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2

2
0
1
1
·
12

국
토
해
양
부·

한
국
해
양
연
구
원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
청렴한국토해양부가되겠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감찰팀

| TEL 02)2100-8045            FAX 02)504-9146

인터넷 신고

우 편 신고

전 화 상담

※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며 신고를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APEC 해양환경보전 국제협력사업

2010년
도

APEC
 해

양
환
경
보
전

국
제
협
력
사
업



2011. 12

2010년도
APEC 해양환경보전 국제협력사업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0년도 해양환경보  국제 력사업’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2.

주 연구기 명 : 한국해양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 장도수 

연    구    원 : 김경진

유신재

김웅서

윤서나

이상희





최종(단계)보고서 록

 과제 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0. 8. 19. 
～ 2011. 12. 24.

단계 

구분
 

 연구사업명  해양환경보 분야

 연구과제명  유엔 세계해양환경평가정규과정 응기반 구축․운

 연구책임자 장도수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6명 

 내부:  6명

 외부:  명

해당

단계 

연구비

 정부:  164,000 천원

 기업:         천원

   계:  164,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국제 력센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연구기 명:

  탁 연 구  연구기 명:                  연구책임자:            

 요약
보고서

면수
171

○ APEC 추진 경과 분석

  - APEC 개요  발 과정 분석

  - APEC과 우리나라와의 계  주요 과제 분석

○ APEC 해양장 회의 분석

  - 해양장 회의 개요  추진 경과 분석

  - 제 3차 해양장 회의 응  결과 분석

  - 1,2,3차 해양장 회의 결과 비교 분석

○ APEC 해양자원보 실무그룹 응활동 분석

  - 제 24차 해양자원보 실무그룹 회의 응  결과 분석

  - 해양자원보 실무그룹과 수산실무그룹통합 추진 경과  결과 분석

○ APEC 응 국가 장기 발 략 수립

  - APEC 로젝트 참여 황 분석

  - AMETEC 운  황 분석

  - APEC LME 워크  개최

  - APEC 로젝트 지침서 발간  설명회 개최

  - APEC 응 국가 발  략 수립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아시아태평양경제 력체, APEC 해양장 회의, APEC해양자

원보 실무그룹, 역해양생태계

 어

 APEC, APEC Ocean Ministrial Meeting(AOMM), APEC 

Marine Resource Conservation Group, Large Marine 

Ecosystem(LME)





－ iii－

목  차

요약 ·····························································································································ⅰ

목차 ·····························································································································ⅲ

표 목차 ·······················································································································ⅴ

그림 목차 ···················································································································ⅵ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제1  연구의 필요성 ·······························································································3

제2  연구의 목   내용 ···················································································4

제3  연구 추진 략  추진체계 ········································································5

제4  보고서 구성 ··································································································7

제2장 아시아태평양경제 력체(APEC) 추진 경과 ································9

제1  APEC 개요 ··································································································11

제2  APEC과 우리나라와의 계 ·····································································32

제3  APEC 성과  문제 ···············································································39

제3장 APEC 해양장 회의 ········································································41

제1  APEC 해양장 회의 추진 경과  분석 ················································43

제4장 APEC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57

제1  APEC MRCWG 개요 ················································································59

제2  제 24차 MRCWG 회의 ·············································································61

제3  MRCWG과 FWG과의 통합 ······································································67

제5장 APEC 응 국가 장기 발  략 ···········································77

제1  APEC 로젝트 참여 황 ·······································································79

제2  APEC 응 황 ························································································88

제3  APEC 응 국가 발  략 ···································································108



－ iv－

부록 ················································································································115

1. 서울해양선언문(국문, 문) ···········································································117

2. 발리행동계획(국문, 문) ···············································································127

3. 라카스선언문(국문, 문) ···········································································154



－ v－

표 목차

<표 1> 회원국  가입 시기 ··················································································13

<표 2> 분야별 장 회의 개최년도(1992-2010) ····················································14

<표 3> APEC 회원국 주요 경제지표(2010년 기 ) ···········································32

<표 4> 우리나라와 APEC 국가와의 무역 통계(2010년 기 ) ····························35

<표 5> 해양장 회의 분석 ····················································································55

<표 6> 실무그룹 로젝트 유형(1995-2011) ························································68

<표 7> MRCWG  FWG 산 지원 황 ·························································68

<표 8> SCE 기 우선순 (2009-2011)와 FWG/MRCWG 로젝트와의 

계 ················································································································79

<표 9> MRCWG 로젝트 수행 건수 ··································································87

<표 10> MRCWG 로젝트 특징 ··········································································87

<표 11> 교육훈련 시기  로그램 주제(1997-2011) ······································90



－ vi－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추진 략 ·····························································································5

[그림 2] 연구 추진체계 ·······························································································6

[그림 3] APEC 체계도 ······························································································13

[그림 4] 제 3차 해양장 회의 수석 표 사진 ·····················································48

[그림 5] 제 3차 해양장 회의 회의장 모습 ·························································48

[그림 6] 제 3차 APEC 해양장 회의 결과 발표( 라카스 선언문) 기자 회견 ···· 49

[그림 7] MRCWG‧FWG 공동세션 ·······································································62

[그림 8] 제 24차 APEC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참석 사진 ······························62

[그림 9] AMETEC 교육훈련 역사 ·········································································88

[그림 10] AMETEC 활동 개념도 ···········································································89

[그림 11] 수혜국  연수생 비율 ···········································································91

[그림 12] APEC LME 워크  단체 사진 ·····························································97

[그림 13] 로젝트 체 주기 개요 ·····································································100

[그림 14] APEC 로젝트 지침 설명회 사진 ····················································104

[그림 15] NOWPAP 제 15 차 정부간 회의 단체 사진 ··································107



－ 1－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3－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  연구의 필요성

1. 아시아태평양경제 력체(Asia-Pacific Economic Commission, APEC)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 력체로서 우리나라 총 수출의 

68%, 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투자의 최 트 임

2. 그동안 APEC은 정상회의, 외교통상각료회의, 장 회의 등의 비

있는 회의를 통해서 많은 진 이 있어 왔음

3. 하지만 경제  기술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특히 해양(환경)

분야는 경제와 직 인 연결을 짓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력이 

극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우리나라는 2001년 APEC 정상회담시 해양장 회의를 제안하여 

2002년 제 1차 해양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양분야에서 력을 

주도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APEC 련 활동들이 유기 으로 

긴 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5. 본 연구에서는 APEC 추진 황과 우리나라 활동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존 응 황을 검토해보고 역내 해양(환경) 력을 

증진하고 향력을 확 하기 한 장기 발 략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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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목   내용

1. 연구의 목

가. APEC 해양장 회의와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회의의 극 인 응을 

통하여 역내 해양환경 력 증진

나. APEC에서의 해양분야의 체계 인 응을 한 장기 발 략 수립 

2. 연구내용

가. 제 3차 APEC 해양장 회의 응  결과 분석

1) 해양장 회의 의제  라카스 선언문 안 분석  응

2) 1, 2, 3차 해양장 회의 결과 분석

나.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응  결과 분석

1)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의제 분석  응

2) 수산실무그룹(FWG)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MRCWG) 결과 분석

다. APEC 로젝트 평가 련 매뉴얼 작성

1) APEC 로젝트 지침서 발간

2) APEC 로젝트 지침 설명회 개최

라. APEC LME 워크  개최

1) APEC LME 로젝트 제안서 작성  제출

가) APEC에 제출한 컨셉노트

2) KORDI․NOAA․IUCN 공동 APEC LME 워크  개최 력 한 

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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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 추진 략  추진체계

1. 추진 략

가. 우리나라 기존 응 황을 분석하기 해 APEC 추진경과, APEC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  분석, 해양장 회의, 해양자원보 실무그룹

(MRCWG) 회의 등 APEC 해양 련 회의 자료 등을 분석함

나. 아시아태평양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동 추진 황을 분석하고, 

APEC 로젝트 지침서 발간  설명회 개최, APEC LME 워크 을 

개최하여 APEC에서 우리나라 기여 활동을 분석하 음

다. 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APEC에서 우리나라 향력을 확 하고 상을 

제고하기 한 체계 인 응 략을 수립하 음

[그림 1] 연구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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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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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보고서 구성

1. 본 보고서의 제 1장은 본 연구의 배경  필요성, 연구목   

내용, 추진 략  추진체계에 하여 간단히 정리하 음

2. 제 2장에서는 APEC 개요, 발 과정, 주요 과제, 우리나라와의 계, 

APEC의 요성 등 APEC 반에 한 황을 분석, 요약 정리

하 음

3. 제 3장에서는 APEC 해양장 회의의 추진 배경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3차례의 회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 음

4. 제 4장에서는 APEC 해양자원보 실무그룹의 개요와 24차 회의 우리

나라 응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분석하 고, 수산실무그룹과 

해양자원보 실무그룹의 독립평가 결과와 새로 통합된 해양수산

실무그룹의 임사항을 분석하 음

5. 제 5장에서는 APEC 로젝트 우리나라 참여 황과 AMETEC 등의 

기여활동들을 분석하고, 앞 장들의 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 장기 

발 략을 수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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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추진 경과

제1  APEC 개요

1. APEC 개요

가. 출범배경(APEC연구컨소시엄 http://www.kiep.go.kr)

1) 냉 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질서가 경제  이해 계를 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상이 

두드러지게 발생

2) 1986년 시작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가 정된 4년이 경과하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다자간 무역체제의 유지․ 망은 유동 인 

반면 선진국을 심으로 보호주의 추세가 강화

3)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처한 지역 단 에서의 공동 응 방안의 

모색 필요성 증   

4) 특히 1985년 단일 의정서 채택 이후 1992년을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던 

유럽연합(EU)의 시장 통합과, 1988년 북미자유무역 정(NAFTA) 등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의 심화 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지역주의 

력체에 응하고자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주의 시도

5) 태평양지역 경제 력을 한 민간기구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편, 이러한 

민간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 인 역내 경제 력을 도모하기 

해 정부간 경제 력기구가 구성

6)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 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 을 한 아시아․태평양경제 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로 출범하 고,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나. 목

1) 자발  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 ‧ 

사회 ․문화  이질성 극복

2) 역내 지속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궁극 으로 

아․태 공동체 수립의 토 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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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내 세계 경제의 도 에 공동으로 응하고, 역내 재화․용역․자본의 

이동을 진하기 한 무역․투자 장애 제거 작업 추진 

다. 특징

1) 아․태 경제공동체의 진  달성 추구 

가) 장기 으로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실 을 목표로 하고, ․단기 으로 

무역활성화 조치와 함께 경제․기술분야의 력증진 추구를 통해 진 으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 달성

2) 개방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가) 아․태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한 배타 인 지역주의 

지양

나) APEC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

3) 진화  과정(Evolving Process) 

가) 창설 당시 아․태 력의 기본원칙에 해서만 합의한 뒤, 향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 으로 제도 마련, 기구 확

4) 원합의체(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가) 역내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  에서 력을 추구

나) 원합의체(consensus)에 의거한 의사결정 원칙 이행

라. 회원국

1) 회원국 : 총 21개 국

2) 회원국  가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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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가입국

창설(‘89.11)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12개국

제3차 각료회의(‘91.11) 중국, 대만, 홍콩 : 3개국

제5차 각료회의(‘93.11) 멕시코, 파푸아뉴기니(PNG) : 2개국

제6차 각료회의(‘94.11) 칠레 : 1개국

제10차 각료회의(‘98.11) 러시아, 베트남, 페루 : 3개국

<표 1> 회원국  가입 시기

* 1997년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2007년 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잠정 단

(Moratorium) 결정

* 2007년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잠정 단(Moratorium) 추가 

연장 합의

라. APEC 체계

[그림 3] APEC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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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EC 정상회의

가)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 개최 이후 매년 1회 개최

나) 아․태 력의 비 과 그 실  방안들에 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retreat 방식)으로 진행

다) 회의결과는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 

 2) 분야별 장 회의

가) APEC 역내 장  차원에서 분야별 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련 분야의 

실무그룹과 긴 한 계 유지

나) 15개의 장 회의 활동

(1) 통상장 회의, 재무장 회의, 소기업장 회의, 정보통신장 회의, 인

자원개발장 회의, 장 회의, 환경장 회의, 교통장 회의, 에 지

장 회의, 과학기술장 회의, 교육장 회의, 여성장 회의, 해양장 회의, 

업장 회의, 보건장 회의 운

분 야 년 도

교육 1992,2000,2004,2008

에너지 1996,1997,1998,2000,2002,2004,2005,2007,2010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1994,1996,1997

삭량확보 2010

재정 1994,연 1회

보건 2003,2006, 2007

인력개발 1996,1997,1999,2001

광업 2004,2005,2007

해양관련 2002,2005,2010

지역별 과학기술협력 1995,1996,1998,2004

중소기업 1994,연 1회

구조개편 2008

정보통신 1995,1996,1998,2000,2002,2005,2008,2010

무역 1994,연 1회(1996년 부터)

교통 1995,1997,2002,2004,2007,2009

여성인권 1998,2002

관광 2000,2002,2004,2006,2008,2010

<표 2> 분야별 장 회의 개최년도(199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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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한 이래로 매년 1회 

개최

나) APEC의 최고의사결정기 으로서 APEC의 반 인 운 방향을 의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고 리회의(SOM)의 건의를 승인하고 지침 제공

 4) APEC 기업인자문 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가) 제3차 오사카 정상회의(1995)에서 APEC 활동의 수혜자인 민간/기업 부문의 

입장을 직  반 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을 결정 한 이후 1996년 4월에 

출범

나) ABAC 원은 각 APEC 회원국이 자국의 명한 기업인 3명( 소기업 

표 1명 포함)을 임명하여 결정

다) 매년 APEC 정상회의 직  ABAC 원과 APEC 정상들과의 간담회

(ABAC Dialogue with Leaders) 개최

라) 민간/기업인들은 정상들에게 ABAC 보고서(ABAC Report to APEC Leaders)를 

제출하여 그들의 심사항  요구 표명

 5) 고 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가) 해당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연 4-5회 개최하며, APEC 정상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APEC의 실질  핵심 운  의기

나) 정상  각료들에게 APEC 련 사항들을 보고, 건의하며 정상  각료

회의의 결정을 이행

다) 분야별 원회(CTI, EC, BMC, SCE 등)  12개 실무작업반 등 각 

APEC fora의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정상  각료회의에 보고 

 6) 원회

가) 경제 원회(EC : Economic Committee)

(1) 제6차 자카르타 각료회의(1994)에서 설립 결정한 이후 매년 2차례(SOM 

Ⅰ, Ⅲ 개최 시) 회의 개최

(2) EC는 개별 원회나 실무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교차이슈

(cross-cutting issue)에 한 분석  연구 작업 수행

(3) 역내 거시경제  부문별 구조  문제에 한 분석  연구작업 추진

(4) 연구결과는 각료와 정상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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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운 원회(BMC :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1)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에서 설립 결정한 이후 매년 3~4월 , 

6~8월  2차례에 걸쳐서 싱가포르에 소재한 APEC 사무국에서 개최

(2) SOM의 임에 따라 APEC 산안을 작성하고 분담 을 책정하며 산 

집행을 검토하고 행정․운 의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한 방안 마련

다) 경제기술 력 원회(SCE :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1) 제5차 벤쿠버 정상회의  제9차 벤쿠버 각료회의(1997)에서 설립 결정한 

이후 매년 3차례 회의를 개최

(2) SOM을 보좌하여 경제․기술 력 증진을 한 방안을 검토하고, SOM에 

정책방향 권고

라) 무역투자 원회(CTI :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1) 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에서 설립 결정한 이후 매년 3차례 회의 개최

(2)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 부문의 이행과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정상과 

각료  고 리회의(SOM)에 결과 보고

(3) CTI 산하에는 2개의 소 원회(통 차, 표 합)와 6개의 문가 그룹

(시장 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 재산권, 기업인이동), 1개의 

Workshop 그룹(경쟁정책/규제완화)이 구성, 구체 인 무역․투자 부문의 

자유화  원활화 작업 수행

7) 실무그룹(Working Group)

가) 실무그룹을 통해 주요 분야별 경제 력 추구

나) 재 12개 분야(정보통신, 교통, , 무역진흥, 산업과학기술, 해양자원보 , 

수산, 농업기술 력, 에 지, 소기업, 인 자원개발, 긴 사태 응)에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활동

8) SOM특별그룹

가) 기존의 실무그룹이 다루지 못하는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시 인 운 조직

나) 4개의 특별그룹(반부패 책반, 반테러 책반, 여성네트워크, 업 책반)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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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EC 발 과정

가. 1989년

1) APEC의 공식 인 출범, APEC의 원칙 채택, 제1차 APEC 각료회의 개최 

나. 1993년(제1차 APEC 정상회의, 미국 시애틀)

1) 제1차 정상회의 개최

2) APEC의 비 으로서 ‘아․태 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 형성’ 제시

3) UR의 연내 타결을 해서 최 한 노력하기로 합의

다. 1994년(제2차 APEC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보고르)   

1)「보고르 선언」채택 

가) 무역․투자자유화의 목표년도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설정

2)  력분야 선정 

가)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와 경제․기술 력(ECOTECH: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선정

라. 1995년(제3차 APEC 정상회의 일본 오사카)

1)「오사카 행동지침」(OAA) 채택 

가) 포 성 원칙, 형평성 유지, 무차별 원칙, 투명성 유지, 추가 규제조치 동결, 

신축성 부여 등 TILF 련 9개 원칙 선정

나) APEC 경제인자문 원회(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설립

마. 1996년(제4차 APEC 정상회의 필리핀 마닐라)

1) 마닐라 실행계획(MAPA : Manila Action Plan for APEC) 채택 

가)「오사카 행동지침」의 세부 추진계획 마련  APEC 역내 무역․투자자

유화를 한 계획 완료

2)「경제 력  개발강화에 한 선언」채택 

가) 인 자본 개발, 자본시장 육성, 경제인 라 강화, 미래를 한 기술 이용, 

환경 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소기업 육성 등 6  우선 력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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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997년(제5차 APEC 정상회의 캐나다 벤쿠버)

1) 아시아 융 기 해소를 한 역내 력방안 의 

  가) 역내의 융 기에 해 IMF를 심으로 처하기로 의

  나)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이행원년으로 구체  성과 도출 

  (1) TILF 분야 : EVSL 15개 상 분야 선정

  (2) ECOTECH 분야 :「역내 인 라 개발 력에 한 벤쿠버 선언」채택

사. 1998년(제6차 APEC 정상회의 말 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 경제 기 극복을 한 방안 마련 

  가) 성장지향 인 거시 경제정책 공동 추진  국제 융체제 강화를 한 노력 

경주

2)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가) 분야별 조기 자유화(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분야 

 9개 분야를 우선 으로 WTO로 이

아. 1999년(제7차 APEC 정상회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1) 세계 경제에서의 APEC의 역할 강화 

  가) 융안정 포럼을 설립하는 등 국제 융체제 개 , 새로운 WTO 다자간 

상 지지

2) 번 에의 참여 

  가) 효과 인 지식 개발  용, 소외계층 포용  경제  지  향상을 한 

정책 화 강화 

자. 2000년(제8차 APEC 정상회의 루나이 반다르스리 가완)

1) 세계화의 혜택 극 화를 한 방안 모색 

  가) 신경제 행동계획(Action Agenda for the New Economy) 채택

  나) 회원국간 정보격차 해소를 한 공동노력 추구

2)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가) 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 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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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APEC 활동 참여에 한 APEC 정상들의 지지 

차. 2001년(제9차 APEC 정상회의 국 상하이)

1) 테러사태 후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회복을 한 정책공조 강화 

  가) 반테러 APEC 정상선언문 채택 

2) 보고르 목표 이행을 한 구체  지침 마련 

  가) 상해합의(Shanghai Accord) 채택

3) 디지털 사회구축을 한 ICT 개발 

  가) e-APEC 략 채택  

4)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시 뉴라운드 출범지지 

타. 2002년(제10차 APEC 정상회의 멕시코 로스카보스)

1) “반테러와 경제성장에 한 정상성명” 채택 

2) 북한 핵개발 로그램에 한 우려 표명과 북한의 핵포기 구 

3) 2010/20 자유화를 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기반 확보를 해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Menu of option 포함)’ 채택 

  가) 2006년까지 거래비용의 5% 감축을 한 구체  실천계획 마련

4) 신경제의 이익확 를 한 로드맵 마련 

  가) 투명성성명 채택을 통하여 정보의 교류, 확산 증진

  나) 통신, 고, 방송 등 자상거래와 연 이 큰 7개 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성명’의 채택

. 2003년(제11차 APEC 정상회의 태국 방콕)

1) 무역․투자자유화의 요성 재확인 

  가) 다자무역의 요성 재확인

  나) DDA 진 , 보고르 목표 달성을 한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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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안보 강화 

  가) 안보를 한 보완  목표 달성 노력

  나) 안보 련 구체  후속조치 이행 약속 

3) 세계화 혜택의 향유를 한 APEC의 기여 

  가) 세계화에 한 응  기회 활용

4) 별도 성명: 보건 안보에 한 정상성명 채택

하. 2004년(제12차 APEC 정상회의 칠  산티에고)

1) 무역투자자유화

  가) 다자무역체제의 요성  WTO DDA 목표 달성을 한 APEC의 리더쉽 

발휘

  나) RTAs/FTAs 최 행 작성 환   투명성 증진

  다) 지재권 보호  단속 강화

2) 「무역확 를 한 산티아고 이니셔티 」채택

  가) ABAC의 지속  참여 아래 WTO DDA, 보고르 목표 간 검, RTAs/FTAs, 

일방․공동의 시장개방 조치를 고려한 무역․투자자유화 방안 수립 추진 

 무역원활화 노력 강화

3) 인간안보 강화

  가) 안 하고 투명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추구

  나) 테러 련 보편  국제 약 가입 구  국제 융체제에 한 테러

리스트의 근차단 조치 추진

  다) 테러 각료 합의사항 환

  라) 염병에의 처  에 지 안보

4) Good Governance와 지식기반 사회 진

  가) ‘APEC 부패척결  투명성 증진을 한 서약' 과 '행동계획(Course of 

Action)' 승인

  나) 능력배양을 한 국제 융기구와의 교류증 , 교육 분야에서의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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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2005년(제13차 APEC 정상회의 한민국 부산)

1) 무역투자자유화

  가) 정상들은 APEC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모임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신속한 

DDA 상 진 을 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치 지지 표명

  나) 보고르 목표 간 검 결과, 무역 투자 자율화  개방화에 기여했다고 

확인하고, 앞으로의 더욱 효율 인 보고르 목표 달성을 한 부산로드맵을 

채택

2) 부산 로드맵

  가) 다자무역체제 지원

  나) 공동실행계획  개별실행 계획 강화

  다) 높은 수 의 지역무역 정  자유무역 정 추진

  라) 부산 기업 아젠다

  마) 략  능력배양 추구

  바) 선구자 근

3) 인간안보 강화

  가) 안 하고 투명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추구

  나) 안보 련 신규사업  안보 진 을 한 능력배양 사업 환

  다) 반부패 력 강화

  라) 역 염성 인 루엔자 비 조치 강조

  마) 고유가에 한 처  력 강조

4) 미래를 향한 APEC의 진

  가) 사회․경제  격차에 한 처 강조

  나) 역내 경제발 에 있어서 여성의 의미 있는 기여 인정

  다) 회원국간 기술 신  첨단기술의 공유가 요함을 강조

  라) 년도 'APEC 개 '의 구체 인 성과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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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제14차 APEC 정상회의 베트남 하노이)

1) 무역투자자유화

  가) 부산로드맵의 실행을 한 ‘부산로드맵 실행계획(Ha Noi Action Plan)’을 

환 하고 이를 승인

  나) 장기 인 에서 아․태 자유무역지 (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해 2007년  연구를 실시하도록 합의

  다) 분쟁해결, 상품, 투명성, 기술규정(TBT), 정부조달, 력의 6개 분야에서 

FTA 표  모델을 채택하고 추가 인 모델안 개발을 한 노력 지시

2) 다자무역체제 강화

  가) 베트남의 WTO 가입과 러시아의 WTO 가입 상의 한 진  축하

  나) WTO/DDA 상의 조속한 재개 구, 수  높고 균형 있는 상을 타결

하기 한 의지 재확인

3) 인간안보의 진

  가) 2006년도 테러 이니셔티  채택한 후, 보건  긴 재난 응 이슈에 

한 APEC 회원국간 력 평가

  나) 재생에 지원  련 기술의 개발을 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구

더. 2007년(제15차 APEC 정상회의 호주 시드니)

1) 아․태 자유무역지 (FTAAP)

  가) 다자무역체제의 요성 강조, 장기  목표로 아․태 자유무역지

(FTAAP)를 포함한 지역 간 경제통합을 진시켜 나가기로 합의

  나) 아․태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이니셔티  승인 등 극 강화

  다) FTAAP 실 을 한 구체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하기로 함. 2008년 

정상회의에 이와 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

2) 기후변화에 한 응

  가) 2020년까지 APEC 역내 산림면 을 최소 200만 ha 확 하기 해 노력

  나) 산림 부분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해 ‘지속가능한 산림 리  복구를 

한 아․태 네트워크’ 구성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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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보․식품안 ․보건

  가) 1997년 벤쿠버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신규 회원국 가입 잠정 단(Moratorium)’을 

2010년까지 추가 연장

러. 2008년(제16차 APEC 정상회의 페루 리마)

1) 세계 융 기(WTO DDA 지원 포함)

  가) 세계 융 기에 처하기 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이행, 회원국간 

긴 히 력

  나) 보호무역주의 두 가능성과 련, 향후 12개월내 서비스와 상품 무역 

 투자에서 새로운 장벽 추가를 자제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을 강력 지지

2) 식량․에 지 안보

  가) UN 세계 식량 기특별 책반에서 개발된 포  실천계획(Comprehensive 

Framework for Action)을 통한 공동 응과 포  략 지지

3) 아․태 자유무역지 (FTAAP) 등 지역경제통합

  가) WTO DDA 상의 타결을 통해 세계 농업교역의 시장왜곡 조치 감소 

 농산물의 시장 근 개선을 한 노력

  나) 아․태 자유무역지 (FTAAP)의 경제  향에 한 추가 분석을 2009년 

과제로 지시  

  다) RTAs/FTAs 표 모델 추가와 완성 환

  라)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의 이행 가속화

  마)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 승인

4) 기업의 사회  책임(CSR)

