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연구사업명 : 아․태 경제 협력과제와 우리의 활용전략

▣ 연구책임자

김상겸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APEC 차원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논의 가시화

◦ 2006년 APEC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서 APEC 21개 회원국을 하나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 발전(FTAAP)시키기 위한 논의가 APEC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5차 APEC 정상회의에서 중장기 차

원에서 아․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연

구 추진 및 실천전략 마련을 지시함.

◦ APEC을 한국의 동시 다발적 FTA전략을 전개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발굴이 필요함.

□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개발

◦ 우리나라의 상품, 서비스, 금융 교역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아․태 지

역의 경제 통합 논의를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가비전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성

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개발이 필요함.

◦ 특히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APEC내 지역

통합 논의를 우리의 중장기 통상정략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선도하고 활용하

는 대APEC 전략발굴이 시급함.

□ 경제협력 대상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활용전략 발굴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APEC 보고르목표 실행전략

-연구자(년도): 김상겸(2005)

-연구목적: 선진국 2010년/개도국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이행한다는 보고르목표의 달성방안

및 이행과제 제시

-문헌 및 실증분석

-CGE, Gravity 모형을 이용한

전략별 효과분석

-세계경제 환경과 APEC의 역할

-회원국별 이행 전략 분석

-보고르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 구상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파급효과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전략 제시

2

-과제명: Achieving APEC Goals:

T0wards One Community

-연구자(년도): 유장희 외(2005)

-연구목적: 2005년 APEC 정상회의

대비 주요 의제별 정책 시사점 도출

-문헌조사, 주제별 의제분석(공

동연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정책과

제 발굴

-핵심 의제별 현황 및 과제 분석

-005년 APEC 정상회의 대비 정책 제안

3

-과제명: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연구자(년도): Andrew Elek (2005)

-연구목적: 부산 정상회의 이후 보고

르 목표 실천 방향 제시

-문헌연구 -부산로드맵 내용 소개

-국경내 조치 관련 의제 점검 및 과제 제시

본 연구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형성을 대비하

여 무역투자, 서비스, 금융 및 거시경

제 협력, 노동(이력이동), 에너지 협

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통합 및

활용 전략을 발굴

-문헌조사, 관련 의제 분석

-관련 회의체 자료 분석

-APEC 연구컨소시엄 연구망

활용

-아․태경제 통합 현황 및 주요국의 전략 분

석

-분야(무역, 투자, 국경내 조치, 금융, 에너지

및 환경, 대테러 등) 별 과제 발굴 및 협력방

안 모색

-우리의 활용 전략 제시

◦ 아․태 경제 협력의 지경이 무역․투자는 물론 금융, 서비스 등 전통적인 협

력 분야에서 대테러, 에너지, 보건 및 재정 분야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아․태 경제 통합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대상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협동연구가 요청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대주제: 아․태 경제협력, 활용 전략



□ 총괄연구 주제: 아․태 경제 협력과제와 우리의 활용전략

□ 세부연구과제

◦ APEC 경제협력과 지역경제통합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과제

- 무역원활화 활성화

- 구조조정 및 개혁

- 무역과 안보

◦ 금융 및 거시경제 협력 방안

◦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 경제기술 협력과 대개도국 원조

◦ 정책시사점 및 우리의 활용전략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필요시 계량모형 활용)

□ APEC차원의 분야별 공식논의 참여, 주요국의 전략 분석

□ APEC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 전략 제시

▣ 기대효과

□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아․태 경제 공동체 논의 주도 및 활용전략 제

시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연구내용 참여 비중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김상겸외)

- 연구총괄

- APEC 경제협력 및 통합

-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투자, 서비스,

경제기술협력 및 개도국 지원

- 전략 및 활용방안 개발

- 금융 및 거시경제 협력

60%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5%

한양대학교

(한홍열 교수)
- APEC 경제협력 및 통합(공동) 10%

고려대학교

(박성훈 교수)
- 전략 및 활용방안 (공동) 15%

합계 100%

기관명 직위 성명 주요 학력 및 경력 주요연구실적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김상겸

․미, 펜실바니아대 경제학

박사(‘92)

․외교부 통상전문관(9

8～00)

․미, 미시간대학 방문교

수(‘06)

.APEC 연구컨소시엄 사

무국장(01～현재)

․APEC 보고르목표 실행전략 (‘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IAP Study Report on Chile

(2004, APEC)

․Trade Facilitation in APEC: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03. APEC)

고려대학교 교수 박성훈

․독일 베를링공대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1999)

·Issues of WTO New Round and

APEC's Role(2003)

한양대학교 교수 한홍열
․미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91)

․FTAAP 추진전략 및 우리의 선택

(2007)

□ APEC 경제공동체 형성을 선진 통상국가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야

별 세부전략 발굴

◦ APEC을 우리나라 통상전략을 실천하는 교두보로 확보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 연구진 이력

▣ 연구기간(2008년/1년차)



2008. 1.～ 20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