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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
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
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
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
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 ‧ 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
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
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
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 ‧ 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
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 ‧ 인도 CEPA와 싱가포
르 ‧ 인도 CEPA가 한 ‧ 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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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
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
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
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
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
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경우, TBT의 수출촉
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
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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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 부문에서
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 ‧ 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 ‧ 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
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 ‧ 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 ‧ 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 ‧ 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 ‧ 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
을 개정하고 한 ‧ 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 ‧ 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 ‧ 인
도 CEPA와 싱가포르 ‧ 인도 CEC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
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
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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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WTO 회원국의 MFN(Most Favoured Nation, 최혜국) 관세율 인하와
FTA 체결의 증가로 인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 수단으로서의 관세의 중요성은 점
차 약해지고 있다. World Bank가 제공하는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에 약 13%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5%를 기록하였다.
특히 정보기술(IT: Information and Technology) 제품은 2015년 7월 WTO
에서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확대 협
상이 타결됨에 따라 201개의 제품이 추가적으로 무관세화되면서 보호조치로서
의 관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관세조치(NTMs: Non Tariff Measures)에 대한 무역현안의 건수
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기술적 ‧ 규제적 조치로 인한 무역장
벽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WTO(2012)에 따르면, 2000년대 말부터 비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신규무역제한조치(New Trade Restrictive Measure)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예전과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
치가 아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해당 산업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로 그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1) 한편 Gourdon and
Nicita(2013)가 추정한 여러 비관세조치의 관세 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에 따르면, 기술적 ‧ 제도적 조치는 1999년에 37%였던 것이
2010년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여러 조치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의 기술적 ‧ 제도적 조치는 무역기술장벽

1) 정 철, 김민성, 장용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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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가 대표적인 형태이다.2)
최근 한 ‧ 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도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나, 인도의 비관세조치
들과 이로 인한 무역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들어 인도와 중국과 같은 개도국들의 기술적 ‧ 제도적 조
치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특히 인도의 경우 신규
로 규정을 제정할 때나 기존 규정의 중대한 개정이 있을 때 WTO에 통보하는
TBT와 SPS의 건수4)가 201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참고). 인도를 중심으로, 이들 개도국들의 TBT와 SPS는 규제 내용에 대한

그림 1-1. 연도별 인도의 WTO TBT ‧ SPS 통보문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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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I-TIP(검색일: 2016. 11. 5).
2) Fugazza(2013).
3) 장용준 외(2011).
4) WTO TBT 협정문 제10조 6항에 따른 WTO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임(장용준, 남호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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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가 부재할 뿐 아니라 관련 행정시스템 또한 미비하므로 해당국 수
출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5)
실제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도 TBT와 SPS로 인한 무역현안문제의 해결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사례로, 2011년 5월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이 강제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마크를 타이어
에 각인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내 타이어 업계의 수출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
다.6)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 주요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WTO에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
였고, 제도 시행 유예를 이끌어냈었다.7)
2009년에 체결한 한 ‧ 인도 CEPA에서는 양국 간 TBT에 대한 해소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협정 체결 후 1년 이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는 없는 상태이다. 2015년 5월 인도 모디 총리의 방한
과 함께 인도 측의 제안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양국 간 MRA를 본격적으로 논
의하기로 하였으나, 인도의 비관세조치와 기술적 ‧ 제도적 조치에 대한 기초 자
료의 부족으로 인해 배경과 저의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결국 협
상은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향후 한 ‧ 인도 간 교역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의 비관
세조치, 그중에서도 기술적 ‧ 제도적 조치인 TBT와 SPS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의 도
출이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관련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5) TBT 중앙사무국(2015).
6) ｢대인도 타이어 수출,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2015. 4.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6. 5. 1).
7) TBT 중앙사무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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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표적인 기술적 ‧ 제도적 조치인 TBT와 SPS를 중심으로 인도의
비관세조치 현황, 관련 제도 및 정책, 무역에 대한 효과를 조사 ‧ 분석함으로써
한 ‧ 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과 MR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와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를 중심으로 최근의 FTA에서는 비관세조치 해결방
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적 ‧ 제도적 조치인 TBT와 SPS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8) 따라서 한 ‧ 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는 관세의
추가적인 인하와 더불어 이들 비관세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TBT와 SPS를 중심으로 현황과 무역에 대한 효과 연구는 꾸
준히 진행되어 왔으나,9) 인도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對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예외적
으로 장용준(2015)이 인도를 대상으로 TBT 연구를 하였으나, 해외 TBT의 인
도 수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을 뿐, 인도의 TBT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시기적으로 기술적 ‧ 제도적 조치 관련 정부 내 주요 시스템과 정
책을 포함한 인도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TBT와 SPS가 무역상대국의

對인도 수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는 인도와의 각종 무역
협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BT와 SPS는 다른 비관
세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설비 설치와 인증 획득과 같
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게 하여 수출에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TBT와 SPS는
8) 유새별(2014).
9) Fugazz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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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관세조치들과는 달리 자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등과 같은 독자
적인 정책적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수요진작효과(Demand Stimulating
Effect)가 나타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 실증분
석 결과를 근거로 하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10) 분석 결과는 한 ‧ 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대한 전략 마련과 함께 인도가 MRA를 추진하는 궁
극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과 구성, 선행연구와의 차별
성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인도의 비관세조치와 관
련성이 높은 정부 조직이나 각종 제도, 기체결 FTA에서의 관련 조항 및 상호인
정협정(MRA)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WTO TBT 위원회 및
SPS 위원회의 정례회의 사례와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의 사례 등을 통
해 인도의 TBT 및 SPS와 관련된 무역현안 사례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특
히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TBT와 SPS 관련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등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
의 기본 구조에서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TBT와 SPS를 설명변수로서 추가적
으로 고려하여 인도의 TBT 및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1∼4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종
합적으로 요약하면서 대인도 수출 및 향후 무역협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0) Xiong and Beghi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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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4. 소결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며, 인도 주정부는 직
접 수립할 수는 없으나,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농촌 개발 및 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규제 및 표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도의 규제 및 표
준 체계를 규제수립, 표준제정, 적합성 평가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제정은 농림부와 같은 중앙정부부처에서부터 통신규제국
(TRA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등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모든 인도 중앙정부부처 및 기관은 관계법을 통해 규제를
수립할 수 있다.11)
둘째, 표준은 인도의 중앙정부부처가 직접 수립할 수 있으며, 인도 표준청
(BIS)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주요 부처, 소비자 단체, 산업 협회, 전
문기관 등은 표준의 수립 또는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BIS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
으며, 마찬가지로 서면 요청을 통해 확립된 표준을 개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평가 관련은 인도 품질관리위원회(QCI: Quality Council
of India), 인증기관국가인정위원회(NABCB: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Certification Bodies) 등이 담당한다. QCI는 국내 및 국제 수준의 품질 향
상을 목적으로 국가인증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며, NABCB에서는 인증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표 2-1]의 인도의 제품 분야별 규제 및 표준 관련기관 예시를 보면, 제품별

11) 법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국가기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법규의 집행상황 또한 수시로 변경되고 있
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 및 표준 관련법 또한 행정상 입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며, 인도에서 인정되
고 있는 행정상 입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명령(orders): 행정부가 법규제정권을 가지고 제정하는 것
② 규칙(rules): 법률의 하위규정으로 정부가 사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작성한 것
③ 규정(regulations):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즉 공사나 공단이 작성한 것
④ 자치법규(bye-laws):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규칙
자료: 김영종(2009), pp. 14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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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기관에서 규제 및 표준 설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시스템

표준화 기구

인도 표준청(Bureau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시스템

적합성 평가

Indian Standards),

중앙의약품표준규제기관
(Central Drug Control
Organization) 등

농림부, 도로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농림부(Ministry of
Agricuture),

규제 수립 기관

품질관리위원회

통신규제국(Telecom

(Quality Council of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인정기관

India) 같은 독립된

(Accrediation body) 등

규제기관 등

자료: Gasiorek et al.(2007), p. 44 참고 저자 작성.