  가) 21세기 기업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자발  CSR 실천 장려

5) 기후변화

  가) 공동의 차별  책임원칙과 개별능력에 따라 UN기후변화 약하에서 기

후변화에 처하기 해 지 까지, 그리고 2012년 이후에도 단호하고도 효과

인 장기 력을 지지

6) 인간안보

  가) APEC의 무역투자 아젠다의 필수 제로서 인간안보 강화에 한 의지 천명

  나) 역내 재난 응 활동 조정과 회원국 역량 강화 필요성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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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2009년

1) 제1차 APEC SOM 회의, 싱가포르

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경제 기 응을 한 정책 공조, 다자무역체제 지원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아․태 자유무역지 (FTAAP) 등 지역경제통합, APEC 개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

  (2)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지(Standstill)' 이행 검 필요성을 인정

  나) 구조개  

  (1) 거래 비용감소(transaction cost)에 실질 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개  

작업의 필요성 증  

  (2) 구조개  작업의 우선순  선정, 능력 배양, APEC 차원의 계량  목표

(target) 선정 등을 포 하는 구조개  기본틀(framework) 설정

2) 제 17차 APEC 정상회의, 싱가포르

가) 자유무역 진

  (1) 2010년까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상 타결 구  보호주의 

지에 한 의지를 결집 

  (2) 선진회원국은 2010년, 개발도상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를 

한 보고르 목표 달성 의지를 확인 

나) 세계경제의 재편 

(1) 균형  성장(Balanced Growth),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추구 합의 

버. 2010년

1) 제 22차 APEC 합동각료회의, 일본 요코하마

가) 新성장 략

(1) 경제 기 이후 안정 이고, 지속 인 성장을 해 2010년도 APEC 의장국 

일본의 주도로 정립

(2) 균형 (balanced), 포용 (inclusive), 지속가능(sustainable), 창의 (innovative)인 

동시에 안 한(secure) 성장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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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주의 지 

(1) 6월 삿포로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 회의에서 합의된 '새로운 무역

장벽 도입 지(Standstill)'을 다시 3년 연장하기로 합의

다) 아․태 경제통합 

(1) 아․태자유무역지 (FTAAP) 추진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 수립

2) 제18차 APEC 정상회의, 일본 요코하마

가) 新 APEC 공동체 비 을 선포

(1) 경제 으로 통합된(economically-integrated) 공동체, 번 과 복지 추구를 

한 지역경제통합, 균형성장, 안 한 공동체 추구

나) ‘보고르 목표’ 이행 평가 

(1) 아시아 태평양 자유 무역지 (FTAAP) 추진을 한 구체 방안 모색필요성 

언  

(2) APEC 신구조개 략(ANSSR) 수립  2015년을 목표로 이행 지시

다) 녹색성장 진

(1) 환경산업 육성, 환경무역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투자 장벽 해소, 화석

연료 보조  철폐  탄소 에 지원 보  필요성 언

라) 재난 응 분야에서의 력 

(1) 빈곤, 테러, 부패, 자연재해, 염병 등 지역 문제 해결을 한 노력 강화 

 식량안보 증진을 한 농업생산성, 농산물 교역, 기술 신  력 

제고

3. 2011년 APEC 추진 결과

가. 제1차 APEC 고 리회의, 미국 워싱턴 D.C

1) 지역경제통합 강화  무역확  방안 

  가) 공 망연결 개선, 소기업 지원 등 필요 

  나) 무역투자 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를 심으로 

다양한 차세  무역ㆍ투자 이슈  구체 이슈를 선별, 해결을 한 노력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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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력  수렴

  가) APEC 경제 원회(EC : Economic Committee)를 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원국간 모범규제 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 공유 노력의 강화 

합의 

나. 제2차 APEC 통상장 회의, 미국 몬타나

1) WTO DDA 상 타결 지원

  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천이며, 보호주의의 확산을 

지하는 등 세계 경제 회복의 기 단계에 기여하 다는 인식하에 교착 

상태에 처한 WTO/DDA 상의 조속한 타결을 구하는 ‘특별 성명’ 

채택

2) 지역경제통합 심화  무역 확

  가) 로벌 공 망(global supply chain), 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신정책(innovation policy)등 세 가지 이슈 선정

3) 녹색성장 진

  가)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 방안 검토

  나) 친환경 첨단자동차의 수입 차 간소화 방안 확인

  다) 불법벌목  교역 지 문제를 다루기 한 문가 그룹 설립

  라) 재제조 제품의 무역을 진하기 한 방안 모색

  마) 비효율  화석연료보조 의 합리화  단계  폐지를 한 작업 계획 

수립 

다. 제3차 APEC SOM 회의, 미국 샌 란시스코

1) 지역경제통합 강화  무역확  

  가) 로벌 공 망 진, 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 효과 , 비차별 , 시장

주도  신정책 정립 필요

2) 규제 력  수렴진

  가) 규제조정 기구 설립, 규제 향평가, 공공참여 등 모범규제 행 이행 강화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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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9차 APEC 정상회의, 미국 호놀룰루

1) 성장  고용 진

  가) 성장․고실업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해 성장 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논의

2) 에 지 효율과 에 지 안보

  가) 환경상품과 서비스 자유화, APEC 에 지 효율성 제고 목표 상향 조정, 

화석연료 보조 의 단계  철폐 등 역내 녹색성장 진을 한 노력 평가

2) ‘호놀룰루 선언’ 채택

  가) 보고르 선언에 의한 무역․투자자유화 목표 달성 평가

   (1) 교착상태에 있는 DDA 상에 한 우려와 이의 타결을 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발굴과 함께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의제의 진  등 

신 인 근 방법 등 신선한 사고가 필요

   (2) 신선하고 믿을만한(fresh, credible) 방식으로 다가오는 WTO 각료회의  

그 이후의 상에 임하도록 지시

   (3) 무역투자제한조치 신설 지(Standstill) 약속을 201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호주의를 지하고, 2012년 카잔에서 개최될 통상장 회의를 DDA의 

진 상황을 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번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길 기

   (4) ‘완벽한 지역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향한 구체 인 조치들에 합의

  나) 지역경제통합강화  무역 확

   (1) 일자리 창출과 경제번 ,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요한 역할 수행 

   (2) 아태자유무역지 (FTAAP) 등이 포함할 효과 , 비차별 , 시장주도  신

정책, 소기업들의 로벌 생산망에의 참여 등 차세  무역 투자 이슈를 

다룸

   (3) 2015년까지 APEC 신구조개 략 (ANSSR)의 이행, 정보 흐름의 장애 완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지역데이터 라이버시 체제간 상호 운 성 진 등 

APEC 국경간 라이버시 규정 체계 이행

   (4) 니가타 행동계획, 보호주의 조치 지(Standstill) 약속 수, 농산품에 한 

수출제한 조치 는 WTO 비합치 조치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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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녹색성장 진

   (1) 2015년말까지 5% 이하로 실행 세율을 인하하고 그 상 환경상품 품목을 

2012년에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2) 비효율 인 화석연료보조 의 합리화  단계  폐지, 자발 인 연간 보고 

체계 수립

   (3)　2035년까지 APEC 체의 에 지 집약도(Energy Intensity) 45% 감축 노력

   (4) 에 지․스마트 탄소 사회 지원을 한 운송, 건물, 력망, 일자리, 지식 

공유  교육을 통해 에 지 효율 제고

  라) 규제 수렴  력

   (1) 2013년까지 국내 규제업무의 조정, 규제 향 평가, 공공 의 등 모범규제

행 이행을 한 구체 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2) 스마트 그리드 상호 운 성 표 , 녹색건물, 태양에 지 기술 등 녹색 기술이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공동의 목표 추구

   (3) 식품안 시스템 강화, 식품 교역에 있어 국제표  채택,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와 불필요한 자격  시험 요구 조건 완화

4. APEC 주요 과제

가.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1) 개요  주요내용

  가) 89년 11월 창설이래 UR 상의 성공  타결을 구하는 등 세계무역 자유화에 

기여해 오고 있음

  나) 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를 통한 아․태 

공동체에 한 비  제시  무역․투자 원회 (CTI) 창설 등 APEC 차원에서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가 추진되는 계기 마련

  다) 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APEC 활동의 지주로 무역․투자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무역․투자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를 채택하 는데 2개를 묶어서 TILF로 약칭

  라) 95년 오사카 행동지침  96년 마닐라 실행계획 채택으로 본격 인 무역․

투자자유화  원활화가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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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재 무역․투자자유화는 무역자유화를 해 각국이 자발 으로 매년 

개선시키고 있는 개별실행계획(IAP:Individual Action Plan)을, 무역․투자 

원활화는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해 APEC 무역․투자 원회

(CTI)가 작성한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

  가) 개요

   (1)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자유화  경제기술 력을 한 

구체 인 실행계획으로서 채택 

   (2)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해 14개 분야1)에 해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무역  투자자유화와 원활화를 한 구체 인 계획 제출

   (3) 통 차 화에 의한 국가간 제품 이동 원활화 추진

3)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

  가) 개요  주요내용

   (1) 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서 무역자유화의 구체  실천 단계로서 채택

된 공동실행계획

   (2) 무역  투자의 원활화와 역내 사업수행의 용이함과 신속함, 그리고 더 싼 가

격과 투명성, 측 가능성의 증진에 요성을 부과  

   (3) IAP가 개별 회원국이 자발 으로 추진하는 무역․투자자유화에 을 

두고 있는 반면, CAP은 원활한 무역. 투자를 해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

진해야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분야에 

4)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가) 개요  주요내용

   (1) 97년 벤쿠버 정상․각료회의에서 15개 조기자유화 상분야2)를 선정하고 

추진계획 수립 지시 

   (2) 회원국의 자발성(Voluntarism)과 신축성(Flexibility)의 원칙을 존 하여 논

의하며, 주요 논의 내용은 세철폐, 비 세 장벽의 철폐  경제 력 등 비

1) 14개분야 : 세, 비 세, 서비스, 투자, 표   합, 통 차, 지 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

화, 원산지 규정, UR이행,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2) 15개분야 : 완구, 수산물, 환경제품  서비스, 화학, 임산물, 보석, 에 지  련 장비, 의료장비, 정보

통신 MRA, 식품, 유지종자  련 제품, 비료, 자동차 표 , 고무, 민간 항공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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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문에 한 노력 집  

5) 상해합의(Shanghai Accord) 

  가) 개요

   (1) 세계화와 신경제의 도래가 가져온 변화를 고려, 보고르선언의 비 을 확

하고 그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선언으로서 2001년 상해 정상선언문의 부

속문서로 채택

   (2) 주요내용으로 보고르 비 의 확 , 보고르 목표의 실 방안 명확화, 오사카 

행동지침 확   개정, Pathfinder Approach를 통한 APEC 이니셔티  

추진, 무역원활화 원칙에 한 후속조치, 투명성 원칙의 채택, 경제기술

력(Ecotech)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노력 강화 등을 포함

나. 경제․기술 력(Ecotech: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1) 개요

  가) APEC은 출범(1989년) 기에는 경제 력 사업을 으로 추진

  나) 19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해서 무역․투자의 자유화  원활화(TILF)와 

더불어 경제․기술 력(ECOTECH)이 APEC의 양  지주로 정착

  다) 1995년의 오사카 행동지침(OAA) 채택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MAPA) 채택으로 본격 인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 추진

  라) 1997년 제9차 각료회의에서 ECOTECH의 효율  추진을 해 SOM 산하

에 ECOTECH Sub-Committee (ESC) 설립

  마) 2005년에는 ECOTECH 사업의 효율  추진을 해 ESC를 SCE(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로 재편

  바) 선․후진국간의 공여자․수혜자간의 력이 아니라 동반자 인 등

한 계에서 추진, 오사카 행동지침(OAA)상 력 원칙에 나타나 있음

  사) 회원국 간 기술격차를 여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 보고르 목표 증진

  련 사항임

2) 추진 황

  가) 오사카 행동지침(OAA) 상 13개 분야의 각 분야별 실무 그룹(Working 

Group)에서 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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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996년 수빅 정상회의에서 요한 6개 분야3)에 을 두어 력을 추

진하기로 합의

  다) 2003년 제1차 SOM에서는 세계경제로의 통합, 테러 능력배양, 지식기

반 경제 발 , 세계화의 사회  측면 고찰 련 ECOTECH의 4  우선 과제 

채택

  라) 2006년 제3차 SOM에서는 1996년 ‘마닐라 Framework’에 한 검토결과

를 바탕으로 새로운 ‘ECOTECH Framework’ 채택

  마) 2008년 제3차 SOM에서 정책 아젠다의 개 에 한 이행 황, 회원국들

의 능력배양  참여활성화에 한 제안 보고

  바) 제21차 APEC 장 회의에서 APEC의 ECOTECH 활동  SCE 기능의 

개선에 한 가이던스 개발, 다른 다자 기구 간의 력 강화를 한 

방안 마련, 6개 APEC 실무 그룹  태스크포스들의 독립  활동 달

성, 일럿 트 닝 로젝트의 성과 등 포함

  사) 제17차 APEC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도 과제에 부합하는 보다 략 , 

목표 지향 , 장기 인 역량강화개발에 한 노력 강조

  아)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보고르목표 증진을 한 경제기술 력

(ECOTECH) 분야 진보의 요성을 깨달음. 회원국 간 기술격차를 

여 지속가능한 발  도모, 제도 인 인력자원 역량 개발 강조

3) 6개분야 : 인 자원 개발, 안 하고 효율 인 자본시장 육성, 경제 인 라 강화, 미래를 한 기술 활용, 

환경 친화  지속성장, 소기업 육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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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APEC과 우리나라와의 계  

1. APEC 지역 주요 통계

가. APEC 경제통계

회원국
국토면적

(sq km)

인구

(100만명)

GDP

(구매력등가)

(10억 USD)

1인당 

GDP

(1USD)

GDP 

성장률

(%)

수출

(10억 

USD)

수입

(10억 

USD)

동북아

한국 99,720 48.8 1,459.0 30,000.0 6.1 464.3 422.4

일본  377,915 126.5 4,310.0 34,000.0 3.9 765.2 639.1

중국  9,596,961 1,336.7 10,090.0 7,600.0 10.3 1,581.0 1,327.0

홍콩  1,104 7.1 325.8 45,900.0 6.8 388.6 437.0

대만  35,980 23.0 821.8 35,700.0 10.8 274.4 251.4

러시아 17,098,242 138.7 2,223.0 15,900.0 4.0 400.1 248.7

ASEAN

싱가포르  697 4.7 291.9 62,100.0 14.5 358.4 310.4

태국 513,120 66.7 586.9 8,700.0 7.8 193.5 161.3

말레이시아  329,847 28.7 414.4 14,700.0 7.2 210.3 156.6

인도네시아  1,904,569 245.6 1,030.0 4,200.0 6.1 158.2 127.1

필리핀 300,000 101.8 351.4 3,500.0 7.3 50.7 61.1

브루나이 5,765 0.4 20.4 51,600.0 4.1 10.7 2.6

베트남  331,210 90.5 276.6 3,100.0 6.8 72.1 79.8

대양주

호주  7,741,220 21.8 882.4 41,000.0 2.7 210.9 195.2

뉴질랜드 267,710 4.3 117.8 27,700.0 1.5 32.1 29.9

파푸아뉴기니  462,840 6.2 15.0 2,500.0 7.0 6.2 3.7

NAFTA

미국  9,826,675 313.2 14,660.0 47,200.0 2.8 1,289.0 1,936.0

캐나다 9,984,670 34.0 1,330.0 39,400.0 3.1 392.7 401.0

멕시코 1,964,375 113.7 1,567.0 13,900.0 5.5 298.5 306.0

남미
칠레 756,102 16.9 257.9 15,400.0 5.3 71.0 55.2

페루  1,285,216 29.2 275.7 9,200.0 8.8 35.6 28.8

APEC 총계(A) 62,883,938 2,759 41,307 - - 7,264 7,180

세계전체 총계(B) 136,437,677 6,928 74,540 - 4.9 15,180 14,920

역내비중(A:B:%) 46.0% 40.0% 55.4% - - 47.9% 48.1%

<표 3> APEC 회원국 주요 경제지표(2010년 기 )

※ 자료출처 :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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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PEC과 세계 경제   

1) APEC과 세계 경제(2010년 기 )

  가) 세계 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27억 6천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APEC 지역은 2010년 세계 체 GDP의 55%, 교역량의 48% 가량 기여

  나) 총면 : 약 6,300만km2,  세계면 의 약 46% 차지

  다) 인구 : 27억 6천만여 명,  세계인구의 약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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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목 GDP : 41조 3천억 USD, 체 명목 GDP의 55% 차지 

마) 총 교역량 : 14조 4천억 USD, 체 교역량의 4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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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와 APEC국가와의 무역 통계

회원국명 수출 수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동북아

일본 28,176 64,296 92,472 -36,120

중국 116,838 71,574 188,412 45,264

홍콩 25,294 1,946 27,240 23,348

대만 14,830 13,647 28,477 1,183

러시아 7,760 9,899 17,659 -2,140

합계 192,898 161,362 354,260 31,535

ASEAN

싱가포르 15,244 7,850 23,094 7,395

태국 6,460 4,169 10,629 2,291

말레이시아 6,115 9,531 15,646 -3,416

인도네시아 8,897 13,986 22,883 -5,089

필리핀 5,838 3,488 9,326 2,350

브루나이 65 1,522 1,587 -912

베트남 9,652 3,331 12,983 6,321

합계 52,271 43,877 96,148 8,940

대양주

호주 6,642 20,456 27,098 -13,815

뉴질랜드 918 1,176 2,094 -257

파푸아뉴기니 83 201 284 -118

합계 7,643 21,833 29,476 -14,190

NAFTA

미국 49,816 40,403 90,219 9,413

캐나다 4,102 4,351 8,453 -249

멕시코 8,846 1,521 10,367 7,325

합계 62,764 46,275 109,039 16,489

남미

칠레 2,947 4,221 7,168 -1,274

페루 944 1,039 1,983 -94

합계 3,891 5,260 9,151 -1,368

APEC 총계(A) 319,468 278,607 598,075 40,862

세계전체 총계(B) 466,384 425,212 891,596 41,172

역내비중(A:B:%) 68 66 67 -

<표 4> 우리나라와 APEC 국가와의 무역 통계(2010년 기 )

단 : 백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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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총 수출 비

가) APEC 지역 68% 차지

2) 한국 총 수입 비

가) APEC 지역 6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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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EC의 요성  응 목표

가. APEC의 요성

1)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유일한 지역경제 력체 

  가) 우리의 무역․투자자유화 진, 제도의 선진화  새로운 시장 확 에 

기여 

2) APEC 회원국은 우리의 무역․투자의 최  트  

  가) 우리나라 총교역의 68.2%, 한국 투자건수의 71.1%  투자액의 

61.4% 의존 (2006년 9월 기 ) 

3) 한반도 안정에 기여 

  가) 주변 4개국 정상과의 정기 인 교류의 장 

  나) 북한 핵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한 공조

나. 우리나라 응 목표

1) 아․태지역내 안정 인 시장확보를 한 기반 활용 

  가) 다자간 무역체제의 불안정성, EU  NAFTA의 형성 등 지역주의 추세

에 따른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비 

  나)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계를 더욱 확 시키며 경제  정치  계

를 강화

  다) 교역규모 확 에 따른 통상마찰을 지역  차원에서 처하며, APEC 차원

의 화와 조정을 추진

2) 정상외교의 활용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가) 미국, 일본, 러시아, 국 등 주변 4개국과의 계 강화 

  나) 4개국  여타 회원국과 유기 인 조 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환

경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역내 

견국가로서의 상 제고  한국의 발언권 강화

3) 무역․투자자유화  경제․기술 력 분야에 주도  역할 수행 

  가) 역내 무역 투자자유화  원활화를 통한 혜택 공유  APEC 회원국

간 정보교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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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기술 력 분야의 력 증진 강조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강조

다. 우리나라 기여 황

1) APEC 창설에 산  역할 수행 

  가) '89년 출범시 호주와 함께 창설을 주도

  나) '91년 제3차 각료회의(서울)시, APEC 헌장격인 '서울선언' 마련  

화 경제권( 국, 만, 홍콩)의 가입을 성사 

2) 반 인 개방의지 표명  경제․기술 력에 선도  역할 

  가) 분야별 조기자유화 교섭에 극 참여

  나) 능력배양, 인 자원개발  정보화격차해소 등 개도국 지원 확 (특

히, 교육, 훈련  IT분야의 사업을 활발히 지원)

3) 장기  차원에서의 기여 방안 

  가)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APEC의 재활성화에 기여 추진

  나) APEC의 개   효율성 증진 문제에 극  입장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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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APEC 성과  문제

1. 성과

가. 생존과 성장의 기 : 지역 력기구로의 발  변화 

1) 제1차 회의에 이어 각료회의의 개최 정례화, 각료회의를 비하기 

한 SOM의 운 에 회원국들이 합의함으로써 우선 연속성 확보

2) 싱가폴에 사무국 설치, 조직화된 국제기구의 형태로 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조정체와 상체로의 환 시도

3) 5차 회의부터 경제지도자회의를 병행 개최, 정례화시킴으로써 APEC의 

발 을 한 회원국의 정치  의지 결집

4) 첫 회 12개국의 회원국 수가 1991년 15개국, 1994년 제6차 회의 시 18

개국으로 확 , 2011년 재 21개국 참여

나. 정당성 확보의 기 : 실질 력 증  가능성 입증 

1) 개방성의 유지  역내국간 다양성 존 을 포함하는 아․태 력의 9개 

항목 기본원칙에 합의

2) 상이한 제도, 문화  선․개도권이 공존하는 아․태지역의 력 가능성 

제고 

3) 실질  력 성과 도출을 한 우선 력 사업 추진, 경제 력  무역

진흥을 한 역내 정보교류의 원활화를 한 제반조치 강구

다. 가시  성과의 기 : 무역  투자자유화 극 추진 

1) 개방된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표방, 아․태지역에서의 지역

력이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순기능 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제에 

입각 

2) UR 타결을 구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추진 원칙에 합의

3) UR 타결 이후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추진을 한 투자규  채택 

 목표 연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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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가. 주도력의 부재

1) 주도력을 뒷받침하기 한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역할에 취약성 존재

2) 미국은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해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구속력 

있는 규범화를 추진,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반 , 이는 미국에 

비해 여타 회원국의 이득이 을 것이라는 단 존재

3) 일본의 경우 역사  사실로부터 연유되는 정당성의 부담(legitimacy 

deficit)과 함께 국내시장의 폐쇄성, 역내 국가와의 증되는 구조  

무역 자  기술이 의 회피 등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의 

부재 

나. 아․태지역의 문화  특성의 상충

1) 다양한 문화  차이 존재  다자간 경제 력을 진  하는 결속력  

차원의 문제 발생

2) 유럽의 공개 , 공식 인 상 문화와는 달리 이 지역의 사회․문화  

통은 비공개 이고 비공식 인 차원에서의 근과 이해를 시여기기 

때문에 다자차원에서의 이해수렴과 결정에 상당한 시간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

다. 회원국 기  문제

1) 아․태지역에 한 지리  정의는 아주 다양하며, 향후 회원국의 문제는 

그 기 과 련하여 요한 문제 의 하나로 등장

2) 인도 등 다수의 회원국 가입 희망국들을 어떠한 지역 기 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가 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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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PEC 해양장관회의 

제1  APEC 해양장 회의 추진 경과  분석

1. 해양장 회의 개요

가. 배경

1) 해양부분의 경우 세계 수산양식의 90%, 수산품 생산의 75%, 수산품 

소비의 70% 차지

2) 세계 10  컨테이  항만  8개 항만이 APEC 지역에 치

3) 기후변화, IUU어업, 남획, 해상범죄와 해 , 해양외래유입종 등으로 

인해 APEC 역내 식량안보와 해상안보가  받고 있은 상태에서 

APEC 회원국간 해양 력 증진 필요성 제기

4) 우리나라가 2001년 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해양장 회의 제안

5) 2002년 제 1차 해양장 회의 서울에서 개최

나. 개최 시기

1) 약 3-5년마다 개최

2. 제 1차 해양장 회의(서울 선언문)

가. 일시  장소: 2002. 4.22~26 한민국 서울

나. 참가자 

1) APEC 21개 회원국의 해양 련 장 들과 고  표, NGO 표, 

해양수산사업자 포함, 4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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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제

1) 지속가능한 해양 리

라. 필요성

1) 연안과 해양 리를 해 생태계 친화 인 근 방법 필요

2) 해양과 기 측으로부터 얻은 보다 정확한 보

3) NGO나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련 분야의 이익과 련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의사결정과정에 반 되는 것이 요

4) 2002년 지속가능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성공에 기여

마. 서울해양선언문

1) 선언문 구성  특징

  가) 주요 의제: 해양환경보 , 해양기후변화 응, 해양 리

  나) 국내  지역차원 행동계획  

  다) 해양 련 APEC 포럼들간의 력 향상 강조

  라)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 설립 제안 

2) 선언문 주요 내용

  가) 국내 행동계획

(1) 연안과 해양 리를 생태계에 기 한 근 방식을 사용하여 통합된 방식으로 

개발, 증진

(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리를 해 시장경제수단, 련 법, 규정과 이행장치 

개선

(3) MPA, 환경 향평가, 해양  연안 통합 리정책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리를 

한 정책도구 사용

(4) 해양안 , 해양오염, 선박 기인 환경피해 책임과 배상문제, 유해페인트 사용과 

련된 국제 규범의 채택과 이행

(5) 선박평형수  퇴 물 통제와 리를 한 국제  노력

나) 국내  지역차원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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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한 연안지역  해양서식지, 생태계 보 과 지속가능한 리 향상

