 장에서
제시된 정책 시나리오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 및 모형을 소개한다. 특히
무역자유화의 보완 또는 대안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비용 감소와 동일한 수준의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ᆞ평가하기 위한 분석방법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APEC 회원국간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가
동일한 수준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해 각 회원국 경제에 미칠 거시 경제적 파급효
과 및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모형을 구축하고 관세 및 무역원활화 지표들이 어떻게 모형내에 반
영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가. 분석모형
1) CGE 모형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및 무역자유화 조치가 각국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반균형연산(CGE)모형을 이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CGE모형을 이용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따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과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의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
및 수입 등 대외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 등 국내외 정책 변화에 따른
내생변수의 변화를 연산하는 모형이다. CGE 모형은 생산, 소비, 무역 및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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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제주체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데이터와 각
방정식에 들어 있는 변수의 값을 서로 연결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경제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하나의 변수 값이 달라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의 값이 변하
게 되는데, 각 변수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계산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
터의 발전과 함께 그 모형의 발전 및 유용성이 증대되어왔다.
CGE 모형을 이용하면 어떤 경제적 충격에 대해 국내 산업부문간 상호작용은
물론 외국과의 상호작용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바, 국가별
생산 및 후생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CGE 모형은 지역무역협정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과 같은 무역정책의 변화가 각 국가 및 산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은 물론 국제환경협약, 양자간 투자협정 등의 정책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CGE 모형이 무역정책의 효과 분석에 사용된 것은 관세 등 무역과 관련된 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산업연관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각 경제변수간의 상호
관계를 포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대한 규모의 방정식 체계를 다룰
수 있어서 각 산업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및 다
자간 무역협상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CGE 모형은 부분균형 분석이 하지 못
하는 산업간, 국가간 상호작용을 허용함으로써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각 국가별,
산업별 변화를 비교ᆞ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GTAP CGE 모형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GTAP CGE 모형의 생산구조는 중간재와 생산요소
를 별도로 결합하여 복합중간재와 복합생산요소를 생산하고, 이를 결합하여 재화
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중간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
재와 수입한 외국산 중간재로 구분되는데, 각 제품은 국적에 따라 차별화되는 아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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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가정(Armington Assumtion)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재와 수입재를 이용하여 복
합중간재를 생산하는데, 중간재의 생산함수는 고정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함수를 가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요소로는 자본, 노동 및 토
지가 있으며, 중간재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고정대체탄력성 함수(CES)로 이 생산요
소들을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재화 생산은 중간재와 복합생산요소를 레온티
에프(Leontief) 함수로 결합하여 생산한다.
소비 측면에 대해 GTAP 모형은 각 국가에는 대표적인 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
한다. 총지출은 콥-더글러스(Cobb-Douglas) 함수에 따라 사적 가계의 소비, 저축과
정부에 배분되며, 사적 가계의 효용은 각 재화간의 고정차이 대체탄력성(Constant
Difference Elesticities) 함수로 정의된다. 고정차이 대체탄력성(CDE) 함수는
Hanoch (1975)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 GTAP이 이 함수를 택한 주된 이유는
소득탄력성과 재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GTAP CGE 모형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을 가정한다. 또한 생산의 최적화에서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요소는 일
국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로우나 국제간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전
통적인 무역이론에 기초하여 구축된 CGE 모형으로 APEC 무역원활화 및 무역자
유화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면, 그 효과는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교역조건
의 변화에 기인한다.
나. 실증분석방법: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실증분석방법의 경우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된다.

28) GTAP CGE 모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ertel et al.(1997) Ch.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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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모형내에서 관세와 세계시장
가격이 국내수입가격을 결정하는 함수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무역자유
화의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CGE 모형을 이용한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
적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는 APEC(1997, 1999, 2002, 2004)에 잘 정리
되어 있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서베이를 통한 무역비용
감소효과를 추정한 Cecchini(1998), Salvatore(1999), OECD(2000), APFC(2000),
Woo and Wilson(2000), 김상겸ᆞ박인원(2001), 그리고 APEC (2002) 등이 있으
며, 중력모형 또는 수입수요함수의 부분균형적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한 Moenius(1999), Maskus, Wilson and Otsuki(2001), 김상
겸ᆞ박인원(2001), Wilson, Mann and Otsuki(2003), 그리고 APEC(2004) 등이
있다. 일반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APEC
(1997), Dee(1998), APEC (1999), 그리고 APEC(2002)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무역원활화가 가져올 수입수요의 증가를 가정
하고 이의 파급효과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단순한 시나리오 분석에 제한되어 있
으며, 무역원활화의 개선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나 무역비용 감소를 초래하여 수
입수요 증가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와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1) 무역원활화와 국제무역29)

무역원활화는 국가간 재화 및 용역의 이동에 수반되는 제반 경제활동의 단순화
29) 김상겸ᆞ박인원(2001)에서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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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화를 통한 국가간 무역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
로는 수출입 통관 및 승인 절차에 따른 비용, 표준화와 이에 수반되는 기술적 비
용,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에 수반되는 정보비용을 포함하는 제 거래비용, 즉 실제
물류비용, 지불제도, 자료 정리 및 교환에 수반되는 인적ᆞ물적 통신비용, 보험 및
금융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물리적ᆞ시간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
력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무역원활화는 위에 언급된 모든 부문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
해 자유무역의 확대와 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가 국제통상질서의 통합(integration) 노력
이라고 정의한다면 무역원활화를 통한 자유무역 규모의 확대는 특히 선후진국간의
제도적 합일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좀더 심화된 형태의 경제통합(deeper level of
integration) 움직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관세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를 통한
자유무역 추구가 수동적인 경제통합(negative integration) 형태라면 무역원활화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는 능동적인 경제통합(positive integration)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무역원활화의 개선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무역원활화가
국제무역에 미칠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무역원활화는 비관세장벽 완화라는 측면에서 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
유화에 대한 보완적 요소로서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고 무역에 따른 경제적 이
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② 무역원활화는 관세와 동일하게 직접적으로 수출입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무역에 수반하는 거래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에 따른 무역비
용(trade costs) 감소는 국제무역을 확대시킴으로써 무역 이득을 증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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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③ 무역원활화는 국제간 분업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의
수직적 특화(vertical integration)를 통한 기업내 무역(intra-firm)을 활성화
할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는 중간재 무역규모의 확대를, 그리고 간접적으
로는 이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동
태적인 후생증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즉 국경을 초월하는 아웃소
싱(outsourcing) 기회를 확대시켜 생산활동 분할(fragmentation)에 따른 후생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④ 무역원활화는 정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기
대효과 이외에 관세완화의 경우와 달리 통관 관련 제 정부수입 증대도 기대
할 수 있다.
⑤ 무역원활화는 특히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상이한 통관절차 및 제도
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가능성을 줄여줌으로써 분쟁해소비용의 절약과 이
에 수반한 무역의 확대에 따른 이득에 기여할 수 있다.
⑥ 무역원활화는 국제통상기술의 자동화 및 전자거래화를 촉진함으로써 전자상
거래를 통해 기대되는 정보 및 거래비용 감소, 유통비용 절약, 그리고 경쟁
심화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⑦ 무역원활화는 특히 중소규모 기업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으
로써 국제무역의 이득을 증대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
이다.

2) 무역원활화 지표의 지수화: 무역원활화와 무역비용

상기 논의한 무역원활화의 긍정적 효과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세인하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와는 달리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비용ᆞ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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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인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보편적으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무역비용 감소라는 경로를 통해 경제효
과를 창출하는 무역원활화의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무역원활화의 정량화된 계량 분석을 시도할
목적으로 1차적으로 APEC 회원국들이 역내 교역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무역원
활화를 통한 무역비용 변화에 대한 추정값을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지수화하고. 2
차적으로 계량화된 무역원활화 지수와 무역비용간의 함수관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한 추정치를 계산한 Kim, Lee and Park(2004)의 연구결과를 원
용한다.
관세인하와 무역원활화는 무역비용의 감소를 통해 교역국간 무역규모의 변화를
유발하며 이러한 무역규모의 변화는 산업별 소비 및 생산 활동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교역조건의 변화를 수반하며 무역을 통해 연계된 국가들의 제반 경제활동의
변화를 야기한다. 즉 수입재화의 세계시장가격과 국내소비자가격간의 차이가 무역
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포괄할 경우 이를 무역비용(trade costs)이라 정의한다면 무
역비용은 다시 실제 운송비용(transport costs) 및 보험비용(insurance costs)을 포
괄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관세 및 비관세 등 통상보호정책에 따른 비용
(policy costs), 그리고 무역원활화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용(facilitation costs)
으로 세분될 수 있다. 즉 국가간의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비용
은 식 (5-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무역비용(trade costs)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 정책비용(policy costs)
+ 무역원활화 비용(facilitation cost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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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와 마찬가지로 무역원활화를 통한 무역비용 감소
는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의 이득을 증대시켜 후생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
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설명하는 ‘iceberg’ 거래기법을 식 (5-1)의 무역비
용에 적용한다.30) 즉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상품 1 단위 중 γ(0<γ<1)율로 표현되
는 물량은 국가간 운송과정에서 비용으로 용해되며 (1-γ)율의 물량만이 수입국에
도달한다고 가정할 때 γ율은 직접적인 거래비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iceberg 이론
을 무역원활화에 확대 적용하면, 도착한 (1-γ)율의 물량 중에서 통관절차의 낙후
등과 같은 무역원활화의 미비로 인한 비용으로 τ(0<τ<1)율의 물량은 추가적으로
용해되며 (1-γ)ᆞ(1-τ)율의 물량만이 수입국 국내시장에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τ율
이 무역원활화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는 식 (5-2)와 같이 수입재화의 세계시장가격( p w )과 국내
소비자가격( p c )간의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무역규모를 늘리고 무역의 이득을 증
대시켜 후생증진에 기여한다. 즉 τ가 0에 근접할수록 두 가격간의 차이는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른 무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후생증대를 꾀할 수 있
다. 식 (5-2)의 t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즉 식 (5-2)에서 t는 정책비용을, γ는 거래
비용을, 그리고 τ는 무역원활화 비용을 나타낸다.