표 2-1. 인도의 제품 분야별 규제 및 표준 관련기관 예시
분야

관련기관
-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CT 및
전자제품

-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주파수 관련 규제
- 통신위원회(Telecom Commission): 라이센스, 관세 등 전반적 통신정책
- 통신공학센터(Telecom Engineering Centre): 통신표준 수립
- 통신규제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통신서비스 규제
-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Highways: Automotive): 도로
안전에 관한 표준

자동차

- 자동차연구협회(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R&D, 테스트,
인증 등에 관한 전문 기술 제공
- 자동차산업표준위원회(Automotive Industry Standards Committee): 자동차
의 설계, 운영 등에 대한 안정성 관련 표준*

기계

- 중공업 및 공공기업부(Ministry of Heavy Industries and Public Enterprises):
표준 제정 및 적용기관인 BIS 기술위원회 대표

주: * 자동차산업표준위원회는 중앙자동차규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도로교통부, 자동차연구협회, 도로운송중앙연구소, 자동
차제조협회, 자동차부품제조협회, BIS의 교통공학부문위원회 등으로 구성.
자료: SESEI 웹사이트(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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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인도의 표준 제정 및 규
제 관련 대표기관이다. 인도 표준청은 인도 소비, 식품, 유통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의 산하기구로서
1987년 4월 1일 인도 표준원(ISI: Indian Standard Institute)의 대체기관으
로서 조직되었다. BIS는 생산 및 일반 엔지니어링, 화학, 토목 공학, 전자 및 정
보 기술, 전기, 식품 및 농업, 기계 공학, 관리 및 시스템, 의료 기기, 금속 공학,
석유 ‧ 석탄 및 관련 제품, 전송 공학, 직물, 수자원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공산품
의 표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 1,200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
다.12)
BIS 인증은 자발적 인증과 강제인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IS 인증제는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인증제도로 제품 테스트, 공장에 대한 품질 및 경영 시
스템의 심사, 승인을 통하여 제품 인증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이다. 강제인증
은 BIS 인증품목 가운데 인증을 받아야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것으
로 BIS는 중앙부처 또는 규제기관의 규제에 따라 강제인증품목을 규정한다. 강
제인증은 BIS로부터 ISI 마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제도
(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 120개와 30개의 전자제품에 대해 등록
을 의무화하는 강제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로 규정하
고 있다.13)

12) 중소기업수출진흥센터 웹사이트b(검색일: 2016. 11. 10).
13) 의무인증품목은 ISI 인증 가운데 BIS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 반면 강제등록은 BI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자가 검토 등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강제등록품목(CRS)은 의무인증품목(ISI)
보다 절차가 간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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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I 마크
ISI 마크는 BIS의 제품인증제도에 따른 인도의 대표적인 인증마크이다. BIS
의 제품인증제도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의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
하는 것으로 ISI 마크는 부착한 제품이 BIS의 인증을 받은 적합한 제품임을 의
미한다. 제조업체들은 BIS 표준에 부합되면 BIS의 전신인 인도표준원(ISI)이
1995년부터 운영한 품질마크인 ISI 마크를 획득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14)
BIS는 ISI 인증마크 발급 대상 가운데 120개의 제품을 의무인증품목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의무인증품목은 반드시 ISI 마크를 부착해야만 시장 출시가 가능한
품목으로, 의무인증품목의 경우 시장 출시 이후에도 샘플검사 등 지속적 관리를 받
아야 한다. BIS의 의무인증품목에는 시멘트(Cement, 15개), 가전(Household
Electrical goods, 16개), 식음료(Food & Related Products, 15개), 유압스토
브(Oil Pressure Stoves, 3개), 차량 악세서리(Automobile Accessories, 4개),
실린더(Cylinder), 자동화 및 밸브(Valves and Regulation, 15개), 의료기구

표 2-2. BIS 의무인증 요구 주요 제품 리스트 및 규제 제정 기관
제품 분류

규제 제정 기관

발효시기

시멘트

인도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2003

LPG 실린더

인도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1987

전기 전선, 케이블, 기기 및 보호 장치 및 액세서리

인도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2003

유아용 우유

보건부 보건서비스총국

1997

압력스토브

인도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1997

약한 강철 튜브

인도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1983

포장된 식수 및 천연 미네랄 워터

보건부 보건서비스총국

2000

임상 온도계

소비자 ‧ 식품 ‧ 유통부

2001

복합 건전지

소비자 ‧ 식품 ‧ 유통부

1987

자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웹사이트b(검색일: 2016. 10. 29).

14) 중소기업수출진흥센터 웹사이트b(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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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Equipment, 3개), 철강 제품(Steel Products, 20개), 변압기
(Electrical Transformers, 1개)가 있으며, 2015년에는 철강 및 철강제품
(Steel and Steel Products, 18개)이 추가되었다.15)

2) CRS
BIS는 전자 및 IT 관련 강제등록제도(CRS: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에 따라 30개의 전자제품에 대해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제정기관인 전자 및 정보기술부(DietY: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전자 및 정보기술 제품에 관
한 명령(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에 의거해 2012년에 비디오게
임, 노트북 및 전자레인지 등 15개의 제품의 강제등록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14년에는 휴대폰, IT 제품과 오디오 비디오 기기용 전원 어댑터와 2차 전지
등 15개를 추가해 30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 30개의 분류에 포함되는 전자
제품은 CRS 인증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3) 기타
BIS는 금, 은, 보석 등의 품질보증마크인 BIS Hallmark, 환경마크인
Ecomark 또한 발행하고 있다. Hallmark는 국제 귀금속 품질보증기준에 부
합하는 귀금속 표준으로, BIS는 BIS 귀금속품질보증제도(BIS Hallmarking
Scheme)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보석세공인만이 BIS가 인정하는 귀금속 인정센
터에서 마크를 받을 수 있다. Ecomark는 환경오염을 적게 유발시키는 상품에
대해 BIS에서 발행하는 인증마크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에 대해 발행한다.

15) 세부품목은 BIS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www.bis.org.in/cert/ProdUnManCe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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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BIS 발행 인증마크

ISI 마크

Hallmark

Ecomark

전자 및 IT 관련 강제등록제도 표준 마크

자료: BIS 웹사이트a(검색일: 2016. 11. 10).

나. CDSCO 등록
인도에서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제조, 유통, 판매는 ‘의약품과
화장품 관련 법률과 규칙(Drug and Cosmetics Act 1940, Drug and
Cosmetics Rules 1945)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제도에 따라 등록을 해야 판
매가 가능하다.
의약품 및 화장품의 표준을 규정하는 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 의약품
표준 규제기관(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CDSCO의 주요 산하기관인 인도 의약품 감독기관
(DCGI: 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은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표
준 제정, 관련 법안(Act)과 규칙(Rules) 개정 및 제정, 신약 시판 규제, 임상 연

제 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 25

그림 2-3. 의약품 규제기관

규제 당국

중앙 정부(Central Gov.)

주 정부(State Gov.)

중앙 의약품 표준규제기관(CDSCO):

주 의약품 규제 당국(SDRAs):

인도 의약품 감독기관(DCGI)*

주 의약품 감독기관(SDC)*

조인트 의약품 감독기관(JDCI)

지원 의약품 감독기관(ADC)

지원 의약품 감독기관(ADCI)

의약품 감독원(DCO)

의약품 감시원(DI)
주: *은 주요기관(headed by).
자료: 인도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6. 10, 인도 델리).

