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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3년 우리나라는 선진국 재정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
장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최대 수출을 기록하여 전례 없는 놀라운 성
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흥국의 기술추격이 빨라지고, 미국·EU 등을 비롯한 거
대경제권의 FTA 추진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경제가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대외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무역·투자 분야에
서 생생한 해외시장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는 지난 2006년부터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시리즈를 발
간해오고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시장의 산업을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
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
구｣시리즈는 현재까지 총 35개국 41편이 발간되었으며, 국가별로 유망산
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경
쟁력을 감안한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방글라데시·에콰도르·카타르·탄자니아 등 4편을 신규 발
간하는 한편, 기 발간된 말레이시아·러시아·폴란드 등 3개국에 대해 그간
의 변화내용을 반영한 개정판도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리즈에서는 자동차·IT·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
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의료 등 신성장산업도 새로 포함시켜 이들
떠오르는 산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해외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흔치 않은 현실에서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시리즈가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기
업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 정보수집과 집필에 수고하신 KIEP 담당
연구진 및 KOTRA 해외 무역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KOTRA 사장 오영호

국문요약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
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
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
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높아 미래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방글라데시의 고속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방글라데시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의 교통인프라는 물론 통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
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은 물론, 관련 산업
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이에 동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의 교통인프라와 통신 분야에

국문요약｜v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해당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진출기회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
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장
은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
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에 대해 다루었
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교통인프라, 통신 산업의 개황, 세부
산업별 현황, 관련 주요개발계획과 정책, 진출사례, 성장잠재력
및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교통인프라 및 통신 산업
협력 방향을 설명했고 또한 각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으로 △대외개발협력
기금의 활용 △국제개발자금 활용 △공동 프로젝트 개발펀드 조
성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
편 산업별 진출기회 및 전략의 경우 먼저 교통인프라 부문은 해
외개발협력기금과 해외개발자금을 활용하여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교량사업과 철도 분야(통신, 신호시
스템 등), 인프라 설계, 감리 등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
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통신 분야의 경우 교통인프라와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와의 해외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 중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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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유선, 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IT기반 솔루션 등 부가서비스산업에 주
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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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같이 급격한 고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이후 세계경제위기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 5~6% 이상의 꾸준한 경제성
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청년층 인구가 1
억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풍부한 노동력과 미래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잠재력에 힘입어
BRICs를 이을 NEXT111)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함께 아
시아의 4대 프런티어 마켓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2)

1) 브릭스(BRICs)에 이어 성장잠재력과 투자 전망이 좋은 나라로 평가되는 11개 신흥 경제국
을 가리킴(한국, 멕시코, 베트남, 이란,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 나이지리아).
2) Deutsche Bank(2013. 10. 18), “New Asian frontier markets” Research briefing,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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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타 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통, 통신, 전력 등
열악한 경제 인프라가 국가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 선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
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우선적이
어야 함을 인식하여 국가개발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개발계획
등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Vision 2021’이라는 국가 장기개발계획을 세우
고 중기적으로 5개년 개발계획(Five year Development Plan)을 만
들어 방글라데시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육성정책과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방글라
데시의 경우 부족한 재정문제로 자체적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간사업들이 ADB, 세계은행 및 국가별 원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투자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련 제도, 법률, 정
책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 현재 41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
에 있다.3)
이처럼 성장잠재력이 높고 방글라데시가 점차 체계적인 개발
정책 프레임워크와 계획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
업의 진출기회 역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對방글라데시 개발원조와 섬유산업

3) 방글라데시 PPP office 인터뷰 내용 참고(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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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 중심이었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최근 방글라데시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개발확대 등의 흐름에 발맞춰 협력가능 분
야를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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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동보고서는 방글라데시 코트라 다카 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성장잠재력과 및 진출 기회가 높은 교통인
프라와 통신 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교통인프라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신 산업은
유선통신(유선전화), 무선통신(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주로 다
루었다. 또한 통신 산업 범위를 ICT까지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통신 인프라 발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및 IT
기반 서비스 산업을 세부산업 부문에서 추가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
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2장은 최근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 동향과 산업구조,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교통인프라와 통신 산업으로 구분하여 각 산업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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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개발계획 및 정책, 진출사례,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다루
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과 교통 인프라, 통신산업별 우리나라의
진출기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내, 외국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이 밖에
방글라데시 정부 또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
다. 또한 현지 출장 시 관련 부처, 투자청,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완
성도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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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2. 주요 국가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1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1) 최근 경제동향

방글라데시는 FY4)2013년 총인구 1억 5,400만 명으로 세계 8위
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규모는 FY2013년
1,300억 달러이며 1인당 GDP 840달러로 여전히 최빈국5) 중 하
나이다. 방글라데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1971년 독립 이후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2년

4) FY는 방글라데시의 회계연도를 의미함 (FY2013은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5) 1인당 GDP 900달러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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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6%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림 2-1. 명목GDP 및 실질GDP 성장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회계연도 기준)

주: 2013은 잠정치.
자료: CEIC data manager(2013. 9. 9).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과도한 인구증
가율은 방글라데시가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었
다. 그러나 최근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안정되어 지난 5년
간의 1인당 GDP성장률 또한 5% 내외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
다. 인구증가율의 안정과 함께 현재 방글라데시가 가진 풍부한
노동력은 방글라데시의 성장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과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확대 및 지속
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앞으로 방글라데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
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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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방글라데시의 물가상승률이 최근 10%에 육박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방글라데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경제 문
제로 거론되고 있다. FY2006년부터 FY2012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은 8%를 상회하고, 특히 최근 5년간의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평균 10%를 넘는다.

그림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회계연도 기준)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Monthly Economic Trends(Time Series data
since 1972), table IB.

또한 지속되는 재정 및 경상 적자는 방글라데시의 성장을 저
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는 열악한 인프라 구
축을 위한 투자와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이 증가하
고 있지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2년 블랙머니 양성화를 제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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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지하경제의 크기는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42%에서
최대 82%에 달하는 규모6)이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교역현황을 보면 수출-수입 불균형으로 인
해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2013년 6월 특혜관세 잠정중단을 하겠다고 발
표, 앞으로 방글라데시의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
다. 방글라데시의 대외의존도는 1999년 27%에 불과했으나 2013
년 46%으로 약 2배가 되면서 교역이 방글라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3. 수출·수입 및 대외의존도 추이
(단위: 백만 USD, 회계연도 기준)

주: 대외의존도(수출+수입)/GDP*100.
자료: CEIC data manager(2013. 9. 9).

6) 김삼식(2012), 방글라데시, 블랙머니 양성화로 경제살리기,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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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교역의 특징에 대해 보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
가와의 교역(대인도 및 대일본 대한국)에서는 방글라데시가 일방적
인 무역적자국이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에 주로 상품 수출을 하는 교역구조를 보인다. 방글
라데시의 1위 교역국은 중국으로 대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심각한 불
균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대중국 수입액은 3,112억
타카, 수출액은 128억 타카이다. 한편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2위 교역
국으로 방글라데시의 대표 수출 품목인 섬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다.
대미국 수출액은 2,772억 타카이며, 수입액은 298억 타카이다.
방글라데시는 식품을 비롯하여 원단 등의 다양한 원재료 및
상품을 수이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이 전체 수입액 대비 1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품목별 의류제품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황마 및 황마 관련 상품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의류관련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1차 산업 관련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FY1997년 366백만 달러에서
FY2012년 1,194백만 달러로 약 3.3배 증가하였지만 2011년 기준
GDP 대비 FDI 잔액(FDI stock)은 5.7%로 파키스탄 10.5%, 미얀마
16.9% 등 주변 국가와 비교하면 방글라데시 경제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은 것으로 평가7)된다. 기반시설의 부족, 직접투자 제도의

7) 김은비(2013), UN, 방글라데시에 FDI 유치확대 위한 투자환경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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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부정부패 등과 같은 최빈국 국가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 회
피 요인이 방글라데시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 FY2009년 방글라데시 10대 교역국
(단위: 백만 타카, 회계연도 기준)

순위

수출

수입

비중

1

중국

국가

12,875

311,297

11.07

2

미국

277,212

29,827

10.48

3

인도

19,211

203,458

7.6

4

독일

152,563

32,772

6.33

5

영국

105,439

17,839

4.21

6

일본

24,116

93,527

4.02

7

싱가포르

5,962

107,172

3.86

8

인도네시아

3,131

97,275

3.43

9

한국

9,929

80,080

3.07

10

프랑스

71,511

8,774

2.74

자료: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Foreign Trade Statistics(January-2012), p. 12.

그림 2-4. 외국인 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USD, 회계연도 기준)

그림 2-5. FY2012년 수출 상품 비중
(단위: %)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Monthly Economic Trends(Time Series
Monthly Economic Trends(Time Series
data since 1972), table IIIB.
data since 1972), tabl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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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방글라데시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USD, %, 회계연도 기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순 경상이전 (백만)

5,671

2,407

4,248

3,101

1,872

GDP 대비 소비율

79.69

79.91

79.90

80.71

80.63

GDP 대비 저축률

30.21

29.57

30.01

28.78

29.40

GDP 대비 투자율

24.21

24.37

24.41

25.15

25.45

총인구 (천만)

14.24

14.42

14.61

14.97

15.16

주: 2012년 회계연도 1 US$=Tk. 79.10, 잠정치.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Monthly Economic Trends(Time Series data
since 1972), table XIC.

2) 경제 전망
골드만삭스는 방글라데시를 브릭스(BRICs)를 잇는, 성장잠재력과
투자전망을 가진 차세대 11개 신흥국인 넥스트 일레븐(NEXT-11)
에 한국, 멕시코, 베트남, 이란 등과 함께 포함시켰다. 그뿐만 아
니라 방글라데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프런티어마켓으로 그 성
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긴 힘들지만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와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풍부한 노동
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통화기금
(IMF)은 방글라데시가 2013년 6.0%, 2014년 6.4%, 2015년 6.6%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EIU는 2014년 5.7%,
2015년 이후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Ⅱ. 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7

표 2-3. 방글라데시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성장률(IMF)

6.1

6.0

6.4

6.6

6.8

7.0

GDP 성장률*

6.3

6

5.7

6

6.4

6.5

7.8**

7

6

7.5

7.7

8

3.1

2.2**

3.6

3.5

3.7

3.8

5

5

5

4.9

4.9

4.8

8.7

8.2

7.3

7.7

7.2

6.6

13

13

13.5

14.5

15

15.5

재정 적자(% of GDP)*

-5.1

-5.1**

-5.3

-5.3

-5.5

-5.5

수출 (백만 USD)

24.9

26.9

29.4

33.1

37.5

42.7

수입 (백만 USD)

32.3

32.9

36.3

40.5

45.2

50.7

1.8

3.5

2.9

2.6

2.6

2.9

산업 생산 증가율*
농업 생산 증가율
실업률 (av)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av)
단기 시장 금리

경상수지 (백만 USD)
경상수지 (% of GDP)

1.5

2.7

1.9

1.5

1.5

1.4

외채(기말; 백만 USD)

27.5**

28.7

29.8

30.1

30.1

29.6

81.86

78.33

79.3

82.33

86.87

88.11

환율 Tk:USD (av)

주: 2012년 실측치, 2013년 이후 예측치.
*회계연도(방글라데시의 회계연도는 7월∼ 6월).
**추정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3), Country Report, p. 7; IMF, World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3. 9. 9).

나. 산업구조와 특징

방글라데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FY2013년 방글라데시
의 GDP는 농업, 공업, 서비스업이 각각 19.1%, 31.9%(제조업 19.5%),
49.3%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농업 위주 저개발 국가였던 방글라
데시의 산업구조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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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산업비중 및 성장률(FY2013 기준)
(단위: %, 회계연도 기준)

산업 분야
1차 산업

농림업
어업
광업 및 채석

2차 산업

성장률

14.3

1.2

4.4

5.5

1.3

11.1

19.5

9.3

전기·가스 및 수도

1.7

8.6

건설업

9.4

8.1

도소매

14.1

4.7

0.8

7.6

제조업

호텔·식음료
운송·저장 및 통신
3차 산업

비중

10.8

6.7

금융중개

2.2

9.0

부동산·임대 등

6.7

4.1

공공 및 방위

2.9

5.1

교육

2.9

9.7

보건 복지

2.5

7.5

커뮤니티서비스

6.5

4.9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2013), “GDP of Bangladesh at 2012-13(P)”,
p. 1, p. 3.

방글라데시의 전체 경제활동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
년대 전체 GDP의 30% 이상이었으나 FY2013년 19%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총인구의 절반에(2010
년 기준 총인구 대비 47%)에 해당하는 인구가 여전히 농업에 종
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몬순 기후 특성상 생산량이 일정하
게 유지되기 어려운 농업에 인구의 반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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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농업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제조업이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방글라데시는 저임금과 풍부
한 노동력을 이용한 섬유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방
글라데시의 성장을 이끈 섬유산업은 전체 수출의 70%에 육박한
비중을 차지하며,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대부분이 섬유산업에 편
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4월 1,000명이 넘는 사상자
를 낸 의류공장 화재로 인해 방글라데시 노동문제가 국제적 이
슈가 되어 미국과 EU의 특혜관세 철회 압박이 있었다. 이에 7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8) 노동법 개정
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값싼 노동력의 경쟁력이 줄어들어 투자
처로서의 매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섬유산업을 제외한 다른 전략 산업들이 발달하지 못한 점은
방글라데시 산업구조의 주요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전기·가스 및 수도 분야와
건설 분야가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성장률의 증가세를 보였고,
교육 및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성장률 또한 7~9%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8) 미국은 의류제품을 제외한 방글라데시의 다른 수입 품목에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하였으나,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호를 문제 삼아 2013년 6월 의류제품뿐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농·수산물 및 기타 수입제품에 대해 특혜관세(GSP)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공장 환경개선기금 모금, 최저 임금 월 38달러, 기업 이익 5%의
근로복지 모금, 노동조합 설립조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2013년 7
월 15일 승인함. (연합뉴스. (2013),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 이후 새 노동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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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산업 비중 추이
(단위: %, 회계연도 기준)

자료: CEIC data manager(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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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이번 장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방글라데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 국가발전 방
향과 비전, 전략을 알아보았다.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은 장기개발
계획인 ‘Vision 2021’과 중기개발계획인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The 6th Five year Development Plan)’에 나타난 분야별 개발정책
및 전략을 참고하였으며, 산업정책은 2010년에 발표된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2010)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번 동장에
서는 개별 산업에 대한 정책 및 전략보다는 방글라데시 주요 개발
계획의 큰 방향을 살펴보고, 개별 산업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과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교통,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PP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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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방글라데시는 국가발전을 위해 단기적·중기적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장
기적 개발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방글라데
시는 국가기획부를 중심으로 1979년 최초의 장기개발계획에 대
한 내용을 담은 ‘Preliminary Thoughts on a Perspective Plan of
Bangladesh, 1980-2000’을 마련하였으며, 1983년과 1995년에는
각각 ‘Thoughts about Perspective Plan’과 ‘Participatory Plan of
Bangladesh(1995-2010)’를 마련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
다.9) 하지만 위 개발계획들은 방글라데시의 통합적이고 구체적
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으며, 심지어 일부 개
발계획안은 정부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2010년 장기개발계획인 ‘Vision 2021’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기개발계획
인 6차(2011-2015), 7차(2016-2020) 5개년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Vision 2021’의 개발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10)
9)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2010), “Making Vision 2021
a Reality,”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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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국가개발계획: ‘Vision 2021’
방글라데시는 ‘Vision 2021’을 통해 궁극적으로 방글라데시를
2021년까지 중소득국가로 성장시키고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방글라데시
가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향상, 환경보호,
빈곤층 감소, 사회적 차별 철폐 등의 사회적 과제를 함께 해결
해 감으로써 국가개발을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표 2-5. ‘Making Vision 2021 a Reality’의 주요 개발목표
구분

주요 목표

경제성장

· 2013년, 2015년까지 각각 GDP 성장률 8%, 10% 달성

빈곤층 감소

· 2021년까지 빈곤층 비중 15%로 감소(현재 25%)

교육수준 향상

· 초등교육 입학률 100% 목표
· 2013년 이후 무상교육 실현
· 정보기술인력 육성

식량안보

· 식량자급률 확대

생활환경 개선

· 식수공급 확대, 주거공급 확대, 위생환경 개선

기대수명 연장

· 질병관리 강화, 2021년까지 기대수명 70세 목표

산업화 지속

· 2021년까지 농업 15%, 공업 40%, 서비스업 45% 목표

고용구조 변화

· 2021년까지 산업별 고용구조 농업 30%, 공업 25%, 서비스업
45% 목표

전력공급 확대

· 2015년까지 11,500MW, 2021년까지 20,000MW 생산 목표

자료: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2010), “Making Vision
2021 a Reality,” p. 5 인용.

10)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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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Vision 2021 a Reality’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위와 같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각각의 역할과 협
력을 강조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시장투명성 확
보 등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민간
은 정부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
쟁력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적 책임
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긴밀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 전
력, 통신 등의 인프라 개발 분야의 경우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가 산업화를 이루고 기술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Making Vision 2021 a Reality’를 통해 [그림 2-7]
과 같이 총 11개 분야에 대한 개발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중 △산업화 추진 △에너지 개발 △인프라 개발 △디지털 방
글라데시 분야가 방글라데시의 경제발전과 연관성이 높고 동 보
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 분야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까지 방글라데시의 산업화를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글라데시 전체 GDP의 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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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방글라데시의 11개 분야 장기개발계획

자료: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2010), “Making Vision
2021 a Reality,” p. 38, p. 67, p. 75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비중인 공업부문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
해 노동 및 수출집약적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
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해왔던 섬유, 의
류, 가죽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적자
원 육성, 관련기술 개발 및 도입, 정부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경제성장 및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
너지, 도로, 항공,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이고 또
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기술집약적 산업화를 이뤄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
치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가스 중심의 화석에너지 개발에서 벗어
나 보다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특히 핵, 수력, 태양력 등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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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교
통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도
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대, 유지
및 보수한다는 계획이며 이 역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2) 중기국가개발계획: 6차 5개년 개발계획

6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은 앞서 설명한 장기개발계획인
‘Vision 2021’의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계획들을 보다 구체화한 중
기개발계획이다. 따라서 6차 5개년 개발계획에 나타난 개발목표는
‘Vision 2021’의 장기개발목표를 달성해가는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11개 장기개발계획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특
징이 있다. 6차 5개년 개발계획은 총 9개의 개발계획 목표를 제시
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전략들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경제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사항 위주로 설명한다.
6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에 따르면 먼저 방글라데시는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육성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무엇보
다 고용창출을 확대하여 빈곤층 감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고 기술이전 및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
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편 산업화를 이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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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해 외국자본을 포
함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며 특히 전력, 도로,
수로, 철도, 항구, 물 및 위생시설, 통신, 주택, 여행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PPP)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6차 5개년 개발계획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GDP 대비 PPP 비중을 현 2%대에서 6%로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그림 2-8. 6차 개발계획 목표 및 주요전략

자료: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의
분야별 개발계획 및 정책/전략을 참고하여 저자 구성.