p c= [

( 1 + t)
]ㆍ p
( 1 - γ)ㆍ( 1 - τ)

w

(5-2)

상기 정의된 무역비용과 관세 및 무역원활화 관련 지표간의 함수관계를 바탕으

30) 전통적인 “iceberg” 거래기법과 거래비용 및 관세의 관계에 관해서는 Frankel(1997), pp.
157~1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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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 및 개선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
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비교ᆞ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 및 무
역원활화 관련 지표들과 무역비용간 함수관계의 계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계량화되어 있는 관세의 경우와는 달리 무역원활화 관련 지표와 무
역비용간 관계를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며 이 지표들의 지수화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즉 무역원활화와 무역비용간의 관계를 계량화하기 위한 정량분석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Kim, Lee and Park(2004)을 원용하여 무역원활화 관련 지표로 통
관절차(Customs Procedures: CP), 표준 및 적합(Standards and Conformity: SC),
기업인이동(Business Mobility: BM), 전자상거래(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31)의 4개 항목을 선정한다. 각각의 무역원활화 지표가 무역비용
감소를 초래하는 정도는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추정한
APEC(2002)과 APEC 회원국들의 지식기반경제지표를 조사하여 발표한 APEC(2003)
을 이용한 Kim, Lee and Park(2004)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표 5-1], [표 5-2],
[표 5-3]은 이 조사결과 및 이를 이용하여 추정된 무역원활화 지수를 요약하여 보
여준다.
Kim, Lee and Park(2004)에서 이루어진 무역원활화 관련 지표들의 지수화 방
식은 식 (5-3)에 정리되어 있듯이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전체 모집단 평균과의
상대적 차이로 지수화한 Wilson, Mann, and Otsuki(2003)의 방식을 응용하였으
며, 자료수집의 한계로 APEC 회원국을 그 소득수준에 따라 3개 그룹－선진국, 신
흥공업국,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지수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선진국은 미
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며, 신흥공업국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31)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전자상거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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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를, 개발도상국은 중국,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다.

TFI fj = [{∑ (TC fj + IPfj + ID fj )} / m] /{(TC fj + IPfj + ID fj ) / n}
j

(5-3)

식 (5-3)에서 하첨자 f는 상기 명시된 4개 무역원활화 지표 중 3개 지표(CP,
SC, BM)를 나타내며, j는 상기 명시한 3개 APEC 회원국 그룹을 나타낸다. m과
n은 평균값을 구하기 위한 표본수를 나타내며, TFI는 무역원활화 지수를, TC, IP,
ID는 각각 무역원활화 지표의 개선으로 야기되는 거래비용 감소, 수입상품가격 인
하, 수입수요 증가를 나타낸다. 전자상거래(ICT)의 경우는 서베이 자료의 부재로
APEC 전체 평균대비 각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지수화하였다.
부연하면 [표 5-1]은 APEC 회원국들이 통관절차, 표준 및 기업인이동 분야 등
의 원활화 지표의 장애를 50% 개선시킴으로써 무역원활화가 증진될 경우 기대되
는 거래비용의 절감, 수입품의 소비자가격 절감 추정치와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수
요 증대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추정치들은 설문조사서의 답변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최소, 최대, 중간값의 가중평균 산출치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입업자가 APEC 회원국과 무역을 할 때 APEC 역내 회원
국간 통관절차 소요기간이 1/2로 단축되었을 경우 그 거래비용이 최소 2.9%에서
최대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무역비용의 감소 추정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원활화의 개선이 요구되어 원활화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는 [표 5-1]에서 조사된 무역원활화 개선효과(장애 정도)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APEC 전체 평균값을 추정, 이를 기준값으로 하여 그룹별, 무역원활화 지
표별로 지수화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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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무역원활화 지표의 무역비용 감소효과(서베이 자료)
무역원활화 지표의 거래비용 감소효과(서베이 결과)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선진국
통관절차(CP)
0.029
0.074
표준 및 적합(SC)
0.022
0.059
기업인이동(BM)
0.036
0.061
신흥공업국
통관절차(CP)
0.052
0.106
표준 및 적합(SC)
0.030
0.085
기업인이동(BM)
0.031
0.074
개발도상국
통관절차(CP)
0.069
0.152
표준 및 적합(SC)
0.013
0.030
기업인이동(BM)
0.022
0.042
무역원활화 지표의 수입가격 감소효과(서베이 결과)
최소값
최대값
선진국
통관절차(CP)
0.019
0.040
0.024
0.041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0.018
0.031
신흥공업국
통관절차(CP)
0.020
0.036
표준 및 적합(SC)
0.010
0.033
기업인이동(BM)
0.009
0.027
개발도상국
통관절차(CP)
0.040
0.090
표준 및 적합(SC)
0.015
0.029
기업인이동(BM)
0.010
0.030
무역원활화 지표의 수입물량 증대효과(서베이 결과)
최소값
최대값
선진국
통관절차(CP)
0.017
0.034
표준 및 적합(SC)
0.015
0.033
기업인이동(BM)
0.018
0.037
신흥공업국
0.020
0.045
통관절차(CP)
0.018
0.039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0.015
0.033
개발도상국
통관절차(CP)
0.077
0.135
0.005
0.014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0.026
0.046

자료: Kim, Lee and Park(2004)

0.052
0.041
0.041
0.079
0.058
0.062
0.110
0.031
0.032
중간값
0.029
0.033
0.024
0.025
0.022
0.018
0.065
0.022
0.020
중간값
0.022
0.024
0.027
0.033
0.028
0.024
0.106
0.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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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서베이 자료로부터 추정된 무역원활화 지수
무역원활화 지표의 무역비용 감소효과(평균, 서베이 결과)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0.022
0.020
0.024

0.049
0.044
0.043

0.034
0.033
0.031

신흥공업국
통관절차(CP)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0.031
0.019
0.018

0.062
0.052
0.045

0.046
0.036
0.035

개발도상국
통관절차(CP)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0.062
0.011
0.019

0.126
0.024
0.039

0.094
0.021
0.029

3그룹 평균
통관절차(CP)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0.038
0.017
0.021

0.079
0.040
0.042

0.058
0.030
0.032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통관절차(CP)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1.759
0.831
0.856

1.604
0.910
0.984

1.686
0.912
1.029

신흥공업국
통관절차(CP)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1.243
0.874
1.121

1.269
0.771
0.948

1.268
0.827
0.910

개발도상국
통관절차(CP)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0.615
1.535
1.063

0.630
1.658
1.076

0.618
1.441
1.076

3그룹 평균
통관절차(CP)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선진국
통관절차(CP)
표준 및 적합(SC)
기업인이동(BM)

무역원활화 지수
선진국

자료: [표 5-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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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은 동일한 지수화 방식을 적용하여 정보통신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라
분류된 전자상거래 수준과 이를 지수화한 무역원활화 정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
[표 5-2] 및 [표 5-3]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값은 결국 각각의 APEC
회원국 그룹이 평가하는 APEC 역내 무역원활화의 수준이 그 분야에서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3. 무역원활화 지수: 전자상거래 지표
100명당 모바일폰
100명당 전화
100명당 컴퓨터
인터넷 보급(%)
E-Commerce(%)
평균
전자상거래 지수(ICT)

선진국
57.71
60.40
47.70
50.92
0.68
43.48(I)
1.506(I/A)

신흥공업국
67.89
45.70
34.20
55.73
0.56
40.82(II)
1.413(II/A)

개발도상국
16.11
13.80
2.70
4.21
0.14
7.39(III)
0.256(III/A)

3그룹 평균
43.40
37.23
31.06
32.24
0.46
28.88(A)
1.00

3) 관세인하 및 무역원활화의 무역창출효과 분석(중력모형 분석)

무역원활화를 지수화함으로써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
향을 정량분석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원활화가 가져오는 무역창출효과
를 정량분석할 수 있게 된다. Kim, Lee and Park(2004)은 상기 추정된 무역원활화
지수 및 관세율이 교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식 (5-4)에 제시된 전통적인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표 5-4]에 정리된 바와 같다.
ln(IM ijt ) = β 0 + β1 ln(GDPi GDPj ) t + β 2 ln(GDPi GDPj / Popi Pop j ) t
+ β 3 ln Distij + β 4 ln Tariffit + β 5 Borderij + β 6 RTAijt
+ β 7 ln CPijt + β 8 ln SCijt + β 9 ln BM ijt + β10 ln ICTijt + δYEARt + ε ij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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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4)에서 하첨자 i와 j는 각각 APEC 회원국을, 그리고 t는 연도를 나타낸
다. 기타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ᆞIMijt:

j국으로부터 I국으로의 t기의 수입액

ᆞGDPi:

실질 GDP

ᆞPopi:

인구

표 5-4. 중력모형 분석결과(종속변수: 수입의 로그값)
GDP 곱의 로그값
1인당 GDP 곱의 로그값
거리의 로그값
관세율의 로그값
육지 접경 더미
지역무역협정더미
“통관절차”지수의 로그값(CP)
“표준 및 적합”지수의 로그값(SC)

I
II
0.668
0.643
(0.038)*** (0.037)***
0.1
0.112
(0.043)** (0.042)***
-1.129
-1.08
***
***
(0.105)
(0.102)
-0.217
-0.207
(0.038)***
(0.038)***
0.118
0.273
-0.357
-0.349
0.379
0.351
*
***
(0.194)
(0.190)
0.045
(0.008)***
0.154
(0.017)***

“기업인 이동”지수의 로그값(BM)

III
0.66
(0.038)***
0.101
(0.043)**
-1.112
***
(0.104)
-0.217
(0.038)***
0.176
-0.355
0.367
*
(0.193)

0.107
***
(0.015)

“전자상거래”지수의 로그값(ICT)
표본수
R-squared

IV
0.67
(0.038)***
0.1
(0.043)**
-1.128
***
(0.105)
-0.217
(0.038)***
0.115
-0.357
0.378
*
(0.194)

2324
0.77

2324
0.78

2324
0.78

주: ***, **, *은 각 계수의 1%, 5%, 10%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표 5-1]과 동일.