  (2) 책임있는 수산업과 지속가능한 양식을 획득하기 해 지구  수산규범의 지

역차원에서의 효과 인 수행을 진

  (3) 불법, 비보고 어업행 (IUU) 근

  (4) 수산업과 양식업의 과학  연구 개발 지원, 과학 인 기반 확충

  (5) 해양외래침입종, 괴  조업행 , 해상  육상기인 오염원으로부터 야기

된 문제 해결 노력

  (6) 해양  연안지역의 활동을 지속가능하도록 리 노력 

다) 지역차원의 행동계획

  (1) 통합 인 연안과 해양 리를 포함한 능력배양, 정보와 문성 공유를 한 

역내 력 강화

  (2)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TILF)’와 같은 이니셔티 를 통하여 수산제품의 책임 

있는 교역 증진 한 역내 력 강화

  (3) 식품안 성 향상을 한 능력배양 장려

  (4) 해양 측, 평가  보 시스템, 기상이변에 한 신속한 응체제 개발을 한 

회원국  련기  력  

  (5) 생물다양성  비생물자원을 포함한 이슈들에 한 해양과학연구능력 개발을 

한 회원국  련기  력

  (6) 한국측의 'APEC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AMETEC) 설립 제안 환

라) APEC 응방안 

  (1) 해양 련 활동과 계된 APEC 포럼들간의 력 증진

  (2) 해양자원보  실무그룹, 수산업 실무그룹  련 APEC 포럼들은 서울해양

선언문에 담긴 정책목표를 개발․이행  APEC 고 회의에 진 사항 보고

  (3) 일반인 상 인식 증진 로그램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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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차 해양장 회의(발리 선언문)

가. 일시  장소: 인도네시아 발리, 2005. 9. 16~17

나. 주제

1)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역을 한 건강한 해양 

 연안을 향하여(Towards Healthy Oceans and Coasts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Prosperity of the Asia Pacific Community) 

- 경제성장과 해양자원의 보 ‧ 리와의 균형

다. 발리행동계획

1) 서울해양선언문에 따라 세부행동계획 수립

2) 목표  세부 행동계획

  가) 해양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리 보장

   (1) 바다, 해양  연안의 과학  이해

    (가) 해양 측  데이터 취합(정보 수집과 공유)

    (나) 해양지역의 가치 이해

   (2)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리

    (가) 생태계 기반 리

    (나) 해양오염 감(육상기인활동, 기름유출  선박 기인 오염물 등)

    (다) 해양외래침입종 도입 감소(IMO 선박평형수 조기 비  독려, APEC 국가들의 

지역 리 체계 지속개발  독려)

    (라) 산호   기타 취약한 지역 리(지역  리 강화, 해양쓰 기 감소, 

인식 로그램 실시 등)

   (3)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리

    (가) 국제 어업 리(국제 약 비  회원국 증가, IUU에 한 FAO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APEC 국가 확 )

    (나) 지속가능한 어업  양식업 리(환경보호 마크 방법 지원,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한 APEC 략 개발)

  나) 해양으로부터의 지속가능한 경제  혜택을 얻음(생산  유통망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들의 역량 강화  기술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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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용, 생산  수확의 가치를 극 화(건강하고 안 한 바다식품을 보증

하기 한 표 을 조화시킴으로써 생산물 향상, 물고기제품 추석가능성 

향상, 해양범죄 감소  제거)

(2) 무역  시장 근성 활성화 (도하라운드 지원, APEC 국가 어업부문 

역량 강화, 수산제품 무역 차별  행 감소)

  다) 연안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개발 가능

(1) 미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향을 감소시키기 해 지속가능한 개발, 

재해 험 리  통합연안지역 리 원칙과 일 된 연안개발 필요

(2) 통합 리 지원

(가) 연안환경 감시  보 에 연안공동체 인식  참여 확

(나) 통합  해양  연안 리 우수사례 장려

(다) 해양자원의 활용  연안 험 이슈 강조할 수 있는 지역 역량 강화

(라) 생태계  장려 포함, 의 환경에 한 악 향 감소

(3) 험요소 경감

(가) 쓰나미 경고 시스템 수행 한 조직활동 증가

(나) 국내, 지역, 국제 인 단 에서의 험 감소를 한 험 처 능력 강화

(4) 자연재해후 복귀

(가) APEC  비상 비 TFT  기타 APEC 포럼과의 력 증가, 쓰나미에 

한 공동 응력 강화, 국제 쓰나미 정보센터 문성 활용 확

(나) 연안공동체가 험  기후변화의 향을 수용하고 경감할 수 있도록 

이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 인 연안 리계획 개발

3. 제 3차 해양장 회의( 라카스 선언문)

가. 일시  장소: 2010. 10.11~12, 페루 라카스

나. 참석자

1) 페루 외 13개국 100여명

 * (참가국) 페루, 캐나다, 칠 , 국,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만, 미국, 멕시코, 

필리핀, 호주, 르나이, 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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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 3차 해양장 회의 수석 표 사진

[그림 5] 제 3차 해양장 회의 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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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 3차 APEC 해양장 회의 결과 발표( 라카스 선언문) 기자 회견

다. 주제

1) 식량확보를 한 건강한 바다와 수산업 리(Healthy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towards Food security)

라. 각 의제별 주요 국가 동향  우리나라 응

1) 식량안보에 한 해양의 역할(의제 1)

 가) 페루, 만, 캐나다, 미국 등은 세계 식량  단백질 공 원으로서의 수

산양식의 역할  요성, 수산물 무역의 기여 등을 강조하 으며, 칠 는 

공해상에서의 어획 리의 요성을 언 함

 나)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논의에 있어 수산부문의 가시성 제고, 양식의 요성 

 력의지, 소규모 어업과 어 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해 만, 인도네시아 

등의 지지를 받았으며, 련 내용이 라카스 선언에 삽입됨

 다) 한 양식이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 한-아세안, 한- 남미 

양식분야 력 황을 소개하며 향후 동 분야에서 역내 력을 증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만, 인도네시아도 한국의 발언을 언 하며 양식의 

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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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도네시아는 APEC 국가들과의 력을 통한 자원회복 련 로젝트 

참여  양식분야의 력을 희망함

2) 지속가능한 개발과 해양환경보호(의제 2)

 가) 미국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해양선언의 의미(해양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어업의 요성 상기)를 언 하고, 발리와 라카스 선언이 이를 더욱 발

시킬 것을 기 하며, 생태계(Ecosystems)  생물다양성 유지, 해양자원 

리를 한 국내 규제의 필요성, 육상  해상 기인 오염 감 노력의 

필요성을 언 함

 나) 아울러, 해양쓰 기 처리의 필요성  제 15차 해양 쓰 기 학회에 함 

 다) 우리나라는 AMETEC, NOWPAP, 남미 훈련 로그램 등 해양환경 보존 

련 능력배양 활동을 소개하고, UN Regular Process로의 기여 활동을 

홍보함

 라) 호주는 생태계기반 리를 강조하고 2020년까지 자국내 MPA(해양 환경

보호지역) 네트워크 완성 정이라고 언 함 

 마) 국은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균형을 강조하 으며, 인도네시아는 

산호  보호 이니셔티 (6개국 참여)를 홍보함

 바)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에서는 선진국들의 기여가 요함을 강조하고 생태계

기반 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 함

3)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과 투자의 증진(의제 3)

 가) 캐나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정 인 효과(한국이 세인하를 

통해 1인당 수산소비가 격히 증가함을 우수사례로 언 )를 언  하고, 

역내 FTA 체결의 당 성을 역설함

 나) 우리나라는 수산물의 자유무역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며, 보조  상 완료, 

생․추 에 한 각국의 조치의 조화 등을 강조하는 선언이 채택되었음을 

언 함

 다) 무역자유화의 요성과 각국이 자원의 지속가능성  식품안 을 한 

조치 채택의 당 성간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APEC이 FAO 등과 

력해 일방  조치의 사회경제  향, 식량안보  소규모 어업에 미치는 

향, 국제규범과의 양립성  합치성 문제 등을 다룰 것을 제안함

 라) 필리핀은 IUU 어업 근 노력을 소개하고 능력배양의 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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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의 기후변화 응(의제 4)

 가) 호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기온증가, 해수면 상승 등 재 상황 

추세를 설명하고 기후변화에 한 처(Blue Carbon : 해양생태계의 역할, 

기후변화에 한 항과 복원능력 수립  유지 강조, 응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 악 필요)  기후변화 행동 계획(복원력 있는 생태계, 

산업  지역공동체의 응,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설명함

 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응을 한 동아시아기후 트 십과 로벌 녹색

성장연구소 설립을 홍보하 으며, 기후변화 향을 악하기 한 사업을 

제안함

(1) ‘기후변화 응 시  지역 악을 통해 재해 향을 최소화하기 한 

력활동’

(2) ‘아열 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해양생태계 변화 측 연구 사업’ 

 다) 기후변화 응을 한 IOC 신탁기  공여(개도국 능력배양) 홍보

 라) 페루에서는 국가차원의 모니터링과 능력배양의 요성을 강조함

5) 여수 엑스포 홍보

 가) 휴식시간 동안 여수 엑스포 홍보 동 상을 상 하고 홍보물을 배포하 음. 

태국에서 동 상을 요청할 정도로 경제국들의 심이 높았음

6) MRCWG와 FWG 통합 논의

 가) 2010년 MRCWG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FWG와의 통합(미국과 카나다 측) 

문제가 지속 으로 거론되었음 

7) 라카스 선언문 채택 

 가) 식량 확보, 지속가능한 개발  해양환경보호, 기후변화 응,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한 장 회의 의사항을 담은 선언문과 

동 선언문 실천을 한 행동 아젠다(5개항목)로 구성

 나) 우리나라는 ‘2002 서울해양선언문’의 요성 등에 한 발언을 통해 

라카스 선언문 문  행동 아젠다(Action Agenda)에 ‘2002 서울해양

선언문 재확인’ 문구를 삽입함

마. 라카스 선언문 주요 의제  행동 아젠다

1)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보호

 가) 취지: 해양  련 경제, 사회  환경  이득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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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생태계 기반 리의 이해와 

리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지속 인 리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음

나) 해양환경에 한 이해

(1) APEC 지역의 해양환경의 이해  공동인식

(2) 외래생물종 유입에 따른 피해 방지를 한 력(모니터링  통제)

다)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한 리

(1) 생태계기반(EBM) 근법 실행에 한 역량 구축과 정보 공유 장려

(2) 해양공간계획 련 활동 진흥  

(3) 통합연안 리계획과 해양환경보호구역(MPA) 확

(4) 국제기구  정을 통한 국가간 공조 강조

(5)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로그램 개발 경제국 노력 지원

(6)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 리를 한 APEC 연구  교육센터

(APEC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Marien Biodiversity 

Conservation & Ecosystem Management)' 설립 환

라) 오염

(1) UNEP-GPA를 국제 으로 실행하여 육지  해양기반 오염원, 해양쓰 기 

감소 격려 

(2) 유해물질, 유류 유출 방출 등 긴  해양환경 응 시 력 지원   

2) 기후변화 응

 가) 취지: 기후변화와 향의 본질과 정도를 보다 잘 이해해야 하며, 인간과 

경제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 근법에 한 통찰력 

요구

 나) 기후변화 과학  이해, 정보교류 

 다) 완화  응에 한 공동 력

 라) UNFCCC, WOC  APEC 련 포럼 지속  지원

3)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  투자 진흥

 가) 취지: 국제 의무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산제품의 거래에 불공정한 

장벽을 만들 수 있는 일방 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투명하고 

규칙에 근거한 다자간 거래 시스템에서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  투자에 

기여할 것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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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업보조  상의 요성 강조, 경제국 극  참여 구

 다) FAO, RFMO 등 수산기구의 IUU 어업 방지 노력 지원

 라)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반한 수산식품 무역  투자 지지 

4) 식량 확보에서 해양의 역할

 가) 취지: 식량확보는 과포획, 불법어업, 해상 범죄  해 , 해양침입종, 

기후변화  기타 요인에 의해 을 받고 있음. 지속가능한 리를 포함하여 

효과 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처리, 분배  무역 시스템은 이러한 

사회․경제  양측면의 이익을 극 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 생태계 기반 리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국내외 수산양식식품을 통한 

식량확보

 다) 안 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확보를 한 과학  정보와 지식  경험의 

국가간 공유

 라) 남태평양 공해의 보존과 리에 한 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 Seas Fishery Resources in the South 

Pacific OCean) 채택 환 , APEC 회원국 약 체결 구

 마) 북 서양 지역수산기구(North Pacific RFMO) 설립 지원

 바) IUU 어업 방, 방지  근 을 한 항만국 조치에 한 약(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등을 통한 IUU어업과 해  행  근 을 한 노력

 사) 식량확보에 기여할 개방 이고 자유로운 다자 교육시스템을 지원하고 

안 하고 효율 인 수산양식식품의 교역 확보

5) 력

 가) APEC 국가간 력, 공조, 지식  경험 공유를 한 효율 인 력기제의 

설립

바. 찰  평가

1) 본 회의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노력을 홍보하고 

력 증진의 필요성을 언 하는데 주안 을 둠

2) 라카스 선언문은 2015년까지 각 국가의 해양정책 실행에 기 표로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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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카스 선언문에 우리나라 이익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식량확보를 한 해양의 요성이  더 부각되는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한 해양환경 보존  리, 기후변화 향에 

한 이해 증진 등의 이행을 한 보다 효과 인 정책의 개발과 실행, 

그리고 지역해별 력에서 우리나라 선도 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개도국들이 지역별 력을 한 지식과 정보 

공유, 기술  력을 언 하는 바, 기존의 개도국 상 능력배양 

로그램에 한 효율 인 실행  확 , 그리고 더 많은 경제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에 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5) 상당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산보조  련, 소규모 어업  통

어업 등을 강조해 수산보조  상의 타격을 완화하려하는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에 반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에도 

련 수산기구 논의에서 보조 에 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6) 우리나라는 련 국제수산기구에서 보조  상 련해 소규모 어업 

 어 의 지속성, 수산업이 식량안보에 있어 요성 등을 지속 으로 

언 할 필요 있음



－ 55－

제1차 해양장관회의 제2차 해양장관회의 제3차 해양장관회의

주제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APEC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건강한 

해양 및 연안 추구

식량확보를 위한 건강한 

해양과 수산업 관리

주요 

의제 

및 

행동

계획

국내행동

계획

생태계 

기초한 

접근방식 

사용‧개발

해양환경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바다, 해양 

및 연안의 

이해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보호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 도구 

사용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기후

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 교류

해양안전‧해
양오염 관련 

국제규범 

채택과 이행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관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공동 협력

선박평형수 

및 퇴적물 

통제 노력

기후변화 관련 

포럼 지속적 

지원

국내 및 

지역차원 

행동계획

연안․해양 

지속적 관리 

향상

해양

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적 

혜택

해양식품의 

생산, 활용, 

가치 극대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

어업보조금 

협상의 중요성 

강조

수산규범의 

지역차원의 

효과적 수행

IUU 어업 방지 

노력

무역활성화 

및 시장 

접근

해상육상기

인 오염원 

야기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반한 

해양식품 무역 

및 투자 지지

<표 5> 해양장 회의 분석 

4. 해양장 회의 주요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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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양장관회의 제2차 해양장관회의 제3차 해양장관회의

수산양식업

의 과학적 

연구개발 

지원

연안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

미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영향 감소

식량 

확보에서 

해양의 

역할

생태계 

기반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국내외 

수산양식

식품을 통한 

식량 확보

지역차원 

행동계획

능력배양, 

정보 공유를 

위한 

역내협력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식품 

확보를 위한 

과학적 정보, 

국가간 공유

해양과학연

구능력개발

위한 협력

재해 위험 

관리 및 

복구

해양관측, 

평가․예보, 

기상이변 

대응체제 

개발 위한 

협력 및 

조정능력 

강화

배경 

및 

접근

방법

‧ 2002년 지속가능한 세계

정상회의에 기여 취지

‧ 국내와 지역차원의 행동

계획으로 나눠서 접근

‧ 해양관련 APEC 포럼들

간의 협력 향상 강조

‧ 연안․해양의 지속가능

한 관리 위한 법, 규정, 

정책도구 개발 강조

‧ 서울해양선언문의 결과

구체화

‧ 경제성장과 해양자원의 

보전․관리의 균형에 초점

‧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바다, 해양, 연안의 과

학적 이해 강조

‧ 해양환경오염 감축, 기

후변화 대응 및 위험 관

리 강조

‧ 식량확보를 위한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호 필

요성 인식

‧ 수산업 관리 위한 국가간 공

조 강조 및 협약 지원

‧ 해양공간계획 관련 활동 촉구

‧ 기후변화의 영향 및 이의 대

응이 주요 의제로 부각

기타
‧ APEC 해양환경훈련교육

센터 설립 제안 환영

‧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한 

 APEC 연구 및 교육센터

 설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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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APEC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1  APEC MRCWG 개요

1. 배경 

가. APEC 회원국들은 국제 양식 생산의 90퍼센트 이상, 세계 수산업의 

75퍼센트 이상, 그리고 어류 가공품 세계 소비의 약 70% 차지

나. 해양  연안 환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매우 요한 자산이며, 

많은 인구가 바다를 삶의 터 으로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음

다. 해양 자원, 산업, 양식, 련 고용은 경제  번 과 생활수 에 

요한 역할을 함  

라. 통합된 국가별, 지역별 정책을 구축하는 데, 계획을 추진하고 해양 

 연안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로그램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필요함

마. 경제 , 기술  지원을 통해 공유, 해양자원의 효율  사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 

2. MRCWG 목

가. APEC 지역의 해양, 바다, 연안에 한 이해와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리함으로써, 해양환경  자원의 지속가능성 보장

나. 해양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  이득을 한 제공

다. 연안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  함

3. 정책 응, 로젝트, 행동 개발 시 사항

가. 연안  해양 련 정책 입안․결정에 생태계기반 근법 용

나. 과학 인 력  연구 지원

다. 해양오염의 방지, 통제, 감소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 질  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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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련 국제기구, 조직, 기   구속력 없는 제도들의 우선순 와 활동들에 

기여하는 지역 , 국내  노력 지원

마. 해양  연안의 책임있는 리를 한 지역  력 향상

바. 해양 련 문제들에 해서 APEC 포라들간의 력과 조정 향상

사. 해양 련 무역  투자에서의 환경 인 을 다루기 한 노력 

가속화

아. 기술이 , 훈련, 모범사례  교육 공유를 통해서 능력배양 진

자. 긴 한 APEC 우선순 에 응

4. 기 성과

가. 식량확보  안

나. 환경  건강성

다. 지식  이해

라. 지역  력  조화

마. 성별 균형의 요성 인식을 포함한 인류 역량

바.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투자/경제 ․기술  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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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 24차 MRCWG 회의 

1. 일시  장소: 2011. 6. 6 ~ 9. 인도네시아 발리

2. 참가자: 총 68명 (14개국 정부 표 60명, 사무국 2명, 발표자 6명)

3. 주요 의제

가. 라카스선언문 이행을 한 기 략계획 수정

나. MRCWG과 FWG 통합방안 논의

4. 주요 회의  아젠다

가. MRCWG‧FWG 공동세션

1) 실무그룹 통합  독립평가 논의

나. 제 24차 MRCWG 회의

1) 회원국 보고

2) 해양장 회의 결과 보고

3) 사업평가  신규사업 보고

4) 기 략계획 논의

다. 제 10차 MRCWG‧FWG 공동회의

1) FWG  MRCWG 회의 결과 보고

2) 실무그룹 통합구조, 공동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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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RCWG․FWG 공동세션 

  

                                                                 

                                                     

[그림 8] 제 24차 APEC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참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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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 결과

가. MRCWG과 FWG 통합문제

1) MRCWG과 FWG의 통합에 합의가 되어 해양수산실무그룹(Ocean 

and Fishery Working Group)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통합실무그룹이 

구성되었음

2) 과도기(Transition Period)를 거쳐 2011년 SOM(고 리 원회)에서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공식 으로 두 그룹이 통합됨. 과도기 동안 

두 실무그룹의 의장이 임무를 지속하게 됨

3) 해양수산실무그룹의 임사항(Terms of Reference, ToR) 안과 략  

계획(Strategic plan), 2011년 작업계획(Annual Work Plan)은 다음 

회의 이 에 추가 으로 논의하기로 하 음

나. ToR(Terms of Reference) 

1) 안에는 비 , 범 , 작업방법, 구조, 다른 회원국  국제기구와의 

계, 의장 의무 등의 내용이 삽입되었음 

2) 의장과 부의장, 2년 임기체계로 운 될 정이며, 서울해양선언문과 

발리행동계획에 기 한 라카스 선언문의 실행에 을 맞추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양식분야의 균형 이고 통합 인 처리 강조

3) 으로 다룰 분야

가) 정보 교환과 능력배양, 공통된 자원 리 문제 해결책과 모범사례 개발, 

APEC 련 지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수산․

양식  해양생태계 자원을 보존하는 무역  투자 진, 다른 APEC 실무

그룹, 국제기구, 민간 역과의 력

4) 해양수산실무그룹은 APEC 지도자, 장 , 고 회담에 의해 악된 

이슈로부터 도출될 우선순  이슈에 해 주기 으로 토론할 것이며, 

로젝트 제안서도 동의된 우선순 를 다룰 것임

5) 실무그룹 운 을 진하기 해 국가별 담당자(Focal point)를 악

하기로 함

6) 민간 역과의 력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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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RCWG‧FWG 공통 우선분야   

1) 해양보호구역(MPA), 수산자원  양식을 한 리 략

2) 외래칩입종 도입

3) 해양  수산자원, 산호  보존에 한 능력배양 

4) 괴 인 어업 행에 처하기 한 략

5) 해양 쓰 기

6) 양식

7) 정보교류  동의 메카니즘 

라. 해양수산실무그룹에서의 해양자원보존부분의 우선순

1) APEC 정책 논의에서 식량 확보에서의 해양생태계  자원 역할에 

한 이해 증진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와 산업 취약성에 한 이해  응 략개발 

지원을 한 역량 개발  모범사례 공유

3) 해양생태계 서비스에 한 이해 증진, 주요 리 도구의 가치와 효율  

활용에 한 역량 개발

마. 주요 국가 해양환경보존 추진 황 

1) 국

가) 2010년도에 생물다양성보 략  행동계획 채택, APEC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 리를 한 연구․훈련 센터 설립, 해양재해경보기술연구소 

설립 등을 홍보

2) 미국

가) ‘해양, 연안  호수(Great Lakes) 리 국가정책’에서 9개의 정책우선 

분야를 정하고, 6월  국가해양 원회가 각 우선분야에 한 행동 략

계획안을 발표할 정임

나) 9  정책 우선분야

(1) 생태기반 리

(2) 연안  해양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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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 정보와 이해증진

(4) 조정과 지원

(5)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의 응  회복

(6) 지역별 생태계의 보호와 회복

(7) 육상에서의 지속  실천을 통한 수질향상

(8) 북극변화

(9) 측과 정보 리 인 라

3) 일본

가) 해양환경과 개발  이용의 조화, 해양에서의 안 과 안보의 확보, 해양 

과학지식의 증진, 해양산업의 건 한 육성, 해양집 리, 해양분야 국제

력 도모를 실천하기 해 해양정책기본법에 의해 해양정책 추진

4) 태국

가) 최근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산호의 백화 상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백화 상의 조사, 백화 상 회복 메카니즘 연구, 인식증진 

 제도정비 등 다양한 노력들이 권고되어 추진되고 있음

6. 우리나라 응

가. 우리나라 실행 황 보고

1) 라카스 선언문의 사항인 기후변화 완화  응, 해양생태계

리를 실행하기 해 연안오염총량 리 확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리법 재정, CO2 해양지 장 실용화 추진, 시화호 조력발 소 

공 등 우리나라 정책 실행상황 설명

2) APEC 지역의 해양환경에 한 능력배양을 한 해양환경정책 교육

훈련 로그램 실시, PEMSEA 트 닝 워크   COBSEA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과 연안침식 국제워크 ’에 한 지원, NOWPAP 

MERRAC 활동, 여수 로젝트 3차 단계 수행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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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그룹 ToR

1) 검토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통합그룹이 실질 으로 효율 으로 운 되려면, 

MRCWG과 FWG와의 균형 인 운 이 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한 

문구의 삽입을 제안하여 의장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의 극 인 

지지를 얻음. 의장단에서 이를 반 하여 수정키로 함

2) 추가 으로 수정된 ToR에는 통합실무그룹이 해양생태계와 수산․양식

분야에 균형 이고 통합 인 방식으로 운 된다는 문구가 삽입됨

7. 찰  평가

가.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과 수산실무그룹이 통합하여 해양수산실무그룹이 출범

하 음.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긴 한 력을 바탕으로 

본 실무그룹에 한 공동 응에 극 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통합그룹 명칭을 Aquaculture(양식)를 

추가하여 “Ocean and Fishery and Aquiculture”로 할 것을 요구하 으나, 

일본 등의 반 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TOR 안에만 반 되었음

다. 향후 통합그룹 활동 시 Aquaculture 분야가 동남아 국가 등 일부국가에서는 

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새로운 통합그룹에 한 우리나라의 역할강화를 해 APEC 사무국으로

부터 차기회의 , 통합그룹의 ToR 안, 략계획, 2011년 작업계획에 

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련 문가그룹의 검토를 통해 극 이고 

체계 으로 응할 필요가 있음 

마. 국의 경우, 생물다양성 연구훈련센터 설립 뿐 아니라 APEC 정상회담

선언문과 APEC SOM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분야와의 연계성 강화 등 

APEC 지역의 력 추세에 맞춰 신규 로젝트 개발로 본 실무그룹의 

향력을 확 해나가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도 APEC 지역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APEC 지역국가와의 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로

젝트를 극 으로 개발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바. APEC 지역내에서의 경제 력이 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실무그룹

에서도 민간 역의 참여가 장려되고 있는 추세임. 아직까지는 민간 역에서의 

발언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에 한 장기 인 응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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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MRCWG과 FWG과의 통합

1. FWG와 MRCWG 독립평가

가. 배경

1) APEC 포라들의 로세스, 효율성, 효과성 향상 필요

* 효과성  효율성 의미: 경제국의 지속 인 기술  능력 배양으로 경제국간의 

능력 수  차이의 감소

나. 목

1) 수산실무그룹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의 활동과 성과를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 제안