한편 방글라데시의 풍부한 노동력 역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글라데시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
로 성장해온 만큼 해당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풍부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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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관련기술 교육 및 훈련 강화를 통해 경쟁
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복잡했던 토지관련 법을 재
정비하고 토지활용을 극대화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기로 하였으
며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 등을 철저
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다는 계획이다.
방글라데시는 6차 5개년 개발계획과 관련한 주요 목표치를 [표
2-6]과 같이 제시하였다. 동 목표치는 MDG, SAARC 개발목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된 수치로 2015년까지의 목표치이
며, 장기개발계획인 Vision 2021의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2-6. 6차 5개년 개발계획 주요 목표
구분

6차 5개년 개발계획

Vision 2021

생산 및 소득증대, 빈곤개선
실질소득 증가율(%)

8

10

빈곤층 비율(%)

22

13.5

산업(제조업)부문 고용률(%)

25

30

초등교육 입학률(%)

100

-

12학년 입학률(%)

60

100

안전한 식수공급가능 도시인구비율(%)

100

100

안전한 식수공급가능 농촌인구비율(%)

96.5

100

전력생산(MW)

15,457

20,000

전력공급(%)

68

100

인적자원 개발

물, 위생시설 확대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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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차 5개년 개발계획

Vision 2021

성 평등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

60

-

남성 대비 여성의 식자율(%)

100

-

환경
생산적 삼림 면적(%)

15

20

연구개발 지출/GDP(%)

1

1.4

ICT 의무교육(학년)

12

5

전화 밀도(%)

70

90

브로드밴드 공급(5)

30

40

ICT 개발 및 활용

자료: Fakrul Ahsan(2011), “6th Five Year Plan(2011-15) as the tool of accelerating
growth and reducing poverty,” p. 5 일부 인용.

나. 산업정책 및 전략

가장 최근의 방글라데시 국가산업정책은 2010년에 발표된 ‘Industry
Policy 2010’으로(이하 산업정책으로 명함.) 앞서 언급한 중장기
개발계획 발표시기와 비슷하다. 이는 산업정책이 중장기 개발계
획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육성, 민간투자 등 특히 경
제, 산업개발 정책 및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정책의 주요 목적은 산업화, 고용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다.11) [그림 2-9]는 산
11) Ministry of Industries, Bangladesh(2010), “National Industrial Policy 201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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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에 나타난 산업별 주요정책 및 전략이다.
산업정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민간 주도의 산업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여 PPP
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PPP를 기반으로 SEZ와 같은 산
업클러스터와 주변 인프라를 함께 개발하고자 한다. SEZ 개발의
경우 PPP뿐만 아니라 외국인 개발자, 민간개발자 형태로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가공, 농업, ICT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
를 개발한다.

그림 2-9. 주요 산업육성 정책

자료:‘National Industrial Policy 2010’의 분야별 정책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또한 수출집약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소득의 50%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육성 역시
방글라데시 정부의 중대한 과제이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육성
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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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ICT분야 중소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디지털 방글라데시’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다양하다. 소외지역인 북
부지역에 투자할 시 산업인프라와 SEZ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한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의 로
열티, 기술노하우 등에 대한 이중과제를 방지하고 전력을 생산하
는 민간 기업에 대해 2027년까지 면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투
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특히 첨단기술,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일정 수준 이상 규모에 투자할 시 방글라데시 로컬투자로 인정하
여 세금, 로열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ICT, 첨단기술 제품,
신제품 등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태양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다. 민관협력(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1) PPP 정책

방글라데시는 2010년 민관협력(PPP: Private-Public Partnership)
정책을 만들었다. 방글라데시는 PPP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족 문
제를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해결하고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32｜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통신

사회 인프라개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PPP가 적용
되는 분야는 △에너지 △석유화학 △비료 △전력(발전 및 송배
선) △교통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수로) △수 처리 △환경시설

△관광 C도시 개발 △이동통신 △e-service 등으로 기존 PPP정책
이 보완되기 전보다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12)

표 2-7. PPP 참여 가능 우선순위 분야
산업분야

산업구분

오일, 가스, 석탄, 기타 광물의 탐사, 생산, 이동 등

ISIC 05-09

석유정제, LPG생산

ISIC 19

비료생산

ISIC 20

전력생산, 이동 서비스

ISIC 35

공항, 터미널, 관련항공 시설 등

ISIC 42, 51

물 공급 및 배송, 위생시설 등

ISIC 36-39

고속도로, 간선도로(교량, 터널, 고가도로, 인터체인지 등 포함)

ISIC 42, 49

항구개발(내륙컨테이너 터미널 등 포함)

ISIC 52

심해항구 개발

ISIC 52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ICT 포함)

ISIC 60-63

철도시스템, 열차, 장비 및 시설

ISIC 49

경제특구, 산업단지 개발 등

ISIC 81-82

보건, 교육, 인적자원개발, 연구개발 등의 사회 인프라

ISIC 85-88

e-service 분야

ISIC 85

자료: Board of Investment Bangladesh, “Investing in Bangladesh Handbook and
Guideline,” p. 260 인용(내부 발간자료).

12) 민간투자에 대한 정책은 PPP 이전에는 PSIC(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Guideline)가
있었으며, 2010년 PPP로 새롭게 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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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사업에는 방글라데시 로컬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방글라
데시 법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PPP는 프로젝트 규모별로 소형
프로젝트, 중형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
형별로 입찰절차는 상이하다.

표 2-8. PPP 유형별 구분
구분

주요내용

승인기간

소형

700만 달러 이하 프로젝트

14~28일

중형

700만 ~ 3억 6,000만 달러 프로젝트

22~42일

대형

3억 6,00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

26~54일

주: 프로젝트 규모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산정된 기준임.
자료: 이광일(2010a), 방글라데시, 사회인프라개발 PPP정책 확정(1), p. 1 인용 및 참고.
이광일(2010b), 방글라데시, 사회인프라개발 PPP정책 확정(2), p. 2 인용 및 참고.

PPP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금융참여(financial participation)
방식은 프로젝트의 성격, PPP 모델에 따라 △ 기술지원 파이낸싱
(Technical Assistance Financing) △ viability gap financing △ Infrastructure
financ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술지원 파이낸싱
은 타당성조사, RFQ 및 REP 문서 준비, 프로젝트 양도계약 준
비, 기타 PPP 관련 필요 자금(로드쇼, 전시회 등) 등에 활용된다.
viability gap financing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프로젝트 시행 타당
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외국의 무상원조를 통해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파이낸싱은 BIFF(Bangladesh Infrastructure
Finance Fund), IDCOL(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t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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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PPP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민간
대출보다 이자율이 낮게 지원되는 일종의 기금이다.13)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PPP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
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제혜택, 재원지
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진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지원하
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PPP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수입할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참여 법인에 대
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거나 인하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 신재생에너지, 도시개발 등 사업 분야별로도 별도의 혜택
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자금지원 및
인프라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보다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표 2-9. PPP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면세혜택

-설비 수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PPP사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면제 및 인하(수익에 대한)

발전(전력)

-방글라데시 전력청과 전력공급계약 시행(지급보증)

도시개발 등

-도시개발, 도로건설에 필요한 토지 제공(이주민 대책 업무 수행)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단가 최고 1.25배까지 보장

금융지원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자금지원
-방글라데시 인프라개발펀드 활용(저리의 자금 공급)

자료: 이광일(2010b), 방글라데시, 사회인프라개발 PPP정책 확정(2), p. 1 인용 및 참고.

13) Board of Investment Bangladesh, “Investing in Bangladesh Handbook and Guideline,”
p. 265 인용(내부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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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PPP 사업 진행 절차

자료: 이광일(2010b), 방글라데시, 사회인프라개발 PPP 정책 확정(2), p. 3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PPP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 5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타당성조사, 사전입찰 심사, 입찰심사, 계약과정
을 거치며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다(그
림 2-10 참고). 먼저 프로젝트 승인은 발주처 또는 참여하는 민
간투자자가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PPP 개발계획을 내각에
제출하는 과정이다. 중형과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내각의 승
인이 필요하지만 소형은 발주처 자체에서 승인이 가능하다. PPP
사업이 승인이 나면 PPP 사무국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컨설턴트를 선임하고 컨설턴트는 타당성조사와 사전입
찰 및 본 입찰 참가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소형 프로젝트
는 사전입찰 심사 없이 바로 본 입찰로 진행된다. 이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격과 기술 등을 심사하여 평가하게 되며 입
찰순위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마지막으로 협상과
정을 거쳐 낙찰자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한다. 동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프로젝트 규모별로 상이하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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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주 가 걸리고 중형 프로젝트는 22~42주, 소형프로젝트는
14~28주 정도가 소요된다.

2) 외국인투자 정책

방글라데시의 외국인투자는 방위산업, 핵에너지, 임업, 철로 및
조폐인쇄 등 5개 분야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100% 진출이 허용되며,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역시 허용된다. 방
글라데시는 외국인투자자의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개발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
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와 이
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
였으며 진출기업의 본국 철수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았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외국인투자의 방글라데시 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이익금, 자본금, 배당금 등의 자본이
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시중은행과의 거래
에 있어서도 대출, 송금 등에 있어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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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방글라데시 외국인투자 정책
- 외국인투자(100%) 및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허용
- 수출가공공단(EPZ) 개발 참여 및 수출산업용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가능
- 비거주 외국인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배당금을 해외송금할 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불필요
-

외국인투자자의 이익, 자본, 배당금의 해외 반출 및 철수 보장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의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투자 가능
신규투자 및 정상적인 송금경로를 거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소득세 면제
시중은행을 통한 차입, 신용장 개설, 공급자 신용,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있어
중앙은행 승인 불요*
- 방글라데시 기업이 기술이전료, 로열티 등을 지급 시 투자청 규정 내에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불요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사전승인 없이 외국기업에 대한 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가능
-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의 증권취득으로 발생한 자본소득,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가능
주: * 최고 LIBOR+4%의 금리조건과 상환기간 7년 이하 조건을 구비한 경우.
** 투자청이 승인한고 계약서상의 급여금액 내일 경우.
자료: 코트라 글로벌윈도(2013), 방글라데시 국가정보-투자인센티브, p. 1 인용.

방글라데시는 투자 인센티브 및 수출입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
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
고 있다. 먼저 지역에 따라 5~7년 정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
으며 수출가공공단에 입주한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5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카와 치타공 이외 라즈샤히, 쿨나, 실렛, 바
리살 지역(division: 도)과 치타공 Hill Track에서는 7년 동안 법인
세를 면제해주고 있다.14) 한편 다카, 나라얀간지, 치타공 등에
14) 코트라 글로벌윈도(2013), 방글라데시 국가정보―투자인센티브, pp. 1~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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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기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
을 인정하고 있다.

표 2-11.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재정 인센티브(fiscal incentive)
구분

주요내용

세금면제
(Tax Holiday)

-지역에 따라 5~7년 세금면제(수출가공공단은 5년 면제)
·다카, 치타공 지역은 최초 2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1년간 25% 면제(소득세)
·Rajshahi, Khulna, Sylhet, Barisal 지역은 최초 3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이후 1년간 25% 면제(소득세)

가속 감가상각*

-기계 및 설비, 플랜트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 인정(신규투자)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

수입관세 면제

-EPZ내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EPZ외 100% 수출기업에 대해
1% 관세 부과
-100% 수출업체에 대해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관세 환급**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 환급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 3년 면제

법인세 면제

-민간 발전부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15년 면제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 대해 혜택 제공

주: * Tax Holiday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 보세면허가 없는 수출업체만 해당.
자료: Board of Investment Bangladesh, “Investing in Bangladesh Handbook and
Guideline,” p. 302(내부 발간자료).

수출가공공단에 입주했을 경우 운용하고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밖에 입주했을 경
우에는 100% 수출만 하는 기업에 대해 1%의 수입관세만 부여
하고 있다. 또한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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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를 3년
간 면제해주고 있다. 한편 민간 발전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
해서는 법인세를 15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수출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수출금액(FOB 기준)의 5~20%까지 수출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LC에 대해서는 90%까지 자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였다.

표 2-12. 수출집약적 산업에 대한 주요 금융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
- 수출금액(FOB 기준)의 5~20%에 해당하는 수출보조금 지원(현금 인센티브)
- LC에 대해 90%까지 loan 지원(시중은행)
- 수출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자료: Board of Investment Bangladesh, “Investing in Bangladesh Handbook and
Guideline,” p. 310 인용(내부 발간자료).

한편 방글라데시는 산업별로 특별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구분하진 않지만 전력분야의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전력기업의 투자에 대해 1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플랜트, 관련장비, 부품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부가세,
각종 추가세를 12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로열티, 기술노하
우, 기술지원에 대한 소득세 역시 면제하고 있으며 해외차관 이
자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이후
본국 귀환 시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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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전력산업에 대한 주요 특별 인센티브(special incentive)
-민간전력기업에 대해 15년간 소득세 면제
-플랜트, 관련장비, 부품 수입관세, 부가세, 각종 추가세 면제(12년간)*
-로열티, 기술노하우, 기술지원에 대한 면세
-해외차관(foreign loan) 이자에 대한 면세
-본국 귀환 시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면세
주: * 전체 플랜트, 관련 장비가격의 최대 10% 한도 내에서 가능.
자료: Board of Investment Bangladesh, “Investing in Bangladesh Handbook and
Guideline,” p. 311 인용(내부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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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통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4. 최근 진출사례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1
산업 개황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수송 인프라의 부족과 비효율성은 방
글라데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
며,15) 각종 외국인투자(FDI) 환경 분석에 있어서도 투자 매력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림 3-1]에 나타나듯이 방글
라데시는 3개의 큰 강(자무나, 메그나, 파드마)이 국토를 서북-서
남-동부로 3분하고 있는데, 대형 교량을 포함한 도로 시스템이 갖
춰지지 않아 지역 간 물류와 제1 교역항인 치타공(Chittagong)을
통한 국제 물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15)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14에서 방글라데시는 조사대상 148개국 중 110위에 머물렀다. 방글라데시의 국가경
쟁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22.2%가 부정부패(corruption)를, 17.4%가 부족
한 인프라(inadequate supply of infrastructure)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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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전도

자료: D-LCA Bangladesh-logistics(2013. 9. 20).
(http://dlca.logcluster.org/BGD/logistics-infrastructure/index.html#
/index.html#road-assessment).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송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연간 세출의 30%를 연간개발프로그램(Annual Development Program,
ADP)에 배정해오고 있다.16) 그러나 정책 일관성 및 부처 간 협
조 결여, 정책 가이드라인 부재와 함께 입찰 등 관련 행정절차
16) Ministry of Finance(2013), “Budget Speech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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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비효율로 예산이 낭비되고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
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정부의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연간
개발프로그램 예산의 40% 내외를 대외원조(Project Aid)로 충당
하고 있는데,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등 원조기관 들이 수송인프라에 대한 원조
비중을 감소시키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관합작(PPP) 방
식으로 수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나 현재까지 실행 완료된
민관합작 프로젝트는 전무한 현실이다.17)
한편, 수송서비스 산업은 2012/13 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 전
체 GDP의 6.89%를 차지하였다. 이는 수송 인프라 건설 부문은 포
함하지 않은 것으로 건설서비스는 방글라데시 전체 GDP의 9.37%
를 차지하나, 수송 인프라 건설의 비중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표 3-1. 방글라데시 수송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FY09

FY10

FY11

FY12

FY13

육상운송

6.3

6.4

6.2

6.2

6.1

수상운송

0.7

0.8

0.7

0.7

0.7

항공운송

0.1

0.1

0.1

0.1

0.1

계

7.3

7.2

7.1

7.0

6.9

주: FY13은 2012년 7월~2013년 6월.
자료: 방글라데시 통계청(BBS, 2013), “GDP of Bangladesh at 2012-13(P),” p. 2 인용.

17) 2013년 현재 PPP office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PPP사업은 총 41개로 사업계약 1건
(Dhaka elevated Expressway) 외 나머지는 정부승인,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제안, 입찰
심사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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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 비교
2009/2010
구분

GCI
순위

선진아시아·태평양국가(평균)

인프라
점수

순위

5.25

호주

15

5.15

홍콩

11

일본

8

점수
5.85

25

5.19

5.22

2

6.54

5.37

13

5.83

한국

19

5

17

5.6

싱가포르

3

5.55

4

6.35

대만

12

5.2

16

개발도상국(평균)

4.1

5.6
3.44

방글라데시

106

3.55

126

2.39

인도

49

4.3

76

3.41

인도네시아

54

4.26

84

3.2

말레이시아

24

4.87

26

5.05

네팔

125

3.34

131

2.03

파키스탄

101

3.58

89

3.06

필리핀

87

3.9

98

2.91

PRC

29

4.74

46

4.31

스리랑카

79

4.01

64

3.88

태국

36

4.56

40

4.57

베트남

75

4.03

94

3

자료: Bhattacharyay and Biswa Nath(2010), ‘Estimating demand for infrastructure
in energy,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water, and sani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2010-2020,’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248, p. 6 인용.

한편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세계경쟁지수는 2009/
2010년 기준2.39(지수범위는 1~7까지로 높을수록 평가가 좋음.)
로 12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 동남아시아는 물론 네

48｜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통신

팔을 제외한 남아시아 국가보다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개발 및 신흥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부문 평균 지수는 3.44로
방글라데시보다 1 이상 높았으며 선진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과
의 격차는 두 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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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도로

방글라데시는 지류를 포함한 하천의 수가 800개에 달하고, 그
면적이 전 국토의 7.5%를 차지한다.18) 그러나 교량이 부족, 다
수 구간이 선편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로를 이용한 수송시간이
교통상황이나 날씨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자무나(Jamuna) 강을
건너 서북부의 시라지간지(Sirajganji)와 동부의 탕가일(Tangail)
지역을 연결하는 4.8km의 자무나 교량이 1998년 개통되면서 양
지역 간의 육상 운송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 뒤를 이어 파드마
(Padma) 강을 건너 서남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파드마 교량 건설

18)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2011), Statistical Yearbook of Bangladesh-2010,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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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은행 등의 원조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지 정부의 부정부
패 문제로 원조계획이 2012년 말 취소되었다. 6.1km 연장으로
약 3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파드마 교량 프로젝
트의 취소는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증폭시켰으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
겠다고 발표하고 2013년 하반기에 입찰절차를 개시했으나 재원
조달문제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표 3-3. 방글라데시 도로현황
구분

도로 수

길이(km)

고속도로

66

3,476

국도

113

4,165

지방도

617

13,248

총 길이

796

20,889

자료: D-LCA Bangladesh-logistics(2013. 9. 20),
http://dlca.logcluster.org/BGD/logistics-infrastructure/index.html#road-assessment.