0.056
(0.010)***
2324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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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Tariffit:

i국의 trl의 수입관세율

ᆞBorderij: i국과 j국이 국경을 접할 경우 1인 더미변수
ᆞRTAij:

i국과 j국이 동일한 지역무역협정에 속해 있을 경우 1인 더미변수

ᆞCPijt:

t기에 j국으로부터 i국으로의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지수

ᆞSCijt:

t기에 j국으로부터 i국으로의 ‘표준 및 적합’ 무역원활화 지수

ᆞBMijt:

t기에 j국으로부터 i국으로의 ‘기업인이동’ 무역원활화 지수

ᆞICTijt:

t기에 j국으로부터 i국으로의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지수

ᆞYEAR:

시간더미

[표 5-4]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0%의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
자유화는 2.1~2.2% 정도의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이동, 전자상거래의 10% 개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각 0.5%, 1.5%, 1.1%, 0.6%의 수입증대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네 분야
모두 동시에 개선될 경우 단순 산술 평균으로도 3.7% 정도의 수입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32)

4) 관세, 무역원활화 지수, 무역비용(Back-of-the Envelope Strategy)

최종적으로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하기 위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각각의 무역원활화 지수
와 무역비용(TC), 궁극적으로는 교역규모간의 함수관계가 모형내에 정의되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는 Mann(2004)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식 (5-5)~(5-9)를 가정하는

32) 물론 4개 무역원활화 지표가 동시에 개선될 경우 그 계수치의 합이 단순산술평균과는 상이할 것
으로 예상되나 통계적 유의성의 이유로 4개 무역원활화 지표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고려한 추정치
를 얻는 데 실패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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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of-the Envelope Strategy를 응용하여 그 함수관계를 정의한다.

∂TC
∂IM
∂Dist
∂TC
=
∙
∙
∂Tariff
∂Tariff
∂IM
∂Dist

(5-5)

∂TC
∂IM
∂Dist
∂TC
=
∙
∙
∂CP
∂CP
∂IM
∂Dist

(5-6)

∂TC
∂IM
∂Dist
∂TC
=
∙
∙
∂SC
∂SC
∂IM
∂Dist

(5-7)

∂TC
∂IM
∂Dist
∂TC
=
∙
∙
∂BM
∂BM
∂IM
∂Dist

(5-8)

∂TC
∂IM
∂Dist
∂TC
=
∙
∙
∂ICT
∂ICT
∂IM
∂Dist

(5-9)

상기 식의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식 (5-4)의 중력모형식에 설명되어 있으며 그
계수값은 [표 5-4]에 추정되어 있다. 한편

∂TC
∂Dist

값은 Mann(2004)과 같이 기존

문헌을 원용하여 0.2로 한다. 즉 식 (5-5)~(5-9)에 [표 5-4]의 해당 계수값 및
∂TC
∂Dist

= 0.2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 및 각각의 무역원활화와 무역비용간의

함수관계를 도출한다.
ᆞ관세(Tariff)의 무역비용에 대한 탄력성 = -0.038570465
ᆞ통관절차(CP)의 무역비용에 대한 탄력성 = -0.007971656
ᆞ표준 및 적합(SC)의 무역비용에 대한 탄력성 = -0.028518519
ᆞ기업인이동(BM)의 무역비용에 대한 탄력성 = -0.0192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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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전자상거래(ICT)의 무역비용에 대한 탄력성 = -0.009929078
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관련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기 추정된 각각의 탄력성
을 이용하여 각각의 무역원활화 지표가 CGE 모형내 무역비용을 대변하는 함수식
에 계량화되고 이를 통해 정책시나리오의 거시적 그리고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초 조사자료 부족으로 그룹별 무역원활화 지수
의 무역비용에 대한 탄력성의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표 5-5.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을 위한 실증분석의 단계별 구조
단계

실증분석내용

실증분석방법

1단계

무역원활화 지표의 지수화

APEC(2002)의 서베이 결과와 APEC(2003)의
KBE 자료를 이용한 Kim, Lee and Park (2004)
으로부터 인용

2단계

관세, 무역원활화 지표,
교역량간의 정량적 관계

Kim, Lee and Park(2004)의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인용

3단계

관세, 무역원활화 지표,
무역비용간의 정량적 관계

Mann(2004)의 Back-of-the Envelope Strategy와
Kim, Lee and Park(2004)의 중력모형 추정결과를
결합하여 추정

4단계

보고르 목표의 중간평가

CGE 모형 분석

한편 중력모형을 통한 무역원활화 지표의 무역비용에 대한 탄력성과 함께 관세
의 무역비용에 대한 탄력성 추정으로 정해진 관세인하와 동일 수준의 무역비용 감
소를 가져올 수 있는 무역원활화의 개선 정도 역시 정량화가 가능하게 됨으로
써33) 기존 연구들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동일한 수준의 무역비용 감소를 초
래하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무역원활화 파급효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제까지 논의된 전체적인 분석방법의 단계별 구조는

33) 비관세장벽의 관세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tariff equivalent한 무역원활화의 개선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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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에 요약되어 있다.

5) 무역원활화와 CGE 모형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조치에 따른 변화
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CGE 모형을 변형해야 한다. 앞에서 가정하였듯이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한 거래비용은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ceberg 형태이
며, 이를 더 단순화하여 정리하면 재화 1단위당 거래비용이 (>1)만큼 발생한다.
즉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가는 운송과정에서 재화의 일부는 용해되어 재화 1단위
가 수입국에 도착하는 양은 1/ 이다. 그러므로 수입국의 소비자가 직면하는 수입
품의 가격은

P

이다.

무역원활화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가 직면하는 수입제품의 실효가격
(effective price)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이를 CGE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본 연
구는 Hertel et al.(2002)의 방법을 따라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의 개념을 도입
*
로 표시하면, 수출
한다. s 국가가 r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i 재화의 실효가격을 Pirs

자의 수출가격(Pirs )과의 관계는 식 (5-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Pirs
=

Pir s ,

>1

(5-10)

식 (5-10)에서 가 감소하면 실효가격이 낮아진다. 초기균형에서

TC irs 의

값은 1이다. CGE 모형은 일반적으로 가격과 양을 분리하여 나타내는데, 모
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화의 양적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Q irs
= Q irs

1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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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rs
는 실효수입량(effective quantity of imports)을 나타낸다. 식 (5-10)과 식

(5-11)의 양변을 서로 곱하면 식 (5-12)가 도출된다.

*
*
Pirs
Q irs
= Pir sQir s

(5-12)

CGE 모형은 비선형 등식을 선형화하여 변화율로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에 식 (5-10)과 식 (5-11)을 전미분하여 기존의 CGE 모형에서 가격과
수입량을 나타내는 모든 등식에 반영한다. GTAP 모형은 아밍턴(Armington) 가정
에 따라 수입품은 원산지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각 원산지별 수입
품은 다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에 의해 결합되어 복합수
입재로 표시된다. 따라서 거래비용을 포함하여 재화 i 의 총수입량 및 총수입의 변
화율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34)

dQ is
dQ i rs
d
dP
d irs
dP is
=
)
− i rs + σim ( irs +
−
Q is
Q ir s
Pi rs
P is
ir s
i rs

(5-13)

dPis
=
Pis

(5-14)

Σθ
k

iks (

dPiks
d
+ irs )
Piks
irs

여기서 Pis 및 Qis는 i품목의 총수입가격 지수 및 총수입량을 가리키고, σ im과 θ
iks는

수입품간의 대체탄력성과 k국가의 수입비중을 나타낸다. 식 (5-14)의 좌변은

s국의 i재화의 총수입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우변은 CES 함수에 의해 결합된 다양
34) CES 함수에서 i 재화의 총수입량 및 수입품가격 변화율을 도출하는 과정은 Hertel(1997)
Chap.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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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산지의 i재화를 각 요인의 변화율로 나타낸 것이다.
무역원활화(TF) 지표와 거래비용(δ)의 관계는 앞에서 제시된 Chain-rule (Backof-the envelope strategy)에 의해 도출되어 있다.
다.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01년을 기준연도로 세계 각국의 산업 연관표와 수출입 데이터를
작성한 GTAP Database Version 6를 이용한다.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감축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산업별 관세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GTAP Database가 제공하는 관세율을 이용한다. GTAP Database는 각 국가의 산
업별 무역장벽을 수입국의 시장가격과 수출국의 공장도가격(fob price)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어서 각 국가의 관세율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5-6]은 APEC 회원국의 산업별 무역장벽을 나타내고 있는데, GTAP
Database에서 제시된 양자간 무역장벽을 국가별 수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하였다. 한국은 농수산물의 무역장벽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반면,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는 산업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무역장벽은 비
교적 낮고 중국, 태국, 베트남 등 개도국의 무역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35)

35) 미국
않은
이로
모든
만들
따라

섬유산업의 무역장벽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수입국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단순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GTAP Database는 무역장벽을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
측정하고 동일한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입국에 따라 각기 무역장벽은 다르다. APEC 국가의
수입국에 대한 산업별 무역장벽을 나타내는 것은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우려가 있어서 단순평균을 제시하였다. 관세감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수입국가에
무역장벽의 감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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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APEC 각국의 무역장벽 현황
(단위: %)