다. 평가 기

1) 각 실무그룹의 목표와 목 의 달성 정도

2) APEC 주요 목표와 SCE 우선순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정도

라. 평가 방법

1) APEC  실무그룹 문서  보고서 검토, 경제국 설문 답변 분석

다. 평가 방향

1) 수산실무그룹과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회의, 로젝트, 활동 검토

2) 수산실무그룹과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이 효과 으로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지 평가

3) 수산실무그룹과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혹은 통합그룹이 임무를 효과 으로 

리하고 능력배양활동들이 정상회의  각료회의의 우선순 에 따른 

이득을 제공하는 방안 권고

4) 련 APEC 포라들간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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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G 프로젝트 예산(1998-2011)

년도 APEC 예산(USD) 회원국 지원(USD) 총 프로젝트 예산(USD)

2011 Nil recorded 175,000.00 175,000.00

2010 Nil recorded Nil recorded Nil recorded

2009 192,786.00 68,053.00 260,839.00

2008 132,700.00 70,500.00 203,200.00

2007 145,000.00 110,000.00 255,000.00

2006 75,800.00 14,700.00 90,500.00

2005 52,700.00 29,010.00 81,710.00

2004 206,280.00 365,600.00 571,880.00

2003 128,640.00 Nil recorded 128,640.00

2002 202,913.00 202,000.00 404,913.00

2001 399,205.00 111,000.00 510,205.00

2000 157,000.00 38,000.00 195,000.00

1999 307,135.00 20,000.00 327,135.00

1998 173,388.00 18,000.00 191,388.00

평균/년 181,128.92 101,821.92 261,185.38

총액 2,173,547.00 1,221,863.00 3,395,410.00

<표 7> MRCWG  FWG 산 지원 황

라. 평가 결과

1) APEC 목표‧목 과 두 실무그룹의 략  방향과의 계는 각 실무

그룹의 임사항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음

2) 가장 큰 도 과제는 두 실무그룹이 정례회의 이외의 기간 동안 효과 으로 

운 하는 것인가 임

3) 실무그룹 활동 분석 결과 

 가) 세미나/심포지움, 설문․분석  연구, 단기간 훈련, 기타, 네 개의 분야에서 수행

프로젝트 유형
세미나/심포

지움

설문 또는 

분석․연구
단기간 훈련 기타 총계

수산실무그룹 11 8 4 21 44

특이사항 최근 가장 우세 
초기단계에 

우세

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
20 8 8 23 59

특이사항
최근 가장 

우세한 활동

초기단계에 

우세

<표 6> 실무그룹 로젝트 유형(1995~2011)

 

나) MRCWG  FWG 로젝트 지원 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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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WG 프로젝트 예산(1997-2009)

년도 APEC 예산(USD) 회원국 지원(USD) 총프로젝트 예산(USD)

2009 127,890.00 215,052.00 342,942.00

2008 90,050.00 658,350.00 748,400.00

2007 306,878.00 764,620.00 1,071,498.00

2006 131,800.00 579,020.00 710,820.00

2005 84,000.00 376,390.00 460,390.00

2004 255,716.00 443,772.00 699,488.00

2003 193,810.00 Nil recorded 193,810.00

2002 390,734.00 761,150.00 1,151,884.00

2001 371,650.00 187,600.00 559,250.00

2000 655,900.00 1,748,000.00 2,403,900.00

1999 225,650.00 347,200.00 572,850.00

1998 153,700.00 245,000.00 398,700.00

1997 73,760.00 37,000.00 110,760.00

평균/년 235,502.92 530,262.83 724,976.31

총액 3,061,538.00 6,363,154.00 9,424,692.00

(1)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반까지 로젝트 산이 증가하다가 최근 

큰폭으로 감소

(2)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의 경우는 로젝트  약 65%가 경제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반면, 수산실무그룹의 경우는 약 60%가 APEC 기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3)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의 로젝트의 경우는 선진국이, 수산실무그룹의 

경우는 주로 개도국이 주로 수행한다면 이의 설명이 가능함. 해양환경

분야는 선진국에서 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는 

환경보다는 해양자원 개발(수산, 양식)을 한 능력개발이 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 실무그룹 활동을 한 경제국 후원  재정  지원 범

(1) 각 실무그룹 회의, 워크   세미나, 그리고 각 실무그룹 내의 로젝트에 

지원이 집 되어 있으며, 공동 로젝트는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음

(2) 한 실무그룹간 실제 력은 공동미 을 수행하는데 한정되어 있음

(3) 최근에는 연구결과들을 다른 APEC 포라와 공유하는데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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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권고사항

1) 새로운 통합그룹의 과도기때 SCE와의 의사소통  정보 리 향상(SCE 권고

사항 1)

2) 새로운 통합그룹이 략  틀을 개발하고 단계별, 일정별로 행동 심의 작업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과 실질 인 시간을 제공해야 함(SCE 권고

사항 2)

3) 통합그룹의 임사항(TOR) 결정(SCE 권고사항 3)

4) 통합그룹에게 행정  지원이 추가 으로 필요할 경우, SCE가 제공할 수 있는 

정을 구함(SCE 권고사항 5)

5) 실무그룹이 그의 목 과 APEC  ECOTECH 우선순 의 목표와 목 을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내부  회계감사 로세스를 채택(실무그룹 

권고사항 2)

6) 실무그룹의 목표, 내용, 성과 구체화(실무그룹 권고사항 5)

7) 매년 검토되고 기 성과를 포함한 구체 인 행동 심 계획 개발(실무그룹 

권고사항 6)

8) 새로운 ToR에 모든 ECOTECH 우선순 를 직 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극 고려(실무그룹 권고사항 8)

9) 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ECOTECH 우선순 의 지원 정도와 이들 간의 련성을 

검토(실무그룹 권고사항 9)

10) ToR에 APEC과 비APEC 포라간의 기 되는 계를 명시하고 력 목표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간략하게 서술(실무그룹 권고사항 12)

11) 한 기 과 로젝트  활동을 력하여 수행(실무그룹 권고사항 14)

12) 성공 인 력 활동에 비 을 둠(실무그룹 권고사항 16)

13) 통합그룹을 한 표 화된 하나의 구조 채택(실무그룹 권고사항 17)

14) 라카스 선언문의 네 개의 주제분야와 련한 ToR과 략  틀 채택. 한 

각 수단들은 생태계기반 리 획득의 필요성을 지속 으로 고려(실무그룹 

권고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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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RCWG과 FWG 통합

가. 배경

1) 수 세기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많은 국가들은 강과 바다로 서로 연결

되어 있으며, 무역과 교환을 한 달자의 역할을 담당함

2) 수산업과 해양‧연안 환경은 사회경제   복지 측면에서 매우 요한 자산

으로 인식되었음

3) 건 한 환경보존과 해양자원 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 경제  안정성을 

한 요한 문제로 두  

4) 독자 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류남획에서부터 해양 생물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복잡한 이슈들이 존재함  

5) 국제 ㆍ지역  력을 통한 해결방안의 필요성 증  

6) APEC 국가간 연안해양의 지속가능성을 한 균형 이고 통합 인 국가간

ㆍ지역간 정책 진  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1990년 APEC MRCWG이 

설립됨 

7)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최 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어업  양식의 목표를 가지고 1991년 

APEC FWG 설립됨  

8) 과거 20년 동안에는 유해물질 수송, 육지활동기원 오염을 포함한 유류유출, 

해양쓰 기, 통합  연안지역 리 략, 조  유해조류 이슈에 한 응

계획 등 해양오염 문제 을 두었음

9) 오늘날에는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생태계 근(ecosystem approach), 양식

개발, APEC의 근본 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경제  목표와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의 목표를 연결시키는 략에 을 맞추고 있음 

10) 2005년 이후 ECOTECH 활동 운  합리화를 해 일부 회의체의 통폐합을 

SCE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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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경과

1) 2010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 9차 MRCWGㆍFWG 합동회의에서 두 그룹의 

합병 가능성에 한 논의가 제기됨  

2)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 3차 SOM회의에서, APEC 기구 내에서 ECOTECH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개선 시도에 한 논의 진행

3) 2011년 3월 제 1차 SOM회의(워싱턴)에서 두 그룹의 통합 논의를 한 특별 공동

회의 개최, 2011년 6월 두 실무그룹회의에 권고안으로 제출

가) MRCWG과 FWG의 미래구조에 한 결정은 2011년 연례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함

나) 2011년 연례회의는 두 실무그룹의 공동세션으로 시작하고 추가 으로 공동

회의에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함  

다) 본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두 그룹이 APEC 임워크하의 

해양작업의 가시성 제고와 교차우선순 의 심을 높이고 실무그룹의 실질 인 

것에 을 두는 방식으로 결합해야 함

라) 두 그룹은 라카스 선언문의 우선순 를 미래작업의 심과 다른 APEC 포라들과 

민간 역과의 참여를 한 주요주제로 활용하여야 함

마) 6월 회의에서는 공유된 우선순 를 반 하여 의장단에서 행동계획 안을 발표

하고 회의를 통해 잠재  행동목록을 악해야 함

바) 의장들은 SOM1 기간  APEC SCE-COW과 식량안보의장단에게 두 실무그룹의 

문성과 라카스 선언문을 아우르는 결정을 포함한, 식량확보에서 수산업과 

해양자원의 요한 역할에 해서 알려야 함 

4) 2011년 6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MRCWGㆍFWG은 

The Ocean and Fisheries Working Group(OFWG)를 창설하기로 공동으로 합의

5) 2011년 9월 샌 란시스코에서 MRCWGㆍFWG의 합병이 APEC Senior Officials 

(SOM)의 최종 승인을 얻음

다. 통합그룹 명칭

1) 해양수산실무그룹(Ocean and Fisheries Working Group, OF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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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FWG 비   미션

1) 비

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장기 인 보존을 보증하는 생태계기반 

리를 용하는 동시에, 해양생태계와 수산‧양식의 체계  리를 통해, 

APEC 경제국들의 지역공동체의 생계와 식량확보를 지원하는 최 의 경제  

가치를 제공

2) 범

가) 균형 이고 통합 인 방법으로 해양생태계, 수산, 양식을 다룸

나) 서울해양선언문과 발리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한 라카스 선언문  APEC 

장  후속 가이드의 실행에 을 둠 

3) 임사항

가) 해당지역의 정보교환  능력배양 진

나) 공동 자원 리 문제해결과 모범사례에 한 논의와 개발 증진

다) 경제국 정상회의  장 회의 지침사항과 SCE 가이드라인  차안에서 

실무그룹이 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로젝트 개발

라) 지역  측면의 근 방식 개발  국제  행동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의 실행을 한 방안 구축 

마) 수산, 양식, 해양생태계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증진시키는 무역  

투자 기회 마련

바) 타 APEC 실무그룹, 국제기구, 심 역 분야와의 력 구축 

4) OFWG 우선순  

가) APEC 정책 논의안에서 식량확보와 련된 수산자원, 생태계, 어업, 해양의 

역할 이해  증진  

나) 해양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이해를 돕기 한 정보, 능력

개발, 모범사례 공유

다)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이해를 돕기 한 능력 배양 

라) 해양공간계획, 해양보호구역, 통합연안지역 리 등, 자원보존을 한 효율  

이용에 한 리기법을 지원하기 한 능력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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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량확보

바) 기후변화 향  능력배양

5) 작업방식

가) 실무그룹은 정기 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이며, APEC 회원국의 국가수상, 

장 , 그리고 고 리 원들에 의해서 논의된 우선사항에 을 둘 것임

나) APEC 회원국 내에 요 심사항으로 제출되는 로젝트 제안서는 우선

사항을 다루고, 그룹의 권고사항을 다루는데 주력할 것임

다) 실무그룹은 우선사항과 타 APEC 실무그룹과의 업무에 연계성을 마련할 것임

6) 체계

가) 회원

(1) 모든 APEC 경제국은 실무그룹의 구성원이며, 실무그룹 활동을 한 

focal point를 정립해야 함

(2) 비 회원국의 참여  가입은 재 APEC 가이드라인을 제로 함

나) 의장

(1) 선정방식

(가) 실무그룹은 경제ㆍ기술 력 운 원회(SCE: Steering Committee of 

ECOTECH)의 추천에 따라 합의에 의해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정함

(나) 임기 첫해에는 부의장을 맡고, 마지막 임기는 의장직을 직임함 

(다) 1년의 오버랩기간(overlap period)은 리더십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임

의장은 부의장으로써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라) 부의장의 선정은 신임의장 경제국를 제외한 경제국에 의해 해마다 

선출됨    

(2) 임무

(가) 의장의 임무는 의장, 부의장, APEC 실무그룹 의장, SOM 책반과 

련하여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가이드라인 수정본(Revised Guidelines)에 

의해 용됨 

(나) 실무그룹의 의장은 APEC 포럼, 련 지역별 워크 , 국제 워크  등을 

해 실무그룹을 표하거나 한 임자를 선정함 

(다) 부의장의 임무는 실무그룹과 타 APEC 련 포럼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의장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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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장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하여, 부의장은 의장의 남은 

임기기간을 책임지며, 새로운 부의장이 선정됨

다) 로그램 책임자

(1) APEC 사무국은 로그램 책임자로써 실무그룹을 지원함 

라) 실무그룹 회의

(1) 실무그룹 회의는 1년에 한 번 개최되며, 필요시 련 회의가 회기 에 개

최됨

(2) 차기 회의 장소는 정기 회의에서 결정됨

마) 실무그룹의 주기  검토

(1) 실무그룹은 자발 으로 권고사항을 검토하며, 새로운 이슈가 실무그룹은 

략  계획  정기  활동 계획을 정함

(2) 실무그룹은 SCE의 독립 평가 일정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독립 으로 평가됨

(3) 실무그룹은 목표와 우선사항에 따른 성과  로젝트 결과를 검토하고, 

SCE의 검토 사항을 극 수용함

(4)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SCE에 는 SOM 요구에 의해, 매년 결과를 

보고함

7) 요 력 계

가) 실무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국제 , 지역별 기 과의 력을 증진시킴

나) 력은 무역  투자자유화와 같은 APEC 목표  우선사항 련 과제를 

해결하는데 요한 역할 수행

다) 분쟁을 피하는 동시에 지역별 실행을 한 특별한 역할 수행

라) 실무그룹은 사  역의 참여를 이끌며, 회원국의 로젝트 참여를 통해 

포럼의 활동사항과 련된 력 계를 증진시킴 

마) 실무그룹은 화를 지속할 것이며, APEC과 IFI의  화 체계를 통해 국제

융기구(IFI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와의 력을 증진시킴

바) 타 APEC 실무그룹과 력을 지속할 것이며, APEC 우선사항에 기반하여 

APEC의 목표를 나타내는 로젝트를 개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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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 5가지 중기 우선순위와 프로젝트 수

지역적 경제

통합

전지구화에서의 

사회적 측면 다룸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확보 
구조적 개혁 인류 안보

FWG

01/2009S

FWG 

01/2009S

FWG 

01/2011S

FWG

01/2009

FWG

01/2011S

  FWG 

01/2009

FWG

06/2009

FWG 

01/2009

  FWG 

01/2009S

MRCWG

01/2009

FWG

01/2009S

  FWG 

06/2009

MRCWG

01/2009A

MRCWG

01/2009

  MRCWG 

01/2009

 MRCWG

01/2009A

  MRCWG 

01/2009A

  

1 1 6 4 5

<표 8> SCE 기 우선순 (2009-2011)와 FWG/MRCWG 로젝트와의 계

제5장 APEC 대응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제1  APEC 로젝트 참여 황

1. SCE 기 우선순 와 FWG/MRCWG 로젝트와의 계

* FWG/MRCWG 로젝트는 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확보와 인류안보에 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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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EC MRCWG 련 로젝트 수행 황(2008-2011)

가. 2008년 

1) 지속가능한 양식의 APEC 략 발  비 워크  (Development of an APEC 

Strategy on Sustainable Aquaculture Preparatory Workshop)

개요 내용

프로젝트명

지속가능한 양식의 APEC 전략 개발 준비 워크숍(Development of 

APEC Strategy on Sustainable Aquaculture  Preparatory

Workshop)  

수행 국가 및 

기관

⦁칠레가톨릭대학교(Pontificia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 해양 과학 

대학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Network of Aquaculture Centres in 

Asia-Pacific) 

일시 및 장소 2008년 10월 2일 - 3일/ 칠레 푸에르토몬트

목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양식 관련 평가 지표 

확립

⦁APEC 지역 내에 양식의 현 상태 보고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양식의 

APEC 전략 발전 관련 기초 지식의 정립 

주요내용

⦁APEC 회원국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 상태 보고

⦁기관 및 비정부 양식 단체 등의 기관별 법 제정 현황  

⦁양식관련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개념 및 현재 논의사항 

⦁지표의 카테고리 및 지속가능성 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APEC 지역 내,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전략의 개념 및 접근

결과

⦁현재 양식은 세계 어육의 약 50%를 차지하며, 수산식품 수요 증가로 

인해 양식의 성장이 기대되며, 특히 APEC 경제국은 세계 양식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함.

⦁양식의 증가로 인한 전 세계에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염려가 증대됨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심각한 

폐해를 끼침

⦁APEC 경제국 내에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안정성 

보장에 기반 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양식 개발 필요

⦁지속가능한 양식은 현재와 미래의 인류 삶을 보장하고 자원의 최적 

사용을 통해 사회에 이익을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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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9년

1) 해양 쓰 기 처리로 인한 경제  비용 편익 이해(Understanding the 

Economic Benefits and Costs of Controlling Marine Debris In the 

APEC Region)

개요 내용

프로젝트명

해양 쓰레기 처리로 인한 경제적 비용 편익 이해(Understanding the

Economic Benefits and Costs of Controlling Marine Debris In

the APEC Region)

수행 국가 및 

기관

The University of New England and Southern Cross University, New 

South Wales, 호주

목적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제적 의의 관련 APEC 지역의 정부, 기관, 산업 

차원에서 관심 제고

⦁해양 쓰레기 폐해 경감을 위한 APEC 지역 내에 정부, 기관, 민간단체에 

실제적 조언 및 지침 제공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및 비경제적 동기부여 

채택 권고 

주요내용

⦁해양쓰레기 개념의 정의 및 유형

⦁국가, 기관,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어업, 운송, 관광, 

레크리에이션 등 관련분야에 미치는 결과 

⦁APEC 지역 내에서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한 비용편익 평가를 위한 경제성 

평가 모델  

⦁경제적 동기부여 확립 및 해양 쓰레기 폐해 경감을 위한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조치 방안 정립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한 비용편익 측면에서의 확장 서비스를 통한 결과 

제공

결과

⦁육상 및 선박으로부터 기인한 해양쓰레기의 증가는 환경적 측면과 

더불어 어업, 운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

시킴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경제적 비용 편익 측면 이해가 필요함

⦁해양 쓰레기는 회피 가능 비용이며, 해양 쓰레기 처리를 통해 정화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 감소시킴

⦁정부, 기관 차원에서 문제 대응 마련의 일환으로써, 효율적 기금 사용과 

APEC 지역 내에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 및 의견교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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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용

출판연도 2011년 2월

수행 국가 및 기관 KORDI, NOAA, MLTM, UNDP/GEF YSLME Project, APEC

일시 및 장소 2009년 9월 8일 - 9일 / 대한민국 서울 

참여국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페루 / 약 50명 

목적

⦁APEC 지역 내, LME 상태 보고, 평가방법 구축, 그리고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킴

⦁생태계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최적의 방안 강구

⦁APEC 지역 내, LME 시범 사업의 강구

⦁APEC LME의 네트워크 증진 및 정기적 포럼 개최 

주요내용

⦁LME Methodology LME 방법론 

⦁The Yellow Sea LME (YSLME) 프로젝트와 Best Practice

⦁APEC 지역의 해양생태계 시스템의 평가 및 관리 보고

⦁APEC 지역의 LME의 시범 사업에 관한 기회

⦁정기적인 APEC LME 포럼 개최 추진

결과

⦁인도네시아 Sea LME와 Pacific Central American LME 두 개의 

시범 사업 추천의 채택 

⦁정기적인 APEC LME 포럼 및 APEC 회원국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생태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워크숍 개최 필요

⦁2010년 MRCWG 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 정기적인 APEC LME 

워크숍 주요내용 제출 권고 

⦁NOAA는 2011년 진행 될 작업반 회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APEC 사무국의 지원 요청

⦁이 회의는 LME　APEC 실무 그룹 내, 한국 참가자들과의 협력 

아래에 개최될 예정임.  

⦁다음의 위임 사항으로써, APEC 지역 내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해양 생태계 시스템 상태 보고와 LME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안 검토 필요

2) 해양 생태계 평가  리에 한 APEC LME 워크 (APEC LME 

Workshop on Marine Ecosystem Assessment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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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데이터 처리  해양자원조사 애 리 이션에 한 제 3차 SAKE 

워크 (Third APEC SAKE(Satellite Applications on Knowledge-based 

Economy) Workshop on Satellite Data Processing and Applications 

for Marine Resources Inventory)

개요 내용

프로젝트명

위성 데이터 처리 및 해양자원조사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제 3차

SAKE 워크숍 (Third APEC SAKE(Satellite Applications on

Knowledge-based Economy) Workshop on Satellite Data

Processing and Applications for Marine Resources Inventory)

출판연도 2009년 10월 

참여국 인도네시아, 타이완, 베트남,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 약 50명

목적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 전파 관련 정보 제공(해양 자원, 조사, 수질

오염에 관한 Formosat-2 애플리케이션)

주요내용

⦁해양 자원 조사, 연안관리, 해양오염, 해양기름유출조사와 관련된 

고화상도 위성 데이터의 주요 애플리케이션 

⦁인도네시아 롬복 해안 주변의 Formosat-2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SAKE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설명

⦁연안관리의 애플리케이션

⦁수질오염 모니터링 관련 애플리케이션 

⦁연안해양 현상 관측에 관한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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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용

출판연도 2010년 9월

수행 국가 및 

기관

Sea Resources Management Sdn Bhd

MRAG Americas

목적

⦁EBM(Ecosystem-Based Management)과 EAF(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의 실행 및 도전과제의 정의를 통하여, APEC 경제국 

내에 총체적 진행 및 준비상황의 평가

⦁APEC 전체 내에서 marine EBM/EAF practice의 복합성 및 이해의 

범위를 증진시킴 

주요내용

⦁marine EBM/EAF 행동 범위 및 현재 APEC 회원국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정의, 이와 관련된 도전과제 

⦁marine EBM과 관련된 정책법적 측면, 관련 데이터,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및 인식, 재정적 측면, 활동범위

⦁marine EAF와 관련된 수산 자원량 관리, 비표적 어류 및 서식지, 

industry management, 어업인 등 관련 이해당사자, 도전과제 

결과

⦁상호의존적인 해당 그룹의 요구 사항을 위한 정보 제공의 기회 및 

생태계의 이해와 개념정립은 지속적인 해안 및 해양 관리체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  

⦁그러나 광범위한 주제로부터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EBM의 원리는 

쉽게 적용될 수 없는 용어임

⦁경제국 내에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multiple species fisheries management 및 인증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single species fisheries management에만 

집중되며, multiple species fisheries management에 관한 동향을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름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은 EBM과 EAF를 포괄하며, 이러한 정책은 

APEC 경제국 내에 국가별 상호 호환이 가능함 

⦁회원국은 효율적인 EBM-EAF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계 관련 

테마 및 지표를 적용함  

⦁추후 논의사항은 APEC 14개국의 조사 결과의 총체적 분석에 기인함

다. 2010년

1) 더 넓은 범 의 해양 생태계 기반 리 맥락하에, 수산업에서의 생태계 

근 실행(Implementing an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in the 

Context of Broader Marine Ecosystem-bas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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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용

프로젝트명
전지구적 해양공간관리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APEC Transboundary Marine Spatial Management Project) 

참여기관 Sea Resources Management (SRM) Sdn Bdn

프로젝트 

수행기간
2010년 6월 1일 - 2010년 12월 31일(7개월 소요)

예산 USD 73,500( 자문비 USD72,000, 운용비 USD1,500)

목적

⦁달성, 관리, TMSM의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준비과정을 마련

하고, APEC 회원국 사이에서 Transboundary Marine Spatial 

Management(TMSM) 접근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함 

⦁TMSM, 해양위험, 경제적 요인(교통, 관광,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등)을 

포함한 회원국 내에 해양 관련 이슈의 정보교류 향상

⦁웹기반 데이터와 포럼의 설립을 통한 APEC 회원국 내에 효율성 증진 

및 비용 절감 방안 고려 

⦁향후 개발 분야 확립을 위한 TMSM과 관련된 국정관리와 기간차원의 

합의 관련 분석 개발 

주요내용

⦁TMSM 관련 정보 제공

⦁기록문서, 사례조사연구 등 TMSM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전자도서관 

개발

⦁TMSM 전략의 강화, 관리, 실행, 촉진 등과 관련된 현재 최적의 방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 내재되어있는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이해 

⦁추가적인 정보 및 결과의 비준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현황 

⦁웹기반 토론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온 협의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설립 및 실행 현황

⦁DVD와 전문적 자료 등 프로젝트 결과를 나타낸 전자․인쇄 문서 제공

⦁향후 확장 서비스와 프로젝트 착수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의 제공  

결과

⦁이 프로젝트 전 지구적 해양공간관리와 이해 당사자 전문가 그룹 

및 전자도서관으로써 참조자료의 제공 지원 등을 통한 설립을 지원함

⦁성공적으로 링크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the e-Sharing Network는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된 온라인 상호 메카니즘안에서의 차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함 

⦁최종 결과와 관련된 TMSM 가이드라인 텍스트 배부 및 웹사이트 

관리 사항은 APEC 승인과 관련됨              

⦁제한된 시간과 자원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 MRCWG의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공을 보여줌 

2) 지구  해양공간 리 로젝트(APEC Transboundary Marine Spatial 

Management Project) 



－ 86－

개요 내용

수행 국가 및 

기관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of Indonesia(MMAF),

WWF

일시 및 장소 2011년 3월 1일 - 3일 / 인도네시아 발리 

참여국
베트남, 페루, 러시아, 필리핀, 태국, 홍콩,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캐나다, 인도네시아, 미국, 타이완, 중국 / 약 104명