방글라데시의 총 도로 길이는 2만 889km로 고속도로(National
Highway) 3,476km, 국도(Regional Highway) 4,165km, 지방도(Zilla
Road) 1만 3,248km로 구성되어 있다.19) 고속도로(highway)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매우 열악한데,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망인 다카-치타공 고속도로의 경우 2차로 도로로,

19) Bangladesh Road and High Division,
http://www.rhd.gov.bd/KeyData/RoadNetwork.asp.(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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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방글라데시 도로 및 고속도로 망

주: 진하게 표시된 도로가 National Highway임.
자료: 방글라데시 교통부 도로실(RHD),
http://www.rhd.gov.bd/RHDMaps/Maps/Country_Bangladesh.pdf.

2010년부터 4차로화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공정률은 23.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다카-치타공 고속도로의 길이가 231km에
불과함에도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중앙차선
침범 등에 따른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2013년 말 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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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정정불안으로 파업이 빈번해지자 다카-치타공 고속도로
의 정체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수출업체들이 불가피하게 항공운
송을 이용, 물류비용 상승을 초래하기도 했다. 현재 전체 내륙
운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객 73%, 화물 63% 수준이
며 내륙 수로가 여객 20~25%, 화물 30%, 나머지는 철도가 담
당하고 있다.

표 3-4. 방글라데시 주요 5개 산업회랑 현황
(단위: km)

출발지

도착지

도로명

길이

주요 연결시설

1

Benapole

Jessore

N706

38

정부 보관창고,
무역항

2

Mongla

Jessore

N7

50

3

Jessore

Dhaka

N704-N507-N
405-N4

350

4

Chittagong

Dhaka

N1

250

저장시설,
국제공항, 컨테이너
야드, 철도 연결

5

Teknaf

Chittagong

N1

200

저장시설,
국제공항, 컨테이너
야드, 철도 연결

자료: D-LCA Bangladesh-logistics(2013. 9. 20),
http://dlca.logcluster.org/BGD/logistics-infrastructure/index.html#road-assessment.

한편 방글라데시에는 총 5개의 주요 산업회랑이 있으며 이들
의 총 도로 길이만 888km에 이른다. 수도인 다카를 중심으로 주
요 항구인 치타공은 물론 북서, 북동 지역 등을 연결하고 있으
며 보관창고, 저장시설, 국제공항, 컨테이너 야드, 철도 등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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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국가 물류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카-치타공을 연결하는 산업회랑은 방글라데시의 가장 중요한
물자이동로로서 전체 GDP의 50%, 교역의 85%를 담당하는 물
류중심지역이다. 도로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교통 혼잡
의 문제가 있으며 몬순 기간에는 홍수의 영향으로 제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 철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재정부족과 장기적인 개발계획 부재로 방
글라데시 철도부문은 1972년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성
장이 정체되었다. 1973년 2,874km였던 총 철도 길이는 2012년 6
월 기준 2,877km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역의 개수는 471개에
서 444개로, 기관차의 수는 500대에서 295대로 오히려 감소했다.

표 3-5. 방글라데시 철도 인프라 현황

철도 길이(km)
기관차 수
객차 수
화물차 수
역수

1972/73

2000/01

2009/10

2011/12

2,874

2,768

2,835

2,877

500

277

286

295

1,674

1,411

1,509

1,489

16,100

10,778

9,970

9,974

471

459

440

444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2013a), “Railway Communication: Present and Future,” p. 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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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승객운송은 6,600만 명, 화물 운송량은 2,192천 톤에 불과
한데, 특히 화물운송 규모는 FY2003 이후 10년간 40.1%나 감소
한 것이다. 수송 분담률이 여객수송의 2.8%, 화물수송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며,20) 육상운송 서비스 전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인 반면 철도운송의 비중은 0.08%에 불과
해21)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표 3-6. 방글라데시 철도 운송 규모
구분

2002/03

2009/10

20010/11

2011/12

승객(천 명)

39,162

65,627

63,536

66,139

화물(천 톤)

3,666

2,714

2,554

2,192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Railway Communication: Present and Future,’ p. 9 인용.

2010년 방글라데시 철도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관차와 객차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절반 정도가 40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낙후된 수동식 및 반수동식 신호시스템의 비중이 80%를 넘
어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열차 발착의 정확도도 66%에 그
치고 있다.

20) 방글라데시 철도부 내부 자료.
21) 방글라데시 통계청(2013), “GDP of Bangladesh at 2012-13(P),”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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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글라데시 철도망

자료: D-LCA Bangladesh-logistics(2013. 9. 20), http://dlca.logcluster.org/BGD/logisticsinfrastructure/index.html#railway-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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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2개의 주요 항구(치타공, 몽글라)가 있는
데 모두 천해항구(shallow-water port)여서 대형선박의 진입이 불
가능하다. 특히 치타공 항은 국가 자체 수출입의 약 92%를 담당
하는 최대 무역항이나, 이곳에 컨테이너가 평균적으로 머물러 있
는 시간은 18일로 다른 아시아지역 항구들(10-12일)에 비해 길어
이로 인한 처리 비용이 방콕의 2배, 콜롬보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22) 또한 세관행정 시스템 미비와 복잡한 통관 절
차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원자재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통항량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제가 요구되는 항만이다.

표 3-7. 방글라데시 무역항의 물동량 현황
(단위: TEUs)

연도
치타공
몽글라

2009

2010

2011

2012

수출

577,293

666,129

700,451

698,037

수입

584,177

677,319

691,653

708,419

수출

11,140

9,406

15,618

16,773

수입

10,826

10,198

15,630

17,678

자료: 치타공 항만청(CPA) 내부 자료; 몽글라 항만청(MPA) 내부 자료.

방글라데시 서부에 위치한 몽글라 항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지
만 얕은 수심으로 인해 간조 시 문제가 많아 잦은 준설 작업이
22) 현지 통관대행사(C&F) 인터뷰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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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치타공 항구의 효과적인 화물 처리능력 확보와 몽글
라 항의 대형선박에 대한 부두접근 한계 개선을 위해 방글라데
시 정부는 기존 항구를 대신할 제3의 심해항구를 개발하기로 하
였으나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4. 방글라데시 무역항 위치

자료: CIA World Factbook 지도상에 저자가 표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g.html.
(2013.7.28)

한편 치타공 항의 적체를 해소하고 수출입 화물을 원활히 처
리하기 위해 치타공과 다카지역에 18개의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Inland Container Depot, ICD)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치타공 항
만청(CPA)이 운영하는 다카 ICD는 치타공에서 환적된 수입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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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다카 ICD 물동량 현황
(단위: TEUs)

수입

수출

연도

계
Loaded

Empty

Loaded

Empty

2012-13

30,681

176

19,756

11,658

62,267

2011-12

33.042

11

19,860

13,593

66,506

2010-11

31,718

92

18,675

13,849

64,334

자료: 치타공 항만청(CPA) 내부 자료.

이 수도 다카지역으로 들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머지 17개의 ICD는 모두 치타공 항 주변에 위치하며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는 약 800개에 달하는 하천을 이용한 내륙
수운이 발달하여 내륙 운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총 하천 길이는 2만 4,000km에 이르는데,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수로는 우기에는 6,000km, 건기에는 3,800km로 방글라데
시 내륙수운청(Bangladesh Inland Water Transport Authority) 및
방글라데시 내륙수운공사(Bangladesh Inland Water Transport
Corporation)가 선박과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내륙수운을 통한
화물 운송량은 약 2천 700만 톤, 여객 운송은 연간 2억 4천만 명
수준이다.23)

23) 방글라데시 내륙수운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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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방글라데시 민간 ICD 현황
(단위 : TEUs)

면적
(에이커)

운영기업 명칭

물동량(TEUs)
Export

Import

Empty

Esack Brothers

23

6,000

3,500

5,000

OceanContainersLimited

15

6,500

1,000

2,500

Summit Alliance Port Limited

25

5,000

1,600

5,000

QNS Container Services Limited

6.4

3,000

600

1,500

Portlink Logistics Centre Limited

26

4,500

3,500

2,500

7.76

3,000

1,200

2,000

6.5

2,000

600

2,500

Shafi Motors Limited
Vertex Off-dock Logistics Services
K&T Logistics Limited

8

4,000

600

1,500

2.6

1,500

-

1,000

KDS Logistics Limited

46

7,000

5,000

8,000

CCTCL

15

-

4,000

3,000

7.5

3,000

1,000

4,000

Iqbal Enterprise

Golden Containers Limited
IncontradeLimited

23

7,000

1,500

7,000

11.5

1,500

2,000

4,500

Eastern Logistics Ltd

7

1,000

500

2,000

BM Container Limited

24

4,000

2,000

5,000

NEMSAN E1500/I1500/3200

11

1,500

1,500

3,200

HAJI SABER AHMED TIMBER CO. LTD

자료: 방글라데시 ICD 협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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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방글라데시 내륙 수운망

주: ●은 내륙항(river port)을 의미.
자료: 방글라데시 내륙수운공사(BIWTC) 제공.

Ⅲ. 교통인프라 산업 ｜61

라. 공항

방글라데시에는 11개의 공항이 운영 중에 있지만(3개는 비상시
적으로 운영) 다카(Zia International Airport, Dhaka), 치타공(Shah
Amanat International Airport, Chittagong), 실렛(Osmani International
Airport, Sylhet) 공항에만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다.

표 3-10. 방글라데시 국제공항 운용 규모
구분

규모(연간)

총 이동 항공기 수

11,308대

총 여객 수

1,224,222명

자료: D-LCA Bangladesh-logistics(2013. 9. 20),
http://dlca.logcluster.org/BGD/logistics-infrastructure/index.html#airport-assess
ment.

1980년에 건설된 다카 국제공항(Hazrat Shahjala 공항, 구 Zia 공
항)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으로 전체 항공 여객 및
물동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승
객과 화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운용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
히 화물 처리 시설과 창고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여 야외 팰릿에
수출품을 보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24개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직항은 없다. 이 밖에 치타공은 두
번째로 큰 국제공항이고 다카 공항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실
렛 공항은 북동지역을 연결하는 공항으로 과거 국제공항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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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드되었다. 방글라데시 국제공항에서는 연간 1만 1,308대
의 항공기가 운용되며 총 여객 수는 약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6. 방글라데시 공항 위치

현재 운영하지
않는 공항

자료: 방글라데시 항공청(CAAB) 지도 위에 저자가 표시,
http://www.caab.gov.bd/adinfo/airports.html.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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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6차 5개년 개발계획에 나타난 교통 인프라 개발정책의 핵심은
방글라데시에 도로, 철도, 교량 등이 결합된 통합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개발정책하에 △ Dhaka-Chittagong

△ Dhaka-Northwest △ Dhaka-Khulna △ Dhaka-Sylhet △ KhulnaNorthwest 5개 주요 회랑을 중심으로 도로, 교량, 항만, 내륙수로
교통 등을 연결하는 것이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의 가장 큰 그
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책, 전
략 등은 마스터플랜, 빈곤감소전략, 전략교통정책 등을 통해 구
체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고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 균형을 이룸으로써
빈곤감소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인프라 개발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민간, 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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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PPP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
황이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PPP 정책은 PPP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정
하고 전체적인 제도, 법률, 가이드라인을 구축, 보완해가며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초기수준이다. 따라서 교통 인프
라 분야에 대한 PPP 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투
자정책 역시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인센티브 등의 정책이 있을
뿐 세부 산업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 다만 방글라데시가 최근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로 여기고 있는 전력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24)

표 3-11. PPP 적용 가능 교통인프라 분야
산업분야

산업구분

공항, 터미널, 관련항공 시설 등

ISIC 42, 51

고속도로, 간선도로(교량, 터널, 고가도로, 인터체인지 등 포함)

ISIC 42, 49

항구개발(내륙컨테이너 터미널 등 포함)

ISIC 52

심해항구 개발

ISIC 52

철도시스템, 열차, 장비 및 시설

ISIC 49

자료: Board of Investment Bangladesh, “Investing in Bangladesh Handbook and
Guideline,” p. 260 인용.

따라서 교통 인프라 부문의 경우 앞서 2장에 설명하였듯이 도
로, 철도, 항구, 공항 등 관련 인프라 분야가 모두 PPP 적용이
24) 방글라데시 PPP office 인터뷰 참고(2013. 9. 11).

Ⅲ. 육상교통인프라 ｜65

되고 있어 관련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역시 방
위산업, 핵에너지, 임업, 철로 및 조폐인쇄 등 5개 분야를 제외
하고는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 도로, 교량 및 관련 인프라

방글라데시의 도로개발 관련 정책은 도로 마스터플랜(Road Master
Plan)25),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26), 전략교통정
책(Strategic Transport Plan)27)에 나타나 있으며 6차 5개년 개발계
획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먼저 도로 마스터플랜은 방글라데시의 향후 20년간 도로개발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 도
로개발을 위해 약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도시 및 지
방 도로 인프라 개선과 지역간의 연결성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
다. 한편 빈곤감소전략은 지방의 도로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EPZ나 광산, 비료, 시멘트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25) Roads and Highways Department(A of Ministry of communications, 2009), “Road
Master Plan.”
26)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p. 163.
27)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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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전
략교통정책은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의 교통인프라를 개선
시켜 만성적인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위에 언급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들을 추
진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국제개발기구 등의 지원을 통
해 방글라데시 최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파드마 교량’을
비롯하여 ‘Dhaka Elevated Expressway’, ‘Dhaka-Ashulia Elevated
expressway’, ‘Asian Highway’, ‘Dhaka-Chittagong 고속도로’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주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방글라데시 정
부는 주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방글라데시 정부
는 기존에 추진 중인 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완료하
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원을 집중하여 중요한 프로젝트를
조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 또한 안정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
해 도로개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BTO, PPP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
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자국 내 도로망 확대뿐
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연결성 개선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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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리적 특성상 주변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남
아, 남아시아 인근 국가들과의 도로망 연결이 중요한 이슈이며
방글라데시는 주변 국가와의 개발협력을 위해 SAARC, BIMSTEC
등의 지역 협력체들과 지속적인 개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 3-7. 방글라데시 주요 도로개발 관련 정책 및 전략

자료: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내용 종합하여 저자 재구성.

나. 철도 및 관련 인프라

방글라데시의 철도 인프라 개발계획은 철도 마스터플랜과 전
략교통정책을 통해 제시되어 있으며 도로와 마찬가지로 6차 5개
년 개발계획 기간 중 시행할 중점사업과 정책, 전략들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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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철도 인프라 역시 도로와 함께 방글라데시의 중요한 인프
라개발 사업 중 하나로 궁극적으로 VISION 2021에 제시된 목표
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내세운 주요
정책 및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글라데시는 다카
를 중심으로 도심철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결
성을 개선하고 다카 도심의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노후화된 철로, 열차, 신호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역
사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현대화된 시설을 바탕으로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속도를 개선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의 효율성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요 항구, 발전소, 공
장지대를 연결하는 철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교통, 물류 인프
라 개선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도로계획과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 내수 철도망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연
결하는 철도망 확대를 위해 지역협력체 및 개별 국가와의 협력
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대대적인 철도 인프라 개
발 확대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PPP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및 전략하에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철도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파드마 교량 건설에서 통
합 수송인프라 구축 전략에 의해 파드마 철도 건설사업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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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주변 국가를 연결하는 Trans Asian Highway 역시
주요한 사업이다. 방글라데시는 6차 5개년 개발계획 동안 신규
철도 1,210km를 건설하고 노후화된 철로 1,535km를 개·보수한
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젤 열차를 도입하고 여객용, 화물용 열차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3-8. 방글라데시 주요 철도개발 관련 정책 및 전략

자료: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내용 종합하여 저자 재구성.

다. 항구 및 관련 인프라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여건상 항만 인프라가 중요한 교통인프
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도로, 철도 인프라 건설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항만 건설 역시 최종적으로 VISION 2021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해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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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련 인프라를 적극개발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항만운영 제도
와 규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타공 항
구와 몽라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수로 내륙 항구들의 가항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 등 관련 인프
라 역시 함께 개발하고 특히 공공, 민간 자본의 투자를 통해 항
만 보관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항구를 주변 도로,
철도와 연계시켜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항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제
도 및 정책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항만개발
역시 도로, 철도개발과 마찬가지로 민간, 외국자본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여 PPP를 기반으로 개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3-9. 방글라데시 주요 항만개발 정책 및 전략

자료: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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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치타공 항만 및 몽글라 항만, 그리고
내륙수로를 이용하기 위한 내륙 항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이것
은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특성상 육지를 가로지르는 수로가 많기
때문에 내륙 항과 육지의 도로, 철도를 연결시키는 통합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공항 및 관련 인프라

방글라데시 공항 및 관련 인프라 개발 역시 궁극적으로 Vision
2021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공항 보수
및 신규공항 건설,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공항시설의 현대화 등
을 통해 수송규모와 속도 향상을 주 개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PPP를 기반으로 우선 기존의
샤잘랄 국제공항 및 콕스바자르 공항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콕스바자르 공항의 개발은 방글라데시 강과 국가의 동
남쪽 해안 벨트 및 수도를 잇는 공항으로 콕스바자르 지역을 관
광 허브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공항의 활주로 등을 넓히고 관
제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공항서비스의 질을 개선하
고자 한다. 또한 여객·화물 터미널 확장, 항공기 및 보관시설 확
장, 신규공항 건설로 수송능력을 확장시켜 빠른 운송을 가능하
게 할 생각이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다카에 새로운 중추공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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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함으로써 동과 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국제 환승
공항으로 만들 계획이다.

그림 3-10. 방글라데시 주요 공항 개발계획/정책 및 중점사업

자료: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내용 종합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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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진출사례

가. 삼일회계법인, 데코컨설턴트: F/S 프로젝트 수주

삼일회계법인과 데코컨설턴트 주식회사는 2013년 3월 방글라
데시 민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F/S(사전타
당성조사)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계약규모는 36만 달러로,
방글라데시 컨테이너 터미널과 산업단지 분야 F/S에 우리기업이
진출한 최초의 사례이다.
방글라데시 유력 기업인 A.K.Khan사가 수도 다카 인근에서 추
진하는 동 프로젝트는 컨테이너선 100 TEU급 2선석(Berth, 船席),
부지 50에이커(6만평) 규모의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과 175에이커
(21만평)의 산업단지로 구성된다. 방글라데시는 그 잠재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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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생산시설이 들어설 부지와 물류 인프라 부족이 경제성
장에 중요한 걸림돌인데, A.K.Khan사의 프로젝트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시도로서 현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기간은 6개월로 이번 사례는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의 대
(對)방글라데시 물류 ․ 산업 인프라 시장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됨은 물론, 향후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설계, 감리, 시공 수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중국 및 인도
업체의 진출 확대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주하는 시공 프로젝트
수주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 업계는 시공 외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글상자. 3-1. A.K.Khan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Feasibility Study for A.K.Khan Special Economic Zone(AKSEZ) and
A.K.Khan Riverside Inland Container Terminal(AKCT)
-발주처: A.K.Khan & Company Ltd.
-수주기업: 삼일회계법인 및 데코컨설턴트(주) 컨소시엄
-계약시기/금액: 2013년 3월 / 36만 달러
-프로젝트 내용: AKSEZ 및 AKCT 조성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산업단지(AKSEZ) 및 내륙컨테이너터미널(AKCT) 개요
o 위치: 수도 다카 인근 Narsingdi(나르싱디) 지역(다카 북동쪽 30km)
o AKSEZ: 175에이커(21만평)
o AKCT
∙ 면적: 50에이커(6만평)
∙ 대상선박: 100TEU급
∙ 부두(Berth): 2선석
∙ C/C 크레인 및 부대시설: 1식
∙ 신규 수로(Waterway): 45km
자료: 코트라 다카 사무소 조사.

