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 Bogor 이후 APEC의 공동체 비전과 활용전략 

  

 ▣ 연구책임자

       김상겸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창설 이

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탄생한 APEC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

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2010년으로 다가온 선진국들의 보고르 목표 평가는 APEC의 정체성 유지

는 물론이고 지역경제협력 기구로서 APEC의 위상과 향배를 가름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10년은 선진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 이후 

APEC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Post 보고르 비

전을 정립할 예정으로 있음. 

  

  □ 향후 2년 동안 APEC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일본(2010)과 미국(2011) Post 

Bogor Vision을 정립(2010)하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2011) 할 예

정임.

     ◦ Post Bogor vision은 개도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시한인 2020년까지 

APEC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활동 준거가 될 것이며 다음 

내용이 포함될 것임.

     - 개도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달성 평가 척도 마련

     - 지역경기구조(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RIA)활용과 APEC의 

지역경제통합 촉진 및 이행 방안 제시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및

APEC의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기여

-연구자(년도): 박성훈(2005)
-연구목적: APEC의 보고르 목표 점

검을 위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 및

다자체제 기여 방향 제시

-문헌연구 -보고르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목표 평가를 위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 제시

-다자지원 방향 정립

2

-과제명; APEC 보고르 목표 실행 전

략: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 연구자: 김상겸 외(2005)
-연구목적: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구

체적인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을 제

시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

로 분석

- 문헌연구

- 무역원활화 database 구축

- 계량분석(Gravity, CGE) 
-부산 로드맵 정밀 분석

-WTO, 기존 FTA 및 APEC 자유화

활동에 기반을 둔 보고르 목표 달성

시나리오 정립

- 보고르 목표 실행 전략 제시

- 전략별 경제적 효과 분석

3

-과제명:FTAAP as an APEC 
Process to Achieve Bogor Goal

-연구자(년도): Han Hongyul(2007)
-연구목적: 지역경제통합 활동인

FTAAP의 보고르 목표 실천수단으

로 활용하는 방안 점검

-문헌연구 - 지역통합의 다자체제 강화 기여방안

- RIA 재편과 APEC의 지역

경제통합 촉진 및 이행 방

안 제시

- APEC process의 차원에서 FTAAP 
구상 제안

본 연구

- 기존 연구는 2010년을 목표로 하

는 선진국에 대한 보고르목표 실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반면 본연구는 2010년 선진국에

대한 목표평가 이후 향후 최소 10년

- 문헌연구

- 경제효과 분석(필요시)
- 주요국 현지조사

- APEC 보고르 목표 평가의 의의 및

과제

- 지역경제 통합 강화를 위한 실천적

비전

- Global Economic Governance 강화

     - Global Economic Governance 강화에 대한 APEC의 기여 및 역할 정립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한국 수출입과 투자의 3분의 2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거

대시장이기 때문에 Post Bogor 비전에 대비한 한국의 분야별 입장 정립과 활

용전략 마련이 요망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10년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르 목표 평

가 이후 향후 2～3년간 APEC의 새로운 비전 정립을 위한 상기 세가지 

이슈(보고르 평가척도, 지역경제통합 촉진: RIA 활용전략, G-20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들을 선험적으로 점검, 분석한 이후 한국의 분야별 

정책목표와 연계한 APEC의 중장기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예정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간 APEC 협력활동의의 기제가 되는

새로운 APEC의 공동체 비전 정립에

대한 정밀 분석을 추진

- 우리의 대응 전략 마련       

를 위한 APEC의 기여 및

역할 정립 
- 우리의 대응전략

 ▣ 주요 연구내용

   □ POST Bogor 비전의 핵심인 하기 3가지 이슈에 대한 정밀 분석 및 대안제

시 

   □ 2010년 선진국 대상 보고르목표 평가 현황 점검 및 우리대응방안 제시 

     ◦ 2010년 평가 점검시스템 분석 및 우리 현황 평가

     ◦ 개도국에 대한 보고르 평가척도 마련      

     ◦ 우리의 보고르 평가 참여옵션 제시 

       

   □ APEC 경제통합을 위한 RIA 활용전략  

     ◦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RIA 활용 방안 모색   

     

     ◦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RIA와의 역할 배분과 APEC

의 역할 재정립 

     

   □ Global Economic Governance 강화에 대한 APEC의 기여

     ◦ G-20 등 Global Economic Governance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 재조

명

     

     ◦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G-20 합의사항 및 의제 이행 기능 확산을 

위한 APEC의 활용방안 마련   

     



   □ 이슈별 우리나라의 대웅전략 및 과제

     ◦ 보고르 목표 대응, 역내경제통합 강화, APEC과 G-20 협력방안 강화를 위

한 분야별 실천방안 마련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문헌분석

    

   □ 현지조사(APEC 주요국 방문 면담)

     ◦ 2010년 의장국 일본 SOM(고위광관리회의) 대표 및 관계자 면담

        (보고르 목표 평가 및 Post Bogor 비전 정립 등 관련)

    

     ◦ 2011년 의장국 미국 국무부, USTR 관계자 및 IIE 등 유수 연구기관 전문

가 면담 

        (지역경제통합 및 RIA 활용 방안 등 협의)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 2010년 2월

     ◦ 연중심 : 2010년 7월

     ◦ 연결심 : 2010년 11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  3월, 7월, 10월 등 3차례 간담회 추진

     ◦ 세미나 추진 1회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1 성숙한 세계국가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활기찬 시장경제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성장을 

이루겠습니다.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APEC을 활용한 중장기 지역협력구도 강화에 기여

   □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전략 맵을 구축  

 ▣ 연구기간

   □ 2010. 1. ～ 20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