농수산 및
광물

섬유

의류

화공

철강,
금속

운송
장비

전기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한국

27.65

5.94

10.07

5.38

3.11

3.03 3.78

4.04

3.57

일본

11.39

6.32

7.48

0.97

0.44

0.00 0.00

0.08

1.16

중국

16.50

12.87

16.56

9.99

4.61

13.72 7.65

9.27

6.17

미국

1.52

1.28

1.37

0.70

0.43

0.37 0.12

0.41

0.55

캐나다

5.59

1.07

0.49

0.16

0.09

0.13 0.01

0.05

0.26

호주

1.49

7.58

14.22

2.71

3.00

3.65 0.47

2.53

1.88

뉴질랜드

2.04

0.86

4.81

1.16

1.65

0.88 0.49

0.83

1.52

인도네시아

4.34

3.04

7.01

3.40

5.40

5.37 1.48

2.35

3.10

말레이시아

9.21

6.98

13.16

4.62

6.11

9.55 0.31

3.10

4.74

필리핀

6.11

4.69

12.57

3.82

3.64

7.53 0.17

1.85

3.23

싱가포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태국

20.29

8.90

20.25

9.01

8.01

14.13 3.24

5.72

5.34

타이완

13.05

5.82

10.09

3.54

2.69

5.95 0.27

2.61

2.10

홍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베트남

22.76

22.61

23.82

5.13

3.25

11.30 7.80

7.99

3.84

멕시코

6.78

0.78

0.37

1.28

1.09

0.52 0.61

0.62

1.28

칠레

3.98

1.28

3.39

3.19

2.77

0.76 1.99

1.54

2.90

러시아

1.28

1.48

11.05

3.16

4.65

6.40 3.74

1.48

2.71

페루

8.63

9.11

14.15

5.54

4.62

5.46 1.97

5.21

5.93

주: 무역장벽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로 정의되며, 국별 수입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였음.
자료: GTAP Database v. 6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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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스위스공식에 따른 관세감축률
a=16

a=16(선진국)
a=35(개도국)

한국

27.1

15.5

일본

13.0

13.0

중국

38.9

23.0

미국

4.4

4.4

캐나다

4.4

4.4

호주

18.2

18.2

뉴질랜드

8.6

8.6

인도네시아

19.2

10.0

말레이시아

26.7

14.9

필리핀

21.4

11.6

싱가포르

0.0

0.0

태국

36.9

21.9

타이완

21.9

12.0

홍콩

0.0

0.0

베트남

38.3

23.5

멕시코

7.6

3.8

칠레

12.9

12.9

러시아

18.5

9.8

페루

28.3

15.7

[표 5-7]은 APEC 모든 회원국에 a=16과 선진국은 a=16, 개도국은 a=35로 스
위스공식에 따라 관세감축이 진행될 때 각국의 평균관세감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율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관세감축률이 크게 나타났고, 개도국에 대해 a=32
가 적용되면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2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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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표 5-8]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가 APEC 회원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를 요약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지표가 50% 감소하는 시나리오 1-1과 무역원활화에 의한 무역비용
감소의 정도에 상응하는 관세감축을 가정한 시나리오 1-2를 비교하면, 한국과 베
트남의 경우 관세감축이 국내총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은 무역원활화로 인한 국내총생산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관세가 선형방식으로 감축되는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와 스위
스공식에 따라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가 국내총생산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감축에 비해 무역원활화가 국내총
생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무역원활화가 무
역비용에 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난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하게 관세를 30% 감축하는 시나리오 2-1과 선진국의 관세감축률은 50%, 개
도국은 25%인 시나리오 2-2를 비교해보면 무역자유화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시나
리오 2-1에서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클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하게 a=16으로 스위스공식을 적용한 시나리오 3과 관세
율이 30% 감소하는 시나리오 2-1을 비교하면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대부분의 국
가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한국, 중국 및 베트남의 국내총생산은 시나
리오 2-1에 비해 시나리오 3에서 더 크게 증가한다. 이는 스위스공식을 적용하면
해당 산업의 관세율이 높을수록 더 크게 감축되어 산업부문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져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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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의 변화
(단위: %)

한국
일본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1-1
1-2
2-1
2-2
3
4
5
6
1.31
2.42
1.14
0.84
2.07
1.44
3.39
2.76
0.30
0.17
0.09
0.13
0.11
0.11
0.41
0.41

중국
미국
캐나다

0.90
0.37
1.01

0.80
0.01
0.07

0.39
0.01
0.03

0.31
0.01
0.05

0.50
0.01
0.02

0.31
0.01
0.02

1.42
0.37
1.03

1.22
0.37
1.03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0.66
0.97
0.96

0.13
0.09
0.16

0.07
0.04
0.08

0.09
0.05
0.07

0.06
0.02
0.07

0.05
0.02
0.04

0.71
0.99
1.03

0.71
0.99
1.00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2.59
2.21
4.42

1.07
0.44
0.07

0.51
0.19
0.02

0.39
0.15
0.02

0.53
0.16
0.04

0.29
0.09
0.03

3.13
2.37
4.45

2.89
2.30
4.44

태국
대만
홍콩

1.80
1.20
1.96

1.10
0.20
0.00

0.53
0.11
0.00

0.41
0.08
0.00

0.74
0.10
0.00

0.47
0.06
0.00

2.55
1.31
1.96

2.27
1.26
1.96

베트남
멕시코
칠레

2.59
0.72
0.96

3.26
0.35
0.06

1.47
0.18
0.03

1.15
0.13
0.05

2.28
0.07
0.02

1.46
0.04
0.02

4.97
0.80
0.98

4.12
0.76
0.97

러시아
페루

0.78
0.60

0.33
0.25

0.17
0.13

0.13
0.10

0.07
0.09

0.04
0.05

0.86
0.69

0.82
0.65

주: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를 2010/2020년까지 50% 개선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1의 무역원활화의 개선 정도에 따른 무역비용의 감소와 동일한 무역비용
의 감소를 초래할 관세인하율(85.12%)을 선진국/개도국에 적용하여 2010/2020년 보
고르 목표연도까지 완전히 이행
시나리오 2-1: 선진국/개도국에 동일한 관세인하율(30%)을 적용하여 각각 2010/2020년 보고르 목표
연도까지 이를 완전히 이행
시나리오 2-2: 선진국/개도국에 서로 다른 관세인하율(50/25%)을 적용하되, 완전이행을 위한 목표연
도를 2010년으로 설정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실시하되 선진국/개도국에 동일한 관세인하율을 적용하고
완전이행 목표연도를 2010/2020년으로 다르게 설정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실시하되, 선진국/개도국에 다른 관세인하율을 적용하고 완
전이행 목표연도를 2010년(또는 2013년)에 맞춤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1과 3의 결합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1과 4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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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5는 무역원활화와 스위스공식의 적용에 의한 관세감축이 동시에 이루
어지는 경우인데, 기대했던 바와 같이 APEC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은 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3.39% 증가하고, 중국은 1.42%, 미국
과 일본은 각각 0.37%, 0.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더 크게 증가한다.

표 5-9. 시나리오에 따른 후생의 변화
(단위: %)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1-1
1-2
2-1
2-2
3
4
5

시나리오
6

한국

1.48

2.80

1.37

1.08

2.30

1.65

3.79

3.14

일본

0.32

0.25

0.14

0.16

0.15

0.13

0.47

0.45

중국

0.97

0.55

0.31

0.33

0.33

0.23

1.31

1.22

미국

0.33

0.02

0.00

0.00

0.05

0.04

0.38

0.37

캐나다

1.24

-0.13

-0.05

-0.06

-0.02

0.00

1.22

1.24

호주

0.78

0.00

0.03

0.08

-0.02

0.02

0.76

0.80

뉴질랜드

1.25

0.58

0.21

0.31

0.06

0.06

1.31

1.32

인도네시아

1.11

-0.13

-0.06

-0.09

-0.22

-0.21

0.90

0.90

말레이시아

4.37

1.36

0.68

0.48

0.47

0.2

4.86

4.58

필리핀

2.36

0.32

0.14

0.18

0.12

0.08

2.48

2.44

싱가포르

4.95

1.21

0.48

0.43

0.59

0.36

5.55

5.32

태국

2.20

1.78

0.81

0.88

0.98

0.74

3.18

2.94

대만

1.37

0.44

0.21

0.22

0.17

0.11

1.54

1.47

홍콩

2.57

1.06

0.42

0.35

0.49

0.28

3.09

2.87

베트남

3.12

2.80

1.30

1.02

1.69

1.11

4.90

4.29

멕시코

0.89

-0.01

0.05

-0.02

0.00

-0.01

0.89

0.88

칠레

1.15

-0.34

-0.14

-0.18

-0.19

-0.16

0.96

0.99

러시아

0.90

0.03

0.05

0.03

-0.04

-0.04

0.86

0.86

페루

0.66

-0.11

-0.03

0.00

-0.12

-0.08

0.54

0.58

주: [표 5-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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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는 무역원활화 및 무역자유화의 시나리오에 따른 APEC 회원국의 후생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후생의 변화는 실질 국내총생산의 변화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 무역원활화와 스위스공식의 적용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
는 시나리오 5에서 APEC 회원국에 가장 큰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 한국의 후생은
약 3.8% 증가하여 여타 APEC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면 전체 APEC 회원국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관세감
축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의 후생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2003년 미국에 대한 수출이 캐나다 전체 수출의 88.3%를 차지할
정도로 대미국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캐나다의 전체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약 65%로 미국과의 교역이 캐나다 전체 교역에서 절대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NAFTA를 체결하여 미국과의 교역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감축의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러한 캐나다의 무역구조와
더불어 관세가 감축되는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 등에서 캐나다
의 교역조건이 각각 0.52%, 0.22% 및 0.36% 악화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및 칠레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은 교역조건
의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36)
무역자유화로 인해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출제품의 국제가격이 수입품의 국제가격에 비해 더 크게 상승
하면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그러나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수입품
의 국제가격이 수출품에 비해 더 크게 상승하게 되면 교역조건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교역조건의 변화는 해당 제품의 관세율 변화, 수출품의 구성, 세계 수요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36) 각 회원국의 교역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으며, 후생 증진의 내역을 분석한 [표
5-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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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과 [표 5-11]은 각 시나리오별 수출과 수입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1-1의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2.72% 증가하고,
시나리오 1-2에서는 관세가 크게 감축되어 한국의 수출은 6.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와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관세감축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시나리오 5에서는 한국의 총수출이 4.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시나리오 1에 따르면 한국의 총수입은 2.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0. 시나리오에 따른 수출의 변화
(단위: %)