구 규제, 수입의약품 규제 등의 역할을 한다. 인도 각 주별로 주정부 차원의 주
의약품 규제 당국(SDRAs: State Drug Regulatory Authorities)하의 주 의
약품 감독기관(State Drug Controller)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라
이선스 발행, 약품 실험실 라이선스 발행 등과 함께 각 주에서 제조 또는 판매
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한다.16)
표 2-3. 의약품 관련 주요 허가 및 등록 제도
분야
신약
제조
수입
판매

허가 및 등록
- 수입 및 제조 허가(MA: Market Authorization)
- 임상 실험 허가
- 제조 면허
- 수입 등록 인증(RC)
- 수입 면허(IL)
- 창고 면허
- 소매 면허

자료: 인도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6. 10, 인도 델리).

16) 주별 의약품 감독기관 리스트는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www.cdsco.nic.in/writer
eaddata/Updated%20list%20of%20drug%20controller6_6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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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수입 의약품은 CDSCO에 등록을 해야만 인도 내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 유
럽, 일본, 캐나다, 호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아닌 경우 등록증 발급 신청이 제
한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지는 않으나 제품 등록이 되어 있
을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국가에 판매 및 등록이 모두 되어 있
지 않은 경우 CDSCO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을 받은 후 등
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제품 등록 및 승인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하거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18~24개
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최초 등록 이후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만료 9개월
이전에 갱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
서 5년 주기 갱신, 6개월 이전 등록이 요구되는 것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도
의약품 시장의 주요 기술장벽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 과도한 테스트 문제 또한 문제로 작
용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규정의 잦은 변화 또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17)
이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Chowdhury et

al.(2015)는 의약품 규제의 투명성 및 통일성 문제 해결이 인도 의약품 규제정책
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화장품
화장품의 경우 CDSCO에서 발표한 ‘Guidelines on Registration of
Import of Cosmetics(수입화장품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도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케어를 비롯해 헤어, 네일, 구강 관련된 모든 수입
화장품은 CDSCO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단,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
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

17) 관련규제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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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록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
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
은 해외업체는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18) 아울러
복잡한 규제와 절차로 인해 인도 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도 현지 에이전트를 통
해 등록을 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성분이 동일한 제품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나 색상별로 각각
제품인증이 요구된다. 또한 화장품은 라벨링 규제 적용 대상으로 내부용기, 포
장재, 샘플에 대해서 모두 라벨이 필요하며, 부착형식(스티커)의 라벨은 허용하
지 않는다. 화장품의 경우도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관 문제, 불명확한
인증소요 기간 등 규제의 투명성 및 통일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적 장벽이 존재
하고 있다.

다. 식료품 관련 규정
1)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 Act)
인도는 2006년 불순물금지법(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4), 청과물제품명령(Fruit Products Order, 1955), 육류제품명령(Meat
Food Products Order, 1973), 식물성유지제조법(Vegetable Oil Products
(Control) Order, 1947), 식용유포장(규제)명령(Edible Oils Packaging
(Regulation) Order 1988), 탈유 및 식용분말명령(Solvent Extracted Oil,
De-Oiled Meal and Edible Flour (Control) Order, 1967), 우유 및 유제품
명령(Milk and Milk Products Order, 1992) 등 산재된 SPS 관련 규제는 물
론 식품과 관련된 TBT 관련 규제 조항을 통합해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 Act)을 제정하였다. 인도정부는 통합 식품안전표준법에 의해

18) Kotra 뉴델리 무역관(2014),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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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을 설립, FSSAI는 국제 표준에 맞는 위생 안전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FSSA
법에 근거해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와 수
입에 관련된 규제 조항을 명시해 2011년 8월부터 식품안전표준규제(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를 시행하고 있다.19)
인도 식품 수입 관련 규정 중 식품 라벨링(Labelling) 규정은 인도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에게 가장 큰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다. 2013년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시행 이후 모든 식품에 스티커 부착
이 금지되고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라벨링
인쇄를 한 포장지를 새로 제작함에 따른 비용 상승과 소량 주문 시 라벨 인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식품 라벨링 규정은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다.20)
인도정부는 네슬레 매기(Maggie) 사태 이후21) 수입 식품에 대한 품질을 제
고하기위해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수입)식품안전표준
규제(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Import) Regulations, 2016)를
발표하였다.22)

19) FSSAI 웹사이트(검색일: 2016. 11. 10).
20) at 방콕지사(2016).
21) 2015년 4월 인도식품안전표준국(FSSAI)의 우타르프라데시 주 식품의약품안전청(FSDA) 조사 결과
2분 라면으로 인도 국민의 사랑을 받아 온 매기라면(Maggi Noodles)에서 PPM(Parts Per Million)
당 허용 납 성분인 2.5를 훨씬 초과하는 17.2가 검출됐으며, 제품명세서에 표기되지 않은 MSG 성분
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에 매기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음. 하지만 맨 처음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포함됐다던 우타르프라데시 주도 15일 수백 개의 표본을 새로 조사한 결과
허용치 이상의 납 성분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차티스가르, 카르나타카, 아삼 주와 북동부 소재 4개 주
(아루나찰프라데시, 메갈라야, 미조람 및 시킴) 역시 안전하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음. 김용식
(2015. 8).
22) “Food regulator FSSAI issues new rules for ensuring quality imports”(2016. 6.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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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Import) Regulations, 2016’의 주요 내용
주요 항목

주요 내용
-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DGFT)에
등록

수입자격 취득

- 식품 수입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Central Licensing Authority에서 발급)
* 만일 수입자가 식품 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 수입을 시도할 경우,
식품 수입 라이선스와 수출입 코드(Import-Export Code) 정지 및 취소 처분

유통기한

- 통관 시 유통기한의 최소 60% 이상이 필요
- 모든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Customs House Agent(CHA)를 지

관세사(CHA) 지정

정하여야 하며 CHA는 식품 수입 제반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
며 식품 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입자와 같이 책임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한 포장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품이 적재될 경우, 식품 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하도록 포장

자료: at 방콕지사(2016).

2) 식료품 관련 규제와 제도
식품안전표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식료품 표준 관련 규제 및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다. 식료품은 식품안전표준법 외에도 농산물 생산법, 소비자 보호
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기관 또한 제각각이다. 식품안전표준법(FSSA)
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이 담당하고 있
으며, 농산품 생산 등급 및 표시법(Agricultural Produce(Grading and
Marking) Act)과 일반 등급 및 표시 규칙(The General Grading and
Marking Rules) 관련해서는 농림부,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과 계량 및 측정 표준에 관한 법률(Standards for Weights and Measures
Act)과 관련해서는 인도 소비자식품공적분배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에서 담당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산재되어 있다.
인도는 몇몇 수입 식품에 대한 과도한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유제품의 경우
인도는 종교적인 이유로 유제품에 대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박테리아 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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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식료품 관련 규제와 법규 및 기관

주요규제
*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
* 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 관련법: 식품안전표준법
(Food Safety and
Standard Act, 2006),
식품안전표준규제(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1)
* 주요내용: 포장 및 라벨링,
판매에 대한 제한 및 금지,
독성 ‧ 오염 ‧ 잔여물, 샘플링
및 실험, 사업자 라이선싱 및
등록 관련

* 식품가공부(Ministry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

* BIS
* ISI 인증: 대부분의 제품 자발적 인증,
유제품, 생수, 영아용 조제식 등에 대해
의무인증이 요구

표준
범위(scope)
소개(description)
필수구성 및 품질
첨가물
오염물
위생
무게 및 측정
라벨링
샘플링 방법

* 여성아동개발부(Ministry Of
Women & Child Development)
* 관련법: 영아용 우유 대체품, 우유병,
영아식에 관한 법(Infant Milk
Substitutes, Feeding Bottles
and Infant Food Act, 1992)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관련법: 농산품 생산 등급 및
표시법(Agricultural Produce (Grading
and Marking) Act, 1937), 일반 등급 및
표시 규칙(The General Grading and
Marking Rules, 1988)

* 원자력규제위원회(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 관련법: 원자력(방사선 식품
컨트롤)규칙(Atomic Energy
(Control of Irradtion of Food)
Rules, 1996)

* 소비자식품공적분배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
* 관련법: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계량 및 측정 표준에 관한 법
(Standards for Weights and Measures Act)

자료: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ILSI) Japan(2013), p. 10.

