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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국제정책대학원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APEC 회원국 정
책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APEC 회원국 인프라 개발 역량강
화 워크숍」을 개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개발정책 및
민관협력사업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이번 과정에는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멕시코 등 총 개
국 정책담당자가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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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핵심성과1)로 채택된 ‘민관협
력사업(PPP) 관련 정책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인프라 확대 기
반구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한국의 인프라 개발정
책 및 민관협력사업 관련 주제 발표 및 분임 토의, 국별 사례
보고, 관련 기관방문 등으로 구성됨.
○ 워크숍은 한국의 인프라 개발과 재정 민관협력사업 및 제도
주제의 전문가 강의 중국 쓰촨대학교 첸 추안 교수의 중국
공공재정투자개발 관련 발표 각국의 개발 전략 수립 및 적
용 방안 도출을 위한 참가자 간 분임토론 등으로 진행됨
○ 또한 인천대교와 서울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인프라
발전상을 직접 체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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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장은 “이번 워크숍이 APEC
회원국의 인프라 개발정책 및 민관협력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원
국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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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 핵심성과: ① 구조개혁과 단기 수요진작 병행, ②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R&D 투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③ 환율 및 통화정책 조정은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 ④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재확인, ⑤ 민관협력사업(PPP)과 관련하여 사례집 편
찬 이행 로드맵 마련 담당 관료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인프라 확대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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