한국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1-1
1-2
2-1
2-2
3
4
5
6
2.72
6.24
2.02
1.57
2.64
2.02
4.72
4.35

일본

3.34

5.02

1.87

2.64

1.89

1.63

5.30

5.02

중국
미국
캐나다

3.56
4.58
2.87

16.98
3.97
1.02

6.86
1.61
0.43

5.31
2.38
0.72

8.26
0.94
0.19

4.68
0.72
0.2

12.2
5.54
3.06

8.43
5.32
3.07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1.81
1.61
2.19

4.43
1.75
4.03

1.93
0.72
1.73

2.92
1.07
1.40

1.14
0.23
1.15

1.11
0.21
0.66

2.96
1.84
3.38

2.93
1.82
2.88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1.88
5.65
5.12

2.88
4.23
-0.4

1.20
1.76
-0.13

0.92
1.35
-0.17

1.09
1.33
-0.05

0.61
0.76
-0.02

2.97
7.02
5.01

2.48
6.43
5.06

태국
대만
홍콩

2.99
2.94
1.54

9.62
3.77
0.99

3.97
1.61
0.38

2.86
1.23
0.33

4.42
1.14
0.48

2.45
0.62
0.28

7.48
4.08
2.04

5.47
3.57
1.83

베트남
멕시코
칠레

2.03
2.54
1.16

23.81
5.65
3.84

8.42
2.11
1.69

6.47
1.50
2.61

13.73
0.64
0.78

7.92
0.31
0.78

16.4
3.19
1.96

10.34
2.85
1.95

러시아
페루

1.87
2.82

6.07
12.59

2.57
5.35

1.92
4.05

1.02
4.45

0.50
2.33

2.91
7.39

2.38
5.21

주: [표 5-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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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국내총생산 기여도가 높은 반면에 일
본, 미국 등의 경우 무역증가율은 높으나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크지 않
다. 이는 국가별 무역의존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표 5-11. 시나리오에 따른 수입의 변화
(단위: %)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1-1
1-2
2-1
2-2
3
4
5
6
한국

2.84

7.21

2.40

1.99

2.89

2.19

4.93

4.49

일본

3.48

6.33

2.42

3.1

2.44

1.94

6.01

5.48

중국

4.38

21.85

8.84

7.08

10.45

5.99

15.2

10.6

미국

2.76

2.92

1.11

1.56

1.09

0.79

3.89

3.58

캐나다

3.33

0.64

0.26

0.51

0.13

0.18

3.46

3.51

호주

2.02

3.88

1.78

2.83

0.83

0.98

2.83

2.98

뉴질랜드

2.03

3.31

1.26

1.89

0.39

0.38

2.41

2.4

인도네시아

2.79

5.35

2.23

1.75

1.14

0.49

3.97

3.29

말레이시아

1.44

4.26

1.71

1.3

1.52

0.83

2.95

2.26

필리핀

5.31

3.56

1.48

1.25

1.09

0.64

6.43

5.97

싱가포르

5.18

0.41

0.20

0.12

0.33

0.21

5.48

5.37

태국

3.18

12.08

4.92

3.84

5.39

3.11

8.64

6.33

대만

3.2

4.79

2.03

1.66

1.46

0.82

4.67

4.03

홍콩

2.04

2.35

0.91

0.78

1.11

0.64

3.2

2.71

베트남

2.59

14.02

5.06

3.9

7.52

4.35

10.5

7.17

멕시코

2.93

4.74

1.74

1.06

0.46

0.19

3.38

3.11

칠레

1.4

3.33

1.48

2.36

0.39

0.43

1.8

1.84

러시아

2.32

7.75

3.29

2.41

1.15

0.5

3.49

2.83

페루

2.72

10.11

4.30

3.34

3.15

1.55

5.94

4.31

주: [표 5-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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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무역이론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후생 증진의 요인을 자원배분의 효율
성 향상과 교역조건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로 인한 후생 증진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12]에 요약되어
있다.
표 5-12. 후생 변화요인 분석
(단위: 억 달러)
시나리오 1-1
자원배분효 무역
교역
율성
원활화 조건
한국
7.0
49.0
-1.1
일본
5.7
120.4 -16.0
중국
15.7
88.1
-5.7
미국
6.4
368.9 -47.5
캐나다
3.5
68.5
7.6
호주
2.3
21.1
1.3
뉴질랜드
0.5
4.5
0.5
인도네시아
0.8
13.1
0.0
말레이시아
0.6
22.3
1.5
필리핀
3.2
12.5
-0.8
싱가포르
2.6
34.8
0.1
태국
1.3
19.3
0.4
대만
0.2
33.6
0.5
홍콩
0.1
31.8
5.5
베트남
0.8
7.7
0.2
멕시코
1.2
43.5
3.5
칠레
0.6
5.8
0.5
러시아
2.2
22.1
-1.2
페루
0.6
2.6
-0.1

시나리오
자원배분
효율성
103.4
72.6
92.6
9.4
4.7
4.6
0.4
2.4
9.4
3.2
0.6
12.6
5.6
-0.1
10.6
21.6
0.4
10.2
1.4

1-2
교역
조건
7.9
23.5
-43.1
21.8
-14.2
-4.5
2.3
-5.5
-3.8
-1.0
8.1
3.2
5.9
14.8
-3.3
-24.5
-3.2
-14.2
-1.9

시나리오
자원배분
효율성
48.5
39.2
45.7
6.9
2.5
2.4
0.2
1.2
4.5
1.4
0.2
6.1
3.0
0.0
4.8
11.4
0.2
5.2
0.7

2-1
시나리오 3
교역 자원배분효 교역
조건
율성
조건
5.6
88.3
2.6
12.0
45.2
11.8
-16.8
58.1
-28.8
1.9
1.7
39.3
-6.3
1.4
-1.7
-1.3
2.0
-2.4
0.8
0.1
0.2
-2.8
1.0
-4.8
-1.5
4.6
-2.2
-0.4
1.2
-0.3
3.3
0.4
3.9
1.0
8.5
0.3
2.3
2.9
2.1
5.8
0.0
7.0
-1.3
7.4
-2.8
-9.7
4.3
-3.8
-1.4
0.1
-1.4
-6.0
2.3
-4.6
-0.8
0.5
-1.0

주: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를 2010/2020년까지 50% 개선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1의 무역원활화의 개선 정도에 따른 무역비용의 감소와 동일한 무역비용의
감소를 초래할 관세인하율(85.12%)을 선진국/개도국에 적용하여 2010/2020년 보고르
목표연도까지 완전이행
시나리오 2-1: 선진국/개도국에 동일한 관세인하율(30%)을 적용하여 각각 2010/2020년 보고르 목표
연도까지 이를 완전이행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실시하되 선진국/개도국에 동일한 관세인하율을 적용하고
완전이행 목표연도를 2010/2020년으로 다르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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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1에서 후생 증진의 주요 동인은 무역원활화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으로 한국의 경우 49억 달러의 후생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에 의한 무역비용의 감소에 상당하는 관세율 감축을 가정
한 시나리오 1-2를 보면 한국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으로 103억 달러의 후생
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에 비해 관세감축이 후
생 증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나리오 2-1과 시나리오 3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시나리오 3에서 자원배
분의 효율성이 훨씬 더 크게 향상된다. 나머지 국가의 경우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
나 시나리오 2-1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나리오 2-1은 전체 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율을 30% 감축하는 경우이고, 시
나리오 3은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일수록 관세가 더 크게 감축되는 경우이
다. [표 5-7]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 3에 의한 한국의 평균 관세감축률은 27%
로 평균 관세율이 30% 감축되는 시나리오 2-1과 비슷한 수준이다. 평균 관세감축
률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3에서 한국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은 스위스공식의 적용으로 산업간 구조조정이 크게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3.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4의 경우,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하여 관세가 25% 감
축되거나 스위스공식에서 a=35를 적용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1-1과 시나리오 4를
결합한 시나리오 6에서도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개도국으
로 분류하는 것은 국내시장 보호에 역점을 두는 방어적인 정책이다. 선진통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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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좀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단행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도국으로 분류하였을 때와 비교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
는 각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 5-13. 선진국 및 개도국 분류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 달러)

한국: 선진국으로 분류

한국: 개도국으로 분류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4

시나리오
6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4

시나리오
6

실질국내총생산

1.72

2.05

3.37

0.84

1.44

2.76

후생

1.93

2.21

3.70

1.08

1.65

3.14

자원배분 효율성

7,344.0

8,744.6

14,354.0

3,576.6

6,142.9

11,770.2

교역조건

1,95.8

-42.2

-121.2

673.9

356.1

272.5

후생 증진 요인

주: 시나리오 6의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포함함.
시나리오 2-2: 선진국/개도국에 서로 다른 관세인하율(50/25%)을 적용하되, 완전이행을 위한 목표연
도를 2010년으로 설정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실시하되, 선진국/개도국에 다른 관세인하율을 적용하고 완
전이행 목표연도를 2010년(또는 2013년)에 맞춤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1(무역원활화를 2010/2020년까지 50% 개선)과 4의 결합

[표 5-13]에서 보듯이 시나리오 2-2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50% 감축하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1.72% 증가하여, 개도국으로 분류하여 관세
를 25% 감축한 경우에 비해 약 0.9% 포인트 더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 분류하면 한국의 후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0.85% 포인트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면서 선진국은 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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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은 a=35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에서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과 후생은
각각 0.6% 포인트 및 1.13% 포인트 더 높다. 무역원활화와 스위스방식에 의한 관
세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6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면 실질 국
내총생산은 3.3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4와 시나리오 6에서 한국
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한국의 교역조건은 약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무역원활화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효과가 교역조건 악
화에 따른 후생 감소를 훨씬 더 초과하여 총 후생은 개도국으로 분류하였을 때에
비해 크게 증진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이 방어적 개방정책에서 보다 적극적
인 개방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4. 자본축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지금까지는 APEC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의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를 정태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정태적 CGE 모형은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에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의 파급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교역조건 변화에 연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태적 효과는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의 여러 다양한 효과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정태적 일반균형연산
(CGE)모형은 여러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무역과 경제성장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반
영하지 못한다. Krueger (1978), Sachs and Warner(1995)는 경제개방과 GDP 성
장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Levine and Renelt(1992)는
실증분석에서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난 50여 개의 변수를
재검토하여 경제성장과 투자, 그리고 투자와 무역이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무역유인ᆞ투자 주도의 성장(trade-induced in-

136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vestment-led growth)은 Baldwin and Seghezza(1996)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즉 무역자유화는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는 다시 국내총생산과 소득수준을 높인다
는 것이다.
본 연구는 Baldwin(1989, 1992)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정태적 효과로 인해 증가
된 소득의 일부가 저축됨으로써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자본축적효과를 파악하는 CGE 모형을 구성하고 앞서 분석한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한다.37)

표 5-14. 시나리오별 실질 국내총생산 및 후생 증진효과
(자본축적 CGE 모형)
(단위: %)

실질 국내총생산

후생

시나리오 1-1

3.10

2.93

시나리오 1-2

5.13

4.93

시나리오 2-1

2.46

2.42

시나리오 2-2

1.89

1.91

시나리오 3

4.03

3.84

시나리오 4

2.84

2.75

시나리오 5

7.24

6.86

시나리오 6

6.03

5.76

주: [표 5-8]과 동일.