두 박멸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 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엔테로 바이러스의 뇌척수염 등의
질병에 관해 수의학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시지 등 가공육의 경우 30분
동안 70도 이상 열처리 식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위생검역 부
문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23)
한편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 있어
야 하며, 제품 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소로
23)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웹사이트(검색일: 201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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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24) 또한 인도의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항만보건소(PHO: Port
Health Officer)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
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한데, 검사대기 중인 제품
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25) 이러한 규정들은 위생검역 부문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식품관련 주요 인증마크

가) ISI 마크
인도 표준청(BIS)은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표준 설정 및 인증과 함께, 가공
식품 부문의 표준 및 인증제를 책임지고 있다. ISI 인증은 식품 원료, 품질, 제
품의 제조 위생, 포장 및 라벨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산품과 마
찬가지로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BIS 표준에 부합되면 품질마크인 ISI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가공식품에 대한 BIS의 ISI 인증은 또한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발적 인증이나 유제품, 생수, 영아용 조제식 등에 대해서
는 의무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나) 가공과일식품 마크(FPO: Fruit Products Order)
FPO 마크는 포장된 과일 음료, 과일 잼, 분쇄 및 과즙, 절임, 건조 과일 제품
및 과일 추출물과 같이 식품 안전 및 표준법에 따라 인도에서 판매된 모든 가공
과일 제품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FPO 마크는 제품이 위생적인 ‘식품안
전’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24) Kotra 뉴델리 무역관(2014), p. 94.
2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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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식 및 비채식 마크
인도는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안전표준규제에 따라 채식을 구분하는 마크(채
식은 녹색, 비채식은 갈색)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라) 농산물 관련 인증마크(AG 마크)
인도정부기관인 마케팅 검사국(DMI: Directorate of Marketing and
Inspection)은 인도 농산물에 대해 일련의 표준을 준수할 경우 ‘AG Mark’를
부여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농산물 관련 자발적인 인증제로 이
는 식물성 기름, 과일 및 채소 등 213가지의 다양한 농산물 및 반가공제품에 대
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26)

그림 2-5. 식료품 관련 주요 인증마크

ISI 마크

AG 마크

채식 및 비채식 마크*

FPO 마크

NPOP 마크

주: * 채식은 녹색, 비채식은 갈색임.
자료: Wikipedia 웹사이트(a~e) 검색(2016. 11. 15).

26) Directorate of Marketing and Inspection 웹사이트(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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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도 유기농 마크(NPOP: National Programme for Organic Production)
인도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되는 유기농 식품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이는 농
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개발청(APEDA: the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의 유기농 제품 국가표준
(National Standards for Organic Products 2000)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마크는 화학비료, 살충제 및 농약, 호르몬유도제 등이 사용되지 않고 유기농으
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원료임을 보증한다.27)

라. 기타
인도 광산안전청(DGMS: Director General of Mines Safety)에서는 탄광
규제(Coal Mines Regulations 1957), 유광 규제(Oil Mines Regulations
1984), 전기법(Electricity Act 2003) 등에 따라 석탄, 금속 및 석유 광산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공학센터(TEC: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는 정보통신기술부의 세부기관
으로서 통신제품, 네트워크 규격 및 표준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디오, 블루투스 등 인도의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통신기기는 TEC를 통해 형
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TEC는 샘플 평가/시험을 통해 일반 요구사항(Generic
Requirement)의 모든 항목을 준수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통신 장비에
대해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TEC 인증을 취득하고, TEC 라벨을 부착해
야 한다.28)

27)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웹사이트a(검색
일: 2016. 11. 10).
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웹사이트a(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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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TEC 라벨

자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웹사이트a(검색일: 2016. 11. 10).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인도는 한 ‧ 인도 CEPA, 일 ‧ 인도 CEPA, 싱가포르 ‧ 인도 CECA 등 자유무역
협정에서 TBT, SPS, 무역구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한 ‧ 인도 CEPA는 일본,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조항 수가 많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FTA는 싱 ‧ 인도 CECA
이다.

1) 한 ‧ 인도 CEPA
한 ‧ 인도 CEPA는 2006년 3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12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2008년 9월 최종 타결되었으며, 2009년 8월 정식으로 서명되어 2010년
1월 발효되었다. 한 ‧ 인도 CEPA 협상에서 TBT 분야는 상품분과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데 TBT 분야 논의사항은 우리측에 특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 없어
인도측 관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최종타결 되었다.29) 한 ‧ 인도 TBT 및
SPS 관련 협정문은 제2장 상품무역 제3절에서 다뤄지고 있다. 한 ‧ 인도 양측은
29) 국가기술표준원 웹사이트(검색일: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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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협상 시작
시
기

한국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말레이시아

(CEPA)

(CEPA)

(CECA)

(AIFTA)

(CECA)

2006년 3월

2007년 1월

2003년 4월

2003년 8월

2008년 2월

2009년 8월
협정문 체결

2009년 8월

2011년 2월

2005년 6월

(2012년 서비스, 2011년 2월

발효

2010년 1월

2011년 8월

2005년 8월

2010년 1월

2011년 7월

2006년 8월

-

-

2007년 7월

2008년

85%(2019)

90%(2021)

93%(2015)

80%(2016)

90%

5,227개

9,775개

5,660개

4,350개

4,426개

(HS 6단위)

(HS 8단위)

(HS 8단위)

(HS 8단위)

(HS 8단위)

투자 추가)

양허표
기준연도
인도의
개방도

6단계
단계 구분

5단계

6단계

3단계

(제외품목도 매년
관세 심사 실시로

6단계

포함 가능)
주
요

스케줄

내
용

원산지

2019년

2021년

35% 및 HS

35% 및 HS

6단위 세번

6단위 세번

2015년
40% 및 HS

국별로 상이

2019년

35% 및 HS

35% 및 HS

6단위 세번

6단위 세번

변경(예외 품목 변경(예외 품목 4단위 세번 변경 변경(예외 품목
인정)

인정)

표준 ․ 기술 ․

표준 ․ 기술 ․

협의 중)
표준 ․ 기술 ․

무역원활화 위생 ‧ 검역 장벽 위생 ‧ 검역 장벽 위생 ‧ 검역 장벽
완화

완화

표준· 기술 ․
○(WTO 규정)

위생· 검역

상품부문

제6장(SPS)

제8항

제7장(TBT)

완화

구성

제2장 제3절

제5장

제5장

조항 수

4

6

12

변경(예외
품목 42개)

장벽 완화

-

16(6장)/
15(7장)

자료: 이웅 외(2014) 및 저자 작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공동작업반 설치에 합의 하였으며, 통신장비와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적
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약정의 체결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신장비 및 전기 및 전자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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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을 뿐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6. 한 ‧ 인도 CEPA TBT 및 SPS 관련 협정문 구조(제2장 3절)
조항 (제 2.28조)
1. 권리 및 의무 재확인

주요내용
-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
용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 실행 가능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 체결을 추진
- 부속서 2-나에 열거된 분야(통신장비 및 전기 및 전자 장비) 적합
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협

가. TBT

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협의를 수행. 단, 필요한 경우 협의 기
간은 연장
-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양당사국 간 협력 강화
-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합성평가 및 표준에 대한 공급자의

2. 정보교환 ‧

선언을 인정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

양자협의 및

-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 사건의 발생과 위생 및 식물 위생에 관련된

상호 협력

규정 또는 기준의 변경 또는 도입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
- 국제기준 ․ 지침 및 권고에 기초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동등성 인
정과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인정을 포
나. SPS

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
정 문제를 확인하고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수입 당사국에게 부여
- 상호 합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관하여 인적훈련과 공동연구
를 포함하여 기술협력 분야 및 형식을 검토

3. 공동작업반 설치
4. 제14.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1항에 대한 예외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공동작업반을 설치
-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상의 분쟁해
결절차에 회부 불가

자료: 한 ‧ 인도 CEPA 협정문.