Ⅲ. 육상교통인프라 ｜75

나. LS산전: 철도신호 시스템

최근 몇년간 LS산전은 방글라데시의 철도신호제어시스템 분
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8월에는 사
업규모 약 900만 달러(길이 89km)에 이르는 조이다푸-미밍싱
(Joydevpur-Mymensingh) 구간 13개 철도역의 현대화 사업에서 철
도신호제어시스템 수주에 성공했다. LS산전은 현재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관제센터(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와 전자연동장
치(CBI: Computer Based Interlocking), 철도통신설비 등을 구축하
고 있다. LS의 방글라데시 철도분야 사업은 지난 몇년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11년 10월에 185억 달러 규모의 통기-바자르
구간 철도신호제어시스템(12개 역 63km) 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
며, 같은 해 4월에는 180억 달러 규모의 락삼-친키(11개 역 61km)
구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처럼 방글라데시 철도신호제어시스템 분야에서 LS산전의
위상은 2011년 10월 이후 방글라데시 철도청이 발주한 모든 신
호제어시스템 사업을 LS산전이 수주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과거 동 사업 분야는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독식해왔으나
최근 몇년간 LS산전이 높은 기술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
고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꾸준한 사업 수주를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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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LS산전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수주 현황

주: A구간 및 B역은 2004년 5월 계약, 2006년 8월 준공한 철도신호제어 프로젝트임.
자료: 이투뉴스.(2012), ｢LS산전, 900만 달러 방글라데시 철도 신호제어 추가 수주｣
그림 인용.

방글라데시 LS산전 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4,000km 구간, 100
개 철도역에 이르는 방글라데시 철도 현대화 사업에 LS산전이
절반 가까이 참여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철도신호제어시
스템 분야에 대한 사업 기회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또한 앞으로 10~15년 정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승객정
보시스템(Passanger Information System)이나 자동징수시스템(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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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 system)과 같은 분야에 대한 사업 기회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28) 하지만 방글라데시가 여전히 최신 철도기술 이용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 활용도가 높지 않다
는 점은 앞으로 동 분야가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현재 방글라데시의 철도현대화 사업은 진행형이다. 향
후 꾸준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신호제어시스템뿐만 아니
라 관련 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되는바, 지금까지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쌓아온 LS산전
의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8) 방글라데시 LS산전 다카사무소 인터뷰 내용 참고(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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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잠재력 및 전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
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장기국가개발계획인 Vision 2021을 비롯하여
중기계획인 6차 5개년 개발계획과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등을
통해 교통인프라 개발의 목적, 정책 및 전략, 주요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국가인프라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
한 최근 교통인프라 부문에 대한 예산 역시 확대되고 있어 동 분
야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장에서는 교통 인프라 분야별 개발투자 규모, 주요 개발
프로젝트 등을 참고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인프라산업에 대해 SWOT 분석을 하여 성
장잠재력을 평가해보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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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예산 규모

2013년 6월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장관(AMA Muhith)은
세출 기준 2조 2,249억 타카(약 286억 달러, USD1=TK80 적용)
에 달하는 2013/14(FY1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도 수정예산 대비 17.5% 증액된 것이다. 또한 총세출에서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연차개발계획(ADP) 예산은 6,587억 타카
로 전년대비 25.8% 증가하였는데, 국제 원조가 취소된 파드마
대교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이 주요인이다. 한편 ADP 예
산 중 외국 원조자금(차관 포함)을 활용한 지출은 2,696억 타카
로 전체 ADP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2. 방글라데시 2013/14 국가예산안 구조
(단위: 억 타카)

구분
세입

세출

적자
자금
조달

FY14

NBR(국세청) 조세수입
비 NBR 조세수입(차량세, 인지세 등)
비조세수입(배당, 이자, 벌금 등)
총계
비개발 지출
개발 지출
- 연차개발계획(ADP*)
기타 지출
총계
해외 조달(원조, 차관, 대출 등)
국내 조달(차입 등)
- 은행권 차입

13,609
513
2,624
16,746
11,347
7,228
6,587
3,675
22,249
-5,503
2,107
3,396
2,599

FY13(수정)
11,226
457
2,285
13,967
10,289
5,775
5,237
2,868
18,933
-4,966
1,718
3,247
2,850

주: *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 위한 정부의 개발지출.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2013b), “Budget in Brief,”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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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수송·교통 부문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약 85%)을 보였다. 특히 교량 부문에 대한 배정액
은 8.5배나 증가했다. 교량 예산이 급증한 것은 파드마 대교 프
로젝트에 685억 타카가 배정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전체 개발지
출의 9.5%, ADP의 10.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 예
산 배정에 차질이 생겨 도로·고속도로, 보건 부문 예산은 감소했
다. ADP에 포함된 총 프로젝트의 수는 1,046건으로 전년과 비슷
한 수준이나, 신규 프로젝트는 50건에 불과하다.

표 3-13. FY14 세출: 연차개발계획(ADP)의 구조
부문

배정액(억 타카)

비중(%)

증감률(%)

인적자원(교육, 보건·복지 등)

1,514

23.0

23.0

농업 및 지역개발

1,673

25.4

3.4

전력 및 에너지
- 전력
- 에너지 및 광물자원

1,131
905
226

17.2
13.7
3.4

13.7
5.7
62.7

수송·교통

1,522

23.1

84.6

388
346
700

5.9
5.2
10.6

28.3
-4.9
750.5

- 철도
- 도로·고속도로
- 교량
- 기타
기타
ADP 총계

88

1.3

15.6

747

11.4

31.4

6,587

100.0

25.8

주: 지방도로의 경우 수송 및 교통 예산 외에 지역개발 예산에도 일부 포함.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2013c), “Budget Speech 2013-2014,”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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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의 교통인프라 부문 개발예산 집행 비율
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0~8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개발프로그램 전체 예산 평균 집행률인 91.2%(2012년 기준)
와 상위 10개 부처의 개발프로그램 예산 평균 집행률인 91%보
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인프라 부문의 사업 추진력이 상
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4. 교통 인프라 부문 예산 집행률
(단위: 천만 타카)

연도

예산규모

지출규모

추진률(%)

2009

2,395

1,767

73.7

2010

3,633

3,052

84.0

2011

5,112

3,631

71.0

2012

6,107

5,178

84.7

주: 방글라데시 우정통신부에 배정된 예산을 참고함.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2012), ‘Year End Report on Fiscal Position Fiscal Year
2011-12,’ p. 18 참고 및 인용.

나. 분야별 개발계획 및 목표

1) 도로 및 교량

방글라데시의 도로부문 개발계획은 도로 및 교량의 신규건설,
유지 및 보수 중심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다. 경제발전 초기단계
로서 도로 인프라가 워낙 부족해 신규건설 비중이 높지만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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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국제수준에 미달되는 도로의 질적 문제 때문에 도로의
유지, 보수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리적 특성
상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많기 때문에 교량과 도로 건설
이 함께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도시인
다카와 치타공의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어 두 도
시의 도시교통인프라 확충과 두 도시 사이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도로, 교량 등을 중심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방글라데시 도로부문 건설 예산을 살펴보면 예
산 규모가 크게 늘진 않았지만 2011∼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2010∼11년 649억 타카에서 2011∼12년 418억 타카로
감소했지만 가장 최근인 2013-14년 555억 타카(개발분야는 346
억 타카)까지 다시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전체 예산 중 비개
발을 제외한 개발부문에 대한 예산 비중이 2010∼11년 약 56%
에서 이후 60% 이상으로 높아져 개발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도로 인프라 개발 예산 추이
(단위: 억 타카)

연도

비개발

개발

전체

2010-11

286

363

649

2011-12

133

284

417

2012-13

183

363

546

2013-14

209

346

555

자료: Roads Division, Demands for Grants and Appropriations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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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차 5개년 개발계획(2011∼15) 기간 중 다양한 도로 및 교
량 건설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방글
라데시 정부는 6차 5개년 개발기간 동안 4,672km의 도로를 신규
건설하고, 8,433km의 도로를 유지, 보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만
3,777m의 교량 및 고가도로를 신규 건설하고 10,362m를 재건설할
계획이다. 터널은 5,400m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2013년 기준 6
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동안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이미 완료되었
거나 건설,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방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별
도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6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1만 km
의 지방도로를 건설하고 유니언 도로는 1만 2,000km, 교량과 고가
도로는 45만 5,184m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표 3-16. 6차 5개년 개발계획 도로·교량부문 개발 목표
구분

SFYP 목표(2011-15)

신규 도로

4,672km

도로 개·보수

8,433km

교량 및 고가도로 건설

23,777m

교량 및 고가도로 개·보수

10,362m

터널공사

5,400m

자료: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p. 16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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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6차 5개년 개발계획 지방 도로·교량부문 개발 목표
구분

SFYP 목표(2011-15)

지방도로(읍 단위) 건설

10,000km

유니언 도로 개발

12,000km

지방 교량 및 고가도로

45,500m

자료: “Bangladesh Development Forum Meeting 2010,” p. 10 인용.

2) 철도

방글라데시는 철도 인프라 확대 및 현대화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약 50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철도 시스템 현
대화, 확대를 위해 2,400억 타카를 투자하였다. 방글라데시는 향
후 철도개발 강화를 위해 ADB, 세계은행, 일본, 중국, 인도 등과
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3-18. 철도부문 투자 예산 계획
(단위: 억 타카)

연도

2012-13

비개발분야
개발분야
전체

Projection
2013-14

2014-15

2015-16

2016-17

168

183

203

225

250

331

388

400

444

493

499

-

603

669

743

자료: Ministry of Finance, p. 833,
http://www.mof.gov.bd/en/budget/12_13/mtbf/en/MBF_51_Ministry%20of%20Railw
ays_%20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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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14년 방글라데시의 철도 인프라 개발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388억 타카로 2012-13년보다 약 17% 증가하였다. 방글
라데시의 예산은 2016-17년에 743억 타카까지 증가하여 4년간
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9. 6차 5개년 개발계획의 방글라데시 철도개발 주요 목표
구분

SFYP 목표(2011-15)

신규 철로건설 및 기존 폐철로 재사용(복구)

913 km

철로 2차로 확장 건설

213 km and 2 nos. bridges

기존 철로 업그레이드

1402 km

ICD 개발(capacity 3,54,000 TEUs)

1개

DE 열차/장거리 여객버스/화물기차

186개/450개/1,403개

도심지역 디젤 동차(DEMU/DMU) 도입

60세트

신호시스템 현대화

113개 역

제2 자무나 철로교량 건설
(Phulchuri-Bahadurabad)

1개

자료: Transport and Communication(2010), “Bangladesh Development Forum Meeting
2010,” p. 10 인용.

방글라데시 정부는 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중기적인 철도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규 철로 건설과 미사용되었던
철로를 새로 사용하는 규모가 철로 거리 기준으로 913km이고
기존의 철로를 두 배로 확장하는 규모는 213km에 이른다. 또한
기존 철로를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하는 규모는 1,402km로 계
획되어 있다. 한편 철로 건설뿐만 아니라 신규 열차 구입을 확
대할 계획으로 디젤 열차 186개, 여객열차 450개, 화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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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개이다. 또한 도시지역 통근용 DEMU와 DMU를 60개 구입
할 예정이며 113개 역의 신호시스템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동 계획은 2011~15년 기간에 예정된 사업으로 2013년 현재 일
부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3) 항만 및 공항

6차 5개년 개발계획에 나타난 항만부문 예산금액은 2010-11년
40억 타카가 배정된 이후 2011-12년 거의 반토막인 22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2-13년과 2013-14년에 각각 25억, 29억
타카로 다시 투자금액이 높아졌다. 2014-15년에는 2013-14년보
다 17.2% 증가한 34억 타카가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항공분야(관광 포함)는 2010-11년 이후 예산규모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2013-14년에 37억 타카가 배정되었으며 201415년에는 전년대비 13.5% 증가한 42억 타카가 배정될 전망이다.

표 3-20. 6차 5개년 개발계획의 방글라데시 항만 및 항공부문 예산
연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항만부문

40

22

25

29

34

항공부문(관광 포함)

28

27

31

37

42

주: 각 분야 부처(ministry)에 배정된 예상임.
자료: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p. 20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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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개발 분야 및 프로젝트

1) 도로 및 교량

2013년 발표된 2013-14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통해 최근 방글
라데시 정부의 도로, 교량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최근 ‘Dhaka Ashulia Elevated Expressway(다
카-아슐리아 고가고속도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치타공의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Chittagong
city outer ring road’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도로 및 교량, 터널
등 다수의 세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밖에 치타공과 마찬가지
로 다카의 도심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Dhaka Elevated Expressway’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의 도로 및 고속도로를 확장
하거나 보수하는 ‘Dhaka-Chittagong Highway’, Nabinagar-DEPZ
(다카 수출가공공단)-Chandra road’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29) 또한 ‘Asian Highway’의 부분 사업으로서 Joydevpur에서
Alenga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사업과 기존 교량인 Katchpur,
Meghna, Gomti와 나란히 건설되는 3개의 4차로 교량 건설사업
도 추진 중이다.30) 또한 다카 시내의 우또라와 모티질을 잇는
29)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임.
30)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자금으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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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MRT-Line 6(Mass Rapid Transit) 프로젝트31)가 승인되었
으며, 산업단지인 가지푸르~다카국제공항 간 20㎞의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프로젝트도 승인된 상태이다.
□ 파드마 교량(Padma Bridge) 프로젝트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은 ‘Padma Bridge’ 프
로젝트이다. 사업의 규모, 성격 등에 있어 국가적 중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당초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참여가 지연되면서 현재 방글라데시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 규모는 약 2,300억 타카로 주요 프로젝트는 주 교
량 건설사업과 제방사업이다. 현재 주 교량 및 제방건설에 해외
기업들의 입찰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밖에 공사감리와 주변 도
로 건설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주 교량의 경우 도로와 철로를
포함하는 다목적 교통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글상자 3-2.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추진 동향
□ 방글라데시 정부, 자체 자금으로 대교 건설 방침
- 2012년 중반부터 세계은행(WB)이 파드마 대교 공사 감리 컨설팅사 선정을 둘러싼
방글라데시 정부 관료의 부정 의혹 제기
- 세계은행은 2012년 6월 파드마 대교 차관(12억 달러)을 취소했다가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조건으로 9월에 차관을 복원하기로 결정
- 그러나 부정행위 혐의자 범위 등을 둘러싸고 세계은행과 방글라데시 정부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2013년 1월 말 방글라데시 정부는 결국 세계은행에 대한 차관
요청 철회

31) 방글라데시 최초의 전철 프로젝트로 1시간에 3만 5,000명 수송능력을 갖출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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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의 지원 철회를 시작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 JICA 등 주요
원조기관 역시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정부는 결국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
□ 예산안에 파드마 대교 건설 예산을 배정함.
- FY 2013/14년 예산안에 685억 2천만 타카 책정
- FY 2016/17년까지 총 2,318억 5천만 타카 배정 예정

표 3-21. ‘Padma Bridge’프로젝트의 예산 배정 계획
(단위: 억 타카)

FY 12/13

FY 13/14

FY 14/15

FY 15/16

FY 16/17

총계

640

685

788

509

263

2,318

자료: 김삼식(2013),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입찰 절차 개시, p. 1.

□ 건설 재원으로 외환보유고를 활용할 계획임.
- 정부는 대교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현재 150억 달러 이상인 외환보유고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
- Muhith 재무부 장관은 해외원조 자금이 아닌 자체 자금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해외 건설업체의 불안감을 의식한 듯 정부가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외환 계좌를 두고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
- 정부는 파드마 대교 공사비의 70~80%를 외화로 설정(주 교량의 경우 80%)
□ 부문별 추진일정
- 방글라데시 당국은 동 사업에 대한 기존 PQ 결과를 유지하고 후속 절차 진행
- 2014년 1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2013년 내 착공을 목표로 입찰 절차를 준비
중인 상황
□ 진행 상황 및 전망
- 주 교량부문에 대림산업, 삼성물산 건설이 PQ를 통과했고, 수로공사 부문에는
현대건설이 PQ 통과
-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PQ를 통과한 업체들도 입찰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
- 현지 업계는 정권이 교체되면 세계은행 등과의 재협상을 통해 원조를 받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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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Padma Bridge’프로젝트의 구성요소별 진행 상황
(단위: 억 타카)

구성요소

사업비

진행 상황
- 입찰공고(2013년 6월 27일): 2011년 7월 실시한 PQ
통과업체 대상으로 7월 7일 입찰서 배포, 9월 9일

주 교량
(6.15km)

1,182.9
(총사업비의
약 51%)

제출 마감
* PQ 통과업체: 5개사
. China Major Bridge Engineering Co.
. China Communication Construction Co.
. Daelim & BAM-VCI JV
. Samsung C&T Corp.
. Vinci-HCC JV(프랑스-인도 컨소시엄)
- 2013년 7월 말 입찰공고 예정
* PQ 통과업체: 6개사

제방공사
(14km)

694.3

공사 감리 70.4

.
.
.
.
.
.

Penta-Ocean Construction Co.
PAG JV
Hyundai Engineering &Construction Co.
Padma RTC JV
Jan De Nul N.V.(벨기에)
Sinohydro Corp.

- 주 교량과 수로공사에 대한 EOI 공고(2013년 6월
23일): 마감일 7월 31일
* 세계은행의 부정 의혹이 제기된 부분, 기존 PQ 결과
폐기하고 새로 공고

진입로
(2건,
15.1km)

159.5

- Janjira 입찰 실시: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JV 낙찰
- Mawa 입찰 진행 중

기타

211.4

토지 수용·이주, 서비스 구역 등

총계

2,318.5

주: 주 교량 PQ 통과업체 중 China Communication Construction Co.는 결격,
자료: 김삼식. (2013),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입찰 절차 개시 표 인용.
자료: 김삼식. (2013),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입찰 절차 개시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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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aka Elevated Expressway 및 기타 PPP 기반사업

‘Dhaka Elevated Expressway’는 수도인 다카의 도시 인프라 확대
를 위한 주요 사업이다. 당초 2011년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었으
나 토지매입 및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연기되었고 2013년 8월 사
업이 다시 개시되었다. 총 투자 규모는 Tk 8,703crore로 총 40km
길이의 도시고속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총 3단계
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PPP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방글라데시 정부의 투자금액은 약 220억 타카로 예상된다.

