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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 창 재 선임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지역주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국가들도 자유□

무역협정 로 상징되는 지역주의에 동참하기 시작하여 한국을(FTA)

비롯한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양자간 를 추진하고 있음FTA .

한편 유럽대륙에서는 년 월 일 이후 유럽연합 의 회원국2004 5 1 (EU)○

이 개국에서 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미주대륙에서는 북미 및15 25 ,

중남미 개국이 미주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34 (FTA)․
태임.

이에 동아시아에서도 지역차원의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FTA□

며 년 말부터 출범한 아세안 한중일 체제 외에도 년, 1997 +3( ) 2005․ ․
월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시작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제도12

적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와 같은 동아시아 내FTA□

제도적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정치 문화역사 및 경제적 제 요인 분, ․
석을 통해 가늠해 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

을 제시하고자 함.

선행연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연구가 존재하며 크,□

게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와① ②

동아시아 금융통합 관련 연구 및 특정 이슈를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로는 권율 근간( ).外　 □

협력체제의 발전과 한국의 전략ASEAN+3 . KIEP, Krumm「 」

and Kharas. ed. (2003) East Asia Integrates: A Trade Policy

Agenda for Shared Growth. 등이 있으며 논문The World Bank ,

으로는 LEE (2005)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rends

and Prospects" APEA, Urata (2004) "The Shift from

'Market-led' to 'Institution-le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in the late 1990s". RIETI, Sakakibara (2003)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Challenges and

등이 있음Opportunities - Part Part " The World Bank .Ⅰ＆ Ⅱ

부문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다룬 연구로는 신관호 동(2003)外□ 「

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 KIEP,」․
Ahn et al. ed. (2003)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등 동아시아 금융통합 및 금융협력 관련 다수KIEP

의 보고서와 논문이 있으며, Suthiphand (2004) "East Asian

FTA: A Building Bloc of an Asian Economic Community." RIS

ISEAS, Urata (2004) " Towards an East Asia Free Trade＆

등 동아시아 에 관한 논문들이 존재함Area. OECD FTA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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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협력체제의 발전- : ASEAN+3
과 한국의전략

권율 근간- ( )外
연구목적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실증- :
적 분석을 통한 협력체제의ASEAN+3

발전방향및한국의대응전략제시

문헌조사 통계분석- ,

협력체제의특징- ASEAN+3
역내 분업체제 및 산업발전과 연구를 통-

한경제통합의현황분석
금융협력 개발협력- ,
한국에의시사점-

2222

과제명- : East Asia Integrates: A

Trade Policy Agenda for Shared
Growth

- Krumm and Kharas (2003)

연구목적 중국의 가입 이후 동- : WTO
아시아교역활성화및공동발전방안
모색

문헌조사 통계분석- ,

중국의 가입의파급효과- WTO

지역주의추세에의대응-
무역과경제성장-

3333
과제명- : 동아시아통화통합의비용편익․
분석과정치경제학적함의

실증분석-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따른 동아시아 통-

화 통합가능성검토



주요 연구내용▣

기능적 경제통합의 현주소□

무역 투자,○

제도적 경제통합의 추진 현황□

금융협력FTA,○

동아시아 내 제도적 통합에의 촉진요인 및 장애요인□

정치 외교안보 적 요인( )○

문화 역사적 요인,○

경제적 요인○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각국의 시각□

중국 일본 아세안, ,○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정치안보적□ ․
측면과 문화역사적 측면에서도 조명하는 학제간 연구방식을 택함.․

또한 객관적 통계분석과 제도적 통합에 대한 기술 및 평가 외에도 동□

신관호- (2003)外

연구목적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유럽- :
과 비교하여실증분석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기변동의 동-

조화관련연구

본 연구본 연구본 연구본 연구

정치 문화 경제적 제 요인을 감안한- , ,
동아시아내제도적통합가능성검토
및 동아시아 내 통합과정에서의 한국

의역할제시
문헌조사 통계분석- ,

기능적 경제통합의 추이 및 제도적 경제-
통합추진현황분석
제도적 통합에의 촉진요인 및 장애요인-

분석
정치 문화 경제적요인, ,․
동아시아내 제도적 경제통합에-

대한 국별 시각 분석
한국의 역할-



아시아 내 각국 지역 별 시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비교( )

기대 효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경제통합에의 장애요인 파악□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협동연구기관▣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등,□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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