제 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 37

2) 일 ‧ 인도 CEPA
일 ‧ 인도 CEPA는 2007년 1월 협상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정식으로 서명
되어 2011년 8월 발효되었다. 일 ‧ 인도 CEPA 협상에서 TBT 및 SPS 분야는

표 2-7. 일 ‧ 인도 CEPA TBT 및 SPS 관련 협정문 구조(제5장)
조항
제50조 적용 범위
제51조 권리 및 의무
재확인
제52조 문의처

주요내용
- WTO TBT의 적용범위 적용
- WTO 부속서 1A SPS 조치를 토대로 적용
- WTO TBT 및 SPS 의 권리 및 의무 재확인
- TBT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문의처를 지정
- TBT 및 SPS 조치, 후발의약품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 상호승인에 관한 결정에 대한 토의 및 관련 기술협력에 관한 토의를 시행

제53조 소위원회

- 소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자로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개별회합의 의제에 대해 사전에 결정
- 적당한 경우, 합동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소견을 보고
-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촉진 및 규제조치에 관한 상호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후발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 및 승인신청을 시행할

제54조 후발의약품
에 관한 협력

경우, 상대 체결국의 관련당국은 해당신청을 심사해야 함.
- 해당 신청이 상대 체결국의 법령에 기초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해당절차를 신청시행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 양국은 소위원회를 통해, 전기제품, 통신단말기기, 무선기기 등의 분야 및
양국이 상호 합의하는 다른 분야에서 상호 승인에 관한 결정 실현가능성을
토의함. 양국은 상호인정에 관한 결정을 작성할 시, 해당 결정의 경제상의
이익 및 필요한 경우 체결국의 기술규제의 동등성을 확인함.

제55조 상호인정

-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에서의 상호인정결정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토의를 협
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6개월 이내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양국은 해당 실현가능성에 대
해 결론에 도달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원칙적으로 3년 이내) 규정된
상호인정에 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제56조 규정의
부적용

- 양국이 별도의 당사국 합의가 없는 한 14장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제외

자료: 김은지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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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장(제5장)을 따로 구성하고 있다.30) 또한 일 ‧ 인도 CEPA에서 인도는 일
본에 대해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초점을 둔 협상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단계적 절차 조항과 제네릭 의약품(후발의약품)의 국내승인
절차 간소화 조항이 포함되었다.31) 제54조에서는 후발의약품에 관한 협력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후발의약품 분야의 경쟁력이 높은 인도가 일본의 관련 제
품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왔고,
이를 일본이 전격 수용하면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32) 한편 양국은 향후 소위
원회를 통한 전기제품, 통신단말기기, 무선기기 등의 분야 및 양국이 상호 합의
하는 다른 분야의 상호인정 논의에 대해 합의하였다.

3) 싱가포르 ‧ 인도 CECA
2003년 4월 협상을 시작으로 2005년 6월 정식으로 서명되어 같은 해 8월
발효된 싱가포르와의 FTA는 인도가 추구하는 광범위한 FTA 정신을 최초로 구
현한 것으로, 이후의 FTA는 모두 싱가포르와의 CECA에 기초하여 협상을 진
행했다고 볼 수 있다.33) 싱가포르 ‧ 인도 CECA에서는 SPS 및 TBT 관련 장을
따로 구성하고 있으며, 총 조항 수는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싱 ‧ 인도
CECA에서는 부록 5A, 5B, 5C를 통해 통신장비, 식품, 전자제품 및 전자장비
제품에 대한 적용범위, 법률(행정규정), 양국의 적용가능 법률, 관할 당국에 대
해 명시하였다. 이는 양국 간 거래되는 제품과 제조업체 혹은 제조 과정에 대한
평가에 적용하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포함하고 있다.

30) 일 ‧ 인도 CEPA 협정문.
31) 김은지 외(2011), p. 116.
32) 위의 책, p. 117.
33) 이웅 외(2014),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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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싱가포르 ‧ 인도 TBT 및 SPS 관련 협정문 구조(제5장)
조항

주요내용
- 1장에 정의된 목표와 규정, 각국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신뢰수준을 반영

5.1 적용범위

- 각국은 거래에 있어 기술적, 위생적, 식물위생적 무역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적절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상호인정협정을 시행
- 이 장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모든 일반 용어는 ISO와 IEC에서 발간

5.2 정의

한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의 정
의에 따름
- 그 외의 용어는 5.2장과 부록의 정의에 따름
- 이 장은 양국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적합한 위생적, 식물 위생적 수준
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의무적 요건에 적용

5.3 의무

- 각국은 관련 부록에 명시된 시험 보고서와 적합성 평가의 결과를 수락해야 함
- 관련 부록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적용범위/ 법률(행정규정) / 양국의 적
용가능 법률 / 관할 당국 목록)
- 양국은 각국의 의무적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
- 양국 간 거래되는 모든 제품과 제조업체 혹은 제조 과정에 대한 평가에 적용됨

5.4 적용

- 단, 부록에 따로 명시되어 있거나 당국의 의무적 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예외
- 적합성 평가기관과 적합성 평가 활동에 대해 적용

5.5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의무사항, 지정권한, 적합성 평가기관 등록, 적합성 평가기관 검증 및 모니터
링,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정지 및 철회,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
- 이 협정의 규정은 제조업체 혹은 제품의 제조 과정에 대한 평가에 적용하며,
관련 부문별 부록에 명시된 의무요구사항을 적용
- TBT에 관한 WTO 협약 제2.4조에 따라, 기술적 규정들이 필요하고 관련 국

5.6 우수제조
관리기준(GMP)

제 표준들이 존재하거나 그것의 완료가 임박한 경우, 양국은 그 표준들 혹은
관련된 부분들을 양국 의무요건의 바탕으로 사용. 단, 그러한 국제 표준들이
나 관련된 부분들이 근본적 기후나 지리적 요인들 혹은 근본적인 기술적 문
제에서 기인하는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인 경우는 예외
- 각국은 의무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 공정의 적합성을 입
증하기 위한 평가 결과 및/또는 적합성 평가를 수용해야 함

5.7 의무요구
사항에 대한
동등성

- 양국은 이 협정 및 SPS에 관한 WTO 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필수 요건들
에 대해 호의적으로 수용해야 함
- 당국은 개별 부록에 명시된 대로, 의무요건과 적합성 평가 및 승인 절차 결
과에 있어서 타국과 동등한 것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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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계속
조항

주요내용
-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상호 인정 공동위원회(Mutual Recognition
Joint Committee)를 설치
- 이 상호 인정 공동위원회는 양국의 공동 의장들이 주관하며, 이 조항과 조항
의 목적, 적용, 그리고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각국 회담 대표들의 수와 동