표 3-23. Dhaka Elevated Expressway 개발계획
단계

길이km

구간

1단계

8

Shahjalal International Airport - Tejgaon

2단계

8

Tejgaon - Kamalapur

3단계

7

Kamalapur - Kutubkhali

자료: Dhaka Elevated Expressway a distant dream, dhakatribune(2013.9.22).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와 같은 대규모 도로, 교량 건설 인
프라 사업을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PPP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앞
서 언급한 ‘Dhaka Elevated Expressway’ 이외에도 ‘Dhaka Ashulia
Elevated Expressway’를 비롯한 도시화고속도로 건설, 고가차로,
지하차로 등의 신규 건설 및 확장 건설이 PPP를 기반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표 3-24]는 PPP office에서 발표한 PPP 프로젝트들
로 준비단계나 조달단계인 사업들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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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주요 도로 및 교량건설 PPP 추진 계획

사업내용

진행
상황

$80-200
million

-4차로 고속도로
확장(12km)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준비
단계

Hemayetpur-Singair-M
$80-200
2013-2016
anikganj PPP Road*
million

-4차로 도로로 확장(32km)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준비
단계

Dhaka Ashulia Elevated
$500
2011-2015
Expressway
million 이상

-34km 도시화고속도로 건설
-Hazrat Shahjalal국제공항,
Abdullahpur, Ashulia,
EPZ, Chandra 연결
-톨게이트, 지하차로,
고가차로 건설 포함
-톨 시스템 전산화

조달
단계

Dhaka Elevated
Expressway

-23km 4차로
도시화고속도로 건설
-톨게이트, 지하차로,
고가차로 건설 포함
-톨 시스템 전산화

계약
단계

Upgrading of
Joydevpur-Debogram$200-500
Bhulta-Madanpur
2013-2016
million
(Dhaka By-pass) Road
(N-105) into 4 lane

-4차로 고속도로로 확대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준비
단계

Dhaka - Chittagong
Access Controlled
Expressway Project

-4차로 고속도로로 확장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준비
단계

프로젝트명
Jatrabari-Sultana
Kamal Bridge-Tarabo
PPP Road*

사업
기간
2013-2016

2013-2017

2013-2017

투자규모
(예상)

$500
million 이상

$500
million

주: *시범사업임.
자료: Public Private Partnership Office, Bangladesh.
방글라데시 PPP office 내부자료, ‘PPP projects pipeline’.

2) 철도

현재 방글라데시는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인도와 네팔, 부탄
등과 철도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 아시아횡단철도(Trans-Asian
Railway)와의 연계를 위한 신규철도 건설 설계와 연구작업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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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단계에 있다. 이 중 상당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도로 및
교량건설과 마찬가지로 PPP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앞서 도로부문에서 언급한 ‘Padma
Bridge’ 프로젝트로 주 교량에 철로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Fulchhari-Bahadurabad Ghat Railway Bridge’와 ‘Duel-gauge double
line Bangabandhu Bridge’는 2013년 8월 정부의 승인이 난 상태
이며 곧 ADB의 지원으로 타당성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들은 철로교량으로 지역 연결성을 확대시켜 여객, 화물
물동량을 크게 늘리고 운송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nd Jamuna Multipurpose Bridge’ 역시 대형 프
로젝트로 Fulchhari-Bahadurabad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교량 사업
이다.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과 별도로 다카 도시 내부를 연
결하는 Mass Rapid Transit (MRT)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1차
개발단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2015년부터 2차 개발단계에 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PPP 사업 이외에도 다카-치타공 철도 복선화 작업, 제2
Bhairab 및 제2 Titas 철교 건설을 위한 세부설계와 타당성조사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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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주요 철도건설 PPP 추진 계획
프로젝트명
FulchhariBahadurabad Ghat
Railway Bridge
Duel-gauge double line
Bangabandhu Bridge
Dohajari-Cox’s Bazar
Rail Line
2nd Jamuna
Multipurpose Bridge
Fulchhari-Bahadurabad
Mass Rapid Transit
(MRT)

사업
기간

투자규모
(예상)

2013
-

$2billion

2013
-

$1billion

-

Tk
1,852crore

진행
상황

사업내용

정부
-11km 철도교량 건설 승인
(2013.8)
-4.8km 2중
철도교량건설

정부
승인
(2013.8)

-

정부
승인

2020

Tk
-6km 철도교량 건설
11,480crore

정부
승인

20152021

-철로 및 역사 건설
Tk
-전기기기 장치
21,985crore
-기타 관련 장비

-

자료: The Daily Star(2013.8.15), “Plan to build 2 rail bridges over Jamuna under
PPP”;방글라데시 PPP office 내부자료, “PPP projects pipeline.”

3) 항구 및 공항

방글라데시는 주요 항구인 치타공(Chittagong)과 몽글라(Mongla)
항구를 중심으로 항만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이미 두 항구는 방글라데시의 해상 물동량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고 인도, 네팔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교역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강이 많은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특성상 내륙 항구 역시 중요한 개발 사업이다.

Ⅲ. 육상교통인프라 ｜95

먼저 방글라데시는 북서지방과 인도, 네팔 접경지역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몽글라 항 개발에 47억 타카 상당의 예산을
배정, 항구의 현대화 및 확충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Cox’s Bazar 지역에 심해항(deep see port)을 조성하는 구상과 관련
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Sonadia Deep Sea Port Authority Act 2012’
를 승인하였으나 프로젝트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현재 중
국과 두바이 항만청 등과의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표 3-26. 주요 항만 및 관련 인프라 건설 PPP 추진 계획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Paira Seaport project

-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2 (two)
incomplete Jetties of
MPA at Mongla
Construction of Laldia
Bulk Terminal

투자규모
(예상)
-

사업내용

진행
상황

-항구 건설(심해)

추진

2012- $30-80
2013
million

-국제수준의 2개 부두 건설
-보조시설 및 터미널 운용
장비 확충

조달
단계

20122015

-대형 터미널 건설(치타공)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준비
단계

-컨테이너 창고 건설

정부
승인

inland container depots
2013- at Khanpur

자료: Public Private Partnership Office, Bangladesh.
방글라데시 PPP office 내부자료, “PPP projects pipeline.”

또한 최근 방글라데시의 세 번째 심해항구인 ‘Paira Seaport
project’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개발계획서(draft)가 내각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2013년 9월 국회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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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사업의 투자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PPP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일단 항구 건설이 시작되면 항구 주변으로 산
업단지, 수산물가공단지, 수산물수출단지 등 다양한 항만관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부두, 터미널,
컨테이너 창고 건설 등 역시 PPP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내륙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8개 내륙항 중 Benapole,
Bhomra, Nakugaon 내륙항 현대화 및 처리 능력 확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Thegamukh와 Ramgarh항 개발계획도 입안 중이다.

표 3-27. 공항 및 관련 인프라 건설 PPP 추진 계획

프로젝트명

사업
기간

투자규모
(예상)

사업내용

진행
상황

-공항시설
업그레이드(국제수준)
Cox’s Bazar Airport
Development

-

Tk 200
billion

-활주로 확대
-터미널 건설
-기타 여객시설 및

-

항공기 보관시설 확충
Cargo villiage(2nd phase),
Hazrat Shahjalal Int.
airport

-

-

-창고시설 업그레이드

-

자료: DhakaTribune(2013.7.3), “Cox’s Bazar airport development in the offing”;
bdnews24(2013.4.19), “Cox’s Bazar airport awaits Chinese credit”;
방글라데시 PPP office 내부자료, “PPP projects pipeline.”

한편 방글라데시는 공항시설 확충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Cox’s Bazar airport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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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해외원조기관과 중국의 자금지원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프로젝트는 기존 공항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로 활주로 확장과 터미널 건설, 기타
여객시설 및 항공기 보관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
에 착륙 시스템, 통신 시스템 등 공항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부
문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SWOT 분석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부문에 대한 SWOT 분석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방글라데시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
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부문의 강점은 최근 정부가 적극적인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워낙 기본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여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방글라데시가 최근 80% 이상
의 교통 인프라 부문 개발사업 추진율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개발 추진율보다 낮은 수준이고 매년 예산 집행 비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약점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방글라데시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PPP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PPP
사업 역시 초기단계인 만큼 아직까지 PPP 사업 타당성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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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각종 데이터의 부족, 낮은 국가신인도에 따른 파이낸싱의
어려움, 정부 행정체계 낙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
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PPP 사업 성
공사례가 드물고 특히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표 3-28. 교통 인프라 건설 부문 SWOT 분석
강점

약점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인프라 개발 정책 -정부 재정지원 부족
-경제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수요확대 -PPP 사업 리스크(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고부가가치 사업 부족
-비교적 낮은 예산 집행률(사업 추진율)
기회
-수익성 투자개발 사업 고려
-ODA 기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위협
-중국, 태국, 일본 등 기업과의 경쟁

자료: 현지 정부·기업 관련 전문가 인터뷰 내용 종합.

기회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는 방글라데시의 교통 인프라 분
야가 단순 토목공사 위주의 프로젝트가 많지만 방글라데시 경제
가 보다 성장한다면 향후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도로공사보다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개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의 EDCF나 ADB, 세계은행, JICA 등 외부 자금을 활용한 사업기
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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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과, 정부의 ODA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남아
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과의 경쟁은
위협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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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신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4. 최근 진출사례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1
산업 개황

방글라데시 통신산업(우편부문 포함)의 연간 총생산은 1,490억
타카로 전체 GDP의 3.6%를 차지한다. 최근 수년간 매년 10%
전후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4-1. 방글라데시 통신산업 생산규모
(단위 : 백만 타카, %)

연도
생산규모
GDP 대비 비중
성장률

2009/10
112,014

2010/11

2011/12

2012/13

123,223

134,611

148,977

3.2

3.3

3.4

3.6

13.0

10.0

9.2

10.7

자료: 방글라데시 통계청(2013), “GDP of Bangladesh at 2012-13(P),” p. 2.

유선전화 서비스(PSTN)는 방글라데시 통신공사(Bangladesh Telecommunications Company Ltd., BTCL)와 8개의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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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2012년 기준 가입자가 전체인구의 1/10에도 못 미치
는 11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률이 낮다. 한편 다른 개도국
과 유사하게 유선전화망의 구축이 더딘 가운데 무선전화 서비스
가 빠르게 보급되어 2013년 2월 기준 무선통신 가입자가 9,860
만 명에 달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유선전화망이 발달하지
못해 ADSL 서비스가 거의 성장하지 못했으며, 모바일폰을 이용
한 인터넷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 그간 금
지되었던 인터넷전화 서비스(IP telephony Service)가 허용되어 39
개 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BMI의 아시아 주요 국가별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환경
평가를 살펴본 결과 방글라데시의 점수는 48.5로 아시아 평균인
55.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평가는 통신산업
을 국가별로 Reward와 Risk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방글라데
시는 Reward보다 Risk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통신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 주변국가인
파키스탄, 스리랑카보다는 높았지만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
남아시아 국가보다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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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아시아 주요국 통신산업 투자환경 순위
Rewards
구분

Risks

산업

국가

산업

국가

일본

77.5

66.7

80

67.9

73.8

1

1

호주

66

80

80

69.2

72

2

2

싱가포르

52.5

80

90

86.5

70

3

3

홍콩

52.5

76.7

90

65

65.9

4

4

중국

71.5

31.7

70

81.8

63.1

5

6

한국

55

60

80

72.4

62.6

6

5

대만

50

60

80

76

60.8

7

7

말레이시아

52.5

57

70

71.4

59.1

8

8

인도네시아

52.5

45

60

64.8

53.6

9

9

필리핀

47.5

46.7

60

61.4

51.3

10

10

인도

52.5

32.1

60

59.6

49.7

11

13

태국

49.5

32.7

60

61.9

48.8

12

12

50

33.3

60

56.9

48.5

13

11

파키스탄

42.8

42

60

48.6

46

14

14

스리랑카

42.5

30

60

56.9

44.2

15

15

베트남

41.3

33.3

40

64.8

42.7

16

16

캄보디아

37.5

41.7

50

47

41.8

17

17

35

39

40

52.3

39.3

18

18

51.6

49.3

66.1

64.7

55.2

방글라데시

라오스
평균

통신 rating 지역 순위 이전 순위

자료: BMI(2013),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port 2013 2Q, p. 2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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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유선통신(유선전화)

2011년 방글라데시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160만 명으로 2003
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무선통신이 빠
르게 보급되고 있는 데다 2009년부터 VoIP 서비스도 허용됨에
따라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앞으로 현상유지 내지 감소세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가압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03~09년 기간 유선전화 가입자 수
증가율이 평균 11%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2010, 2011년에는 각
각 1.8%,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0명당 가입자
수를 살펴봐도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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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1.1명으로 2003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2010, 2011년 증가율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6%와 2.0%로 나타났다.

그림 4-3. 방글라데시 유선전화 가입자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0.6

0.6

0.7

0.8

0.8

0.9

1.0

1.0

1.1

100명당
가입자 수 증가율

-

1.5

11.5 15.9

5.2

12.2 12.1

0.6

2.0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8개의 유선전화 사업자가 있다. 유선통신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영통신기업인 BTCL이 87만 명, 84.8%
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Telebarta, Jalalabad
Telecom 등이 나머지 시장을 0.2~3.8% 비중으로 점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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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한편 2010년에는 5개 사업자가 불법적인 VoIP서비스를 제
공하다가 정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아 유선통신시장의 성장에
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4. 유선통신시장 주요 사업자 점유율
(단위: 천 명, %)

사업자
BTCL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872.41

84.8

56.42

5.5

Telebarta Ltd.
Jalalabad Telecom Ltd.
Onetel Communications Ltd.
Westec Ltd.

10.9

1.1

39.57

3.8

17

1.7

Sheba Phone

11.62

1.1

S.A. Telecom System

18.03

1.8

2.24

0.2

1028.19

100

Banglaphone
전체

자료: BMI(2013),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port 2013 2Q, p. 26(2010. 5 기준).

나. 무선통신(모바일)

2012년 기준 방글라데시 무선통신(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약 1억 명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약 68% 성장했다. 한편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는 2003년 1.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70.4
32) 불법적으로 VoIP서비스를 시행했던 5개 사업자인 Ranks Telecom(RanksTel), Dhaka
Phone, Peoples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PeoplesTel), World
Tel, Bangladesh and National Telecom은 2010년 정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음. 이 중
Ranks Telecom은 정부의 허가하에 2013년 내 시장에 재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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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전체인구의 70% 이상이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5. 모바일 가입자 추이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0명당
가입자 수

1.1

2.6

7.3

15.3 24.4 31.0 37.4 49.1 61.5 70.4

100명당
가입자 수 증가율

-

127

184

108

60.1 27.2 20.5 31.2 25.3 14.5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한편 모바일 시장 성장에 따른 유선전화 시장의 성장 둔화는
유선전화 사용자 100명당 모바일 사용자 수를 살펴봄으로써 파
악할 수 있다. 2003년 유선전화 사용자 100명당 모바일 사용자
수는 189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6,153명으로 모바일 비
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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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유선통신 사용자 대비 모바일 사용자 수 변화
(단위: 명,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선 100명당
189
모바일 사용자 수
100명당
모바일 사용자
수 증가율

-

425 1,082 1,947 2,964 3,359 3,612 4,709 5,785 6,153

124.2 154.8 79.9

52.2

13.3

7.5

30.4

22.9

6.4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9.18).

방글라데시의 모바일 서비스는 대부분 선불(prepaid) 시스템이
다. 2012년 기준 선불폰 사용자 수는 약 9,800만 명으로 2005년
대비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평균 약 42%의 성장률을 이루었다.
한편 후불폰 사용자 수는 2012년 기준 약 860만 명으로 선불폰
에 비해 비중은 작지만 2011년부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였
다.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 선불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
준 91.9%, 후불폰은 8.1%로 아직까지 방글라데시는 선불폰 시
장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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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선불폰 및 후불폰 사용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선불폰 비중

94.7

95.4

95.1

96.3

96.5

87.8

89.7

91.9

후불폰 비중

5.3

4.6

4.9

3.7

3.5

-

10.3

8.1

주: 후불폰 2010년 데이터는 없음.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한편 선불폰 중심의 방글라데시 모바일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
자들의 사용자당 평균수익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2년 후불폰 사용자당 월 평균수익은 5.8달러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선불폰의 경우 후불폰의
약 1/4 수준인 1.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저렴한 선
불폰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며 공급자 간의 경쟁이 점
차 심화되고 농촌지역으로의 저가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수익
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33)
33) BMI,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2Q, 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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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월별 사용자당 평균수익(ARPU) 추이
(단위: 달러)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6개 모바일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인 텔레톡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기업과의 합
작 투자기업이다. 이 중 그라민폰이 가입자 약 4,400만 명을 보
유, 전체 시장의 41.8%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Banglalink,
Robi Axiata, Airtel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 4-8. 방글라데시 이동통신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기업명
(브랜드)

모기업

가입자
(백만명)

점유율
(%)

Grameen Phone Ltd.(GP)

Telenor(노르웨이)

44.7

41.8

Banglalink Digital Communications
Ltd(Banglalink)

Orascom(이집트)

27.3

25.6

Robi Axiata Limited(Robi)

Axiata(말레이시아)

23.8

22.2

Airtel Bangladesh Limited(Airtel)

Airtel(인도)

7.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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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Bangladesh Telecom
Limited(Citycell)

Singtel(싱가포르)

1.4

1.3

Teletalk Bangladesh Ltd.(Teletalk)

국영

1.9

1.8

106.9

100.0

계

자료: Bangladesh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BTRC),
http://www.btrc.gov.bd/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
780:mobile-phone-subscribers-in-bangladesh-january-2012&catid=49:telconews&Itemid=502.(2013. 7. 19)

2011/12 회계연도 무선통신시장 매출은 1,821억 타카(약 2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간 신규투자 규모는 800억 타카(약 9.8억
달러)에 이르렀다. 신규투자는 2009/10 회계연도에 급격히 감소
하였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6개 이동통신사업
자의 공통적인 고민은 가입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당 수익이 너무 낮다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고심하
고 있다. 현재 후불제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 미만이며, 상
위 2개 사의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는 2달러 수준으로 아
시아 지역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하다.34)

표 4-9. 최근 방글라데시 이동통신 매출 및 신규투자 규모
(단위: 억 타카)

연도
매출
신규투자

2008/09

2009/10

2010/11

2011/12

1,093

1,133

1,642

1,821

562

298

603

797

자료: 최원석(2013), 갈 길 멀어 더 매력적인 방글라데시 모바일 시장 인용.

34) 최원석. (2013), 갈 길 멀어 더 매력적인 방글라데시 모바일 시장, 코트라.