목적

⦁Live Reef Fish Food Trade 및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 

마련에 관한 정보 제공 

⦁시장에 기반을 둔 계획을 통한 the coral triangle(CT) 지역 내, 양식을 

포함한 LRFFT 관리체계 향상과 정책 및 작전적 수준(군사)의 지역별 

협력 강화

⦁산업, 과학․기술 전문가, APEC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촉진

주요내용

⦁LRFFT 관리체계 향상방안 논의 

⦁지역별 정책적, 기능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  

⦁Ecosystem Approaches to Fisheries Management(EAFM)을 위한 

지원 및 이해 

⦁성과지표를 포함한 LEFT의 관리체계에 관한 과학적 요구사항

⦁지역별 다자간 국제협력 포럼 발전 구축  

결과

⦁공급국과 수요국 사이의 효율적 어류 데이터 교류를 위한 조건 구축 

및 불법어업 해결을 위한 통제 필요

⦁Live Reef Food Fish 거래에 관한 국제적 기준 채택  

⦁지속가능한 Live Reef Food Fish 거래를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회의 

개최 필요

라. 2011년

1) Live Reef Fish Food Trade(LRFFT)의 시장에 기반을 둔 개선방안에 한 

워크 (Workshop on Market-Based Improvements in Live Reef Fish 

Food Trade (LR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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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PEC MRCWG 로젝트(2008~2011) 분석

1) 로젝트 수행 건수

2008 2009 2010 2011.9 현재 합계

1 3 2 1 9

<표 9> MRCWG 로젝트 수행 건수

2) 로젝트 특징

주제 접근방법 목적

해양자원

관리
5 위성활용 1

능력배양 9
해양오염 

저감
1 생태계접근 2

해양자원

조사
1 체계개발 4

<표 10> MRCWG 로젝트 특징

3) 우리나라 로젝트 참여 황

가) APEC LME 워크  공동 개최(2009.9 한국 서울)

(1) NOAA, YSLME, KORDI, MLTM 공동 참여

  * 자세한 내용은 의 2009년도 로젝트 내용 참조

나) APEC LME 2차 워크  개최 정(2011.1. 한국 서울)

(1) NOAA, KORDI, IUCN, MLTM 공동 참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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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APEC 응 황

1. AMETEC 운

가. 배경  추진 경과

1) 1994년 해양연구원 한국국제 력단(KOICA) 연수지원사업(해양과학) 수행

2) KOICA 연수사업을 모태로 2002년 APEC 해양장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를(AMETEC) 설립 운 할 것을 천명

3) 2003년 해양수산부에서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 로그램 명목으로 1억

5천만원/년 연구 산 지원  APEC MRC W/G에 응모하여 자체 으로 

AMETEC의 해양환경보  역량강화 훈련사업 산확보(5천만원/년)

4)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 AMETEC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출연연 기본

사업으로 부처 이 되어 재 해양연 정책지원사업으로 지원

5) 1997~2002년까지는 KOICA사업으로 년 1회, 2003년부터 년 2회 운

6) 1994년 이후 재까지 21회 교육훈련 로그램 수행. 수행된 AMETEC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한 수혜국과 연수생 수는 28개국, 304명임

              

[그림 9] AMETEC 교육훈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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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목

1) APEC 차원의 해양환경 문 훈련․교육센터의 운 을 통해 효율 인 

해양환경 리를 한 개도국의 능력 배양과 해양환경 선진국가로서 아국의 

상 제고

2) APEC 역내 아국 상강화  향력 증 를 통하여 해양환경 분야의 

APEC 지역 과학기술 허 로의 역할 수행

다. 사업의 주요 내용

1)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운  

2) AMETEC 해양환경보  훈련 (년 1회, 2주간)

3) 교육훈련 교재 개발

4) 과학자문 원회 운

5) AMETEC 소식지 발간

6) AMETEC 홈페이지 운

[그림 10] AMETEC 활동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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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ate Theme

1997 11.2~15 POPs in the marine environment 

1998 11.2~15 Trace metals in the marine environment 

1999 9.28~10.11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2000 11.10.27 POPs in the marine environment 

2001 10.15~11.3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sewage 

2002 8.12-31 Oil in the Marine Environment

2003 6.23-7.11 POPs in the marine environment

2003 11.15-29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sewage

2004 6.13-7.5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04 10.10-23
Impact of oil spills on the marine environment: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strategies

2005 6.12-7.3 Nanopollutants and Ecotoxicology 

2005 10.31-11.13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oil pollution

2006 6.3-25 Marine Environmental Sampling

2006 10.16-27

Nutrient Analysis and 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Enhancing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data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

2007 7.1-17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odern Life Style and its Impact 

on Environment

<표 11> 교육훈련 시기  로그램 주제(1997~2011)

라. 교육훈련 특징

1) 이론교육과 실험실 훈련 심으로 수행

2) 필요할 경우 사  지침을 배포하여 훈련생이 주제에 따른 시료를 직  

채취하여 자국의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게 함

3) 실험결과로부터 국가별 자료 비교 분석 가능

4) 훈련생들의 심사항에 따라 향후 추가 연구로 연계 용이

5) AMETEC 훈련생들을 활용한 APEC 해양환경보  네트워크 구축

6) AMETEC 홍보  상강화

가) AMETEC 소식지를 년 2회 발간하여 훈련 로그램 소개  홍보

나) AMETEC 홈페이지의 능동  운 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마. 교육훈련 실행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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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ate Theme

2007 10.15-26 Analytical Chemistry of [legacy] Agrochemicals in Environmental Safety 

2008 6.30–7.16 Oil Spill and Marine Protection Preparedness, Response, Assessment, 

and Restoration

2008 11.3-14 Biochemical responses of fish to oil and other marine pollutants

2009 10.13-22 Oil Spil: Chemistry and Biochemical responses

2010 10.11-22 Passive Air Sampling I: Long range transport pollutants

2011 10.10-21 Passive Air Sampling II: Long range transport pollutants

[그림 11] 수혜국  연수생 비율

바. 기 효과

1) 기술  측면 

가) 교육 훈련 로그램을 통한 개도국의 해양환경 조사 수행능력의 개선은 물론 

개도국의 연안환경보  능력 배양

나) 해양과학 기술의 지식   보  증

다) 해양환경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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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산업  측면

가) APEC에 한 한국의 국가  기여도 증   상 제고를 한국의 국가 랜드 

이미지 향상

나) 해양환경 분야의 문가 간의 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 교류 증

사. 성과  개선

1) 10여년이 넘게 꾸 히 AMETEC을 운 한 결과, APEC MRCWG  해양환경과 

련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많은 APEC 지역 과학자 혹은 정부 계자가 본 

교육훈련으로 맺어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해양환경 주제와 련된 회의에서 우리나라와의 공감 를 쉽게 형성

하고 있으며, 향후 력 추진에서도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음

3) 한 AMETEC 교육훈련을 받은 과학자들이 본 훈련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학 과정이나 연구논문을 생산하기 해 훈련 주제와 련한 

공동연구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4) 그동안은 1~2주간의 단기간 교육훈련에 치 해 왔다면, 6개월~1년 이상의 장기간 

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로그램을 확 할 필요가 있음

2. APEC LME 워크  개최

가. 로젝트 명

1) APEC 지역에서 해양생태계 평가  리- 3차

나. 배경

1) APEC MRCWG 로젝트로서, 그동안 1차, 2차 로젝트를 수행하 음

2) 2011년 12월 APEC 사무국이 3차 로젝트 제안서를 승인

다. 주최국

1) 미국, 한국, 멕시코

라. 후원국

1) 국, IUCN 

마. 로젝트 기간

1) 2011.12 ~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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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목

1) APEC 지역 LME 생태계기반 평가  리 소개  공유

2) LME 생태계 평가․ 리 모범사례 검토  공유

3)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기반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경제  이득에  

4) APEC 지역에서의 2개의 제안서 안 작성

사. 수행 방식

1) APEC LME 워크  개최

2) APEC 지역의 LME에서의 기후온난화 향에 한 보고서 비

3) APEC 지역에서 2개의 로젝트 제안서 안 작성

아. KORDI-IUCN 간 약 체결

1) 목

가) APEC LME 워크  개최를 한 력

2) 약일

가) 2011. 11. 21

3) 주요 내용

가) KORDI, NOAA, IUCN 공동 APEC LME 워크 (2012.1. 한국 서울) 개최 력

나)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의 LME 워크 (2012.9. 한국 제주) 개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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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서



－ 95－

 



－ 96－

5) APEC LME 워크  개최 개요

가) 일시  장소

(1) 일시 : 2012.1.4(수) ~ 5(목) 

(2) 장소 : 서울 세종호텔 오키드룸 

나) 참가자

(1) 국내: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제주 학교, 부경 학교 등 국내 해양환경 

문가

(2) 국외: 미국(NOAA), IUCN, 필리핀, 페루, 말 이시아, 국, 인도네시아 등 

APEC 지역 해양환경 문가  

다) 목

(1) APEC 지역 LME 생태계기반 평가  리 소개  공유

(2) LME 생태계 평가․ 리 모범사례 검토  공유

라) 발표 주요 의제

(1) APEC LME 지역에서의 생태계평가  리 황 발표  공유

(2) LME 지역 상태  생물량 산출물 변화에 한 평가 제시

(3) LME 시범 로젝트 발표

(4) LME 근방식의 사회경제  이득 공유

마) 기 효과

(1) APEC 지역 해양환경 문가 네트워크 확  

(2) APEC 로젝트 참여를 통한 MRCWG 활동(해양환경 련 개도국 능력

배양)에 우리나라 기여

(3) APEC 지역 해양환경 련 짐 형성에 우리나라 향력 확  

바) 결과

(1) 2개의 로젝트 제안서 작성  제출 권고

(2) YSLME 제2단계 UNDP/GEF Project와 무 하게 국제 력을 한 비정부

의체로써 YSLME 원회 설립 권고

(3) 차년도 APEC LME 포럼 개최 정(한국), 주요 자 처로서 APEC, NOAA, 

한국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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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PEC LME 워크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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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C 로젝트 지침서 발간  설명회

가. 발간 목

1) APEC 지역내에서 국제 력 로그램을 발굴, 기  신청을 희망하는 국내 

문가들에게 APEC 로젝트의 기  종류, 신청방법, 로젝트 수행 차 

등 가이드라인 제공

나. APEC 로젝트 지침서 주요 내용

1) 로젝트 역할  권한 

가) 로젝트책임

(1) 로젝트 감독자(PO), APEC 포럼, 회원 경제국  APEC 사무국이 공유 

나) 고 리(SOM)

(1) 주요의사결정자(PDM) 지명 

(2) $200,000 이상 요구하는 로젝트 승인 

다) 산 리 원회(BMC)

(1) $200,000이하 요구 로젝트 승인 

(2) $200,000 과 로젝트에 해 고 리에 권고 

라) 주요의사결정자(PDM)

(1) 기  요구액이 사용 한계를 과하는 경우, 컨셉 노트에 우선순 를 매겨 

각 원회의 우선순  순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님 

(2) SOM에서 지명 

 마) 원회(SCE, CTI, EC, SFOM)

바) 제안포럼(Proposed Forum) 

(1) 원회, 소․포럼, 련단체가 될 수 있음 

(2) 평가 제출 이  로젝트 제안서 지지 

(3) 로젝트 변경, 연장  포기 요청 지지 

(4) 로젝트지지자(PP, Project Proponent)

(5) 로젝트의 개발  제출 재 

(6) 로젝트감독자(PO, Project Overseer) 



－ 99－

(7) 로젝트 실행과 련된 모든 단계를 APEC 로젝트 요건에 따라 수행

사) APEC 사무국

(1) PD(Program Director): 로젝트 컨셉노트  제안서 개발 자문  지원 

(2) PE(Program Executive): 출장 약  출장비 지  승인 련 자문 제공

아) PMU( 로젝트 리단)

(1) 컨셉노트 우선순 화 과정 재

(2) 로젝트 품질 평가 

(3) 산 리 원회에 로젝트 기  권고

 2) 기   회계 

 가) APEC 기  

(1) 운 기 (OA)

(가) OA는 해마다 회원국의 기부로 충당 

(나) 목 : APEC 경제국 간의 경제  불균형 감소 

(다) 승인된 로젝트는 OA 기  내에서 부 지원 가능 

(2)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 기 (TILF)

(가) 회원국의 자발 인 기부로 이루어짐 

(나) 모든 TILF 로젝트는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에기여해야함

(다) 모든 비 TILF 기부 회원 경제국은 일정비율을 자체 으로 충당해야 함 

(3) APEC 지원 기 (ASF)

(가) 회원국의 자발 인 기여로 충당 됨 

(나) 분야: 인간안보, 조류독감, 기술, 에 지 효율성, 2차무역 원활화 조치 계획 

(다) ASF는 OA  TILF를 보완 

(라) 개발도상 회원국가에 혜택을 주는 역량구축 로젝트에만 사용 가능 

(4) 자체 기 (SF)

(가) 로젝트에 제공되는 비 APEC 액을 의미( 액 자체 기  로젝트)

(나) 로젝트 개시 에 로젝트 제안서 표지 제출 

(다) 컨셉노트 제출, 품질 리체계 승인이 필요치 않음



－ 100－

(라) 완료보고서 제출 필요

나) APEC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다) 각 로젝트 사용기 은 매년 산 리 원회에 보고 

3) 로젝트 주기

[그림 13] 로젝트 체 주기 개요

 

가) 기 신청 

(1) 1부- 컨셉노트(부록 A) 작성  제출

(가) 1단계: 로젝트 지지자(PP)는 컨셉노트 작성

(나) 2단계: 컨셉노트를 련 포럼에 제출, 공동 후원자 확보(최소 2개 기 )

(다) 3단계: 련 포럼은 APEC 기  기  검토

- 련 포라는 APEC 기  기 에 따라 모든 컨셉노트를 평가, 동의  우

선순 화 함

- 개별 컨셉노트에 한 간략한 로젝트 설명과 이의 지지 타당성을  로

그램 책임자에게 제공 

(라) 4단계: PP는 동의된 컨셉노트를 사무국에 제출

- 우선순 가 매겨진 컨셉노트를 사무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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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모든 컨셉노트의 합성 검

(1) 2부- 컨셉노트 우선순  평가 

(가) 5단계: 원회와 SFOM은 분야별 컨셉 노트 분류, 우선순 화 함

- 컨셉노트 분류, 우선순  정보를 련 원회 는 SFOM에 제출

- 원회 구성원 각각은 개별 컨셉노트의 우선순 를 결정하고 모든 제안서에 

순 를 매김

(나) 6단계: 기   하  기 에 따라 원회와 SFOM 순  결합

- 구성원의 투표값을 평균 내고, 기 별로 컨셉노트 분류

(다) 6a 단계: 주요의사결정자는 순  내에서 컨셉노트 우선순 화 함

- 특별 순  역 내에서 기 을 지원할 수 있는 컨셉노트가 더 존재 할 경우, 

사무국은 추가 우선순 화를 해 각 경제국의 주요의사결정자에게 SCE, 

CTI, EC의 우선순 를 회부

(라) 7 단계: 사무국은 기 에 어떤 컨셉노트 추천할지 결정

- 사무국은 원회 는 주요의사결정자 응답을 평균 내어 주요의사 결정자에게 

권고될 개별 기 을 한 컨셉노트 목록 작성

(마) 8 단계: 주요의사결정자는 원칙 으로 컨셉노트 승인

- 사무국은 주요의사결정자에게 자문 제공

- 주요의사결정자는 사무국의 권고를 검토, 컨셉 노트에 해 기 승인

(바) 9 단계: 사무국은 로젝트 지지자에게 제안 결과 통보

나) 로젝트 실행 

(1) 3부- 로젝트 제안서 품질 평가

(가) 10 단계: 체 로젝트 제안서 작성

(나) 11 단계: 해당 포럼에 체 로젝트 제안서 제출 

- 포럼은 품질 리체계(부록 D)를 사용하며 품질 평가 수행

- 최소 2개의 품질 리체계 필요(제안서 제출 경제국은 품질 평가를 제공할 

수 없음)

(다) 12 단계: PP는 품질 리체계 권고를 사무국에 제출

- 사무국의 로젝트 리단은 로젝트 제안서의 품질을 평가

(라) 13 단계: 산 리 원회는 로젝트 제안서 승인 는 거부

- 산 리 원회를 통해 $200,000 이하 APEC 기  로젝트 승인

- $200,000 과 로젝트에 해서는 고 리에 추천 



－ 102－

- 통과한 로젝트 지지자는 로젝트 감독자(PO)가 됨

(2) 4부- 실행

(가) 14 단계: PO는 사무국과의 의를 통해 로젝트 실행

- APEC 로젝트는 두 번의 APEC 회계년도 동안 실행

  ( : 2010년 3월에 승인된 로젝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실행)

- 기  지 은 로젝트 제안서에서 기술한 날짜까지 완료

- 특별한 경우, 로젝트 지  마감기한 연장 가능

 (나) 15 단계: PO는 사무국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최소 6개월 단 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로젝트 기간에 상 없이 매년 8월 1일과 2월 1일까지 제출

(3) 5부- 로젝트 완료

(가) 16 단계: PO는 사무국에 완료 보고서 제출 

- PO는 로젝트 완료 2개월 에 로젝트 완료 보고서 제출

4) 모니터링  완료보고서 불이행 

가) 불이익

(1) APEC 사무국에서 산 리 원회에 통보 

(가) PO는 새로운 컨셉노트 제출 는 제안서 승인 불가 

(나) 해당 포럼은 우선순 화 한 새로운 기획안 제출  체 제안서 승인 

불가

나) 불이익 면제 인정

(1) 사무국에서 상세 설명 보고서를 산 리 원회에 제공

(2) 사무국이 PO에서 불이익 내용 통보

(3) 1주내에 포럼 원장이 산 리 원회에 불이익 철회 요청

(4) 산 리 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승인 결정

5) 계약 

가) APEC 사무국과 계약자 간의 계약은 작업 개시 이 에 완료돼야 함

나) $5,000 이하 액 계약

(1) 특별한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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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001~$20,000 액

(1) 계약자 선택에 한 타당성 있는 사유 제공 필요

라) $20,001~$50,000 액

(1) 선호 계약자의 선택 정당화 보고서 제출

※ $50,000 이하의 비경쟁 입찰을 한 면제 승인 가능

마) $50,001 이상 액

(1) 제안 요청서(RFP) 제공 필요

(가) 제안 요청서는 모든 회원 경제국 간에 회람돼야 함, 공개 입찰을 해 

APEC 웹사이트에 게시

(나) 선호되는 계약자의 선택을 정당화하며 련 로그램 책임자가 보증한 

보고서 등을 사무국에 제공

바) APEC 비회원국의 입찰

(1) 회원 경제국의 검증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짐

다. APEC 로젝트 지침 설명회

1) 일시  장소

가) 2011.10.28. 11:00 ~ 12:00

나) 한국해양연구원 국제회의실

2) 목

가) 국내의 국제 력과제 수행 계자들에게 APEC 로젝트의 기  종류, 신청

방법, 로젝트 수행 차 등 가이드라인 제공

3) 참가자

가) 국제 력 련자 20여명

4) 발표 주요 내용

가) APEC 구성  체계도

나) APEC 로젝트 역할  권한

다) 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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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로젝트 주기

(1) 기  신청

(2) 로젝트 실행

(3) 모니터링  완료 보고서 불이행

마) 계약

 * 자세한 내용은 APEC 로젝트 지침서 참조

5) 결과

가) APEC 로젝트 신청 방법  평가 기  공유

나) 향후 APEC 로젝트 제안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 정

[그림 14] APEC 로젝트 지침 설명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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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WPAP 응

가. 개요

1) 기능  목

가) UN환경 로그램(UNEP)에서 실시하는 지역해 로그램의 일부

나) 북서태평양지역 국가간 해양  연안환경의 보 , 리, 개발에 한 지역

차원의 력강화

2) 구조

가) 정부간 회의 매년 개최, 이를 통해 NOWPAP 활동 논의

나) 각 회원국들이 4개의 지역활동센터(RACs) 유치

(1) 해양오염방제(MERRAC, 한국 )

(2) 데이터  정보네트워크(DINRAC, 국 베이징)

(3) 오염모니터링(POMRAC,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4) 특별모니터링  연안환경평가(CEARAC, 일본 토야마)

다) 지역사무국(RCU) 조정 하에 RAC들이 각각 부여받은 활동 수행, 각 RAC 

별로 매년 Focal Point 회의  문가회의 개최

3) 각 지역활동센터

가) 해양오염방제 지역활동센터(Marine Environment Energy Preparedness and 

Response, MERRAC)

(1) UNEP과 IMO의 공동 노력으로 효과 인 지역 력 조치 개발  해양오염 

사고에 응함

(2) NOWPAP 회원국들은 NOWPAP 지역 방제 계획을 2005년에 채택하 으며 

MERRAC은 RCP의 이행에 책임을 짐

나) 데이터 정보 네트워크 지역활동센터(Data &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 DINRAC)

(1) 지역차원의 데이터와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지역 력과 NOWPAP 

지역 차원에서 해양과 연안환경 정보의 교환을 증진시킴

다) 오염 모니터링 지역활동센터(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er, 

POMRAC)

(1) 해안  연안 모니터링과 련된 조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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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로부터의 오염물질과 하천 유입 오염물질에 한 연구 수행

라) 특수 모니터링 연안 환경 평가 지역활동센터(Special Monitoring & Costal 

Environment Assessments Regional Activity Center, CEARAC)

(1) 규모 유해 조류 번식 모니터  평가

(2) 원격조정을 이용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툴 개발  

나. NOWPAP 제16차 정부간회의 참석

1) 회의명: 북서태평양보 실천계획(NOWPAP) 제16차 정부간회의(IGM)

2) 일시  장소

가) 일시 : 2011.12.20(화) ~ 22(목)

나) 장소 : 국 베이징

3) 참가자

가) 국내: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 련 해양환경 문가

나) 국외: 일본, 국, 러시아 등 NOWPAP 련 해양환경 문가  

4) 목

가) NOWPAP 장기 략  운 개선 방안 논의

나) 각 NOWPAP 사무국(RAC) 활동 결과 보고

5) 주요 의제

가) NOWPAP 2011-2015년 장기 략

나) 사무국(RCU) 임사항(TOR) 수정 

다) 신탁기  500,000 USD 증액 방안

라) 자원동원 략  인식 증진 방안

6) 주요 내용  결과

가) NOWPAP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해 신탁기 (Trust Fund)을 연 500,000 

USD 수 으로 증액하기 해 논의하 으나, 국의 반 로 동 계획은 무산됨. 

다만, 러시아가 분담  USD125,000를 납부하여 체 신탁기  증액에 다소간 

진 이 있었음.