[표 5-14]는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의 시나리오를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
석하였을 때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및 후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타
APEC 회원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및 후생의 변화는 [부표 1], [부표 2]에 수록하였
다. 정태적 CGE 모형으로 분석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과
37) 자본축적 CGE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순찬(2002), 최낙균⋅박순찬(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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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은 더 크게 증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원활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1에
서 정태적 모형으로 분석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1.31%(표 5-8 참고) 증가하는
데 반해,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3.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하게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
장기에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가 요망되는 것은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중장기적 효과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축적 CGE 모형은 정태적 효과가 저축과 투
자의 증가로 원활하게 이어지고,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축적모형으로 분석한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잠재적 효과에
불과하며,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자원배분과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Borenzstein et al.(1998)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생산성이 향
상되는지를 검토하면서 생산성 향상 여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이 얼마만큼의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
히고 있다. 또한 Lee(2001)은 기술전파(technology diffusion)과정에서 해당 국가
의 인적자본이 기술의 수용과 내재화를 결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이 함의하는 바는 외국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실제로 내재화할 수 있는지
는 내적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APEC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지는 결국 국내여건에 달
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등을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실질적인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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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성과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APEC 무역ᆞ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단순한 경제적 파급효
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들과는 달리 APEC의 장기비전이라 할 수 있는 보고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를 측정함으로써 실행전략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2005
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부산 로드맵｣의 중점분야와 주요 내용을 주도면
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향한 APEC 회원국의 노력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중간점검’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선택 가능한 수단들을 검토하는 한편, 그
중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9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팀
은 이 시나리오들을 이용하여 APEC의 개별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동참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출, 수입, GDP, 후생
효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추정ᆞ비교ᆞ평가하였다.
실증분석 면의 차별성과 함께 본 연구가 갖는 방법론적인 차별성 및 기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지역간 또는 다자간 협력의 경제적 파
급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은 대부분 서베이 조사 분석, 중력모형 분석, CGE 모
형 분석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분석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들을 결
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발전시켜 한층 더 논리정연한 분석고리를 만들어내
고 이에 근거하여 일목요연하게 파급효과를 측정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
은 무역원활화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팀이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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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일반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보고르목표
중간점검과 관련해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의 관세수준이 보고르 목표를 채
택한 1994년 당시보다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 노력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물
론 제3장 제2절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APEC 회원국들은 관세할증, 관세정점
및 미소관세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보다 많
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고르 목표 달성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WTO 등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최
근 들어 많이 지적되고 있듯이 비국경조치 분야의 자유화를 제고하기 위한
APEC의 최근 노력이 옳은 방향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둘째, 본 보고서에서는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로 채택된 ｢부
산 로드맵｣을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둘
사이에 일정한 분업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즉 본 연구팀은 “보고르 목
표는 각국이 자유화ᆞ원활화에 대한 기본적 의지를 천명한 정치적 선언으로”,
그리고 “｢부산 로드맵｣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행계획”으로 업무 분장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향후 APEC 차원의 보고르 목표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5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틀을 제공
했다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국제도시 부산의 긍정적
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향후 전개될 각종 APEC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도 이러한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WTO에서 진행되는 DDA 협상의 결과를 기다려서 이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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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진행되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
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연구팀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들은 APEC 회원국들의 자유화ᆞ원활화를 통해 다
자간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APEC 본연의 설립목표에 정반대의 인과관
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하
게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보다는 종래보다 과감한 자유화ᆞ원활화 조치
를 도입함으로써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이를 통해
WTO 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APEC이 최근
겪고 있는 정체성 위기와 신뢰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APEC이 이러한 정책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APEC내에서 확대일로에 있는 소지역주의들이 한편으
로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통해 보고르 목표의 달성에 부정
적인 효과를 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PEC의 전반적인 자유화ᆞ원활화
수준 제고 및 각 회원국의 자유화ᆞ원활화에 대한 준비 강화 등을 통해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부산 로드맵｣에서도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들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APEC내에서 체결되는 FTAs/RTAs를 운용할 필요성
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APEC 차원에서는 개방적 소지역주의
(open sub-regionalism)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APEC 회원국들이 보다
광범위한 APEC 회원국들과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이 APEC내에서 체결되는 각종 FTAs/R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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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거보다 깊이 관여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창출해낼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소지역주의들이 지향하는 자유화ᆞ원활화 일정을 ｢보고르 목표｣가 설정하고
있는 선진국ᆞ개도국의 일정에 합치하도록 유도할 경우, FTAs/RTAs의 확대
가 보고르 목표 달성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무역원활화 방식과 일방적, 다자간, 특혜적 자유화 등 세 가지의 자유화 방식을 포
괄하여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의 수단이 고려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중에서
모델 설정 및 효과 측정이 극히 어려운 특혜적 자유화 방식과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다자간 자유화 방식을 제외하고 무역원활화 방식과 일방적 자유화
방식 등 두 가지의 방식에 기초함과 동시에 Pathfinder Approach도 적용하여 전체
적으로 아홉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범위한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APEC 회원국들의 선택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의 측정결과를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원활화를 50% 증대시키는 것과 동일한 무역비용 감
축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85% 이상의 관세인하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 관세인하에 대해 특히 개도국들이 보여온 전통적인 거부감
과 무역원활화와 유사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높은 관세인하율을 고
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APEC이 관세인하를 고집하기보다는 많은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무역원활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보고르 목표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
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설정한 9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APEC 전체에 가장 커다란
GDP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역원활화와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결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는 만약 APEC 회원국들이 무역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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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할 경우 이를 진행하되, 무역원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병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매우 중요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형방식 자유화와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의 효과를 비교분석할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가 우월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 대부분과 중남미 개도국들의 경우 반대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특히 긍정적인 효과의 경우 편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반면, 부정적인
효과의 경우 편차가 매우 작게 나타났음에 미루어 볼 때 최근 스위스공식에 입각
한 WTO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APEC 정상회의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APEC에서 일방적 자유화에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WTO의 DDA 협상과 그 궤를 같이할 수 있는
스위스공식에 의한 자유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본 연구결과가 뒷
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모든 시나리오를 통틀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그리고 개도국 중에서도
동아시아 개도국들이 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증진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
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동아시아의 개발도상 APEC 회원국들
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의 경제주체들에게 자유화의 긍정적 효
과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은 모든 APEC 회원국 중에서 보고르 목표 달성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향유하
는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유사한 정도의 혜택을 향유하는 국가
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APEC 전체에 대한 효
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에 가장 큰 GDP 증가를 가져오는 시나리오는 무역원
활화와 스위스공식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결합한 형태이다. 셋째, 한국이 개도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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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임하던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서 2010년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은 다른 어떤 자유화 시나리오(즉 원활
화와 스위스공식을 결합한 자유화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보다 더 큰 GDP 증가효
과를 향유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
하고는 유일한 OECD 회원국으로서, 또 보고르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부산 로드맵｣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한국이 선진국형 무역자유화를 채택할
경우 선진통상국가로서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실질적인 국익개선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단기적인 구조조정,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추가적 조
치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향후 APEC의 성공적인 발전과
이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

￭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첫째, 연구팀은 본 연구를 통해 무역원활화의 거래비용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
우 긍정적이며 APEC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원활화 대상 4개 분야－통관절
차, 표준 및 적합, 인력이동 및 전자상거래－전 부문에 대하여 개선이 있을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다자간 경
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적 지역주의와 deeper integration 원칙에 부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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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가 배타적이고 지역주의적인 무역자유화에 비해 후생 증진이나 경제성
장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량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의 주요 동력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연구팀은 APEC의 개별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는 데 무역원활화 방식
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부산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년까지 추가로 5%의 거래비용을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PEC 무역원활화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명확하고 과감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그 외 반부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명료화, 각종
규제 철폐 등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노력이 동시에 경주되어야 할 것
이다.

￭ 스위스공식에 기초한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

둘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APEC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합의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선형방식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스위스공
식에 따른 무역자유화를 채택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즉 APEC은 WTO의 다자
간 협력체제에서 제안되었고, 최근 APEC 정상들이 채택한 WTO 특별성명에서
권고한 스위스공식에 의한 무역자유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된다.
APEC은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당면한 신뢰성 위
기를 일부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공식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선형공식에 의한 무역자유화에 비해 더 큰 수준의 후생 및 성
장효과를 가져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스위스공식에 의한 관세인하방식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접근하자는 APEC 및 WTO 차원의 최근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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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인하율 차이를 인정하고 자유화 기간을 같이하는 방안보다는 당
초의 보고르 목표에 대한 접근방식인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행
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선호

셋째, 본 연구는 2010/2020년까지 선진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역내 무역
ᆞ투자 자유화를 시행한다는 당초 보고르 목표가 더 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목표
설정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행한 실증분석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
두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세인하를 추진하되 그 이행기간에 차별(각각 2010
년, 2020년)을 두는 자유화 방안’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관세
를 인하하되 이행기간을 동일하게 201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보다 APEC 회원국
경제에 더 나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APEC
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간을 앞당
기기보다는 관세율의 인하 정도를 동일하게 하고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자유화 속
도의 완급을 허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을 제안한다.