Ⅳ. 통신 산업 ｜113

다. 인터넷 서비스

방글라데시 인터넷서비스는 브로드밴드보다는 협대역(narrow
band) 서비스가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35) 국제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발표한 방글라데시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수(모바일 제외)는 2011년 기준 약 81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광대역 고속인터넷 서비스인 브로드밴드 사
용자는 2008년 대비 약 7배 증가한 약 34만 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브로드밴드의 경우 전체 사용자 중 고정인터넷 서비스
(ISP/PSTN) 사용자가 약 6만 5,000명,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WiMAX 이용자는 27만 5,000명으로 나타나 방글라데시의 브로
드밴드 시장은 무선서비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36)
인터넷 서비스의 시장 침투율을 살펴보면 인구 100명당 인터
넷 사용자 수는 2011년 기준 5.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드밴드의 경우 시장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구 100명당 사용자 수는 0.2명으로 침
투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5) 방글라데시의 경우 전체 인터넷 서비스 중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비중이 높고 고정인터넷
서비스 비중이 낮은 것은 유선통신네트워크의 한계와 낮은 컴퓨터 보급률, 높은 회선비용
때문임.
36) BMI(2013),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port 2013 2Q,’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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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인터넷 사용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0.2

0.2

0.2

1.0

1.8

2.9

2.9

3.7

5.4

100명당
브로드밴드 사용자 수

-

-

-

-

-

-

0.1

0.1

0.2

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제외.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한편 방글라데시 BTRC가 자체 발표한 2012년 7월 기준 모바
일 인터넷 서비스를 합친 전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2,94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약
2,778만 명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 고정인
터넷(ISPs/PSTN) 사용자가 121만 명, 무선인터넷(WiMAX) 사용
자가 약 4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 방글라데시 인터넷 서비스의
대부분이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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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 및 비중
(단위: 천 명, %)

주: 모바일을 합친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기준임. 광대역(브로드밴드), 협대역(네로밴드)
합친 수임.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방글라데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6개 모바일 이동통신 사업
자 모두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정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405개
ISPs와 9개의 PSTN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WiMAX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2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11. 서비스 유형별 인터넷 사용자 수 및 서비스 공급자
구분

공급자

Mobile Internet

6개 이동통신 사업자

고정인터넷
서비스

ISPs+PSTN

405개 ISPs 및 9개 PSTN 사업자

WiMAX(무선인터넷)

2개 사업자(BanglaLion, Qubee)

주: 2013년 7월 기준.
자료: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http://www.btrc.gov.bd/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69:i
nternet-subscribers-in-bangladesh&catid=49:telco-news&Itemid=502.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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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서비스

방글라데시의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Tk
1,800crore(약 2억 5,000만 달러)이고 이 중 수출이 약 4,500만 달러
이다. 동 산업은 해외 수출 증가와 국내 IT기반 서비스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약 40%의 성장을 해왔다. 전체 산업
중 소프트웨어 분야 규모가 Tk 790crore로 44%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IT기반 서비스가 Tk 1050crore로 나머지 56%의 비중을
차지한다. 동 산업에는 800여 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출
기업은 160여 개로 60여 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고용인
원은 3만 명 이상으로 대부분 고급 인적자원이다.

표 4-12. 소프트웨어 및 IT 기반 서비스 산업 현황(2011년 기준)
구분
기업 수
산업규모(수출 포함)
소프트웨어

내용
800개 이상
약 2억 5,000만 달러(Tk 1,800 crore)
Tk 790crore

IT 기반 서비스

Tk 1050crore

수출금액

5,600만 달러

수출기업 수
수출대상 국가 수
고용자 수

160개 이상
60개국 이상
30,000명 이상

자료: BASIS Resource Center, http://www.basis.org.bd/index.php/resource.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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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소프트웨어 및 IT 기업들은
은행, 정부/방위산업, 통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는 ERP 및 비즈니스 통합 애플리케이
션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회계/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은행관련, 급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3. 소프트웨어 및 IT 기반 서비스 기업들의 주요 사업 분야

주: BASIS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임.
자료: BASIS Resource Center, “Bangladesh Software and IT Service Industry,” p
3. 그림 인용.

한편 방글라데시 아웃소싱이 주목받음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IT 기반 서비스의 수출도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를 보였다. 2011/12년 기준 수출규모는 약 5,600만 달러에 이르
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약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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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영국 32.5%, 캐나다
20.0%, 호주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도에 대한 수출도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소프트웨어 및 IT 기반 서비스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ASIS Resource Center, http://www.basis.org.bd/index.php/resource.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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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디지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VISION 2021’을 통해 방글라데시를 2021년까
지 디지털 국가로 성장시키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디지털 방글라데시’라는 ICT개발 슬로건을
발표, △ 인적자원 개발 △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 전자정부

△ 비즈니스에서 ICT 활용이라는 4대 개발목표를 만들었고 이후
2009년 ICT policy와 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디지털 방글라
데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정책과 전략, 목표 등을 제시하
였다.
우선 방글라데시는 2009년 ‘ICT policy’를 발표하여 ‘디지털
방글라데시’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동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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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방글라데시 ICT policy의 주요 Action plan
목표

1.
사회적 형평성

2.
생산성

주요전략

1.3 민간부문의 ICT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4 문화, 유산, 지역 콘텐츠 개발

2.1
2.2
2.3
2.4

전 분야에 걸친 ICT서비스 활용
농업에서의 활용
기업에서의 활용
서비스 분야에서의 활용

시행계획
-지역 기반 인터넷, 전화
센터 구축
-외곽지역 연결 향상을
위한 ISP 라이선스의
수정
-저비용 개발자 인센티브

-마을 단위까지 인터넷
접근성 향상

2.5 E-상점, E-거래 등의 활성화
3.
완전성

4.
교육
및
연구

5.
고용창출

6.
수출강화

3.1
3.2
3.3
3.4

모든 분야의 ICT 활용 가능
정부 서비스에 효율성 증가
효율적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정부 부처간 고용 시스템 마련
공무원들의 ICT역량 증진

4.1
4.3
4.4
4.6

ICT 전문기술 습득
진보된 ICTs를 위한 ICT 센터 건립
고등교육에서의 ICT 수업 확장
공공 서비스에서의 ICT 능력 향상

4.7 교육현장에서의 ICT 도구 활용
4.8 사회적 약자를 위한 ICT 교육, 연구 접근
5.1
5.3
5.4
5.5

ICT 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 ICT 산업의 표준화
숙련된 국제 ICT 기술자 고용
ICT전문가 개발의 재정적 보조

-ICT 산업 개발 인가 설립
-ICT 개발 펀드 수립
-IT 파크, HiTech파크 등
렌털비 할인

-안정적인 인터넷 공급
6.1 ICT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및 홍보
-인터넷 접근을 위한
6.2 유망 소프트웨어 및 ITES 회사 재정
기반시설 임대
지원
-ICT 산업에 대한 대역폭 할인
6.3 ICT 기반 개발 및 유지
-2018년까지 ITES 및
6.4 수출 증가 인센티브 및 산업 친화적
소프트웨어 분야 소득세
정책 마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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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주요전략

시행계획
-인터넷 서비스 ICT 컨설팅
서비스, 지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세금 감면
-네트워크에 관세 및 세금
감면

7.
보건

7.1 보건관리 시스템 개선
7.4 국가 보건 서비스 시스템의 역량 강화
-전화 밀도 향상(장기
90% 목표)

8.
보편적
접근

8.1 모든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로서의
보편적 연결
8.3 National Telecom Policy에서의
인센티브를 활용, 5년 이내 전국의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확장
8.4 IP 기반 통신의 첨단(ubiquitous)화
와 가능성(affordable)

9.

-브로드밴드 확대(장기
40% 목표)
-관련 정책 및 펀드 개발
-국가 인공위성,
해저케이블 구축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통행권 비용 할인
-인터넷 접속 비용 통일
-ISP에 대한 IP 전화
라이선스 제공 및 IP
통화 무료
-3G 서비스 시작
-통신제도(규제 등) 개선
-브로드밴드 무선
액세스망 구축(WiMax 등)

9.2 ICT 기술을 도입한 환경보전

환경기후
9.3 ICT 기반 경고 관리 시스템 이용,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보호
및 재난 관리 9.5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10.
ICT 지원

10.1 전력의 안정적 공급
10.3 정부 정보처리시설 설치
-적어도 2개 이상의
10.4 무료 소프트웨어 무료 컴퓨터
해저케이블 추가
시스템 촉진
-브로드밴드 확대
10.8 인터넷 이용 가능성과 안정성 개선

자료: Ministry of Scienc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2009),
National ICT Policy - 2009, pp. 9-53 주요 내용 참고하여 저자 정리.

122｜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통신

ICT 발전이 방글라데시의 생산성 향상, 사회평등 실현, 고용촉
진, 교육 및 연구 강화, 수출 강화, 정보접근성 강화 등을 실현시
키고 보건, 환경, 기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산업으로 확대
되어 궁극적으로 ‘디지털 방글라데시’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정책을 통해 방글
라데시 정부는 단기(18개월), 중기(5년), 장기(10년)적으로 56개
의 정책전략과 306개의 Action plan을 제시, 분야별 개별 사업들
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413］은 주요 전략과 시행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일부 시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시행계획
은 제외하였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장기적으
로 방글라데시가 디지털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필요한 중기적 정
책 및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는
‘디지털 방글라데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ICT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 전역에 대한 연결성 확대가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과제
임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상당한 투
자를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제도
적으로는 ICT 분야 개발을 위해 PPP를 활용, 민간사업자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ICT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
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통해 ICT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등의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관련제도를 정비하
여 각종 프로젝트 진행을 원활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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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금융지원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의 ICT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ICT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림 4-5. 방글라데시 ICT 분야 정책/전략 및 중점사업

자료: General Economics Division Planning Commission(2011), “6th Five Year Plan”;
Ministry of Scienc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2009),
"National ICT Policy - 2009”;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2010), “Making Vision 2021 a Reality” 내용 종합하여 저자 재구성.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는 광케이블 설치, 해
저케이블 설치, 3G 및 WiMAX 도입, 브로드밴드 확장 등을 통해
모바일과 인터넷의 통신네트워크 확대와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
다. 이러한 ICT 기반시설 확충은 국가 전체의 연결성(connectivity)을
향상시켜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한 각종 ICT 부가서비스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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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 전자상거
래, 전자교육 등의 IT기반 서비스의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 지역 e-center 설립 △ 공립학교 컴퓨
터 보급 확대 △ ICT클러스터 개발 △ 해저케이블 확대 등의 주
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또는 추진 중에 있다.

나. 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방글라데시는 ICT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ICT 분야에 투자하는 외
국기업에 대해 수출가공공단이나 하이테크 Park와 같은 특별경
제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경우 10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
을 제공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수입할 때는 관세
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37)
한편 PPP 관련해서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 e-service 분
야가 PPP 사업에 포함되며, 앞서 설명한 교통인프라 분야와 마
찬가지로 통신 분야에 대한 별도의 PPP 인센티브 정책은 없다.
2013년 현재 교통,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가 PPP로 추진되고 있
는 반면, 통신 및 ICT 부문과 관련한 PPP 사업은 전무하다.

37) 이광일(2009), 방글라데시 it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뜬다,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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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통신산업 PPP 참여 가능 부문
산업분야

산업구분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ICT 포함)

ISIC 60-63

e-service 분야

ISIC 85

자료: Board of Investment Bangladesh, “Investing in Bangladesh Handbook and
Guideline,” p. 260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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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진출사례

가. KT: 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

KT는 2004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
력기금(EDCF)을 지원받아 시행한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
면서 방글라데시에 진출했다. 이후 다시 2009년 EDCF 자금으로
시행되는 방글라데시 통신공사(BTCL)와의 인터넷망 구축사업
(330억 원)을 수주하여 지속적 사업기반을 구축했다.
KT는 두 차례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가 원조하는 방글라데시 NGN(Next Generation Network)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2013년 7월 최종 계약에 성공
하였다. “NGN은 일반전화망, 비동기식 전송방식(ATM), 프레임
릴레이, 전용망, 무선통신망 등 모든 통신 네트워크를 패킷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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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망으로 통합해 망 구축비용 및 운용비용 절감은 물론 유
연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솔루션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
공할 수 있는 음성·데이터 통합망이다.”38) KT는 이번 방글라데
시 NGN망 구축사업 수주로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의 이번 JICA 자금을 통한 사업진출 성공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한국 IT 기업 최초로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JICA 사업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가격
과 기술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향후 ADB, 세
계은행 등 국제기구 자금을 통한 사업진출 기회를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EDCF처럼 국
내기업 동반 진출 등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방글라
데시 로컬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
는 기회가 보다 확보되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 기
업 간에 점점 심화되는 EDCF 사업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
금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39)

38) Newtomato(2013), KT, 40년만에 일본 원조 프로젝트 수주. (7월 21일)
39) 방글라데시 KT 사무소 인터뷰 내용 참고(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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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K C&C: 정부통신망 프로젝트

SK C&C는 2012년 11월 방글라데시의 정부 네트워크 구축 사
업을 수주하는데 성공,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동 사업은
EDCF 사업으로 규모가 330억 원에 이르는 수주형 SI 사업이다.
동 사업은 방글라데시 중앙정부처는 물론, 지역 기관별로 분산
된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시켜 공공정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정부기간망(백본) 구축사업으로 광케이블망, 전송
망, 인터넷망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사업 내용이
다. SK C&C는 방글라데시 전국 64개 지역(District)에 대한 정부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고 나머지 지방의 세부 지역은 중국자금
이 참여하여 별도의 사업이 추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40)
한편 SK C&C는 디지털 방글라데시 정책하에 앞으로 꾸준히
전자정부 사업 등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13년 6
월 방글라데시 ICT 관련 고위관계자들을 초청, 면담을 통해 현
재 진행 사업은 물론 향후 ICT 추가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SK C&C는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자정부 사업을
발굴,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SK C&C사무소는 아직까지 방글라데시의
ICT분야는 초기개발 단계로 한동안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통
40) 서울경제. (2013), 정철길 SK C&C 사장, 방글라데시 ICT 상임위원장과 협력 논의.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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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프라 개발관련 사업기회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향후
이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는 단계로
방글라데시의 디지털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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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잠재력 및 전망

방글라데시는 2009년 ‘디지털 방글라데시’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고 장기적으로 방글라데시의 통신,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
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ICT 개발을 통해 국가의 사
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
정 속에서 통신산업의 핵심 분야인 이동통신, 인터넷(브로드밴
드) 부문의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방
글라데시’의 4대 핵심과제인 △인적자원 개발, △국민의 정보접
근성 향상, △전자정부, △비즈니스에서 ICT 활용 등과도 긴밀
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프레임을 바탕으
로 다양한 ICT 관련 사업들이 진행, 추진 중에 있으며 시장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방글라데시’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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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적인 통신 백본(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광역적인 기간망이 구축되어야 방글라데시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및 공급, 전자정부, 전자비즈니스, 전자교육 등 IT 기
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방
글라데시 정부는 ‘Telecommunication Network Development Project’
와 ‘Info-Bahan project’를 통해 64개 지역(district)에 백본(네트워
크)을 구축하고 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ADSL 기반의 브로드
밴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며 지역간, 기관간 네트워킹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현재 3G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G 네트
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모바일 분야의 부가가치서비스
산업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서비스 산
업이 성장한다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ICT 기반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통신 인프라,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과 모바일, PC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BMI 보고서를 바탕으로 ICT 분야별 성
장잠재력을 살펴보고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바
탕으로 SWOT 분석을 하여 ICT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보
고 전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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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방글라데시 ICT 개발 분야와 협력 잠재력

자료: 저자 작성.

가. 분야별 성장잠재력

방글라데시의 통신시장은 풍부한 인구, 꾸준한 경제성장, 정부
의 적극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
은 분야이다. 먼저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가입자가 2017년까지
약 1억 3,8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명당 가입자
는 85.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2G 서
비스에서 3G로 이동한다면 사용자 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해
2017년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이동통신 시장
에서 3G 통신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7%까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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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모바일 시장 현황 및 전망
연도
모바일 사용자
(천 명)
100명당 모바일
사용자

2010

2011

2012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72,993 92,570 106,456 117,101 125,298 131,563 135,510 138,356
49.1

61.5

69.8

75.8

80.1

83.1

84.6

85.4

0

0

15

75

300

900

2,340

5,148

0.0

0.0

0.0

0.1

0.2

0.7

1.7

3.7

3G 모바일
사용자
3G 모바일 사용
비중

주: f 전망치, e 예측치.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한편 방글라데시에서 유선전화 시장은 성장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분야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
로 유선전화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3년 약
180만 명인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017년 약 189만 명까지 증가
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100명당 사용자 수도 현재
1.2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6. 유선전화 시장 현황 및 전망
연도
유선전화 수
100명당 유선전화 수

2010

2011 2012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1,550 1,600 1,744 1,831 1,868 1,877 1,887 1,896
1.0

1.1

1.1

주: f 전망치, e 예측치.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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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1.2

1.2

1.2

모바일 시장과 더불어 인터넷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
로 기대된다. 2012년 기준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000만 명이
지만 2017년에는 약 1,800만 명까지 증가하고 인구 100명당 가
입자 수도 현재 7.2명에서 11.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브로드밴드 사용자 수는 현재 약 54만 명에서 2017년 약
410만 명까지 증가하고 인구 100명당 0.4명에서 2.6명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글라데시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는 13개국을 연결하
는 SEA-ME-WE-4(SMW4) 해저 케이블 시스템에 연결되면서 비
약적인 발전을 보여 왔지만 백업 해저케이블 망의 부재, 잦은
정전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방글라
데시는 21개국으로 구성된 SEA-ME-WE-5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2013년 중 제2의 해저 케이블 망 연결이 기대됐으나 컨소시엄이
케이블 가설 사업자 선정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2014년 이후
로 미루어질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은 5,300만
달러로 방글라데시해저케이블공사(BSCCL)가 2,500만 달러를 출
연하고, 나머지는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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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인터넷 시장 현황 및 전망
연도
인터넷 사용자
(천 명)

2010

2011 2012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5,550 8,125 10,969 13,163 14,742 15,921 17,036 18,058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3.7

5.4

7.2

브로드밴드 사용자

160

340

544 1,088 1,958 2,938 3,672 4,186

100명당
브로드밴드 사용자

0.1

0.2

0.4

8.5

0.7

9.4

1.3

10.1

1.9

10.6

2.3

11.1

2.6

주: f 전망치, e 예측치.
자료: BMI country data profile(2013. 9. 18).

한편 통신부문의 개발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2년의 경우 통신부문에 대한 개발예산이 약 80억 타카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개발예산의 집행이 2010년 이후 꾸
준히 95%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높은 사업 추진율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개발예산 집행률인 91%(2012년 기
준) 보다 높고 통신부문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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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통신개발 부문 예산 집행률
(단위: 천만 타카)

연도

예산규모

지출규모

추진율(%)

2009

159

136

85.5

2010

247

235

95.1

2011

188

178

94.6

2012

809

772

95.4

주: 방글라데시 우정통신부에 배정된 예산을 참고함.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2012), ‘Year End Report on Fiscal Position Fiscal Year
2011-12,’. p. 18 참고 및 인용.