5.8 위원회

등하게 구성
- 양국은 상호 인정 공동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시행해야 하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각국은
제15.5조에 의거하여 중재 재판소에 요청하기 전에 상호 인정 공동위원회를
통해 우호적인 해결책을 탐색해야 함
- 양국은 WTO 의무에 따라 의무 요건의 변경을 통지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보건, 안전, 환경 보호에 대해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각국은 관련 분

5.9 정보공유 및
협력

야별 부록에 규정된 기한 내에 혹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변경된 요건
이 시행되기 최소 60일 전에는 변경을 통지하여야 함
- 양국은 정보 교환을 확대해야 하며, 협의에 대한 서면 요청에 호의적이어야 함
- 양국은 공동 관심 분야의 기술적 문제들에 관한 협력을 위해 협력 프로그램
및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함
- 각국은 상대방의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이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
한 정보를 제외하고 독점하고 있는 기밀의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됨

5.10 비밀보장

- 각국은 관련 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활동 및 지정 활동과 관련하여 공개된 독
점적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함
- 본질적인 안보 이익에 위배, 국내법, 규정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 공공
의 이익에 반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정보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음

5.11 규제권한
보존

- 각국은 의무적 요건을 이행하는 법 하에서 모든 권한을 유지함
- 부문별 부록은 부록 5A(통신장비), 부록 5B(식품), 부록 5C(전자제품 및 전
자장비)로 첨부, 부록에 명시된 제품에 대한 이행협약을 제공

5.12 부문별
부록의 최종 조항

- 양국은 협의하에 다른 제품에 대한 부문별 부속서를 체결가능
- 각국은 타국에 서면으로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부문별 부록을 무효
화할 수 있음.
- 단, 안전, 건강, 소비자, 환경, 국가안보 등 급격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문
별 부록을 정지하고, 이를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음.

자료: 싱가포르 ‧ 인도 CEC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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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1) WTO에 보고된 인도의 MRA
WTO는 제10.7조에 의하여 상호인정사례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34)
WTO에 보고된 인도의 상호인정협정 사례는 2건으로 그중 1건은 우크라이나
와 합의한 표준화, 계측, 적합성 평가, 품질에 관한 MOU로 2005년 6월 발효

표 2-9. 인도의 상호인정협정
The Memorandum on Understanding in the Field of Standardization,
협정제목

Metrology, Conformity Assessment and Quality between the State
Committee of Ukraine on Technical Regulation and Consumer Policy
and the Indian Bureau Of Standards

1

통보번호

G/TBT/10.7/N/81

통보일자

2008.9.29

관련국가

우크라이나, 인도

협정발효일
대상품목
협정의개요

2

2005.6.2 (5년간 유효기간)
수출입품목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in the Field of Quality Management

협정제목

Systems

통보번호

G/TBT/10.7/N/40

통보일자

2002.12.12

관련국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인도, 대한민국 등 30여 개국

협정발효일
대상품목

1998.1.22
본 계약은 본 약정에 브라질의 적합성 평가 기관과 상대 당사자 간 수행된 적
합성 평가 절차

자료: WTO 웹사이트d(검색일: 2016. 11. 10).

34)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원국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판정
절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 국가와 합의를 한 때에는 언제나 합의 당사국 중 적어도 한 회원국
은 합의 내용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합의의 대상품목을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 통보함.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과 협의를 개시하는 것이 장려됨(신성균 2004,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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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5년간 유효 기간을 둔 것이며, 나머지 1건은 브라질과 30여 개국이 합의한
품질관리 시스템 상호인정 협정에 불과하다.

2) 인도 표준청(BIS) 협력 사례
인도 표준청(BIS)은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21건의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으며,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MRA를 체결하는 등 표준화, 시험, 인증
등에 대해 지역 및 양자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35) 그러나 체결
된 협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 표준청의 국제협력의 정책 실효성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
인다.36)

표 2-10. 인도 표준청 협력사례
국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MoU

기관
Afghan National Standardization Authority (ANSA)
Bangladesh Standard and Testing institution (BSTI)
Royal Government of Bhutan

이집트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OS)

프랑스

Union Technique de l’Electricite (UTE)

독일
독일
가나
그리스
이스라엘
이란

DIN (Duetsches Institut fur 8.Normung)
DKE German Commission for Electrical,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of DIN & VDE
Ghana Standards Bureau (GSB)
Hellenic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SII)
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SIRI)

35) 인도 표준청 관계자 인터뷰(2016. 10)에 의하면 최근 인도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이스라엘 5개 국가로 MRA를 확대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함.
36) PAKISTAN Business Counci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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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국가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SON)

슬로베니아

Sloveni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SIST)

아랍에미레이트

MoU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ESMA)

미국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미국

Tripartite Agreement with BIS, ANSI & CII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IBSA(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MRA

기관
Mauritius Standards Bureau (MSB)

The State Committee of Ukraine for Technical Regulation
and Consumer Policy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가간 협약

파키스탄

Pakistan Standards & Quality Control Authority (PSQCA)

스리랑카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SLSI)

자료: BIS 웹사이트a(검색일: 2016. 11. 10).

3) 한 ‧ 인도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상호인정협정(AEO MRA)
2015년 10월 한국은 인도와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AEO) 상호인정협
정(AEO MRA)｣을 체결하였으며, 이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
서를 2016년 7월 체결하였다. 한국은 인도의 AEO MRA의 두 번째 체결국으
로 인도와 AEO MRA 체결은 일본, EU 등 다른 수출경쟁국보다 앞선 협정으로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37)38)

37) 관세청 보도자료(2015. 10. 12).
38) 인도는 2013년 홍콩과 11월 첫 번째 AEO MRA를 체결, 한편 20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13개국으로 2010년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과 체결한 이후 일본, 중국, 인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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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한 ‧ 인도 AEO MRA의 주요 내용

□ 2015년 10월 8일, 한-인도 AEO MRA 체결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관세당국이 수출입기
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 ‧ 검사면제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적용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
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협정
□ 인도는 우리나라와 다른 통관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기업 진출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혀
왔으며 한·인도 AEO MRA가 향후 통상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
- 한국 AEO 수출기업에 대한 인도의 수입검사 비율 축소(40 → 5%) 등에 따른 연간 약
260억 원의 물류비용 절약과 함께 우리기업의 인도 수출 경쟁력을 상당폭 제고
- 특히 미 ‧ 일 ‧ EU 등 다른 무역강국들보다 먼저 AEO-MRA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빠른 성
장이 예상되는 인도경제에서 우리기업들이 ‘시장선점의 우위’를 누리는 데 일조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15. 10. 12).