￭ 가능한 범위내에서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 병행 실시

넷째, 본 연구가 ‘보고르 목표의 달성수단’으로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무역자유화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원적으로 필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APEC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무역자유화도 함께 고려하는 ｢병행추진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
한다.

￭ 한국은 APEC내에서 과감하게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를 실시

다섯째, 본 연구는 한국이 APEC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개도국으로 분
류되는 경우에 비하여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했는데,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한국에 상대적으로 큰 GDP 증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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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와 함께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에서 유일한 OECD 회원국이며 지금까지 경제발전과정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
세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자유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한국이 개도
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 로드맵｣의 채택과 WTO 체제강화를
위한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유무역질서 창달과 보고르 목표 실천에 있어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PEC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자국의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자유화 실천의지와
개혁과 개방의 성과가 전파되어 국가신인도가 제고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예상
유입규모가 8,420만~1억 6,6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외국
인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내총생산이 작게는 1억 4,790만
달러에서 APEC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최대 2억
5,56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APEC의 경제적 효과나 APEC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2005년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익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대APEC 전략을 보완하고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1988년 올림
픽이나 2000년 ASEM 정상회의,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같은 행사들이 상당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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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음은 물론 우리의 내적 변화와 발전동력으로 작용하
였던 경험에 비추어, APEC 행사가 창출하는 유형의 효과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통상국가 진입을 포
함한 제반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APEC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 또한 발굴해야 할 것이다. ｢부산 로드맵｣의 작성 주도와
DDA 특별성명 채택으로 얻어진 한국의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가 향후 APEC 활
동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선진국 자유화 일정에 따라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여 선진통상국가 구현

첫째, 우리나라는 1989년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1991년 제3차 각료회의 의장직을 역임하면서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의 중국을
가입시키는 등 APEC 초기 기구화 단계부터 아시아ᆞ태평양 지역 최고의 정책협
의기구로 발전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2005년 정상회의
의장국의 임무를 수임하면서 WTO에서 난항을 겪었던 스위스공식에 따른 관세인
하형태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APEC 차원에서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발휘
한 경험이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보고르 목표의 중간성과에 대한 평가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르 목표 이행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부산 로드
맵｣을 제시함으로써 APEC의 자유화 추진에 커다란 전기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그간 APEC을 통해 전파된 한국의 자유화와 개방화
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선진통상국가의 기
본이 되는 능동적인 세계시장 참여와 개방 친화적인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선진국형 보고르 목표의 추진을 신중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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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APEC내
OECD 국가를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7개 회원국과 중진국인 칠레를 포
함하여 총 8개의 국가가 2010년을 목표로 보고르 목표 이행을 추진 중이다. 보고
르 목표가 채택된 1994년 당시 역내 자유화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던 관세분
야에서 2004년 현재 한국의 무역액 기준 평균관세율은 7.2%로 1996년 이후 3.6%
포인트 이상 인하되었다. 2010년을 시한으로 보고르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APEC
내 OECD 회원국들의 평균관세율이 5% 이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선진국
형 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현재 관세율 수준은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
의 목소리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산물의 경우 WTO 관세인하 스케줄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교
역대상국과의 FTA 확대를 계기로 2010년까지 OECD 주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
는 관세율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산품분야의 조기자유화 추진에 대
한 추가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기자유화로 인한 경제후생
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앞 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중간점검
보고서는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도 인력이동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개
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제도를 APEC의 최적관행으로 인용하는 등 보고르 목표를 조기추진
하는 데 따른 추가부담은 미미하지만 제도개선을 홍보함으로써 얻는 한국의 국제
경쟁력 제고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국이 보고르 목표에 대한 조기추진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에도 APEC의
자발성 및 비구속성 원칙에 따라서 농산물을 비롯한 취약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고르 목표가 반드시 전면적인 관세철폐
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예정하고 있는
개방스케줄에 큰 진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한국의 과감한 선진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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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보고르 자유화 일정을 2010년으로 앞당기
더라도 그 실질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유화 일정의 융통성 있는 적용은 이미 선진국형 보고르 목표 이행을 선
언한 역내 선진국들이 APEC내 소지역주의에서 합의한 FTA 협정의 자유화 일정
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미국ᆞ호주간 FTA(2005년 1월 발효, 2015 이행 완
료, 미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화를 18년간 허용), 미국ᆞ
싱가포르간 FTA(2004년 1월 발효, 2012년 이행 완료), 일본ᆞ멕시코간 FTA(2005
년 발효, 2015년 이행 완료) 등에서 합의된 관세철폐 목표연도가 보고르 목표 이
행연도인 2010년 후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선진국간의 FTA에서도 국별 민감
분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즉 유연한 자유화 일정의 채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 농산품의 평균관세율이 46.2%에 달하며, 한
국의 관심품목인 쌀은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에 합의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을 추진할 경우 첫째, 농산물의 자유화 일정은
WTO의 다자간 협상결과에 따르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둘째, 기타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피해구제 확충 등을 병행 추진
해나가는 등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자유화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인 한국이 2010년까지 보고르 목표 이행기간을 앞당
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면 APEC 다수 회원국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
용할 뿐 아니라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위상 제고와 더불어 APEC 등 국
제 통상무대에서 권위와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을 통해 FTA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기여

둘째,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 결과 개방적 지역주의, 다자주의, 그리고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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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그 기본으로 하는 APEC의 경우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
자유화를 통한 보고르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APEC의 공동
체 형성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주지한 바와 같
이 ｢부산 로드맵｣은 개별실행계획의 점검방식 강화, 수준 높은 FTA/RTA의 체결,
부산비즈니스어젠다(Busan Business Agenda)의 채택, 능력배양사업의 전략적 접
근과 선구자적 접근방식(Pathfinder Approach)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Busan
Business Agenda에서는 2010년까지 역내 무역비용을 5%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는 한편 회원국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별계획 및 APEC 차원의 공동계획
발굴을 지시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관세장벽의 완화를 의미하는 자유화보다 현
실적인 정책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
실제로 APEC 차원에서 무역원활화를 통해 역내 자유무역의 영역이 크게 확산될
경우 그 효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회원국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APEC 회원국들이 더 이상 자유무역지대
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경제적 이유를 무역원활화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근 다자간 무역체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FTA의 도미노효
과 및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인력이동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한국의 현
좌표를 연구, 분석한 이후 2010년까지 5%의 거래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분야별 정
책과 전략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IT 강국의 입지를 활용하여 역내 정보화
사업의 여건을 활성화하고, 통관 자동화 사업 활성화 등 무역비용 감소방안을 모색
함으로써 이를 한국기업의 비용절감은 물론 향후 APEC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사업의 확대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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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tech 기금 출연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에 충실

셋째,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경험을 보유한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이룩한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과 광범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
고 가난을 극복한 경험과 교훈을 APEC의 개발도상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이들
의 빈곤퇴치 및 지속성장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 경험과 개방ᆞ개혁에 대한 경제철학을 회원국과 공유해왔고 역내
정보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전자정부, SME 정보화 능력 등)을 하거나
APEC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이슈를 발굴하는 등 APEC의 능력개발사업 분야에
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의 대APEC 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중
장기 차원의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위주로 한 일회성, 전시성
사업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05년 정상회
의시 한국이 2007년부터 3년간에 걸쳐 200만 달러 상당의 APEC Support Fund
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서 APEC의 균형발전과 소외계
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05년 ｢부산 로드맵｣에서 보고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수단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능력개발사업의 전략적 접근｣ 사업이 한국의 주도로
충실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차원의 전략프로그램 개발 및 이
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
여서는 신규사업을 도입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APEC에 제안한 균형발전과 능
력배양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지식기반경제 촉진, 교육프로그램 확출, 중소기업 할
성화, 장애인 등 소외계층 참여 확대)과 사회계층간 격차 해소문제를 하나의 패키
지로 묶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서는 한국정
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가 증액될(2004년 국민총소득 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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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0.1%) 예정인 점을 활용하여 ODA 일정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사업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 APEC 의장국 역할을 수임한 이후 매년 200만~300만 달
러 규모로 TILF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APEC 자유화 추진 관련 사업에 절대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도 이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2004년 기준 ODA 자금의 1% 수준인
400만 달러 정도의 재원을 매년 APEC 능력배양사업에 정기적으로 할당하여 이를
통해 APEC 차원의 Ecotech Fund가 조성된다면 APEC내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향상되고 더 많은 부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은 이를 통해 수혜자
에서 수여자로 국가적 지위가 격상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브랜드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APEC 개도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시장 확대라는 경
로를 통해 아ᆞ태 공동체 추진을 선도하는 계기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의 선진화된 개혁ᆞ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마지막으로 한국은 과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노동분쟁이나 과다한 규제, 소
극적 시장개방 자세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나가는 계기로 APEC을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금융시장개혁과 시장자유화개혁, 그리고 규
제개혁 등 각종 경제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장원칙을 준수하는 기반을
구축해왔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 실현으로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해왔다. APEC을
통한 경제홍보효과는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약 5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 성과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향후 APEC 외교는 한국의 개혁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하고 개방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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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4.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본 연구는 APEC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 차원에서 그 실행전략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본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다고 자평하나 모형상의 한
계, 무역원활화 관련 기본자료의 한계,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안 제시 및
평가 부재라는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APEC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정태적 CGE 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정태적 CGE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축적과정을 내생
화한 CGE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CGE 모형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
한 것은 아니다.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몇몇 소수의 내생변수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는 계량분석에 비해 CGE 모형은 복잡한 모형을 설정하여 좀더 광범위한
변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내생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함으로써 부분균형분
석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량분석은 표준통계방법으로 검증될 수 있는 반면, CGE 모형의 결과는 통계적으
로 검증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CGE 모형은 복잡성과 투명성이라는
상충(trade-off)의 문제를 갖고 있다. 모형이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내생변수간 긴밀
한 상호관계를 허용하지만, 분석결과의 동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CGE 모형이 계량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변수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지만,
아무리 정교한 CGE 모형이라 할지라도 무역자유화로 인한 모든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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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CGE 모형은 자본축적과정을 내생화하였으나 무역자
유화가 저축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고정저축률을 가정하였다. 이론
적으로 볼 때 무역정책 변화와 저축률의 관계는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따라 그 결
과가 달라지는 등 명확하지 않고(Engel and Kletzor 1986), 또한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많지 않다. 따라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무역자유화로 저축률
이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무역자유화와 저축률의 관계를 규명하
고 이를 CGE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모형상의 한계와 더불어 본 연구에 응용된 무역원활화 관련 서베이 자료는 그
표본수의 한계와 국별ᆞ산업별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료
상의 제약으로 다부문ᆞ다지역 CGE 모형에 무역원활화와 무역비용간의 관계를
정의할 때 국별ᆞ산업별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APEC 차원에서 좀더 정밀하고 광범위한 서베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숙제로 남겨둔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 추진을 위한 실
행전략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각 거시전략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각각의 실천방안별로 그 실행상
의 문제점 및 보완점,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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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C Trade Forum,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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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시나리오별 실질 국내총생산의 변화(자본축적 CGE 모형)
(단위: %)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2-1