나. 주요 잠재 성장 분야

1) 이동통신 관련 서비스 및 단말기
□ 3G 서비스

방글라데시의 3G 서비스 개시는 수년간 지루한 논의만 지속
되다가 2012년 10월 국영 이동통신사인 텔레톡(Teletalk)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3년 6월 중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었으나 수차례 연기된 끝에 9월 초 경매가
실시되었다. 사업권은 총 5개로 3개는 기존 민간 이동통신 사업
자에, 1개는 국영 이동통신사 텔레톡에, 나머지 1개는 신규 사업
자에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신규업체의 신청은 없었고, 경매 결
과 5개 민간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은 Citycell을 제외
한 4개 업체가 총 35MHz의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었다. 경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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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격은 MHz당 2천만 달러였으며 최종 낙찰가는 2,100만 달러
로 결정, 그라민폰과 텔레톡이 각각 10MHz, 나머지 3개 사가 각
각 5MHz씩 할당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향후 4G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는 자격까지 확보하였다.
3G 주파수를 배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9개월 내에 3G 서비
스를 개시해야 하는데, 1위 업체인 그라민폰은 2013년 10월 또
는 11월에 개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자도 2013년 내에 서비
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3G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스마트폰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모바일뱅킹 등 부가서비스 시장 역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폰

방글라데시는 모바일폰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규모는 약 160만 대로 이 중 스마트폰 비중이 약 6%(약 10
만 대)로 추산된다. 브랜드별 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로컬브랜드
인 Sympony 40%, Walton 8.0%, Micromax 5.0%, Maximus 5.0%
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로는 삼성 28%, 화웨이
2.0%, 소니 1.0% 등의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현지 브랜
드의 경우 중국, 인도에서 OEM 생산을 하며, 가격은 소매가로 1
만 2,000~1만 9,000타카(1달러=77타카)로 최소 3만 타카에서
시작하는 글로벌브랜드 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데이터서비스를 통해 Wi-Fi 접속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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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에서도 2.5G 기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접속이 불안정하고 속도
가 매우 느려 이용에 여러 불편함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3G 서
비스가 본격화되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접속이
가능해져 스마트폰 수요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스마트폰이 현지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고가의 제품이나
한국 상품에 대한 평가가 좋고, 방글라데시 소비자들이 SNS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스마트폰 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정부와 공조, 밀수제품 수입과 유통을 억제하
며 적절한 할부상품을 제공한다면 한국 제품의 시장규모와 점유
율을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모바일뱅킹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3년 4월 기준 모바일뱅킹 서
비스 가입자는 약 525만 명으로 지난 3월보다 12.5% 증가했으며,
2012년 3월 대비로는 108% 증가했다. 또한 4월 중 모바일뱅킹을
통한 총 거래량은 1,515만 건, 거래액은 4,785만 달러로 3월에 비
해 각각 10%,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모
바일뱅킹을 도입한 2010년 이후 26개 은행에 대해 모바일뱅킹 서
비스 구축을 허가했는데, 이 중 실제 서비스를 개시한 은행은
Brac Bank, Mercantile Bank, AB Bank, Dhaka Bank, Standar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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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7개이다. 한편 중앙은행은 아직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은 8개
은행(Sonali Bank, Jamuna Bank, one Bank, IFIC Bank, Al Arafah
Islami Bank, Janata Bank, Shahjalal Bank, City Bank)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는 잔
액조회, 계좌이체, 당행 송금, 국제송금 등이다. 주변국인 인도가
당행 및 타행 송금, 보험료 납부, 거래내역 조회, 신용카드 거래
등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아직 미흡한 편
이지만 최근 모바일 사용인구 증가를 고려해 본다면 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통한 임금지급41)이나 은행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좀처럼 어려운
농촌 거주민들에 대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제공 등이 앞으로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42)
향후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편한 해외송금 서비스가 확대되고,
모바일뱅킹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면 방글라데시 모바
41)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모바일뱅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뱅킹 서
비스를 통한 임금 지급이 가까운 시일 내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의류공장에
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의류업계 종
사자 300여만 명이 모바일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42)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Brac Bank와 Dutch Bangla Bank(DBBL)는 농촌지역
에 대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제공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bKash(Brac Bank 서비스)
의 회장 카말 카딜(Kamal Quadir)은 “400만 명의 고객 중 20%가 모바일뱅킹을 통해 정
기적으로 거래하며, 은행을 이용하지 않던 농촌지역 사람이 계속해서 모바일뱅킹 서비스
에 가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DBBL의 부사장 마호멧 쉬린(Md Shirin)도 “많은
사람이 적당한 가격에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뱅킹을 선호하며, 농촌지역
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힘.

140｜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통신

일뱅킹 시장의 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글
라데시의 경우 해외 근로자 송금이 연간 140억 달러로 국가경제
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보다 원활
하고 편리한 송금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확산은 디지털 방글라데시의 목표사업
중 하나인 e-commerce 실현을 앞당기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안시스템 및 관련 전자결제시
스템 등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각 은행의 지방 에이전트(입출금 업무를 대신 해주는
소규모 점포)들의 모바일뱅킹 송금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과라
든지 3G 서비스 활성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모바일뱅킹
서비스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 글로벌 아웃소싱

방글라데시는 인터넷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영어 구사가 가
능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서비스
관련 아웃소싱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소프
트웨어 개발 및 IT 서비스 기업 중 약 1/4인 200여 개 업체가 글
로벌 아웃소싱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수출은 연간 6천
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43) 또한 기존에는 부가가치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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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은 그래픽 디자인, 웹사이트 개발, 모바일 소프트웨
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고부가가
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한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있다.44) 주
요 아웃소싱 사례는 Eyeball Technologies사의 블랙베리(RIM) 비디
오 채팅 프로그램 개발, GraphicPeople사의 Dell사를 위한 다국어
홍보물 개발, SSDTech사의 British Telecom을 비롯한 유럽 및 아
시아 통신사의 모바일 부가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다.
글로벌 기업의 방글라데시 현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Bangladesh Japan Information Technology(BJIT) Ltd.(일본)는 ICT
분야 최초의 합작법인으로 2003년 설립되었는데, NOKIA,
Motorola, Panasonic, NTT Data 등이 고객으로 현재 150여 명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고 있다. 덴마크의 Groupcare는 방글라데시
Datasoft와 2005년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덴마크 본사의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2010년 단독법인으로
R&D 센터를 개소했는데, 현재 약 500명의 프로그래머를 고용,
모바일 솔루션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1,000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환경 개선으로 프리랜서 아웃소싱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에는 프로그래밍, 웹리서치, 웹디자인 등에
종사하는 약 1만 명의 ICT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들의 연간 매
43) 최원석. (2012), 차세대 BPO 지역으로 성장 중, 코트라 인용 및 참고.
44)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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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약 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글로벌 구
인·구직 사이트 Odesk는 다카를 세계 5대 프리랜서 아웃소싱 도
시, 방글라데시를 7대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45)

□ 콜센터

방글라데시는 풍부한 영어구사가능 인력으로 인해 콜센터 대
상지역으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통신망 문제로 현
재 약 70개 기업, 1만 5,000명이 콜센터 분야에 종사하는 데 그
치고 있다. 향후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고,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인도보다 저렴한 방글라데시 콜센터 설
치 또는 아웃소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SWOT 분석

1) 전체 통신/ICT 분야

통신/ICT 분야에 대한 SWOT 분석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
업과 통신관련 부처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
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통신시장은 ‘디지털 방글라데시’라는 정
책 슬로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디지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45) 최원석. (2012), 차세대 BPO 지역으로 성장 중, 코트라 인용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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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구가 많아 향후 성장잠재력 역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속도와 ICT 분야 최신
기술에 대한 정부, 민간인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가 통신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ADB, 세계은행, JICA 등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통신 인프라가 어
느 정도 구축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서비스 산업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9. 전체 통신/ICT 분야 SWOT 분석
강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
(디지털 방글라데시)
-성장잠재력 풍부(풍부한 인구)
-안정적인 성장률
-안정적인 사업추진율(높은 예산집행률)

약점
-정부의 느린 사업진행 속도
-ICT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

기회
-차관사업 및 PPP 사업 기회
-통신망 현대화를 통한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성장

위협
-중국 등 저가 통신제조기업과의 경쟁

자료: 현지 정부, 기업 관련전문가 인터뷰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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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분야

BMI의 SWOT 분석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모바일 시장은 빠른
가입자 수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강점으로 평가
되었다. 반면 약점으로는 지난 2012년 선불 및 후불폰에 대한
정부의 SIM tax 부과로 인해 최종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했
다는 것과 방글라데시의 빈곤문제 지속이 장기적으로 시장 성장
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낮은 국민소득
으로 스마트폰의 경우 고가의 모바일폰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
력을 가진 인구가 적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향후 3G서비스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한 부가서비스 산
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선불폰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점차 통신사들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고 3G서비스 역
시 정확한 개시 시기가 불명확한 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폰 기기의 경우 해외로부터 밀수46)가 만연하
고 통화(통신사)-모바일폰(제조사/판매사) 간 연결 상품이 부족하
여 기기구매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7)

46) 모바일폰의 경우 중국, 인도, UAE 등지로부터의 밀수가 만연하며, 한국제품의 경우 공식
대리점에서 버젓이 정품과 밀수품을 같이 진열·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밀수품의 가격은
정품의 70% 수준임.
47) 삼성전자가 갤럭시S4를 출시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인 그라민폰과 협력해 24개월 할부상
품을 내놓음. 이와 같은 통화(통신사)-모바일폰(제조사/판매사) 연결 상품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구매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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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모바일 분야 SWOT 분석
강점

-빠른 가입자 수 증가율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개발) 의지

약점
-SIM tax 부과에 따른 소비자 비용 증가
-빈곤문제에 따른 시장성장 둔화
-낮은 국민소득 수준
-선불폰 중심의 통신 서비스 환경
(통신 기업들의 수익률 악화 요인)

기회
-3G서비스 가시화
-부가서비스 산업 성장 기회(부가가치,
데이터 서비스 등)

위협
-3G서비스 개시 지연 가능성
-밀수 스마트폰 증가
-통화-모바일폰 연결 상품 부족

자료: 현지 정부, 기업 관련전문가 인터뷰 내용 종합.
BMI(2013),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port 2013 2Q, p. 8 인용.

3) 유선통신 분야(유선전화 및 인터넷)

유선통신 분야의 경우 유선전화 시장의 자유화와 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었
다. 반면 BTCL의 지배력이 과도하다는 것과 최근 무선통신(모바
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유선전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브로
드밴드 사용을 위한 비용이 높다는 것도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2차 케이블 설치로 국제 브로드밴드 연결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터넷네트워크 인프라가
안정화되어 콜센터,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위성 서비스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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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해저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브로드
밴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진출 기회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1. 유선통신(유선전화 및 인터넷) 분야 SWOT 분석
강점
-유선전화 시장 자유화
-통신인프라 개선(인터넷 등)
기회

약점
-BTCL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높은 브로드밴드 비용(망 사용료)
-무선통신 시장 성장으로 인한 유선전화
시장의 성장 위축
위협

-2차 해저 케이블 설치
-인공위성 활용 예정
-정부의 브로드밴드 및 서비스 투자 확대
자료: 현지 정부, 기업 관련전문가 인터뷰 내용 종합.
BMI(2013),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port 2013 2Q, p. 9 인용.

Ⅳ. 통신 산업 ｜147

Ⅴ
대(對)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교통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
2.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및 전략

1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

방글라데시는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
전히 최빈개도국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저개발, 저소득 국가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인프라서비스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통 인프라, 통신분야에 대한 사업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해당산업 협력 방향과 진출
방안 정립의 필요성 역시 높다.
이에 이번 절에서는 방글라데시의 교통 인프라, 통신분야 협
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및 지원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활용가능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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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대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통신산업 협력 방향 및 방안

자료: 저자 작성.

가.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활용

우리 정부와 기업은 방글라데시가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
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유선, 무선, 인터넷과
같은 국가 통신망 확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
한 기초 산업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진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방글라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대규
모 투자가 필요한 기간사업 분야이고 해외차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개발협력기금(EDCF)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ADB, 세계은행, JICA 등 해외차관을
통해 교통 인프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프로젝트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EDCF의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부 주도로 방글라데시의 개발
사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프로젝트를 창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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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후속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들
의 진출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48)
한편 우리 기업들 역시 EDCF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
극적으로 사업 정보를 접함으로써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
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글라데
시에서는 SK C&C, LS산전, KT 등이 EDCF 자금을 활용하여 통
신(국가 백본망 설치, 통신망 현대화 등), 철도 인프라(철도 신호
제어시스템)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 또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다. 동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EDCF 사업에 대한 신
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사업 추
가수주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기
획재정부는 2012년 10월 9일 ‘제1차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
럼’을 개최하여 EDCF를 통한 개도국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EDCF의 역할을 [표 51] 같이 제시한 바 있어 향후 활용기
회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49)
한편 [표 51]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EDCF가 PPP 사업 지원
을 확대,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분명하지만
PPP 사업의 특성상 진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확보해야
48) 현재 SK C&C, LS산전 등은 방글라데시에서 EDCF 사업을 추진, 진행 중에 있음.
49) 수출입은행은 2013년 EDCF 자금을 아시아 개도국에 집중 배정하고 특히 교통, 에너지,
녹색사업 등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일 계획임을 밝힘(CNEWS. (2013),올해 EDCF자
금, 아시아 개도국에 집중 배정.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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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기업에 여전히 부담이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 인
프라 부문의 경우 전력 인프라(발전소), 통신, 플랜트 등에 비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PPP 사업 진출에 보다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EDCF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
① EDCF를 통한 F/S(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선정 시 PPP 사업
우선 선정
② 민간부문의 PPP 참여 활성화를 위한 EDCF 보증제도 실시
* 개도국 PPP사업 risk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PPP 참여 금융기관에 보증
서비스 제공
③ Loan Conversion* 등을 통해 국제개발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 개도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성공적 사업 이행 시 차관상환의무를 민간단체로 이전
④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준상업금융(Development
Financing) 도입 방안 검토
* 양허성이 높은 ODA 차관과 상업차관(예: 수출금융)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차관
자료: 기획재정부(2012. 10. 8), 제1차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 개최, p. 3 인용.

나. 해외개발자금 활용

과거 우리 기업은 주로 EDCF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기업과의
경쟁 또는 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에 진출해왔다. 하지만 EDCF
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쟁이 심
화되었으며, 또한 EDCF 조건상 국내 협력기업과 동반진출을 해
야 하는 등의 제약이 진출기업의 수익성,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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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업들은 기존 EDCF 중심의 사업 진출에서 벗어나 ADB,
세계은행, JICA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금조달 출처를 보
다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KT가 진행 중인 방글라
데시 통신망 현대화 사업은 좋은 예이다. KT의 사업은 JICA 자
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KT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
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
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사례는 향후 우리 기업이 해외개발자
금을 활용하여 방글라데시에서 사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발
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향후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JICA 등의 타 국가 개발자금을 활용할 시에는 진출리스크를 최
소화하고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또는 방글라데시 기
업,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히 자금제공 국가의 기업
(JICA의 경우 일본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다.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 조성

양국 간 교통 인프라, 통신 부문의 협력사업 기회를 보다 확대
하기 위해 한국-방글라데시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PDF: Project

50) 방글라데시 KT사무소 인터뷰 내용 참고(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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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und) 조성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공동 프로젝트펀
드 조성은 앞서 언급한 양국 정부간 협력(G2B) 기반을 보다 강
화하여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할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프로젝트개발펀드는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동 펀드는 사업타당성 연구, 마스터플랜
작성 등 프로젝트 준비 및 개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줄여주고 실제 사업추
진 시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은 인도와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를 조성, 인도의
대규모 투자개발프로젝트인 DMIC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
하고 있다.51) 중국 역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DADF: China-Africa Development
Fund)’를 조성하여 아프리카의 인프라,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52)

51) 코트라. (2011), 인도 델리·뭄바이산업회랑(DMIC) 개발사업 진출 가능성 및 전략,
p. 10, p. 22 참고 및 인용.
52) 국토해양부. (2011), 중국의 해외건설 현황 및 전망, p. 69 참고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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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정부와 민간 모두 양국간 산업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채널을 마련함으로써 개발협력외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인도, 주요 동남아 국가들에 비
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작아 정부 간 또는 민간의 협력
추진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사
업기회 발굴, 정보습득 등의 기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방글라데시와 정부부처, 기관간 협력 MOU를 체
결하고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마스터플랜(교통,
ICT 등)의 주 파트너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제협력 이니셔티브,
상설 협의채널, 실무 태스크포스 가동을 통해 양국의 핵심협력
분야 선정과 프로젝트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53)
한편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정부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
한 비즈니스 포럼, 투자사업 협력 간담회, 프로젝트 설명회, 한방글라데시 대화(Dialogue) 등의 형태로 양국간 민간 대화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3) 위와 같은 정부 간 협력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관련기사(디지털타임스. (2011), 한-인도네시아 경협 급물살) 내용을 참고하여 방글
라데시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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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및 전략

가. 교통 인프라 산업

최근 방글라데시는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국제원조, 해외차관을 통
해 추진,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방글라데시 정부
가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PPP 기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부문 진출
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은 EDCF 또는 JICA, ADB, World Bank
등의 해외개발자금과 함께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사업기회와 안
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발주되는 교
통 인프라 프로젝트는 파드마 교량 프로젝트 등 몇 가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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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도로, 철도, 교량 등 정부 발주의 소규모 단순토목공사가
대부분이다. 동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자국정부의
대규모 자본지원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및 동남아
기업의 진출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
리기업들은 단순 토목공사 위주의 소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교량건설과 특히 철도분야
에서 철도통신, 신호 시스템, 철도차량(기관차, 동차 등) 등의 분
야와 ‘엔지니어링(F/S, 설계, 감리)’54) 등과 같은 비교적 기술수
요 수준이 높고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지형적 특성상 강이 많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교량사업이 확대되고 또한 국가 물류이동의 핵심인
철도 시스템 현대화 사업 역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동
분야에 대한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55)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진출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방글라데시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 단
순 도급 형태의 사업에 불과하지만 향후 경제성장이 꾸준히 지
속되고 인프라 개발 경험,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10년 내로 인도
처럼 대규모 투자개발형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
도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인 DMIC 프로젝트에 일본기업들
이 ODA 자금을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
54) 김삼식(2010), 한국 철도 수주조사단, 기회시장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다, p. 3 인용.
55) 방글라데시 LS산전 다카 사무소 인터뷰 내용 참고(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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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방글
라데시의 대규모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56)

그림 5-2. 교통 인프라 부문 진출전략 및 분야

자료: 저자 작성.