4. 소결
인도의 규제 및 표준제도의 확대는 자국민을 위한 품질제고의 목적과 함께
무역불균형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자국의 주요 육성산업을 보호할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39)40) 최근 인도의 전기전자제품
규제, 라벨링 등의 규제 확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
의 경우 기존의 ISI 의무인증품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ISI 인증에 비해 완화된
규제인 강제등록(CRS)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국에서 생산하기 힘든 전
자제품 품목에 대해 저가 ‧ 저품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목적과 함께 자국 내에서
39) 인도의 관련 기관 및 학자들은 인도 TBT notification 순위는 44위에 불과하며, SPS의 경우 25위로
인도가 현재 TBT SPS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품질 제고라고 하며, 인도 TBT, SPS 규정 확대
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인도 내 제품들의 품질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인도
연구기관 Centre for WTO Studies, Indian Institute of Foreign Studies 교수 인터뷰, 2016. 10).
40) 한편 KOTRA(2016)는 인도가 무역의 수단으로 반덤핑,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을 주로 활
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서 2015년까지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인도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그 다음으로 SPS, TBT를 활용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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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인도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인도정부는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군에 대해 유통
과정의 문제 발생을 우려해 과도한 라벨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의
약품과 철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가 자
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철강제품
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인상, 반덤핑 관세부과, 세이프가드조
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제약업도 인도의 주요 육성산업 가운데 하나로 최근 관
세를 인상하였다.
인도는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제도 및 규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제도를
수립하고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 시점에서 TBT 및 SPS 관련 규제, 제도, 조직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 또는 수
출 잠재 품목에 대한 제품별 인증 및 인증 제도에 대해 선별해 최신 정보를 주
기적으로 제공한다면,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
국인 인도의 규제 확대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 및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인도 기술 표준 및 위생검역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기
가 보다 수월할 것이다.
인도의 비관세장벽은 인도 TBT의 높은 기술수준 요구로 발생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인증 절차의 복잡, 비용 과다, 유통지연 등의 행정절차의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41) 행정절차상의 문제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증 및 통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전담기관이 설치된다면 우리 기업의 진
출 애로사항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상
호인정(AEO MRA)을 체결한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우리 기업의 수입 통관 시 문제되던 과도한 통관 테스트의 장벽을 완화시킨
41) KOTR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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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통관 비용 및 시간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TBT와 SPS 관련 대외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호인정협정(MRA)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 ‧ 인도, 싱 ‧
인도 FTA의 MRA를 제외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협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 ‧ 인도 FTA에 따른 MRA 추진도 중단된 상황이다. MRA 체결이 양국 간 교
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인도와의 MRA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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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4. 소결

본 장에서는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를 살펴보고,
인도와 한국 간의 TBT 및 SPS 관련 현안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안 사례
조사를 위해 본 장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 ‧ 인도의 TBT 관련 현안 사례’와 ‘4. 소결’로 구성한다. 본
장에서는 WTO 보고서에서 인도 관련 TBT 및 SPS 관련 STC로 소개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한국 ‧ 인도의 TBT 관련 현안 사례는 산업
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간하는 무역기술장벽 보고서42)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 ‧ 기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TBT
관련 문제들을 기술하였다.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인도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4건의 TBT 관련 STC를 제기 받았다.
처음으로 2001년 2건의 TBT 관련 STC 제기를 받았으며, 2002년에 2건,
2004년에 1건, 2006년에 2건, 2007년에 4건, 2009년에 3건, 2010년에 1건,
2011년에 3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1건, 2015년에 3건, 2016년에 1건
의 TBT 관련 STC를 제기 받았다.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세부 내용들 살펴보면 차량 관련 사례가 가
장 많았으며, 통신 ․ 철강(스테인레스 포함) ․ 전자제품 ․ 제약 및 화장품 등의 내
용이 TBT 관련 STC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
련 STC 세부 내용들의 특징은 △ 동일 품목에 대해 인도산 제품과 인도로 수입

42) TBT 중앙사무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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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해외 제품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 △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 제도의 경우에
인증 준비 기간의 부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43)

그림 3-1.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건수

5
4

4

3

3
2

2

2

3

2

2

1

1
0

0

3

1
0

0

1

1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검색일: 2016. 8. 20); WTO 웹사이트a(검색일: 2016. 8. 20).

표 3-1.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세부 내용
연도

2001

STC 제목
Labelling requirements; registration; mandatory certification
Revisions of 1955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2002
2004

일본, 미국
캐나다, 미국

Regulation of Import of Edible Food Products

EU

Regulation on Second Hand Vehicles and New Vehicles

EU

Homologation of Vehicles

EU

Regulation on Medical Devices
2006

제기국가
호주, 캐나다, EU,

Pneumatic tyres and tubes for automotive vehicles

EU, 미국
EU, 일본, 한국,
미국

43) 동일 품목에 대한 인도산 제품과 인도로 수입된 해외 제품의 차별적 규제는 현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Make in India)과 연관지어 볼 수 있음. 현 인도정부인 모디(Modi)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인도 내 자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일 제품에 대한 인도산 제품과 해외 제품의 차별적
규제는 인도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인도 제조업 육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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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연도

2007

STC 제목

EU

Protective Headgear

EU

Drugs and Cosmetics Rules 2007
Mandatory Certification of Ceramic Tiles
Mandatory Certification for Steel Products

2009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estriction on toys

2010

New Telecommunications related Rules
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 - Food labelling
requirements

2011

Toys and Toy Products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E-Waste (Management and Handling) Rules 2010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2013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
Proposed Amendment to 2008 Hazardous Waste Law

2014

Labelling Regulations for Canola Oil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2015

제기국가

Electrical products

The Stainless Steel Products (Quality Control) Order, 2015
Amendments in the import policy conditions applicable to
apples

미국, EU
EU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멕시코
EU, 미국
중국
일본, 미국, EU
EU, 미국
미국, EU, 스위스
미국
EU, 캐나다,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미국
EU
호주, 칠레,
뉴질랜드, 미국, EU

자료: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검색일: 2016. 8. 20).

1) Drugs and cosmetics rules 200744)
2007년 미국과 EU는 인도가 ｢1945년 약품 및 화장품 법(Drugs and
Cosmetic Rules 1945)｣을 개정한 ｢2007년 약품 및 화장품 법(Drug and
Cosmetic Rules 2007)｣의 규정 적용에 대해 STC로 제기하였다. 미국은 개
정된 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화장품 등록 시스템이 과도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
44) WTO 웹사이트b(검색일: 201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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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검증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등록 시스템으로 상품의 시장 진입이 지
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화장품 등록 시스템이
인도 내 수입품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인도산 화장품과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2007년 약품 및 화장품 법｣에서 새롭게 도
입된 화장품 등록 시스템이 ‘소비자를 위한 제품 안전성 증진을 위한 목적에 부
합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정된 규정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행일 연기를 요청하였다. EU 또한 인도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약 및 화장품
등록 시스템 규제 사안 관련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시행일
지연을 요청하였다. 미국과 인도 간의 제약 및 화장품 규제 관련 STC 논의는
현재까지도 논의 중에 있다.

2) New telecommunications related rules45)
미국은 2010년 7월,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의 ‘안보 및 사업 지속을 위한 표준 협정(template agreement for security
and business continuity)’ 관련 내용을 STC로 제기하였다. 미국은 ‘표준 협
정(template agreement)’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 통신 장비 ‧ 제품 ‧ 서비스
및 관련된 모든 벤더(vender) 사이에서의 민간 상업 계약 의무 내용임에도 불
구하고, 인도정부 차원의 통신 관련 규제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① 통신 기
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것과 ② 인도 내 통신 장비 및 제품 판매 시 기업의 통신 기술을 인도 회사
로 이전해야 하는 인도의 통신 관련 규제에 대해 STC로 제기하였다. 미국은 인
도의 통신 관련 규제가 수입품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인도 내에서 생
산된 통신 장비 및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수입품과 인도 내 생산 ‧ 제조
되는 통신 장비 및 제품의 규제적 차별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
4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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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국의 통신 관련 검사 및 인증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인
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특별 안보와 관련된 통신 관련 규제 내용을 명확히 이해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인도가 ‘표준 협정’ 시행을 연기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일본 또한 ① 해외 기업들이 통신 장비 및 제품을 인도 내 판매할 경우 통신
기술을 인도로 이전 ② 통신 기술의 주요 핵심 기술인 소스 코드를 인도에 위탁
을 요구하는 인도 통신부의 새로운 통신 관련 규제 사안들은 해외 기업들이 인
도 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제도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의를 제
기하였다. EU 또한 미국, 일본과 같은 사안으로 인도의 통신 규제에 대해 STC
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는 ‘Unified Access Service License Agreement for
Telecom Services’의 내용은 1994년 GATT 제21조에 근거한 안보를 위한 예
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TBT 협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46) 또한 인도
는 통신 관련 규제가 WTO의 무역과 기술 이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Working Group on Trade and Transfer of Technology)에서 설명하고 있
는 기술 이전 촉진과 홍콩 장관 회의(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의
제43조항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47)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인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건을 TBT 관련 STC로 제기하였다.
처음으로 2000년에 1건을 TBT 관련 STC로 제기하였으며, 2001년에 1건,