        * 기여  증액 황 : (이 ) 315,000 USD → (이후) 390,000 USD

나) 2012~2013년도 NOWPAP 사업 산은 USD796,000로 결정 



－ 107－

다) 우리측은 NOWPAP 재정 효율화 방안(Emergency Plan : Possible measures 

addressing future situation of NOWPAP)을 발표. 이의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정부간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

라) UNEP의 해양  연안 략을 바탕으로 NOWPAP 지역에 이행해야 할 

기 략계획(2012-2017)에 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번 정부간회의 종료 한 

달 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수정안을 회원국들에 회람하여 최종 검토  

승인 후 기 략계획을 채택하기로 합의

        * 기 략계획 분야 : 해양환경 상태 정기평가 / 오염 방과 감 / 생물다양성 

보존 / 기후변화 / 정보 리 / 인식 향상 / 지역 력 / 행정, 재정, 운  지원 

각 분야별 목표 개발

마) 부산-토야마 사무국 인력 환은 1년을 연장하여 2013년까지 상태로 유지, 

회기간 한-일 양국이 동 문제에 해 논의키로 결정

바) 사무국(RCU)의 임사항 수정을 통해, 각 지역활동센터(RAC) 지원  사업

조정 역할을 강화키로 합의

[그림 15] NOWPAP 제 15 차 정부간 회의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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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APEC 응 국가 발  략

1. APEC의 요성

가. 우리나라 수출시장 확  도모

1)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 력체로서 무역․

투자의 최  트

가) 우리나라 총 수출의 68%, 총 수입의 66% 차지

2)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자유화 진, 제도의 선진화  새로운 시장 

확 에 기여

3) APEC 지역내 안정 인 시장확보를 한 기반 활용

가) 다자간 무역체제의 불안정성, EU  NAFTA 등 지역주의 추세에 따른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비

나)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계를 더욱 확 시키며 경제  정치  계 강화

다) 교역 규모 확 에 통상마찰을 지역  차원에서 처하며, APEC 차원의 화와 

조정 추진

나. 정상외교의 활용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1) 미국, 일본, 러시아, 국 등 주변 4개국과의 계 강화

2) 4개국  여타 회원국과 유기 인 조 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역내 견

국가로서의 상 제고  한국의 발언권 강화

3) 공식 인 정상회의 뿐 아니라 다양한 양자, 3자 의 등이 열리므로 

국가간 요 안을 논의하고 우호  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 제공

다. APEC 향력 확

1) 미국, 국, 일본 등의 주요 교역국과의 력을 APEC을 통해 확

2) 경제 력 뿐 아니라 정치  주제로 의제 확

가) 당  경제 력을 다룬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지만 정상회의에서 정치 인 주제들도 

차 다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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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11 사태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APEC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인 력도 추구하는 기구로 발 할 가능성 있음

2. APEC의 문제

가.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는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인해 빨리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등 다자무역 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의 

역내 자유무역 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1) 국은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 해 인 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들을 상으로 FTA 극 추진(2011년 11월 재, 20건의 FTA 체결, 6건 

상 )  

2) 일본은 아태지역과 아태지역이외의 주요 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경제

연계 력(포  FTA, EPA) 추진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 력(TPP)에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기로 

하 으며, 미국이 TPP 상 진 에 나서고 있음

4) 2007년부터 APEC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논의가 

정상회의 차원에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각국의 이해

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임4)

나. 자발 인 참여를 제로 하고 있으나 회원국간의 동질성이 결여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 개도국과의 선진국간의 입장차이 상존

1) 개도국들은 자유화의 추진이 선진국의 이익에 부합될 뿐 개도국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다는 이유로 자유화에 소극 인 태도를 보이고, 자유화

보다는 경제기술 력의 필요성을 주장함

4) FTAAP의 경제  효과  한국에의 향, 김상겸, 박인원, 박순찬, 2009, 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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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C과 해양분야에서 력

가. APEC 본질과 해양 력

1) APEC의 궁극  목표  지향

가) APEC은 역내 회원국 간의 경제 , 사회 , 문화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무역․투자 장애를 제거하는 일 등을 추진하여 역내 지속  경제성장에 기여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 를 마련

나) APEC의 향력이 커지면서 경제분야 뿐 아니라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력이 

강화되고 있음

2) APEC 력에서의 해양분야 력의 한계

가) APEC의 목표에 따라 경제기술 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기술

력 원회(SCE)도 각 실무그룹의 활동을 경제와 연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음

나) 농업기술, 에 지, 산업과학기술, 소기업, 정보통신, 교통,  등의 실무그룹은 

경제와 연계시킬 아이템 발굴이 쉬운 반면, 해양분야는 이의 발굴이 쉽지 않음

다) 무역(년 1회), 소기업(년 1회), 재무(년1회)장 회의와 에 지, 정보통신, 교통

(1회/2~3년) 등의 장 회의는 정례화되어 있어 이의 결과가 주기 으로 정상

회의에 반 되는 반면, 해양장 회의는 2002년도 1회 개최된 이후 2011년까지 

단 3차례 개최되었으며, 정례화되어 있지 않아 해양이슈가 합동각료회의나 

정상회의에 의제로 논의되기가 매우 어려움

3) 우리나라 응의 미흡

가) 실무그룹  해양장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개선 정책  활동, 

AMETEC 등 APEC 지역 해양환경 능력 배양, PEMSEA, COBSEA와의 력

활동 등을 홍보함으로써, APEC 지역에서의 선도  역할을 강조하 음

나) 다만, APEC 정상회담선언문과 SOM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분야와의 연계성 

강화 등 APEC 추진 방향과 연계한 로젝트 개발이 매우 미흡함

다) 국의 경우, 2010년도에 생물다양성 연구훈련센터 설립 뿐 아니라 경제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신규 로젝트 개발  실행으로 실무그룹의 향력을 확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다) 한 APEC 로젝트 수행 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로

젝트는 매우 미흡한 편이며, 이는 해양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수 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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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   개선 략

1) 해양장 회의 응에서의 개선

가) 해양장 회의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 보다는 각 나라의 노력을 

홍보하고 력 증진의 필요성을 언 하는데 주안 을 두고 있음

나) 라카스 선언문은 2012년까지 각 국가의 해양정책 실행에 기 표로 작용할 

것임

다) 식량확보를 한 해양의 요성이  더 부각되는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한 해양환경 보존  리, 기후변화 향에 한 

이해 증진 등의 이행을 한 보다 효과 인 정책의 개발과 실행, 그리고 지역

해별 력에서 우리나라 선도 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한 많은 개도국들이 지역별 력을 한 지식과 정보 공유, 기술  력을 

언 하는 바, 기존의 개도국 상 능력배양 로그램에 한 효율 인 실행 

 확 , 그리고 더 많은 경제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에 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2) 해양수산실무그룹에서의 해양환경 련 활동 강화

가) 수산실무그룹과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이 해양수산실무그룹으로 통합되었음

나) 새로운 실무그룹의 임사항에 따르면, 수산 역과 해양자원보존 역 활동을 

균형있게 다룬다고 하 으나, APEC 지역의 많은 개도국들이 해양환경보존 

보다는 수산․양식 개발과 이의 무역화에 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해양

자원보존활동이 축될 우려가 많음

  * 수산실무그룹과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의 참여인원과 직 를 보면 수산실무

그룹은 정부에서,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은 주로 해양 련 기 에서 참여한 

경우가 많아, 각 그룹의 결과를 반 하는데 수산 역이 정책반 에 더 극

일 수 있음 

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과 해양자원보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달라 

이의 력과 효율 인 업무분담이 무엇보다 시 한 사항임

5) 2011년에 통과된 APEC 로젝트 컨셉노트는 우리나라에서 1~2개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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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와 같은 교차이슈의 경우에는 수산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반 인 

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에서 두 실무그룹의 통합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마) 따라서 수산양식과 해양환경 각 고유 역은 각 부처의 책임하에 추진하되, 

교차이슈의 경우에는 두 부처와 각 련 기 간의 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이로움 

바) APEC 기  신청시에도 APEC 우선순 에 따라 로젝트 선정이 달라 질 

수 있으며, 특히 교차이슈를 강조하고 있는 을 감안하여 이를 최 한 활용

하는 략을 추구해야 할 것임 

3) APEC 우선순 와 라카스 선언문, 그리고 해양수산실무그룹과의 연계 

강화

가) 2011년 APEC 우선순 는 식량확보와 녹색성장으로서 경제분야와 결합할 여지는 

많으나, 식량확보면에서는 수산업  양식이, 녹색성장에서는 에 지 생산을 

한 녹색산업에 치 하는 면이 강해 해양환경을 다룰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음

나) 제 3차 해양장 회의의 결과 라카스 선언문이 도출되었으나, 식량확보라는 

주제하에 오히려 수산․양식이 부각되어 해양환경보존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

으로 략할 가능성이 높음

다) 따라서 APEC 우선순 , SCE 우선순 , 라카스 선언문, 해양수산실무그룹간의 

우선순  연계가 필수 임

(1) 2011년 APEC 우선순 : 식량확보와 녹색성장

(2) SCE 장기 우선순 : 지역  경제통합, 지구화에서의 사회  측면 다룸,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확보, 인류 안보, 구조  개

(3) 라카스 선언문의 주제: 식량확보를 한 건강한 해양과 수산업 리

(가) 주요 의제: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보호,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향,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  투자 진흥, 식량확보에서 해양의 

역할 

(4) 해양수산실무그룹 우선순

(가) MPA, 수산자원  양식을 한 리 략

(나) 외래침입종 도입

(다) 해양  수산자원, 산호  보존에 한 능력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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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괴 인 어업 행에 처하기 한 략

(마) 해양쓰 기

(바) 양식

(사) 정보교류  동의 메커니즘

(5) 해양수산실무그룹에서의 해양자원보존부분의 우선순

(가) APEC 정책 논의에서 식량확보에서의 해양생태게  자원 역할에 한 

이해 증진

(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와 산업 취약성에 한 이해  응 략개발 

지원을 한 역량 개발  모범사례 공유

(다) 해양생태계 서비스에 한 이해 증진, 주요 리 도구의 가치와 효율  

활용에 한 역량 개발

라) 경제분야와의 연계성 강화

(1) APEC 정상회담선언문과 SOM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분야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APEC 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

5) APEC 지역 해양환경 련 능력배양 우리나라 기여도 향상

가) AMETEC 지원 강화

(1) 10여년이 넘게 꾸 히 AMETEC을 운 한 결과, APEC MRCWG  해양

환경과 련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많은 APEC 지역 과학자 혹은 정부

계자가 본 교육훈련으로 맺어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해양환경 주제와 련된 회의에서 우리나라와의 공감 를 쉽게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력 추진에서도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음

(3) 한 AMETEC 교육훈련을 받은 과학자들이 본 훈련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학 과정이나 연구논문을 생산하기 해 훈련 주제와 련한 

공동연구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4) 그동안은 1-2주간의 단기간 교육훈련에 치 해 왔다면, 6개월-1년 이상의 

장기간 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로그램을 확 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기구와의 력 강화

(1) APEC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력은 양자간의 

력보다는 NOWPAP, PEMSEA, COBSEA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임

(2) 따라서 새로운 트 십을 구상하기보다는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한 력을 

보다 활성화하거나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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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해양선언문(국문, 영문)

2. 발리행동계획(국문, 영문)

3. 파라카스선언문(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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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양선언문(영문)

Seoul Oceans Declaration
 

We, the APEC Ocean-related Ministers, representing 21 economies bordering the 
world’s largest ocean;
          
I.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oceans for food securit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within the APEC region;
 
II.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PEC region in achiev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 since APEC economies constitute over 
75% of the world’s capture fisheries and over 90% of world aquaculture 
production, and that they consume 70% of the world’s global fish products;

 
III. Acknowledging the current efforts of APEC econom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ocean-related issues, and to make use of shared experiences, lessons learned 
and a range of management tools;

 
IV. Determined to add further momentum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ogor 

Declaration, the Osaka Action Agenda, the 1997 Action Plan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1998 Hawaii Declaration at the 
APEC Oceans Conference,  the 2001 Montreal Declaration, and 2001 leaders 
declaration on counter-terrorism; 

 
 V. Welcoming the adopt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oting the launch of 

new negotiations and committed to supporting its successful conclusion;
 
 VI. Aware of the need for leadership and improved reg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responsible care of the oceans; 
 
 VII. Understanding the value of an ecosystem-based approach to coastal and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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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such an approach in an 
integrated and cross-sectoral manner; 

 
 VIII. Recogniz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to APEC 

economies of improved forecasts derived from oceans and atmospheric 
observations;

 
 IX. Recognizing the value and guidance provided by existing measures, frameworks 

and programs, and of ongoing international efforts that may assist regional and 
domestic efforts to address sustainable oceans management;

 
 X. Mindful of the need to ensure that efforts of member economies ar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XI. Noting the importance of engaging relevant sectoral and stakeholder interests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including NGOs and the private sector; and
  
 XII. Recalling the APEC Leaders’ commitment in Shanghai in 2001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serting 
the value that APEC can contribute from a regional perspective to the oceans 
theme at the Summit in August 2002;

 
resolve to… 
Domestic Action
 
1. Develop and promote, in an integrated manner, better coastal and oceans 

management using an ecosystem-based approach, including for sub-regional seas, 
river basins and watersheds adjacent to coastal areas;

 
2. Improve and strengthen market-based instruments, regulations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3. Develop and promot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the use of 

a range of tools for sustainable management,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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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member economies’ jurisdictio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ceans and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policy and frameworks;

 
4. Facilitate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maritime safety, marine pollution, compensation and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from ships, and the use of harmful anti-fouling paints;

 
5. Contribute to further international effort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Domestic and Regional Action
 
6. Improv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important and critical 

coastal and marine habitats and related ecosystems;
 
7. Facilitate,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effective regional implementation of 

global fisheries instruments in achieving responsible fisheries and sustainable 
aquaculture;

 
8. Eliminate IUU fishing activities from the APEC region;
 
9. Support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research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that 

will strengthen our knowledge and improve decision-making, and to advance the 
scientific basis for incorporating ecosystem considerations toward, interalia, developing 
as hared under standing of the concept sand practice underpinning the eco 
system-based approach to management;

 
10. Accelerate effort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introduced marine pests, destructive 

fishing practices, and sea-based and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11. Increase efforts to sustainably manage tourism activities that affect or potentially 

affect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s; 
 
12. Take further steps to involve all relevant stake holde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NGOs and academia as partners in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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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Action
 
13. Strengthen cooperation for building capacity,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tise, 

including for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esponsible fisheries and sustainable 
aquaculture, and coastal and marine management in an integrated manner;

 
14. Strengthen cooperation to promote responsible trade in fishery products through, 

interalia,APEC’sTILFinitiatives;
 
15. Encourage capacity building for food safety through such measures as the 

development of equivalent standards for capture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and on the use of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16. Promote improved regional science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to develop and 

facilitate ocean observing, assessment and forecasting systems, rapid response 
mechanisms for extreme weather and climate events;

 
17. Cooperate with economies and relevant regional institutions to develop marine 

scientific research capacity with respect to a range of issues including bio-prospecting 
and non-living marine resources; 

 
18.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proposed and existing policies and regional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initiatives and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AMETEC b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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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Response
 
19. Continue to improve th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APEC fora with 

marine-related activities, such as the Marine Resource Conservation, Fisheries, 
Transport, Tourism,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ergy working 
groups;

 
20. Instruct the Marine Resources Conservation Working Group, Fisheries Working 

Group and other relevant APEC fora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policy goals 
enshrined in this Declaration and to report on progress to APEC Senior 
Officials;  

 
21. Accelerate ocean outreach programs accommodating relevant stakeholders in 

APEC fora;
 
22. Welcome the kind offer by Indonesia to host a second AOMM.
 
APEC Contribution to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Follow up
 
23. Take into account this Declaration in their preparations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24. Build on the importance of the contribution APEC is making to food secur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which reflects APEC’s regional 
approach to the broad global agenda of the W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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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양선언문(국문)

서울해양선언문

(Seoul Oceans Declaration)

우리 21개 APEC 회원국 해양장 들은  

Ⅰ. 아․태지역에서 해양이 식량안보, 지속 인 경제개발, 사회와 환경에 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Ⅱ. 아․태지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 과 리가 요한 이유는 아․태지역이 

세계 어류포획량의 75% 이상, 양식수산생산고의 90% 이상,  세계 수산업 

생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유념하며;

Ⅲ. APEC 회원국이 해양과 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배우는 모범사례, 시행착오  일련의 리도구를 용하려는 

노력을 인정하며;

Ⅳ. ‘보고르 선언', ‘오사카 실천계획', ‘1997년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한 실

천계획', ‘1998년 APEC 하와이 해양회의 선언문', ‘2001년 몬트리올 선언문', 

‘2001년 반(反)테러리즘 정상선언문' 등을 실 하기 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다짐하며;

V. ‘도하 개발어젠다'의 채택과 새로운 상의 출범을 환 하는 동시에 이 개발

어젠다가 성공 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하며;

VI. 해양을 보 하기 해 APEC의 지도  역할과 역내의 조정,  조노력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VII. 연안과 해양 리를 해 생태계친화 인 근방법이 필요하며 통합된, 그리고 

련분야간 공동노력에 의해 실 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이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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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해양과 기 측으로부터 얻은 보다 정확한 보가 APEC 회원국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IX. 기존의 조치, 체제  로그램에 의하여 제공되는 가치와 지침,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리체제를 한 국가별, 지역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존의 

국제 인 노력의 가치와 지침을 인정하고;

X. 회원국들이 련 국제규범을 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유념하며;

XI. NGO나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련 분야의 이익과 련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의사결정과정에 반 되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XII. 2001년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서 결의한 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세계 

정상회의'의 성공을 해 노력할 것임을 상기하며, 올해 8월 세계정상회의의 

해양 련 주제에 APEC의 에서 나름 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내 행동계획(Domestic Action)

1. 연안역에 인 한 지역해(海), 하천유역을 포함하여, 연안과 해양 리를 생태계에 

기 한 근방식을 사용하여 통합된 방식으로 개발, 증진한다. 

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리를 해 시장경제수단, 련 법, 규정과 이행장치를 

개선, 강화한다.

3. 회원국 할권 하에 있는 해양보호구역(MPA), 환경 향평가, 해양  연안

통합 리정책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리를 한 일련의 정책 도구의 

사용을 련국제법에 입각하여 개발‧증진한다.

4. 해양안 , 해양오염, 선박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피해의 책임과 배상 문제, 유해 

방오도료(防汚塗料)의 사용과 련된 국제 규범의 채택과 이행을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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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발라스트수(水)와 침 물의 통제와 리를 한 국제 인 노력에 더욱 기여할 

것임을 다짐한다.

국내  지역차원의 행동계획(Domestic and Regional Action)

6. 요한 연안 지역  해양 서식지와 기타 생태계의 보 과 지속가능한 리

체제를 개선한다.

7. 책임있는 수산업과 지속가능한 양식수산업을 달성하기 하여 정보 교류를 

통하여,  세계 인 수산업규범을 지역차원에서 효과 으로 이행할 것을 진한다. 

8. APEC역내에서 ‘불법, 비보고 어업행 (IUU)'를 근 한다.

9. 지식을 보강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산업과 양식수산업에 

있어서의 과학 인 연구의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리에 있어 생태계 근

방법을 강조하는 개념과 행에 한 공감 를 증진하도록 생태계 차원의 

고려를 포함하기 한 과학 인 기반을 확충한다.

10. 해양 외래 유해종, 괴  조업행 , 해상  육상기인 오염원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가속화한다.

11. 해양  연안 환경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지속가능

하도록 리하기 한 노력을 강화한다.

12.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 민간분야, NGO, 학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트 로 참여시키기 한 방안을 강구한다

지역차원의 행동계획(Regional Action)

13. 해양과학기술, 책임있는 수산업과 지속가능한 양식수산업, 통합 인 연안과 

해양 리를 포함한 능력배양, 정보와 문성 공유를 한 역내 력을 강화한다.

14. 특히 APEC '무역투자자유화  원활화(TILF)'와 같은 이니셔티 를 통하여 

수산제품의 책임 있는 교역을 증진하기 해 역내 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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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포획어업, 양식수산제품에 상응하는 기 개발 등의 조치  ‘ 해요소분석 

 험 리(HACCP)'의 사용 등을 통하여 식품안 성향상을 한 능력배양을 

장려한다.

16. 해양 측, 평가  보시스템, 기상이변에 한 신속한 응체제를 개발․

진하기 하여 역내 과학 력  조정노력을 강화한다.

17. 해양생물다양성탐사(bio-prospecting)와 해양무생물 자원 등 일련의 안에 한 

해양과학 연구능력을 개발하기 하여 APEC 회원국간 그리고 역내 련

기구와 력한다.

18. 기존의 정책  재 제안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역내 연구, 교육, 훈련을 

한 이니셔티 의 개발을 장려하며, 한국측의 ‘APEC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

(AMETEC)'의 설립 제안을 환 한다.

APEC 응방안(APEC Response)

19. 해양자원보  실무그룹, 수산업 실무그룹, 교통 실무그룹,  실무그룹,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그리고 에 지 실무그룹 등 APEC 산하 해양 련 

포럼 간 조, 조정체제를 강화한다.

20. 해양자원보  실무그룹, 수산업 실무그룹  APEC 산하 기타 련 포럼들이 

이 해양선언문에 담긴 정책목표를 개발, 이행하고 APEC 고 회의에 그 진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21. 련당사자들이 APEC내 포럼에 참여를 확 할 수 있도록 해양민간참여확

로그램(ocean outreach program)을 진한다.

22. 제 2차 해양장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의 제의를 환 한다. 

APEC의 WSSD 기여  후속조치(APEC Contribution to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Follow up)

23. 이 선언문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세계 정상회의'의 비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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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PEC이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경감에 기여하는 요성에 기 하여 

추진해 나가되, APEC 지역 차원에서의 근방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세계 정상회의'의  지구  차원의 의제에 반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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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행동계획(영문)

2005 APEC Ocean-Related Ministerial Meeting

Joint Ministerial Statement
The 2nd APEC Ocean-Related Ministerial Meeting (AOMM2)
Bali, 16-17 September 2005

BALI PLAN OF ACTION 

Towards Healthy Oceans and Coasts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Community 

Recognizing that healthy oceans and coasts are particularly crucial for food 
security, poverty alleviation and sustainable and equitable economic growth as well as 
environmental and resource sustain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Mindful of the need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responsible fishing and aquaculture practices, including improved 
management, enforcement and monitoring, the use of best available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need for capacity-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Noting the findings of the 2005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Report, that since the 1950s there has been a 
consistent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marine fish stocks classified as overexploited 
or depleted, underscoring the urgent need for action;

Mindful of the need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oceans 
and seas, and to better integrate our oceans management activities to promote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of the need to accelerate 
ocean outreach programs engaging relevant stakeholders in APEC f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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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ing the instructions of the APEC Economic Leaders,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Seoul Oceans Declaration (SOD), and responsibilities under oceans 
and fisheries instrument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UNFSA), the FAO 
Compliance Agreemen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and commitments in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internationally-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commitments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Taking into account APEC's basic principles inter-alia, of cooperation, voluntary 
participation, mutual respect, flexibility and open regionalism;

We, the APEC Ocean-related Ministers, reaffirm our commitment to progress the 
2002 Seoul Oceans Declaration by taking,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and 
capabilities, substantial and concrete steps to balance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with economic growth.

We, therefore, are determined to work domestically,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near to mid-term (2006~2009), towards: 

Ⅰ. ensur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its resources; 

Ⅱ. providing for sustainable economic benefits from the oceans; and, 

Ⅲ. enabl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astal communities.

We commit to reporting regularly on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actions, domestically and within APEC, and to strengthen the exchange of views and 
information with other related APEC fora and related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view of identifying overlaps and joi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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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sur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its resources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a) understand oceans, seas and coasts; b)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sustainably; and, c) manage living resources 
sustainably.

I.a. Understanding oceans, seas and coasts

A clear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oceans, seas and coasts will 
enable APEC member economies to accurately assess their potential and to manage 
them appropriately. To these ends, we are determined to carry out the following 
concrete actions:

Oceans Observations and Data Collectio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functions of the oceans, seas and coasts 
and resources requires capacity and cooperation to collect and shar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informed decision-making.

i. Build the capacity of APEC economies to conform to the FAO Strategy for 
Fisheries Status and Trends Report, and increase the number of APEC economies 
providing comprehensive data on fisheries to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including reporting on the impacts of fishing; 

ii. Strengthen regional research and data-sharing partnerships for Pacific and Indian 
Ocean in-situ observations to enhance global observations in the oceans and 
coasts;

iii. Encourage the relevant APEC economies to participate in the 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 and carry out the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SS) implementation plan;

iv. Increase technical cooperation,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o enable relevant 
APEC members to implement the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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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mote more active implementation of open, free and unrestricted, and at or near 
real-time sharing of relevant observational data for predictions, forecasts, watches 
and warning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vi. Further develop the Ocean Models and Information Systems for APEC Region 
(OMISAR) as part of a regional contribution to GEOSS;

vii. Promote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effects of climatic 
changes, including changes in sea levels and potential impact in the region;

viii. Exchange research and information on ecosystems to ensur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ix. Exchange research and information on those marine invasive species posing a risk 
to biosecur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Understanding the value of the marine sect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hort-term and long-term market and non-market value 
of the marine sector would better enable stakeholders and decision makers to achieve 
sustainable, integrated marine management. 

x. Study the market and non-market value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indus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by undertaking research,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marine activities.

I.b. Managing the marine environment sustainably

Sustainable management of activities in the marine environment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should be aimed at improving the condition and productivity of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We commit, where appropriate, to undertake the 
following actions:

Ecosystem-bas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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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of the environment is achieved through a holistic approach, 
whereby ecosystems are identified and managed as units with a range of 
interdependent components. There is a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se systems and 
manage the impact of human activities on them.

i. Develop an agreed set of factors to be applied in defining marine ecosystem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stablish a key set of variables to monitor and to 
assess changes in these ecosystems; 

ii. Initiate the identification of ecologically and biologically significant areas and 
apply, as appropriate, area-based measures, such as marine protected area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nd based on best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to manage and conserve these areas; 

iii. Increase sharing of best practices on the roles and function of the business and 
private sectors and communities in the sustainability of marine environment, and 
promote their involvement;

iv. Improve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the impacts of human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practices and aquaculture, on environmental health and 
productivity;

Marine Pollution

Pollution in a variety of forms (i.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presents a 
direct threat to the health and productivity of the oceans, seas and coasts and 
requires specific action to avoid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v. Encourage relevant APEC economies to reduce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both domestically and regionally, by implementing the UNEP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GPA), and supporting its advancement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2nd Intergovernmental Review of the GPA in Chin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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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Study, in cooperation with UNEP GPA, the economic drivers that contribute to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vii. Support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sea-based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oil spills and discharges from 
vessels;

viii. Support efforts to address derelict fishing gear and derelict vessel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research already undertaken in the 
APEC context;

ix. Identify ways to: analyse ocean circulation, wind and drift patter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as of accumulation and likely impacts;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harmful effects and costs of marine debris; improve 
understanding of impediments to proper disposal and recovery; and determine 
focal points to compile and disseminate member economy expertise and 
information and create practical guidelines, in cooperation with FAO and other 
relevant bodies;

Marine Invasive Species

Marine invasive species pose a threat to the region's marine species, ecosystems, 
and economy. There is a need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limit introductions of 
marine invasive species and to further develop frameworks to manage incursions.

x. Continue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Regional Management Framework for 
APEC Economies for Use in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Introduced Marine 
Pests, specifically in the support of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and capacity 
building;

xi. Promote early ratification or adherence, as it is appropriate for the economy, to 
the IMO Ballast Water Convention and prepare for the requirements of the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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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st Water Convention, including through investigation of a coordinated 
regional approach to marine invasive species in the Pacific Basin, with the 
involvement of IMO, FAO, APEC, 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SPREP), Permanent Commission of the South Pacific (CPP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xii. Reduce introductions of marine invasive species through all vectors, by increased 
training of officials to prevent and manage marine invasive species and to 
implement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and cooperation to 
establish scientific networks and information exchange;

xiii. Increase the communication among APEC fora relevant to addressing marine 
invasive species; 

Coral Reefs and Other Vulnerable Areas
Because marine and coastal features, including shallow and deep water coral 

reefs, mangroves, seagrass beds, wetlands and seamounts, serve particularly valuable 
roles in the maintenance of marine productivity and biodiversity, sustaining coastal 
integrity, and are important in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coastal 
communities, special effort is required to maintain these systems.

xiv. Improve the conservation of vulnerable areas by: managing activities having a 
destructive impact on these areas and associated species, based on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increasing monitoring and research; and 
enhancing local management, as appropriate, to maintain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xv. In particular, support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 (ICRI), and 
International Coral Reef Action Network (ICRAN) and other domestic and 
regional initiatives to ensure coral reef conservation, including by decreasing 
marine debris and addressing destructive practices such as reef bombing and 
cyanide fishing; 

xvi. Improve, through education and outreach efforts, public understand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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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corals, sea grass beds and mangrove areas to the overall marine 
ecosystem and to sustaining economic benefits; and, how to avoid degradation;

xvii. Encourage member economies to develop their own sustainable coastal policies 
an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lans, to accommodate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ose vulnerable areas;

xviii. Support international and regional efforts on the protection of wetlands and the 
promotion of wetland awareness.