한국

3.10

5.13

2.46

1.89

4.03

2.80

7.24

6.03

일본

0.55

0.26

0.15

0.18

0.17

0.20

0.72

0.70

중국

1.56

1.31

0.66

0.57

0.79

0.50

2.38

2.08

미국

0.71

0.06

0.02

0.02

0.05

0.00

0.77

0.75

캐나다

2.05

-0.06

0.00

-0.01

0.00

0.00

2.05

2.06

호주

1.39

0.41

0.22

0.34

0.08

0.10

1.47

1.50

뉴질랜드

2.62

1.05

0.41

0.6

0.11

0.10

2.73

2.73

인도네시아

2.77

0.15

0.07

-0.05

-0.26

0.00

2.52

2.47

말레이시아

6.25

2.90

1.32

0.97

1.23

0.70

7.58

6.96

필리핀

7.42

1.33

0.62

0.62

0.31

0.20

7.74

7.61

싱가포르

9.58

1.33

0.55

0.48

0.6

0.40

10.25

9.98

태국

6.1

6.23

2.79

2.56

3.17

2.10

9.44

8.32

대만

2.85

1.12

0.52

0.46

0.37

0.20

3.24

3.07

홍콩

4.19

0.91

0.36

0.31

0.40

0.20

4.63

4.45

베트남

5.17

3.83

1.96

1.55

2.31

1.50

7.65

6.84

멕시코

3.28

0.96

0.53

0.24

0.00

0.00

3.27

3.25

칠레

2.94

0.35

0.20

0.33

-0.22

0.00

2.71

2.75

러시아

1.28

0.23

0.15

0.11

0.03

0.00

1.31

1.29

페루

1.68

-0.08

0.03

0.03

-0.28

0.00

1.38

1.47

주: [표 5-8]과 동일.

시나리오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시나리오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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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시나리오에 따른 후생의 변화(자본축적 CGE모형)
(단위: %)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2-2
6

한국

2.93

4.93

2.42

1.91

3.84

2.80

6.86

5.76

일본

0.51

0.32

0.18

0.20

0.19

0.20

0.71

0.68

중국

1.53

0.97

0.53

0.54

0.57

0.40

2.12

1.94

미국

0.63

0.08

0.02

0.01

0.10

0.10

0.73

0.7

캐나다

2.07

-0.22

-0.10

-0.11

-0.03

0.00

2.03

2.06

호주

1.40

0.25

0.17

0.28

0.01

0.10

1.40

1.47

뉴질랜드

2.66

1.39

0.53

0.78

0.14

0.10

2.80

2.81

인도네시아

2.78

-0.11

-0.10

-0.18

-0.48

-1.00

2.30

2.28

말레이시아

7.17

2.7

1.26

0.92

0.99

0.50

8.25

7.70

필리핀

6.61

1.08

0.50

0.57

0.26

0.20

6.87

6.78

싱가포르

8.33

2.15

0.88

0.78

0.98

0.60

9.40

8.98

태국

5.79

5.92

2.64

2.62

2.94

2.10

8.85

7.93

대만

2.76

1.2

0.55

0.53

0.40

0.20

3.17

3.00

홍콩

4.34

1.81

0.72

0.62

0.83

0.50

5.23

4.86

베트남

5.06

3.34

1.69

1.35

1.78

1.20

7.00

6.39

멕시코

3.19

0.53

0.36

0.09

-0.07

-0.00

3.11

3.12

칠레

2.94

-0.06

0.02

0.08

-0.39

-0.00

2.54

2.60

러시아

1.30

-0.03

0.05

0.03

-0.07

-0.00

1.23

1.24

페루

1.67

-0.40

-0.10

-0.06

-0.45

-0.00

1.19

1.35

주: [표 5-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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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How to Achieve Bogor Goals:
Action Plans and Economic Impacts
Sangkyom Kim, Innwon Park, Soonchan Park, and Sung-Hoon Park
th
The 13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held in Busan in November

2005, adopted the “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 The Busan Roadmap
contains six strategies and specific ways to implement the Bogor goal as follows: support for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strengthening of collective
and individual actions, the promotion of high-quality FTAs/RTAs, a Busan
business agenda, a strategic approach to capacity building, and the pathfinder
approach. As part of efforts to identify more concrete strategies to achieving
the Bogor Goals, nine possible scenarios were analyzed based on following
five approaches: 1) trade facilitation, 2) tariff reduction through a linear cut, 3)
tariff reduction through the Swiss Formula, 4) a combination of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and 5) the expected adoption of Korea’s timetable to that of an industrialized economy. Moreover, by examining the outcome of the “Mid-term Stocktake of Progress towards the Bogor Goals” report, we found some strategic implications in pursuing the Bogor Goals. This
research employ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in or-

der to measure each scenario quantitatively, and also introduced the “Trade
Facilitation Index” based on the Gravity Model and survey data.
First of all, this research shows that barriers in the area of tariffs, non-tariffs, investment and services have been dramatically reduced since the Bogor
Declaration in 1994, which suggests that APEC’s trade liberalization efforts in
the past ten years have generally been successful. However, it is worth noticing that APEC member economies have been encouraged to put more effort to
improve overall policy transparency and enhance the predictability. In the same
context, this research paper reaffirms that APEC has been well focused on behind-the-border issues as part of efforts to achieve trade liberalization.
There are several expected effects, mainly on GDP, from each scenario.
First, the outcome of the forecast suggests that more than 85% of tariff needs
to be reduced in order to achieve equivalent economic effects generated by 50
percent increase in trade facilitation. Second, the research outcome shows that
trade liberalization activities through both trade facilitation and the Swiss
Formula will result in the greatest increases in GDP overall in the APEC
economies, with a 3.39% GDP increase in Korea. Third, our forecasts also indicate that economic effects of tariff reduction by means of the Swiss Formula
surpassed the one through a linear cut in terms of potential GDP increases.
For example, Korea would experience a 2.07% GDP increase in the case of
the Swiss Formula, as opposed to a 1.14% increase from a linear cut. It is
worth noting that most industrialized economies and developing economies in
Lain America would experience the opposite. When it comes to positive effects,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ly large between the two formulas, while

differences in the negative effects are relatively small. Fourth, all of our forecasts indicate that developing economies, especially those in Northeast Asia,
will gain more profits through promoting trade liberalization and trade facilitation than industrialized economies.
Above outcomes provide us with some strategies APEC and Korea can utilize to better cooperate with other APEC member economies and promote
APEC’s development. First, in terms of GDP and welfare growth, our quantitative measurements show that trade facilitation based on open regionalism and
deeper integration principles will result in more positive effects in the APEC
economies than tariff reduction. Therefore, our research outcome suggests that
APEC member economies should more actively promote trade facilitation as a
primary means to achieve the Bogor Goals. As suggested in the Busan
Roadmap, APEC member economies are encouraged to take concrete action in
four areas - customs, standards and conformances, business mobility, and
e-commerce - to achieve an additional 5% reduction in transaction costs by
2010. Moreover, according to our research outcome, policy makers should be
advised that structural and regulatory reforms are to be implemented to promote a mor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Second, the outcome of forecast
suggests that provided that APEC member economies reach consensus on tariff
reduction schedule, concrete action plans should be based on the Swiss
Formula, which will bring greater economic benefits than the one through a
linear cut. Third, our research outcome well supports the current agreed timetable to achieving free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PEC region, with the industrialized economies by 2010, and the developing economies by 2020. Our

forecasts also suggest that the prospective benefits would decrease if the same
deadline were applied to all member economie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ing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APEC member economies discuss ways to promote trade facilitation and
concrete action plan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timetable. Fourth, as suggested before,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efforts should be simultaneously applied in order to effectively reach the Bogor Goals. Fifth, it is also
suggested that if Korea achieves the Goals by 2010, the country will experience greater GDP increases. For example, forecast of our scenario of combining 50% increase in trade facilitation and tariff reduction by the Swiss
Formula illustrates that Korea will experience a 3.37% GDP increase if listed
as an industrialized economy, and a 2.76% GDP increase if listed as a developing economy. In this context, it is concluded that Korea should take more
concrete actions to conduct structural reforms and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order to be closer to reach the Bogor Goals. Also, Korea should be more
open to sharing its experiences in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past forty
years with other developing economies in APEC, which will contribute to their
poverty relief efforts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APE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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