나. 통신산업

현재 방글라데시의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은 초기 개발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이동통신, 인터넷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용자 수와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도인 다카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통신망 접근
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뿐이다.
이처럼 아직까지 초기수준에 불과한 방글라데시의 통신 인프
라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56) 방글라데시 Road Division 인터뷰 내용 참고(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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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종 진입규제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
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기술과 제품 수출 사업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이동통신 분야(무선)의 경우 방글라데시는 아직까
지 2G, 2.5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G, 4G와 같이 우리
나라가 선도적으로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출
기회가 잠재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57) 또한 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 다카 주변지역으로 통신망(유선/인터넷)이 주로 연결되
어 있을 뿐 국가 전역을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현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통신망 확대 및 현
대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58) 이러한 개발수요 속에
우리나라 KT의 경우 2004년(통신망 현대화 작업), 2009년(인터
넷망 구축사업)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JICA 사업을 수주, NGN망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이다. SK C&C 역시 지난 2012년 방글라데시 정부 네트워크 구
축사업을 수주, 방글라데시 중앙부처 및 행정기관 전체를 연결
하는 국가 기간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
가망, 통신사 자체 망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IT수요 증가에 따
라 기업전용회선 구축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인프라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같은 유무선 통신망 구축 및 현대화
57) 3G의 경우 2013년 9월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임.
58) 방글라데시 KT 사무소 인터뷰 내용 참고(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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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확대는 이동통신 장비, 가입자망 장비, 중계기 등의 네트
워크 장비 수출 기회 역시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KT의
경우 방글라데시 통신망 사업 시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전략
으로 국내 장비 업체와 동반 진출한 바 있어 중소 장비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 통신시장의 사업기회는 이처럼 대부분 통신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
신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대되고 현대화된다면 장기적으로 각종
모바일, 인터넷 관련 부가서비스 산업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
다.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모바일뱅킹 및 결제 시스템 등을 비
롯하여 각종 모바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분야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IT 기반 각종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모바일, 인
터넷 기반 부가가치산업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디지털방글라데시의 주요 프로젝트인 전자정부, 전자거래,
전자교육, 전자보건 분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진출
기회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솔루션, 소프트웨
어 분야의 경우 국내 대형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진출 가능성
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신 인프라 분야의 경우 향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EDCF 또는 JICA, ADB, 세계은행 자금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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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KT와
SK C&C도 각각 JICA와 EDCF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경험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또는 해외 개발자금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신
망 구축 사업의 경우 PPP 적용이 가능한 산업이긴 하지만 현시
점에서는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PPP 사업의 경우
수익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방글라데시 통신시장의 여건상 수익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반 서비스/소프트웨어 분
야의 경우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PPP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저통신망
(케이블)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EDCF를 활용하여 PPP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다.59)

그림 5-3. 통신 인프라 부문 진출전략 및 분야

자료: 저자 작성.

59) 방글라데시 KT, SK C&C 인터뷰 내용 참고(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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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유관기관

가. 교통 인프라 산업

□ 교통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육상교통정책 총괄
◦ Road Division : 도로교통정책 총괄
- Roads & Highways Department(RHD): 도로교통정책 일반
- Bangladesh Road Transport Authority(BRTA): 대중교통정책
- Dhaka Transport Co-ordination Authority(DTCA): 다카 교
통정책
- Bangladesh Road Transport Authority(BRTC): 대중교통 담당
공기업

◦ Bridge Division : 교량정책 일반
- Bangladesh Bridge Authority(BBA): 교량정책 수행

□ 항공 ․ 관광부(Ministry of Civil Aviation and Tourism): 항공정
책 총괄
- Civil Aviation Authority of Bangladesh(CAAB): 항공정책 수행
- Biman Bangladesh: 국영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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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운부(Ministry of Shipping): 수상교통정책 총괄
- Department of Shipping(DOS): 수상교통정책 수행
- Bangladesh Inland Water Transport Authority(BIWTA):
내륙수운정책
- Chittagong Port Authority CPA): 치타공 항만 관리
- Mongla Port Authority (MPA): 몽글라 항만 관리
- Bangladesh Inland Water Transport Authority(BIWTA):
내륙수운 담당 공기업

교통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dd: Bhaban No. 7 (8th floor), Secretariat, Dhaka 1000
Tel: (880-2) 716-2866 Fax: (880-2) 955-3900
http://www.moc.gov.bd
Activities: 육상교통정책 총괄

Roads & Highways Department(RHD)
Add: Roads & Environment Circle, Sarak Bhaban, Ramna Dhaka 1000
Tel: (880-2) 716-2866 Fax: (880-2) 955-3900
http://www.rhd.gov.bd
Activities: 도로교통정책 일반

Bangladesh Bridge Authority(BBA)
Add: Dhaka-Mymensingh Highway, Dhaka 1212
Tel: (880-2) 989-5244 Fax: (880-2) 9880-8414
http://www.bba.gov.bd
Activities: 교량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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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광부(Ministry of Civil Aviation and Tourism)
Add: Bhaban No. 6, 19th Floor, Bangladesh Secretariat, Dhaka 1000
Tel: (880-2) 716-7244 Fax: (880-2) 716-9206
http://www.mocat.gov.bd
Activities: 항공정책 총괄

Civil Aviation Authority of Bangladesh(CAAB)
Add: Headquarters, Kurmitola, Dhaka 1229
Tel: (880-2) 791-1041~3 Fax: (880-2) 890-1411
http://www.caab.gov.bd
Activities: 항공정책 수행

수운부(Ministry of Shipping)
Add: Bhaban No. 6, Bangladesh Secretariat, Dhaka 1000
Tel: (880-2) 957-6500 Fax: (880-2) 954-0311
http://www.mos.gov.bd
Activities: 수상교통정책 총괄

Chittagong Port Authority(CPA)
Add: Bandar Bhaban, P.O. Box2013, Chittagong 4100
Tel: (880-31) 252-2200 Fax: (880-31) 251-0899
http://www.cpa.gov.bd
Activities: 치타공 항만 관리

Mongla Port Authority(MPA)
Add: Mongla, Bagerhat 9351, Khulna
Tel: (880-46) 627-5218 Fax: (880-46) 627-5224
http://www.mpa.gov.bd
Activities: 몽글라 항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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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산업

□ 통신 ․ 우정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Bangladesh):
통신정책 총괄
-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BTRC):
통신규제위원회
- Bangladesh Tele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BTCL):
국영통신공사
- TELETALK: 국영 이동통신사
- Bangladesh Submarine Cable Company Limited(BSCCL) :
국제 인터넷망 공급

통신․ 우정부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Bangladesh)
Add: Bhaban No. 7 (6th floor), Bangladesh Secretariat, Dhaka 1000
Tel: (880-2) 716-2160 Fax: (880-2) 716-5775
http://www.mopt.gov.bd
Activities: 통신정책 총괄

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BTRC)
Add: IEB Bhaban (5,6 & 7 floor) Ramna, Dhaka-1000
Tel: (880-2) 716-2277 Fax: (880-2) 955-6677
http://www.btrc.gov.bd
Activities: 통신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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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Tele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BTCL)
Add: Telejogajog Bhaban, 37/E Eskaton Graden, Dhaka-1000
Tel: (880-2) 831-1500 Fax: (880-2) 831-2577
http://www.btcl.gov.bd
Activities: 국영통신공사

다. 기타 기관
Bangladesh Bank
Add: Mo..jheel Commercial Area, Dhaka 1000
Tel: (880-2) 712-6101~20 Fax: (880-2) 956-6212
http://www.bangladesh-bank.org
Activities: 중앙 은행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BEPZA)
Add: BEPZA Complex, House # 19/D, Raod # 6, Green Road, Dhaka-1205,
Bangladesh
Tel: (880-2) 865-0059 Fax: (880-2) 865-0060
http://www.epzbangladesh.org.bd
Activities: 수출가공공단 관리청

Export Promotion Bureau(EPB)
Add: TCB Bhaban, 1-2, Kawran Bazar C/A Commercial Area, Dhaka 1215,
Bangladesh
Tel: (880-2) 914-4821~4 Fax: (880-2) 911-9531
http://www.epb.gov.bd
Activities: 수출진흥청

National Board of Revenue(NBR)
Add: Segunbagicha Dhaka
Tel: (880-2) 831-8120-26 Fax: (880-2) 831-6143
http://www.nbr-b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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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 국세청(관세 포함)

Registrar of Joint Stock Companies and Firms(RJSC)
Add: TCB Bhaban (6th Floor), 1, Kawran Bazar, Dhaka - 1215
Tel: (880-2) 818-9401 Fax: (880-2) 818-9403
http://www.roc.gov.bd
Activities: 기업등록소

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
(BSCIC)
Add: 137-138, Mo..jheel Commercial Area, Dhaka137-138
Tel: (880-2) 955-6191~2 Fax: (880-2) 955-0704
http://www.bscic.gov.bd
Activities: 소기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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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기업
가. 수송 인프라 산업

컨설팅사

BCL Associates Limited
Add: House No. 12, Road No. 20, Sector No. 11, Uttara, Dhaka 1230
Tel: (880-2) 791-4991~4 Fax: (880-2) 899-1414
http://www.bclgroup.com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BETS Consulting Services Limited(BETS)
Add: House No. 10, Road No. 135, Gulshan-1, Dhaka 1212
Tel: (880-2) 9889923~24 (Ext. 102) Fax: (880-2) 988-9967
http://www.betsbd.com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Devconsultants Limited
Add: House No. 4, Road No. 13, Baridhara, Dhaka 1212.
Tel: (880-2) 882-9415 Fax: (880-2) 882-6305
http://www.devconbd.com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Dexterous Consultants Limited
Add: House No. 87, Road No. 9A, Dhanmondi Residential Area, Dhaka 1205
Tel: (880) 17-1153-0125 Fax: N/A
http: N/A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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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lanning & Management Consultants Limited (DPM)
Add: House No. 4/1, Road No. 4, Dhanmondi Residential Area, Dhaka 1205
Tel: (882) 861-0567 / 8610116~7 Fax: 861-3043
http://www.dpm.com.bd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e.Gen
Add: 69/1 Bir Uttam Qazi Nuruzzaman Road, Dhaka 1205
Tel: (882) 8621256~9 Fax: 862-1260~1
http://www.egen.com.bd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Engineering Consultants & Associated Limited
Add: 154, Monipuripara, Farmgate, Dhaka 1215
Tel: (880-2) 811-6214 / 911-0176 Fax: (880-2) 811-9761
http: N/A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Engineering & Planning Consultants Limited
Add: 7/4 Block-A, Lalmatia, Dhaka
Tel: (880-2) 911-4631 / 912-9904 Fax: (880-2) 811-4154
http://www.epc-consultants.org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HB Consultants Limited
Add: BTMC Building (Level-4), 7-9 Kawran Bazar C/A, Dhaka 1215
Tel: (880-2) 812-7159 / 9139852~54 Fax: (880-2) 9126117
http://www.hbconsultants.com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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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Water Modeling(IWA)
Add: House No. 496, Road No. 32, New DOHS, Mohakhali, Dhaka 1206
Tel: (880-2) 882-4590~1 Fax: (880-2) 882-7901
http://www.iwmbd.org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SARM Associates Limited(SARM)
Add: MissionNahar (3rd floor), House No. 60, Road No. 18, Block - J, Banani,
Dhaka 1213
Tel: (880-2) 883-2983 Fax: (880-2) 883-7308
http://www.sarm.com.bd/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Resource Planning and Management Consultants Limited
(RPMC)
Add: 31, Garib-E-Newaz Avenue (Level 5 and 6), Sector No. 13, Uttara, Dhaka
1230
Tel: (880-2) 895-7410 / 8932204 Fax: (880-2) 891-9281
http://www.rpmcl.net
Activities: 인프라 건설 관련 컨설팅

시공사
Abdul Monem Limited
Add: Monem Business District 111, Bir Uttam C.R. Dutta Road, Dhaka 1205
Tel: (880-2) 967-6301~3 Fax: (880-2) 966-8638
http://www.amlbd.com
Activities: 인프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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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d Group of Companies
Add: 43 North C/A Gulshan 2, Dhaka 1212
Tel: (880-2) 19-1353-1450 Fax: (880-2) 882-2949
http://www.concordgroup.net
Activities: 인프라 건설

Spectra Engineers Limited(Former Reza Constructions
Limited)
Add: House No. 17, Road No. 106, Block-CEN(F), Gulshan 2, Dhaka 1212
Tel: (880-2) 988-8049 / 8816192 Fax: (880-2) 881-9932
http://www.spectragroup.com.bd
Activities: 인프라 건설

Project Builders Ltd.
Add: Pbl Tower, 5th & 6th Floor, 17(North) C/A, Gulshan 2, Dhaka 1212
Tel: (880-2) 989-1187 / 989-1250
Fax: (880-2) 883-2508
http://www.pblbd.com
Activities: 인프라 건설

MIR AKHTER HOSSAIN LTD.
Add: House No. 13, Road No. 12, Dhanmondi, Dhaka 1209
Tel: (880-2) 811-0997 / 811-0131 Fax: (880-2) 811-0992
http://www.mirakhter.net
Activities: 인프라 건설

National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Add: Sector-4, Plot-3, Road-1A,Uttara Dhaka
Tel: (880-2) 892-2551 Fax: (880-2) 892-2822
http://www.nbccindia.com
Activities: 인프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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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산업

이동통신사

Grameen Phone Limited(GP)
Add: GPHOUSE, Basundhara, Baridhara, Dhaka 1229
Tel: (880-2) 988-2990 Fax: (880-2) 988-2970
http://www.grameenphone.com/
Activities: 이동통신 사업

Banglalink Digital Communications Limited(Banglalink)
Add: House No. 4, SW, BirUttamMir Shawkat Sharak, Gulshan 1, dhaka 1212
Tel: (880-2) 988-8370~1 Fax: (880-2) 882-0594
http://www.banglalinkgsm.com/
Activities: 이동통신 사업

Robi Axiata Limited(Robi)
Add: 53 Gulshan South Avenue Gulshan 1, Dhaka 1212
Tel: (880-2) 988-7146~52 Fax: (880-2) 988-5463
http://www.robi.com.bd/
Activities: 이동통신 사업

Airtel Bangladesh Limited(Airtel)
Add: House No. 34, Road No. 19/A, Banani, Dhaka 1213
Tel: (880) 16-7860-0786 Fax: (880-2) 895-1786
http://www.bd.airtel.com/
Activities: 이동통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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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Bangladesh Telecom Limited(Citycell)
Add: Pacific Centre (Ground Floor) 14, Mohakhali C/A, Dhaka 1212
Tel: (880-2) 882-2186~87 / 882-5281~83
Fax: (880-2) 882-3575
http://www.citycell.com/
Activities: 이동통신 사업

Teletalk Bangladesh Limited(Teletalk)
Add: House No. 41, Road No. 27 Block A, Banani, Dhaka 1213
Tel: (880-2) 985-1060 Fax: (880-2) 988-2828
http://www.teletalk.com.bd/
Activities: 이동통신 사업

인터넷 서비스

Mango TeleServices
Add: 82, Mohakhali C/A (12th floor), Dhaka 1212
Tel: (880-2) 881-4507 Fax: (880-2) 881-4537
http://www.mango.com.bd/
Activities: 국제 인터넷망 Gateway 서비스

Qubee
Add: Alauddin Tower Road 113/A, Plot-17, Gulshan 2, Dhaka 1212
Tel: (880) 96-1377-8233 Fax: N/A
http://www.qubee.com.bd/
Activities: WiMA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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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Lion
Add: Silver Tower (18th Floor) 52 Gulshan Avenue, Circle 1, Dhaka 1212
Tel: (880-2) 881-6072 Fax: (880-2) 881-6313
http://www.banglalionwimax.com/
Activities: WiMAX 서비스

Brac Network System(BracNet)
Add: House No. 26, Road No. 28, Block-K, Banani, Dhaka 1213
Tel: (880-2) 989-3333
Fax: (880-2) 988-4587
http://www.bracnet.net/
Activities: 케이블 ISP

Link3 Technologies Limited
Add: 40, Kemal Ataturk Avenue, 8th Floor, Bulu Ocean Tower, Banani, Dhaka 1213
Tel: (880-2) 982-2288
Fax: (880-2) 982-1332
http://www.link3.net/
Activities: 케이블 ISP

Ranks ITT Ltd.
Add: 117/ A, Old Airport Road, Tejgaon, Dhaka 1215.
Tel: (880-447) 001-1025 Fax: N/A
http://www.ranksitt.net/
Activities: 케이블 ISP

Telnet Communication Limited
Add: House No. 39 (8 & 9th floor) Sonargaon Janopath Road, Sector 7, Dhaka 1230
Tel: (880-2) 791-4960~64
Fax: (880-2) 791-3022
http://www.telnet.com.bd/
Activities: 케이블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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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요 진출 한국기업

영원무역
주소: Plot 7-20, CEPZ, Chittagong
품목: 의류
Tel: (880-31) 74-0431 Fax: (880-31) 74-0044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1980

(주)해송
주소: Haesong Complex, Hijalhati(Baroipara), Kaliakair, Gazipur, Dhaka
품목: 의류
Tel: (880-2)770-1436 Fax: (880-6)822-51854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1991

성광
주소: H-8E, R-81, Gulshan-2, Dhaka
품목: 의류
Tel: (880-2) 881-2142 Fax: (880-2) 882-63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1993

다카리아
주소: Plot 56-60, DEPZ(extention), Dhaka
품목: 모자
Tel: 880-2) 770-1709 Fax: 880-2) 770-17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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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글라데시 연구소
주소: Level 3 - 8, 111, Bir Uttam C.R. Dutta Road, Sonargaon Road, Dhaka-1205
품목: 소프트웨어 개발
Tel: (880-2) 885-2020
진출형태: 연구개발 법인
진출연도: 2010

삼성전자
주소: 12th Fl., 53 Gulshan South Ave., Gulshan-1, Dhaka-1212
품목: 휴대폰, 가전
Tel: (880-2) 881-5733 Fax: (880-2) 881-5738
진출형태: 지사
진출연도: 2009

대우인터내셔널
주소: 10th Fl., Cristal Palace Bd, 140 Gulshan South Ave., Gulshan-1, Dhaka-1212
품목: 철강, 발전 프로젝트 등
Tel: (880-2) 9880-1316
진출형태: 지사
진출연도: 1995

우리은행 다카 지점
주소: Suvastu Imam Square (1st Floor) 65 Gulshan Aveneu Dhaka-1212
품목: 은행서비스
Tel: (880-2) 881-3270 Fax: (880-2) 881-3274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진출연도: 1996

GS건설
주소: Fl-A2, House-12, Road-4, Sector-1, Uttara, Dhaka
품목: 송배전망 건설
Tel: (880-2) 895-8372
진출형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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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세계물산
주소: Plot#73, 77-80, DEPZ, Ganakbari, Savar, Dhaka
품목: 의류
Tel: (880-2) 778-9059 Fax: (880-2) 778-9057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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