I.c. Managing living resources sustainably

Managing resources sustainably i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process towards 
achieving a healthy and productive marine environment. Accordingly, we commit, 
where appropriate, to undertake the following actions:

International Fisheries Governance

The shared nature of the oceans and their resources has resulted in a variety of 
multilateral instruments (i.e. regimes, institutions and norms) that represent the 
fundamental standards and means for cooperatively and sustainably managing fisheries 
resources. It is important that such instruments are supported.

i. Increase the number of APEC economies that ratify, or adhere to, UNCLOS, 
UNFSA, FAO Compliance Agreement, and effectively implement provisions 
domestically and in RFMOs in which they are a member;

ii. Increase the number of APEC economies that are a party to, or a cooperating 
non-member of, all relevant RFMOs, and cooperate in establishing new RFMOs, 
where gaps exist;

iii. Increase the number of APEC economies that implement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Strategy for Status and Trends, and 
International Plans of Action on Seabirds, Sharks, Fishing Capacity, an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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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isheries and Aquaculture Management

Fisheries resources contribute not only to food security and local livelihoods but 
they support widespread commercial activity and are a key economic driver of the 
region. Dedicated efforts to ensur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se resources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iv. Engage in fisheries management reform, where appropriate, including through 
RFMO reform, by advocating the application of an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management, improving decision-making processes to reflect a 
precautionary approach, ensuring capacity does not exceed long-term resource 
sustainability, enhancing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programs, 
and establishing adequate sanctions to achieve deterrence;

v.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IUU fishing including by pursuing the use of at-sea, 
port-state and trade-relate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key 
compliance tools, through APEC capacity building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and strengthen efforts to collaborate through MCS regimes and the MCS Network;

vi. Identify mechanisms to better manage fishing capacity, such as through projects 
that facilitate the sharing of APEC economy experiences in fishing capacity 
reduction and adjustment, to help ensure a balance between such capacity and 
long-term resource sustainability;

vii. Investigate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data collected by GEOSS to achieving 
sustainable fisheries;

viii. Support capacity building and market-based conservation tools for live reef fish, 
including codes of conduct for sustainable trade in reef food and ornamental 
fish and measures, as appropriate, for eco-labelling of reef fish;

ix. Assist APEC economies with implementing measures to reduce bycatch resulting 
in unintentional mortality. These include potential projects on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o reduce bycatch and mortality of species incid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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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ght, including marine turtles, in fisheries operations, by demonstrating the 
benefits of mitigating technology;

x. Develop programs to help developing economies contribute to marine turtle 
conservation　based on FAO Guidelines to Reduce Sea Turtle Mortality in Fishing 
Operations as well as to help implement, as appropriate, the Indian Ocean and 
South-east Asia (IOSEA) Turt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Marine Turtles; 

xi. Develop the capacity of APEC economies to implement domestic plans of action 
for shark conservation and management;

xii.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action between climate and fishe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xiii. Improve the protection of critical sites for the replenishment of fisheries, such as 
spawning and aggregation sites;

xiv. Develop an APEC strategy on sustainable aquaculture;

xv. Support efforts by APEC economies to cooperate with FAO to improve 
knowledge of deep sea fisheries species.

II Providing for Sustained Economic Benefits from Oceans

It is crucial that APEC member economies develop effective and practical steps 
to realize the full economic potential of the ocean resources of the region by striving 
to achieve the APEC goal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aking account of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is needed at all 
stages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hain. Hence, we commit to the following 
actions:

Maximize Value from Use, Production and Har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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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sustainability depends not only on management for resource 
sustainability, but that economic value added for economies from the use of such 
resources is fully enabled. 

i. Undertake further work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impacts of 
aquaculture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o secure consumer confidence in 
aquaculture products, an emerging issue both domestically and regionally, and to 
facilitate aquaculture's sustainable contribution to coastal communities, wild stocks 
and food security;

ii. Launch the Aquaculture Network of the Americas (ANA) and implement its 
proposed Action Plan, in cooperation with the FAO;

iii. Improve production and post-harvest practices by harmonizing standards to ensure 
healthy and safe seafood products;

iv. Improve traceability of fish and fish products;

v. Reduce and eliminate corruption that undermines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and fair trade in fisheries products;

vi. Promote the use of voluntary initiatives such as certification schem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FAO eco-labelling standards, as a 
complement to mandatory measures;

vii. Minimise fisheries discards and wastage in order to maximise economic benefits 
from fisheries and aquaculture;

viii. Reduce and eliminate maritime crimes to ensure the maritime safety of fishing 
and navigation. 

Trade Facilitation and Market Access

Efforts to improve trade and access to markets of fish products are necessary to 
maximize sustained economic benefits from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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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Support the WTO/Doha negoti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market access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and fisheries subsidies;

x. Build the capacity of the fisheries sector of APEC economies as a matter of 
highest priority, to adapt to the results of WTO negotiations;

xi. Undertake stocktaking of existing commitments regarding fisheries and fish 
products in free trade agreements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related cooperation agreements to complement broader 
APEC Review efforts overall;

xii. Enable greater market access for the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mall-scale fisheries, and aquaculture; 

xiii.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void the use of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obstacles to trade for fish and fish products;

xiv. Ensure that health and safety standards and practices for fish and fish products 
are transparent, non-discriminatory and based on best scientific information.

III Enabl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astal Communities 

Healthy and productive oceans and coasts underpin the wellbeing of coastal 
communities, and are more resilient to human and natural impacts than degraded 
ecosystems. Cognizant of the human,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climate 
variability and natural disasters (in particular the 26 December, 2004 Indian Ocean 
Earthquakes and Tsunami), we recognize the need for swift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to rebuild sustainable coastal economies in affected reg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effects of future hazards and climate extremes on society, we 
underscore the need for all future coastal development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disaster risk management and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We, in a practical way, are determined to carry out the following 
specific measures:
Enabling Integrat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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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towards integrated coastal zone and watershed management to meet 
community needs while sustaining ocean health.

i. Develop outreach tools that would increase the awareness and engagement of 
coastal communities' in various functions such as monitoring and conservation of 
the coastal environment;

ii. Identify the various roles and functions of fishing communities, including the role 
of women, in conserving and restoring the marine environment;

iii. Encourage coastal communities t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rough 
beach-cleaning, tree-planting and maintenance of tidal and aquatic plant-beds;

iv. Promote best practices in integrated oceans and coastal management approaches; 

v. Advance regional capacity to address pressing marine resource use and coastal 
hazards issues by promoting a domestic and regional comprehensive approach that 
includes research, outreach and education through government, community and 
academic partnerships;

vi. Reduce the adverse impacts of tourism on marine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including by promoting sustainable marine ecotourism;

Hazard Mitigation

Increasing knowledge and the coordination of information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rediction of and preparation for hazards and climate extremes

vii. Increase coordination to fulfil responsibilities to implement the IOC's end-to-end 
tsunami warning system, including contingency planning;

viii. Sustain and expand as required multi-hazard capabilities for disaster reduction at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cluding the use by APEC 
economies of the forthcoming All-Hazards Forecast and Warning Compendium 
that is a product of the June 2005 APEC/US Workshop in Hawaii; 



－ 140－

Post-Natural Disaster Rehabilitation and Planning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swift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affected 
coastal communities and their economies, and build capacity to mitigate the impact 
of possible future events.

ix. Enhance the readiness of coastal communities for possible future tsunamis by 
increasing coordination with APEC Task Force 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other relevant APEC fora, and increasing the use of expertise of the International 
Tsunami Information Center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Group for the 
Tsunami Warning System in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System;

x. Re-establish income-generating activities of affected coastal communities, including 
re-establishing aquaculture and fishing effort, ensuring sustainability, and support 
coastal zone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xi. Investigate the use of an on-line database to allow APEC economies to update 
and view details of all tsunami-related projects, programs and activities;

xii. Develop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plans that anticipate and plan to 
mitigate the impact of hazards and climate extremes, allowing coastal 
communities to adapt and mitigate the affects.

(출처)
http://www.apec.org/apec/ministerial_statements/sectoral_ministerial/ocean-related/2005_oc
ean-related/bali_plan_of_a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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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행동계획(국문)

2005 APEC 해양장 회의

장  공동성명

제2차 APEC 해양장 회의 (AOMM2)

2005년 9월 16일 ~ 17일 발리

발리행동계획

아시아․태평양 사회의 지속 인 성장과 번 을 하여 건강한 해양과 연안에 

하여.

건강한 해양과 연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자원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식품안 , 빈곤완화, 지속 이고 합리 인 경제  성장에 결정 임을 

인지하며; 

능력배양  기술 이 의 필요성 뿐 아니라 향상된 리, 집행, 감시, 유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활용을 포함한 해양 자원의 보 과 지속가능한 리, 책임감 있는 

수산․양식 활동의 필요성을 유념;

1950년 부터 지나친 포획 혹은 고갈된 것으로 구분되는 해양 수산물이 지속

으로 증가, 긴 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식품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2005년 세계 어업  농업실태 보고서를 주목; 

바다 해양의 요성에 한  인지를 높이고, 해양 환경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하는 통합  해양 리에 한 필요성, 한 APEC 포럼의 

이해당사자가 여하는 해양교육 로그램의 진 필요성을 유념;

APEC의 경제 지도자의 지시, 서울해양선언(SOD: Seoul Oceans Declaration)의 

원리, UN해양법 약, UN공해어업 정, FAO이행 약, 생물다양성 약, 멸종 기

동식물국제 약, 책임감 있는 어업을 한 행 규범에 한 FAO 공약, 지속가능

발  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계획의 실행을 포함한 해양․어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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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책임을 인지하고, 니엄 성명에 포함된 사안, 국제해사기구, 세계무역기구, 

정부간해양학 원회(IOC), UN환경 로그램(UNEP)을 거친 공약을 포함한 국제

으로 의된 개발 목표의 인지; 한,

APEC의 기본 원칙 에서도 동, 자발  참여, 상호 존 , 유연성  열린 

지방분권주의를 고려하여

우리, APEC의 해양 련 장 들은 유용 가능한 자원  능력에 따라 해양 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리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실질 이고 구체 인 

단계를 밟음으로써 2002 서울해양선언의 진행을 한 노력을 재차 확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기 으로(2006-2009) 국내 , 지역 , 국제 으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Ⅰ. 해양 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리에 책임을 진다; 

Ⅱ. 해양으로부터의 지속가능한 경제  혜택을 얻도록 비한다; 한, 

Ⅲ. 연안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  한다.

우리는 상기 실행의 수행 진행사항을 정기 으로 국내  APEC 내부에 보고

하고 복  공동 로그램의 악을 해 다른 APEC 포럼  련된 지역  

국제기구와 의견  정보의 교환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I. 해양 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리 보장 

  당해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a) 바다, 해양  연안을 이해하고; b)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리하고; 한, c) 생물자원의 지속성을 리하여야 한다.

I.a. 바다, 해양  연안의 이해

바다, 해양  연안의 명확하고 포 인 이해는 APEC 회원국으로 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하게 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보다 명확한 행동을 실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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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측  데이터 취합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의사결정을 하여 이러한 바다, 해양, 연안  자원의 

본질과 기능에 한 보다 나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한 능력과 력은 필수 이다. 

i. 어업 향에 한 보고를 포함하여 어업 상태  추세 보고를 한 FAO 략에 

따라, 지역수산 리기구(RFMOs)에 포 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APEC 국가 

숫자를 늘리고, APEC 국가의 경제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ii. 해양․연안지역에서 지구  측을 강화하기 하여 태평양  인도양의 

실시간 측을 한 지역연구  데이터 공유 트 십을 강화하여야 한다;

iii. 련된 APEC 국가들이 지구 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

으로의 참여  지구 지구 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실행계획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iv. 련 APEC 회원국들이 지구 해양 측시스템(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술  력, 지원,  능력 배양을 증가시킨다;

v. 국내 법률과 국제  규약에 합치하는 열려있고, 자유로우며 제한되지 않은, 

측, 상  경고를 한 련 측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보다 극 인 실행을 장려한다;

vi. GEOSS로의 지역  기여의 일환으로 APEC 지역의 해양 모델  정보 시스템

(OMISAR: Ocean Models and Information Systems for APEC Region)을 

추가 개발한다;

vii. 해당 지역에서의 해수면의 변화  잠재  향을 포함한 기후 변화 향에 

한 정보의 수집  공유를 진한다;

viii. 보존  지속가능한 리를 하여 생태계에 한 연구  정보를 교환한다;

ix.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생물보안 험이 되는 외래침입종에 한 연구  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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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지역의 가치 이해 

해양 지역에 한 단기  장기 시장, 한 비시장  가치에 한 보다 낳은 

이해는 이해당사자  의사결정자가 지속 이고 통합 인 해양 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x.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활동에 한 연구수행, 의사소통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해양 환경․산업 시장  비시장  가치를 연구한다. 

I.b.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리는 해양과 연안생태계의 상태 

 생산성의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한 곳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기로 한다:

생태계 기반 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생태계가 상호의존 인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리되어 

지는 통합 인 근 방식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에 한 인간활동의 향을 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정의함에 있어 사 에 동의된 요소들이 

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를 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확립한다; 

ii. 생태학   생물학 으로 요한 지역을 악하고, 국제법률과 일 되고 

최고의 유용 가능한 과학 정보를 근거로 하여 해당 지역을 보존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해양보존지역(MPA)과 같은, 지역에 기반한 한 수단을 조치

하도록 한다; 

iii.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해 사업, 민간부문  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한 

모범사례의 공유를 확 하여 그들의 참여를 장려시킨다. ;

iv. 환경의 건강  생산성에 미치는 어업  양식업을 포함한 인간 활동의 향에 

한 이해  리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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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

다양한 형태( 를 들어 물리 , 화학 , 생물학 )의 오염은 바다, 해양  

연안의 건강  생산성에 직 인 요소가 됨에 따라 부정 인 향을 

피하거나 일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어 진다.

v. 육상기인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보 을 한 UNEP의 지구  로그램

(GPA)의 수행과 2006년 국에서의 GPA의 제2차 정부간 검토에 참가하여 이의 

발 을 지원함으로서, 국내  국제 으로 해양오염에서 육상기인오염원을 

이기 하여 련된 APEC 국가들을 독려한다;

vi. UNEP의 GPA와 력하여 육상기인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경제  동력을 

연구한다;

vii. 국제  의무와 일 되게 기름 유출  선박으로부터의 유출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해양환경의 해상기반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한 국제  

 지역  력을 지원한다;

viii. APEC하에서 이미 수행된 조사로부터 도출된 권고사항의 실행을 포함하여, 

버려진 어업 장비  선박 등에 한 처 노력을 지원한다;

ix. 다음의 항목을 수행하기 한 방법을 모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순환, 

바람  해류 방향의 패턴과 수렴 지역  상되는 향을 분석; 해로운 향 

 해양 잔해물의 해로운 향과 이의 비용에 한 이해를 향상; 한 페기 

 복구에 방해가 되는 사항의 이해를 향상; FAO  기타 련된 기구와의 

력을 통해 회원국의 문가  정보를 종합하고 보 할 수 있고 실용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요한 교섭 의 결정;

해양외래침입종

해양외래침입종은 해당 지역의 해양종, 생태계  경제에 을 래하고 있다. 

이에 해양외래침입종의 도입에 제한을 두는 한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이의 

침입을 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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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알려진 해양유해충의 통제  방지의 수행을 해, 특히 네트워크  역량배양 

구축을 지원함에 APEC 국가들의 지역 리 체계를 지속 으로 개발하고 

발 시킨다;

xi.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IMO선박평형수 약에 한 조기 비  는 엄수를 

독려하고, IMO, FAO, APEC, SPREP(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CPPS(Permanent Commission of the South Pacific)  기타 

련된 조직과의 연 로 태평양 지역의 해양 외래침입종에 한 잘 조직된 

지역  근 연구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약의 요구사항을 비한다; 

xii. 해양외래침입종의 방지  리와 국내, 지역  국제  요구  력을 

실행하기 한 리자들에 한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네트워크  정보의 

공유를 해서 력하는 등 다각 인 측면의 활동을 통해서 해양외래침입종의 

도입을 감소시킨다; 

xiii. 해양외래침입종 주제와 련된 APEC의 포럼 간에 의사소통을 증가시킨다; 

산호   기타 취약한 지역

얕고 깊은 물의 산호 , 맹그로 , 잘피면, 습지  해산 등을 포함하는 해양 

 연안의 특성들은 해양생물 생산성과 다양성을 지속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특별히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연안공동체의 사회경제   문화  

발달에 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xiv. 취약한 지역에 한 보존을 향상시키기 해서: 최고로 유용 가능한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련종에 해 괴 인 향력을 가지는 

활동을 리; 모니터링  연구의 확 ; 환경 , 경제  혜택을 유지하기 해 

하다면 지역  리를 강화;

xv. 특히, 해양쓰 기를 감소시키고 산호 폭   시안화물 낚시와 같은 괴 인 

활동을 거론하는 등의 산호  보존을 한 국제산호 이니셔티 (ICRI; the 

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 국제산호 활동연 (ICRAN: International 

Coral Reef Action Network), 기타 국내  지역 이니셔티 의 노력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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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교육과 인식 로그그램을 통해서 산호, 잘피면, 맹그로  지역에서 

반 인 해양 생태계의 요성, 경제  혜택의 지속 가능성  붕괴 회피의 

방법에 한 인 이해를 높여야 한다;

xvii. 취약한 지역의 보존  방어를 도모하기 하여 회원국들이 그들의 지속

가능한 연안 정책  통합 인 연안 리 계획을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xviii. 습지 의 보   습지 에 한 인식 장려에 한 국제   지역  노력을 

지원한다.

I.c.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리

지속가능한 자원 리는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해양 환경의 달성을 한 차의 

필수 인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곳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로 

한다:

국제 어업 리

해양  그 자원의 공유라는 본질 때문에 어업 자원의 리를 력 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한 기본 인 규범과 수단을 표명하는 다양한 다자간 기구( 를 

들어 제도, 기구  표 )들이 생겨났다. 이의 기구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요하다.

i. UNCLOS, UNFSA, FAO 이행 약을 비  는 엄수하는 APEC 회원국을 

증가시키고, RFMOs에서 한 국내 으로 해당 조항들을 효과 으로 실행하도록 

한다;

ii. 모든 련 RFMOs에 회원으로 참여하거나 는 비회원으로 력하는 APEC 

국가들을 늘리고 격차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RFMOs를 설립하는 것에 력한다;

iii. 책임있는 어업, 바다새, 상어, 어획능력에 한 황, 추세, 국제  행동계획을 

한 략, 불법, 미보고  규제되지 않은(IUU) 어획에 한 FAO 행 강령을 

시행하는 APEC 국가의 숫자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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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업  양식업 리

어족 자원은 식품 안   지역 생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범 한 상업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주요한 경제성장 요인이다. 이러한 자원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실하게 하는 노력이 가장 근본 인 요성을 가진다.

iv. 어업 리에 생태계  근의 용을 주장함으로서, 방  근을 반 한 의사

결정 구조의 향상으로, 어획능력이 장기 인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측, 통제  감시 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하여, 어획 

억제를 한 한 제재를 만듦으로서 RFMO의 개 을 하는 것을 포함한, 

한 경우, 어업 리의 개 에 참여한다;

v. APEC의 능력 배양  모범사례 공유를 통하여 요한 이행 도구로서 국제법에 

일치하는 해상, 항만국  무역 련 조치의 활용 추구를 포함하여 IUU 어업

활동과 싸우기 한 노력을 강화하고 MCS 제도  네트워크를 통하여 력

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vi. 어업력과 장기 인 자원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하여 어업력 

축소  조정에서 APEC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로젝트를 통하여 어업력을 

보다 잘 리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한다;

vii. 지속 가능한 어업의 달성을 하여 GEOSS가 수집한 정보의 역할  기여를 

조사한다;

viii. 산호식품  상용 물고기의 지속가능한 무역을 한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산호물고기를 한 능력배양과 시장에 기반한 보존 수단, 

하다면, 산호 물고기의 환경보호 마크 방법들을 지원한다;

ix. APEC 국가들의 부수어획으로 기인한 의도하지 않은 포획을 이고자 하는 

조치의 시행을 지원한다. 기술의 경감으로 인한 혜택을 보여 으로서 바다

거북을 포함한 어업 활동에서 의도치 않게 포획한 종의 부수어획을 이기 

한 역량 강화  기술 지원에 한 잠재 로젝트를 포함한다;

x. 인도양  동남아시아(IOSEA) 거북양해각서  바다거북 보호  보존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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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륙 약의 시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업활동에서 바다거북 사망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FAO의 지침에 근거하여 바다거북 보존에 개발도상국들이 기여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한다; 

xi. 상어 보존  리를 한 국내 행동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APEC 국가들의 

역량을 배양시킨다;

xii.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와 어업 간의 상호작용에 한 보다 낳은 이해를 

발 시킨다;

xiii. 산란  집단 서식처와 같은 어업의 보충을 한 요한 장소의 보존을 향상

시킨다;

xiv.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한 APEC의 략을 개발한다;

xv. 심해 어종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하여 APEC 국가들이 FAO와 력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II 바다로부터의 지속 인 경제  이익을 얻도록 응

APEC 국가들이 살아있는 해양 자원의 지속 인 리  보 을 고려하여 무역, 

자유투자  진의 APEC 목표를 달성하기 한 노력으로 해당 지역의 해양 

자원의 경제  잠재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효과 이고 실용 인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에 생산  유통망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들의 

역량 강화  기술지원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활동을 실행하도록 

한다:

활용, 생산  수확의 가치를 최 화

경제  지속성은 자원의 지속성 리뿐만 아니라 해당 자원의 가용성이 충분히 

활용됨으로부터 경제 부가가치가 창출됨에 근거한다. 

i. 국내   국제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식업 생산품에 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인 양식업이 연안 공동체, 야생어획고  식량 안보에 기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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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  지속가능성에 한 양식업의 향 리  이해를 향상시키는 

일을 도모한다;

ii. 미 륙의 양식업네트워크(ANA)을 출범하고 활동계획을 FAO와 력하여 

실행한다;

iii. 건강하고 안 한 바다식품을 만드는 표 을 조화시킴으로서 생산  수확 후 

활동을 개선한다;

iv. 물고기  물고기 제품들의 추 가능성을 개선한다;

v. 지속 인 어업 리  수산업제품의 공정한 무역을 약화시키는 부패를 감소

하고 제거하도록 한다;

vi. 의무 인 조치에 보완책으로 FAO의 에코마크 표 을 포함한 국제 인 표 과 

일 되게 승인제도 등과 같은 자발  이니셔티 의 활용을 독려한다;

vii. 어업  양식업으로부터 경제  혜택을 극 화하기 하여 폐기  폐품을 

최소화한다;

viii. 어업  항해의 안 을 보장하기 하여 해양 범죄를 감소시키고 제거하도록 

한다. 

무역 활성화  시장 근

수산업 제품의 무역  시장 근을 개선하기 한 노력은 무역을 통한 지속 인 

경제  이익을 최 화하는 바에 필수 이다.

ix. 물고기, 수산업 제품  어업 보조 을 한 시장 근과 련된 사항을 포함

하는 WTO/Doha 상을 지원한다;

x. WTO 상의 결과에 반 하도록 최우선 순 로 APEC 국가들의 어업부문의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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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반 인 APEC 검토 노력을 보완하기 하여 자유무역 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  무역 정, 련된 력 의에서의 어업  수산업 제품과 련된 

기존 약속의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xii. 소기업, 소규모 어업  양식업의 제품의 보다 낳은 시장 근성을 갖게 한다; 

xiii. 국제법에 의거하여 물고기  수산업 제품의 무역에 있어 차별  행  

방해의 활용을 피한다;

xiv. 물고기  수산업 제품에 한 건강  안  표 이 투명하고, 비차별 이며, 

최고의 과학  정보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연안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  보장 

건강하고 생산 인 해양과 바다는 연안 공동체의 행복의 기 가 되고, 품질이 

떨어진 생태계보다 인류  자연  향에 보다 복원력이 있다. 기후 변동성  

자연재해(특히, 2004년 12월 26일의 인도양 지진  쓰나미)의 인류, 경제  

환경  향을 인지하고, 우리는 향을 받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연안 공동체의 

빠른 복귀  재건축 노력의 실함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향후 재앙 

 기후 극심의 향을 경감하기 해서, 우리는 지속 인 개발, 재앙 험 리 

 통합 연안지역 리의 원칙과 일 되는 연안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실용 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

통합 리의 지원

해양 건강을 지속하면서 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인 연안지역  

하천유역 리를 목표로 실행.

i. 연안 환경의 감시  보 과 같은 다양한 기능에 연안 공동체의 인식  참여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한다;

ii. 연안 환경을 보 하고 재건함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포함하는 어업사회의 

다양한 역할  기능을 확인한다;



－ 152－

iii. 연안 공동체가 수생식물군  조수의 리, 해변 청소,  나무 종을 통한 

환경 보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iv. 통합 인 해양  연안 리 근에서의 우수사례를 장려한다; 

v. 정부, 사회  학교 트 십을 통한 연구, 사활동  교육을 포함하는 국내 

 지역  포  근을 장려하여 박한 해양 자원의 활용  연안 험 이슈를 

강조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vi.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을 장려함을 포함하여 해양 자원  환경에 한 

의 악 향을 감소시킨다;

험요소 경감

지식의 함양  정보의 조화는 험과 기후 극변에 한 상  비를 개선함에 

필수이다.

vii. 처 계획을 포함한 IOC의 쓰나미 경고 시스템을 수행하기 한 책임을 충족

시키는 조직활동을 증가시킨다;

viii. APEC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하와이에서의 2005년 APEC/US 워크 의 

부산물인, 다가오는 모든 험 상  경고체제를 포함하여 국내, 지역  

국제 인 단 에서의 험 감소를 한 다수 험에 한 처능력을 지속

하고 확장한다; 

자연재해 후 복귀  계획

신속한 복귀  향을 받은 연안 공동체의 재건축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의 

향을 경감하기 한 능력배양이 요하다.

ix. APEC의 비상 비 TFT  기타 APEC 포럼과의 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쓰나미에 한 연안 공동체의 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의 쓰나미 

경고 시스템  인도양의 쓰나미 경고시스템을 한 국제 력그룹을 통하여 

국제 쓰나미 정보센터의 문성 활용을 늘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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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양식업  어업의 재건, 지속성 지원을 포함한 향을 받은 해안 사회의 수익 

활동의 재건, 한 해안 지역의 환경 복귀를 지원한다;

xi. APEC 국가들에게 업데이트를 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조사하고, 

쓰나미 련 로젝트, 로그램  활동의 세부사항을 열람하게 한다;

xii. 연안 공동체가 험  기후 극변의 향을 수용하고 경감할 수 있도록 이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 인 연안 리계획을 개발한다.

