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연구자(년도): 이창재외(2006)

-연구목적: 동아시아 국가간의 FTA의 

특징을 분야별로 비교분석

-주요 FTA의 협정 내용 비교분

석

-Tariff consessions

-Investment and services

-Rules of origin

-Development Cooperation

2

-과제명: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a CJK FTA (한중일공동연구)

-연구자: 이창재외(2007)

-연구목적: 한중일 FTA의 분야별 영향

분석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한중일 FTA의 필요성

-한중일 FTA의 부문별 효과

-한중일 FTA의 추진방향

본 연구

-과제명: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의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에 대한 시사점

-index개발을 통한 FTA의    

quality 분석

-한중일 3국의 FTA의 기체결 현황과 내

용

-평가 index 개발

기본연구과제명: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연구책임자

      안형도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 이후 한중일 3국은 적극적인 FTA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content, coverage 등을 비교검토하여 각국의 협상방식

과 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동 연구는 한중일 3국이 기체결한 FTA의 내용을 분석비교함으로써 향후 동북

아 역내 FTA추진시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연구자: 안형도

-연구목적;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의 특징 비교분석

-한중일 3국의 FTA의 수준 평가

-한중일간 FTA 추진의 modality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한중일 3국의 기체결 및 추진중 FTA의 현황과 내용분석

  □ 평가 index 개발

  □ 한중일 3국의 FTA의 수준 평가

  □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 방안과 modality 제시

 ▣ 연구추진방법

  □ 기존의 타 분야에서의 Index를 활용하여 평가 Index 개발 검토

  □ 정량적 평가 외에 각국 전문가 면담을 통해 기체결 FTA의 실질적인 수준 평가

 ▣ 기대효과

  □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동북아국가간 

한일, 한중,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데 벤치마크로 활용

 ▣ 연구기간

       2008. 1.～ 20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