(출처)

http://www.apec.org/apec/ministerial_statements/sectoral_ministerial/ocean-rel

ated/2005_ocean-related/bali_plan_of_a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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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카스선언문(영문)

Third APEC Oceans-Related Ministerial Meeting (AOMM3)
Healthy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towards Food Security
Paracas, Peru, 11-12 October 2010

 

PARACAS DECLARATION

We, the APEC Oceans-Related Ministers, met on October 11-12, 2010 in Paracas, 
Peru, under the theme "Healthy Oceans and Fisheries Management towards Food 
Security". 

Acknowledging that we met at a time of economic challenge as the global 
economy continued to recover from a recession, in the wake of a spike in food 
prices that drew attention to food-insecure and undernourished populations and served 
as a wake up call about the vulnerabilities of long term food security, in the face of 
intensify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ecosystems, economies and societies alike, 
and when marine ecosystems were under increasing stress due to a growing range of 
activities, and in some cases have been damaged by catastrophic events; 

Considering that in the 2008 Leaders Statement on the Global Economy and in 
the 2009 Leaders Declaration, APEC Leaders exp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resist 
protectionism, their support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for the 1994 
Bogor Goals of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and their commitment to 
respond to food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and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 long-term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that is balanced within and across 
economies, inclusive of all citizen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novative, and 
supportive of the economic and physical security of our citizens; 

Reaffirming the 2002 Seoul Oceans Declaration, adopted at the first AOMM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ur commitment to domestic and collective ac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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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r oceans, seas and coasts, including their resources; 

Taking into account that at the second AOMM in 2005 in Bali, Indonesia, we 
adopted the Bali Plan of Action (BPA) "Towards Healthy Oceans and Coasts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Prosperity of the Asia Pacific Community," which stated our 
collective determination to work towards ensur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its resources, providing for sustainable economic benefits 
from the oceans, and enabl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astal communities; and 
the subsequent assessment undertaken by the MRCWG and FWG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Plan of Action, which revealed areas for further attention, in 
particular ecosystem-based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We the APEC Oceans-Related Ministers will focus our efforts on the following four 
sub-themes: 

1.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arine 
ecosystems are being used for an increasing variety and intensity of activities, 
resulting in more stress on these systems through, among other issues, habitat 
damage, marine and land-based pollution and invasive species. Studies on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its resources show a continuous degradation 
of the ecosystem's health. Eighty per cent of the fish populations are considered 
over-exploited or fully exploited. There is a worrying decline of marine 
biodiversity caused by ineffective management practices, climate change and 
marine pollution among other things. 

Conserving the integrity of marine ecosystems requires our urgent attention. We 
recognize that the greatest possible benefits from marine environments can be 
obtained if we acquire a better understanding of oceans and their associate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improve our ability to sustainably 
manage marine ecosystems, particularly through better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ecosystem-based management. 

2.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s. The oceans and the benefits derived 
from them are being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through temperatur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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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distributions of living marine resources, sea level rise, increasing 
variability in ocean conditions, more frequent catastrophic weather events and 
ocean acidification. Many of these effects are already occurring and will likely 
intensify in the coming years. We also note that many of these changes will 
occur more quickly and be more pronounced in polar regions. We requir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magnitude of these changes and their effects and 
insights on what policy approaches will best allow our people and economies to 
adapt to these changes. 

3. Promote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Export earnings of APEC 
economies from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were US$46 billion in 2007, 
including US$37 billion in trade between APEC member economies. Trade and 
investment in sustainably managed fisheries and aquaculture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poverty alleviation and food security, and create employment in 
all economic sectors in the region while relying on healthy marine ecosystems. 
However, we are concerned by the growing adoption of unilateral measures that 
can create unjustified barriers to trade of fisheries products if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We, therefore, reaffirm our commitment to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a transparent, rules-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 

4. The Role of Oceans in Food Security. The APEC region accounts for more than 
two-thirds of the world's capture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ion, and our 
populations consume 70% of the world?s fish products. Per capita supply of fish 
in the APEC region is 65%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and fish provides a 
significant portion of animal protein consumption in the region, especially in 
low-income food-deficit economies. However, food security is threatened by fishing 
overcapacity, l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maritime crime 
and piracy, marine invasive species, climate change and other stressors. These 
activities must be addressed through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whil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trade systems must be 
oriented in such a way as to maximize and balance these economic, social and 
nutritional benefits. 

In light of these four priorities, we endorse the attached Paracas Actio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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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truct the appropriate APEC working groups, as necessary, to carry out those 
actions in coordination with relevant APEC bodies and other institutions. 

We look forward to conveying the outcomes of our meeting to the first APEC 
Ministerial Meeting on Food Security, to be held October 16-17, 2010 in Niigata, 
Japan, which has a goal of developing strategies of cooperation in food security 
among the APEC economies and we applaud the attention given to the vital 
contribution of marine resources and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to food 
security in the APEC region. 

We underscore the need to continue to consider the vital contribution of marine 
resources and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to food security in all relevant 
dialogues and note that this can be a particular contribution by APEC given that 
ocean products are overlooked in many such discussions. 

We express our appreciation to Peru for hosting the Third Oceans-related 
Ministerial Meeting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have been provided in 
Paracas. 

Finally, we will bring the outcomes of this meeting to the attention of our 
Leaders at their meeting in November 2010 in Yokoham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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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AS ACTION AGENDA 

Given the Paracas Declaration, in which we focus on four main are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s;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role of oceans in food 
security to address key oceans-related challenges and reaffirming the commitments 
made in the 2002 Seoul Ocean Declaration and reaffirming and extending the 2005 
Bali Plan of Action, we manifest our commitment to strengthen their implementation 
through the following actions: 

1.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1.1 Understanding of the Marine Environment 
We ask the appropriate APEC working groups, as necessary, to seek way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 to contribute towards regional 
assessments in the APEC region and understanding the marine ecosystem. 

We request the appropriate APEC working groups, as necessary, to consider 
cooperation on activities related to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marine invasive 
species, building on existing initiatives and previous APEC projects. 

1.2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We encourage and promote capacity building, information sharing and experience 

dissemination on implementing Ecosystem Based Management (EBM) approaches 
among APEC economies in order to protect human health, provid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and contribute to food security in the APEC region. 

To that end, we promote and support activities regarding domestic marine and 
coastal spatial planning, improving th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Marine Protected Areas (MPAs) and their connectivity in networks and the creation 
of new MPAs based on the best scientific information available and in collaboration, 
as appropriat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Regional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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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RFMO/As), in order to protect and 
prevent significant adverse impacts to marine biodiversity, habitats and ecosystems 
and to promote sustainability of fisheries and other marine resources. 

We support efforts by APEC economies to develop programs for the conservation 
of marine biodiversity such as the implementation, as appropriate, of the Program of 
Work on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the measures agreed in FAO, RFMO/As and other relevant fora which 
aim to reduce the continuing loss of biodiversity. 

We encourage partnerships with UNEP's Regional Seas Programs, and other 
relevant fora in the Pacific, as appropriate, such as the Coral Triangle Initiative, to 
promote coordinated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roughout 
the APEC region.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APEC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Marin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system Management" (APEC RTC-EBM), 
addressing the capacity building needs in managing and understanding marine 
biodiversity. 

1.3 Pollution 
We encourage APEC economies to reduce both sea and land-based sources of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ebris, both domestically and regionally, by inter alia 
implementing, as appropriate, the UNEP's Global Program of Action (UNEP-GPA)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and in 
addressing these issues consider partnerships with stakeholders and the use of 
market-based incentives, and other activities and initiatives. 

We support greater efforts towards regional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marine pollution in cases of emergency, particularly for releases of noxi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nd oil spills, and encourage the appropriate APEC working 
groups, as necessary,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regional or 
sub-regional contingency plan for combating marine pollution by oil and other 
hazardou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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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S 
We support initiatives by APEC economies to cooperate in the gathering and 

sharing of scientific knowledge on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on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fisheries, and aquaculture. 

We encourage APEC economies to promote greate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with other APEC economies and more broadly. 

We also encourage increased efforts by APEC economies to improve the capacity 
of coastal communities, fishing industries, and resource managers to respond and 
adapt to climate change. 

We promote an increase in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public awareness abou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s and their resources. 

We express our strong and active support for the ongoing UNFCCC process. 

We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the 2009 World Ocean Conference in elevating 
attention to the role and importance of oceans in climate change, and welcome the 
Manado Oceans Declaration. 

We will pursue efforts through appropriate APEC working groups and other 
APEC fora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oceans in climate change 
through dedicated research and observations and work together to support community 
resilience and planning for adaptation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3. PROMOTE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We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as par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ha Development Agenda and urge the APEC economies 
to actively commit to a successful and effective outcome of these negotiations, in 
line with the 2005 WTO Hong Kong Ministerial mandate to strengthen disciplines on 
subsidies in the fisheries sector,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fisheries 
sector for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and food security. 

We recognize the effor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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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and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to promote within these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issues in fisheries. 

We support the furthe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s appropriate, of 
traceability tools (e.g. trade tracking, other trade-related tools, port state measures 
related to traceability), including in RFMOs/As, in order to address challenges 
associated with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ies and oceans 
resources such as IUU fishing. 

We encourage APEC economies to support regional and global efforts to 
harmonize traceability tools and to minimize as much as possible the costs of their 
implementation. To further such harmonization efforts, we support the development of 
FAO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and traceability in an 
effort to avoid differing unilateral import requirements. 

We support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s that are consistent with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4. THE ROLE OF OCEANS IN FOOD SECURITY 
Given the importance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to food security in 

APEC economies, we promote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resourc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rough, inter alia, 
application of science to management, implementation of ecosystem approaches, and a 
precautionary approach to fisheries, and ensuring that sufficient institutional capacity 
is in place. 

Recognizing that productive fisheries and aquaculture require healthy, well-managed 
ecosystems, we note that the priorities and actions proposed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will also support food 
security. 

We support initiatives by APEC economies that incorporate sustainably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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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pelagic fish for human consumption. These initiatives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a more competitive and stable supply of fish and fisheries products, 
and thus food security, in the region. 

We further support initiatives by APEC economies regarding information sharing 
about research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fisheries and capacity 
building on safety of the aquaculture supply chain. 

We support ongoing cooperative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fisheries,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relevant RFMO/As.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 Seas Fishery Resources in the South Pacific Ocean" and encourage APEC 
economies, as appropriat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become party to the 
convention and participate in the work of the RFMO to be established by that 
Convention. At the same time, we encourage the early completion of negotiations for 
the creation of the North Pacific RFMO. 

We call upon all APEC economies to improve cooperation internationally and wit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liminate IUU fishing and piracy activities, 
recognizing the damages and losses they inflict upon the fisheries sector and food 
security in the APEC region; and to consider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We commit to align the capacity of the world's fishing fleets with the 
productivity of their target fish stocks, recogniz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and 
requirements of developing economies and their interests in developing their fisheries 
consistent with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We support initiatives by APEC economies that aim at increasing efficiencies and 
reducing losses in the supply chain (for example, from improper handling and 
storage), in order to maximize the economic, social and nutritional benefits to the 
people of the region. 

We support free and open trade in a transparent,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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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hich contributes to food security, both directly by allowing efficient 
movement of safe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to where they are most needed, 
and indirectly by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poverty alleviation, and 
employment.

5. COOPERATION 
As a common theme for action across all of these areas, we support wherever 

possible mechanisms for cooperation, collaboration, and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best practices, both among APEC economies and more broadly. This includes, inter 
alia,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of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ustainable marine resources, fisheries, and aquaculture within the APEC econom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ve links with RFMO/As and other relevant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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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카스선언문(국문)

라카스 선언문

제3회 APEC 해양 련 각료 회의 – AOMM3

식량 확보를 한 건강한 해양  어업 리

 

APEC 해양 련 각료들은 “식량 확보를 한 건강한 해양  어업 리”라는 

주제로 2010년 10월 11, 12일 페루의 라카스에서 회의를 열었다.

 

 세계 경제가 지속 으로 침체를 극복함에 따라 경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 에서,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인해 식량 부족과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한 

심이 늘고 장기 인 식량 확보의 취약성이 두되는 시 에서, 생태계와 경제 

 사회 등에 기후 변화가 미치는 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해양 생태계가 

늘어가는 인간 활동 범 로 인해 지속 으로 괴되고 일부는 재앙 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 에서 우리가 만났음을 인정하며;

 

2008  세계 경제에 한 지도자들의 성명  2009 지도자들의 선언에서 

APEC 지도자들은 보호주의와 다각  거래 시스템에 한 자신들의 의사결정과 

1994 자유롭게 개방된 무역  투자에 한 보고르 목표 그리고 지역에서의 식량 

확보 문제에 응하기 한 그들의 노력을 표명했으며, 모든 국민, 지속 가능성, 

신, 국민의 경제  물리  안  지원을 포함하여 경제국 간 균형화된 장기 인 

경제 성장 략 이행을 요청했음을 고려하며;

 

자원을 포함하여 해양,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 국내외 총체 인 활동에 

기여하기 해 제1차 한국 AOMN에서 채택한 2002 서울 해양 선언을 재확인

하며;

 

해양 환경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를 보장하고 해양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  이득을 얻기 해 총체 인 작업 결정을 진술한 2005년 인도네시아 발리

에서 주최한 제2차 AOMN에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 을 한 건강한 해양  연안”이라는 발리 실행 계획(BPA)을 채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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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안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 을 한 이러한 계획의 실행에 해 

MRCWG  FWG가 수행한 이후의 평가는 생태계 기반 리  기후 변화에 

한 심을 불러 일으켰음을 고려하여;

 

APEC 해양 련 각료들은 다음 네 가지 주제에 해 으로 노력할 것이다:

 

1.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  보호. 해양 생태계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다양하고 강도 높은 활동에 사용되며, 이로 인한 서식지 괴, 해양  토양 

기반 오염  침입 종 문제는 생태계에 심각한 향을 주고 있다. 해양 환경 

 자원의 상태에 한 연구에 따르면 생태계의 건강이 지속 으로 악화되고 

있다. 어류 개체수의 80%가 과포획 되거나 멸종 기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비효율 인 리 실행, 기후 변화  해양 오염으로 인해 해양 생물 다양성이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청정 해양 생태계 보존은 시 한 과제다. 우리는 해양  련 경제, 사회  

환경  이득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생태계 기반 리의 이해와 리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지속 인 리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을 인지하고 있다.

 

2. 기후 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향 해양과 해양으로부터의 이득은 온도 상승을 

통한 기후 변화, 살아있는 해양 자원의 분포 변화, 해수면 상승, 해양 상태의 

지속 인 변화, 빈번해진 재난  자연재해  해양 산성화로 인해 을 받고 

있다. 부분의 향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한 이러한 여러 변화가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극지방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향의 본질과 정도를 보다 잘 이해해야 하며, 

인간과 경제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 근법에 한 통찰력이 

요구된다.

 

3.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  투자 진흥. APEC 경제국의 어업  수산 제품 수출 

소득은 APEC 회원국 간 거래에서의 370억 달러를 포함하여 2007년 460억 

달러 다. 지속 가능하게 리된 어업과 수산업에서의 무역  투자는 경제 

성장, 빈곤 완화, 식량 확보 등에 기여하며, 건강한 해양 생태계에 의존하는 

지역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국제 의무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산 제품의 거래에 불공정한 장벽을 만들 수 있는 일방 인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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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투명하고 규칙에 

근거한 다자간 거래 시스템에서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  투자에 기여할 것을 

재표명한다.

  

4. 식량 확보에서 해양의 역할. APEC 지역은 세계 포획 어류  수산 제품의 

2/3 이상에 해당하며 이 지역의 인구는 세계 수산 제품의 70%를 소비한다. 

APEC 지역에서의 1인당 어류 공 은 세계 평균 보다 높은 65%이며, 어류는 

소득이 낮은 식량 부족 경제국에서 동물 단백질 소비를 신하여 상당한 부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식량 확보는 과포획, 불법 어업, 해상 범죄  해 , 해양 

침입종, 기후 변화  기타 요인에 의해 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 

가능한 자원 리를 포함하여 효과 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처리, 

분배  무역 시스템은 이러한 경제, 사회  양 련 이득을 극 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 져야 한다.

 

이 네 가지 우선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는 첨부된 라카스 실행어젠다를 보증

하고 해당 APEC 작업 그룹에게 련 APEC 기   기타 회와 함께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회의의 결과가 일본 니가타에서 2010년 10월 16~17일에 열릴 APEC 

경제국 간 식량 확보를 한 력 략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진 식량 확보에 한 

첫 번째 APEC 각료 회의에 달되기를 기 하고 있으며, APEC 지역에서의 식량 

확보를 한 해양 자원, 어업  수산 제품의 기여에 지 한 심을 보여  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모든 련 화에서 식량 확보에 한 해양 자원, 어업  수산 제품의 

요한 기여를 지속 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해양 제품이 여러 논의에서 

간과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강조는 APEC의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제3차 해양 련 각료 회의의 개최와 라카스에서 그 동안 제공된 

우수한 방안들에 해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회의의 결과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2010년 11월에 열릴 

회의의 지도자들에게 심을 가져다주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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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스 행동 지침

제3차 APEC 해양 련 각료 회의 – AOMM3

식량 확보를 한 건강한 해양  어업 리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주요 분야, 즉 1) 해양 련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  보호, 2) 기후 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향, 3)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투자, 4) 주요 해양 련 문제 해결을 한 식량 확보에서 해양의 

역할  2002년 서울 해양 선언에서 이 진 기여 재표명  2005년 발리 행동 

계획 확장을 고려하여 다음 행동을 통해 실행을 강화하기 한 노력을 표명한다. 

 

1.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  보호

1.1 해양 환경에 한 이해

  우리는 해당 APEC 지역에서의 지역 평가와 해양 생태계에 한 연구에 기여

하도록 APEC 경제국 간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APEC 

연구 조직에게 요청한다.

 

  우리는 해당 APEC 연구 조직에게 기존 방안과 이 의 APEC 로젝트에서 

구축된 해양 침입종 모니터링  통제와 련한 활동에 해 력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1.2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한 리

  우리는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해 APEC 경제국 간 생태계 기반 리(EBM) 

근법 실행에 한 역량 구축과 정보 공유  경험 보 을 장려하고 경제  

사회  이익을 제공하며 APEC 지역에서의 식량 확보에 기여한다.

 

  이를 해 우리는 국내 해양  해안 공간 계획과 련한 활동을 진흥  지원

하여 해양 생물다양성, 서식지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악 향을 방지하고, 

어업  기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진시키기 해 련 지역 어업 리 

기구  방안(RFMO/As)을 포함한 국제 기구와의 력을 바탕으로 기존 해양 

보호 지역(MPA)의 리  효과성, 네트워크의 연결성 그리고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정보에 근거하여 새 MPA 생성을 개선시킨다.

 

  우리는 계속되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이는 데 목 을 둔 FAO, RFMO/As 



－ 168－

 기타 련 포럼에서 합의된 수단뿐만 아니라 생물학  다양성에 한 컨벤션

에서의 해양  해안 생물 다양성에 한 작업 로그램의 실행과 같은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려는 APEC 경제국의 노력을 지원한다.

 

  우리는 APEC 지역 내에서 해양 환경의 효과 이며 력을 기반으로 한 보호를 

증진시키기 해 산호 삼각지(Coral Triangle) 방안과 같은 UNEP의 지역별 해양 

로그램과 태평양에서의 기타 련 포럼을 통해 트 십을 장려한다.

  

  우리는 해양 생물 다양성의 리  이해에서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다루는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생태계 리를 한 APEC 연구  교육 센터’(APEC 

RTC-EBM)의 설립을 환 한다. 

1.3 오염

  우리는 APEC 경제국에게 토양 기반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해 

UNEP의 지구  활동 로그램(UNEP-GPA)을 국제 으로 실행하여 국내  

지역 해양 오염원과 해양 쓰 기의 해양  토양 기반 오염을 이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독성  유해 물질의 방출과 같은 비상 사태에 비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한 지역별 력을 지원하며 오일  기타 유해 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을 

비하기 해 해당 APEC 연구 조직이 지역 는 세부 지역 긴  사태 책 개발 

실  가능성을 결정하도록 장려한다.

 

2. 기후 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향

  우리는 기후 변화와 이것이 해양  해양 생태계와 어업  수산업에 미치는 

향에 한 과학  지식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력하도록 APEC 경제국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우리는 APEC 경제국이 다른 APEC 경제국  기타 국가들과 함께 기후 변화 

완화  응에 해 더 많은 력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한 기후 변화에 응하고 응하기 해 해양 군집, 수산업, 자원 리자의 

역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APEC 경제국의 노력을 장려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가 해양  자원에 미치는 향에 해 이해 계자 참여  

공공 인식 확 를 장려한다.

  우리는 재 진행 인 UNFCCC 로세스에 한 극 인 지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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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후 변화에서 해양의 역할  요성에 한 심을 높이기 한 

2009 세계 해양 컨퍼런스의 기여를 인정하며 마나도 해양 선언(Manado Oceans 

Declaration)을 환 한다. 

 

  우리는 문 인 연구와 찰을 통해 기후 변화에서 해양의 역할에 한 이해를 

개선하기 해 한 APEC 연구 조직  기타 APEC 포럼을 통한 노력을 

추구하고 기후 변화의 악 향에 한 군집 회복력  응 계획을 지원하기 해 

력한다.

 

3. 자유롭고 개방 인 무역  투자 진흥

  우리는 빈곤 감소, 일자리 창출, 식량 확보를 한 어업 분야의 요성을 고려하여 

어업 분야에서의 보조 에 한 원칙을 강화하기 한 2005 WTO 홍콩 각료 의무 

사항과 함께 WTO 도하개발 어젠다의 일환으로 어업 보조  상의 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상 결과가 성공 이며 효과 으로 될 수 있도록 APEC 경제국

들의 극 으로 참여를 구한다. 

   

  우리는 FAO, 국제식품규격 원회, 국제수역사무국, 기타 국제  지역 기구와 

같은 련 국제 기구 내에서 어업의 생  식물 검역과 련한 표 , 지침  

권고 사항의 개발 노력을 인정한다.

 

  우리는 IUU 어업과 같은 어업  해양 자원의 효과 인 보존과 리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RFMO/A를 포함한 추  도구( 를 들어, 거래 추 , 기타 

무역 련 도구, 추 성과 련한 항만 상태 측정)의 개발  실행을 지원한다.

 

  우리는 APEC 경제국이 추  도구를 조화롭게 하고 실행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역  지구  차원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장려한다. 그러한 실행 노력을 발

시키기 해 우리는 일방 인 수출 요구조건을 막기 한 노력으로 포획 문서화 

계획  추 성에 한 FAO 우수 사례 지침의 개발을 지원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자원 리 맥락에서 무역  투자 진 수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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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량 확보에서 해양의 역할

  우리는 APEC 경제국에서 식량 확보에 한 어업  수산업 제품의 요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제도  역량이 갖춰지도록 보장하고 생태계 근법과 어업에 

한 비 근법의 리  실행에 과학을 용함으로써 국내와  세계의 어업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를 장려한다.  

  

  우리는 어업  수산업의 생산성이 해양의 건강과 잘 리된 생태계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면서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  보호’ 아래 제시된 우선순  

 활동 역시 식량 확보를 지원한다는 을 주지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 소비를 해 지속 으로 리된 작은 회유 어류를 통합하는 

APEC 경제국의 정책을 지지한다. 이러한 정책은 보다 경쟁력 있고 안정 인 어류 

 수산 제품의 공  달성과 이를 통한 지역에서의 식량 확보에 기여한다.

 

  한 우리는 수산업 공 망의 안 성에 한 역량 구축  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련한 연구  기술에 한 정보 공유에 해 APEC의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련 RFMO/A의 기본틀 내에서 국제  어업의 지속 가능하며 력 인 

리를 지원한다. 이와 련하여 우리는 ‘남태평양의 높은 해양 수산 자원의 보존 

 리에 한 컨벤션’의 채택을 환 하며 APEC 경제국이 컨벤션의 일원이 되어 

그러한 컨벤션이 구축할 RFMO의 작업에 참여하기 해 필요한 단계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태평양 FROM의 생성을 한 상의 조기 완료를 

장려한다.

 

  우리는 모든 APEC 경제국에게 국제 인 력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IUU 어업 

 해  활동을 근 하기 해 권한이 있는 국제 기구와 함께 어업 분야에 이들이 

끼친 손상과 손실을 인식하고, APEC 지역의 식량 확보 노력을 인식시키며 

“IUU 어업의 방지, 억제  근 을 한 항만 상태 측정에 한 의”의 승인 

 실행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 조건 그리고 그들의 련 국제기구와 

함께 어업의 개발에 한 심을 인정하면서 상 어류 재고의 생산성을 포함한 

세계의 어선 용량을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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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역 경제, 사회  사람들에 한 양 련 이득을 극 화하기 해 

공 망에서의 효율성을 늘리고 손실을 이는( 를 들어, 부 한 취   보 ) 

데 목표를 두는 APEC의 방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안 한 어류  수산 제품을 원하는 곳으로 효율 으로 이동시키는 

직 인 식량 확보 노력과 경제 성장, 빈곤 완화  고용 창출과 같은 간 인 

식량 확보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규칙에 근거한 다각  무역 시스템 내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거래를 지지한다.    

 

5. 력

  이러한 모든 지역에서의 활동을 한 공통 인 주제로 우리는 력, 지식  

모범 사례 공유를 한 가능한 모든 메커니즘을 지지한다. 이는 APEC 경제국 

내에서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어업  수산업의 연구  개발에서의 력 네트워크 

구축과 RFMO/A와의 연계  기타 련 포럼의 구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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