46) 1994년 GATT 제21조는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통상 규제 조치 시행을 허
용’임.
47) 홍콩 장관 회의 제43조항은 WTO의 권한 내에서 개발도상국가들로의 기술 유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역과 기술의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무역 및 기술 이전(Trade & Transfer of
Technology)’임. WTO 웹사이트c(검색일: 201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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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1건, 2007년에 1건, 2008년에 2건, 2010년에 2건, 2011년에 1건,
2012년에 1건, 2013년에 1건, 2014년에 1건, 2015년에 1건을 TBT 관련
STC로 제기하였다. 인도가 TBT 관련 STC를 제기한 대상 국가는 EU가 대부
분으로 전체 STC 제기 건수 13건에서 11건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가 TBT 관
련 STC를 제기한 기타 국가들로는 미국(1건)과 브라질(1건)이 있다.

그림 3-2.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건수

3

2

2

2

1

1

1

1

1

1

1

1

1

1

0

0

0

0

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검색일: 2016. 8. 20).

표 3-2.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세부 내용
연도
2000
2001

대상국가

제기국가

Marketing Standards for Eggs

STC

EU

캐나다,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Belgium-Draft Law aiming at Promoting

EU

Socially Responsible Production

(벨기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쿠바, 이집트, 홍콩, 중국,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Regulation on the Registration,
2003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EU

*

인도 외 33개국

Chemicals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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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연도

2007

2008

2010

STC

대상국가

제기국가

European Communities –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TPs and CLP)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보츠와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필리핀, 태국, 터키,
미국,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 잠바브웨,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Napropamide

EU

인도

Detection of contaminants in fuel
containers

미국

인도

Directive 2004/24/EC on Traditional
Herbal Medicinal Products

EU

중국, 인도, 에콰도르

Italy - Law on Provisions concerning the
marketing of textile, leather and footwear
products

EU
(이탈리아)

2011

France – Loi No. 2010-788: The National
Commitment for the Environment
(Grenelle 2 Law)

EU
(프랑스)

2012

European Union – Directive 2011/6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s
regards the prevention of the entry into
the legal supply chain of falsified
medicinal products

EU

2013

Italy - Testing requirement on import of
steel cutlery products

EU
(이탈리아)

인도

2014

Brazil - Higher Risk Medical Device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Certification

브라질

인도

2015

EU – Withdrawal of equivalence for
processed organic products

EU

인도

인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인도,
한국, 남아프리카, 우루과이

브라질, 중국, 인도

주 : * 인도 외 33개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보츠나와,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위스, 태국, 이집트, 미국, 우루과이임.
자료: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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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정한 제품들이 STC로
제기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STC 내용들이 상표표기(labeling), 포
장(packaging), 인증(certification), 검역(testing)에 관련하여 제기되었음
을 알 수 있는 만큼, 인도의 해외 수출품들이 수출대상국에서의 검역 및 인증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으로 인도 제품 수출에 TBT 관련 무역장벽이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들을 살펴보면,
TBT 관련 STC 제기 이유를 △수출대상국의 과도한 인증 절차로 인한 규제 △
국가 표준 규격 불인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Testing requirement on import of steel cutlery products(Italy)48)
2013년 인도는 이탈리아가 가정용 식기구 및 식기 도구에 200 등급의 스테
인리스 사용을 불허하고 202 등급과 304 등급의 스테인리스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제 사항을 STC로 제기하였다. 인도는 등급 200의 스테인리스에 크롬
(chromium)성분은 13% 정도만 포함되어 있어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정용 식기구와 식기 도구에
등급 200의 스테인리스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도는 스
테인리스 등급 테스트는 인도표준국(BIS)에서 N1, N2, N3의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였
다. 이탈리아는 스테인리스 집게를 4일 이상 산화 물질에 넣어 두어 가정용 스
테인리스 제품의 식품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도는 이탈
리아가 필요 이상의 엄격한 검역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도산
스테인리스 가정용 식기구 및 식기 도구 수출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
다. 인도는 이탈리아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검역 사항을 제시해 줄 것과 EU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청하였다.49)

48) WTO 웹사이트b(검색일: 2016. 8. 21).
4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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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STC 제기에 대해 EU는 이탈리아의 202 등급 스테인리스 사용 규제
사안은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의 식품과 관련된 Article 6 of
Regulation No. 1935/2004에 의해 EU 회원국들이 개별 국가법을 따르기로
한 사안에 해당되므로 EU 수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하였다. 또한 이탈리아는 1973년 3월 21일에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개인이 사
용하는 물품 및 식품 관련 제조품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고무, 재생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의 자재 사용에 대해 허가제(positive list)를 사용하고 있으며,
등급 200의 스테인리스는 허가 품목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
다. 또한 EU는 이탈리아의 허가 품목 리스트는 이탈리아 국가보건기구
(National Health Institute of Italy)와 이탈리아 고등의회(High Council
of Italy)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수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EU
는 금속제는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인 표준 EN ISO/IEC 17025(standard EN
ISO/IEC 17025) 용출 시험(migration test) 대상이라고 답변하였다.50) 금속
제 지정명은 표준 UNI EN 10088 1:2005(standard 표준 UNI EN 10088
1:2005)와 같은 국제 인정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다른 경우에
는 관련 금속제에 관한 화학성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
서 EU는 인도에 등급 200의 스테인리스로 생산된 인도산 가정용 식기구 및 식
기 도구가 이탈리아의 크롬 허용 기준인 13%를 준수하고 있어 식품에 안전하
다면 등급 200의 스테인리스를 허가제 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50) ISO 웹사이트a(검색일: 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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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gher risk medical devices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ertification(Brazil)51)
2014년 인도는 브라질의 제조품 인증마크인 Good Manufacturing
Practices(GMP certificate) 허가 사안을 STC로 제기하였다. 2010년 5월부
터 브라질은 의료 제품에 대해 브라질 위생감시국인 ANVISA의 GMP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인도는 브라질 GMP 인증 비용이 2만 달러 이상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인증
과정이 4년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브라질의 GMP 인증에 소요되는 시
간이 TBT 협정에서 논의된 인증 시간보다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사실
상의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52)
또한 인도는 브라질의 GMP인증 시행 후 국제 표준 ISO 13485(International
Standard ISO 13485)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인도는 ISO
13485를 승인하지 않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브라질에 요구하였으며, 의
료 장비의 위험정도의 구분 없이 브라질이 국제 표준 ISO 13485를 동일하게 적용
할 것을 요청하였다.53)
이에 대해 브라질은 인도가 STC으로 제기한 의료 장비 인증 규정인
ANVISA54) Resolution 25/2009가 ANVISA Resolution 15/2014로 변경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브라질은 ANVISA Resolution 15/2014는 기존
ANVISA Resolution 25/2009 규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개선되어 인증

51) WTO 웹사이트b(검색일: 2016. 8. 21).
52) 미국 또한 브라질의 GMP 인증을 TBT로 보고하였음. 2013년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에 따르면 브라질의 GMP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2개월임. 그러나 실제 미국 기업들이 브라
질의 GMP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년으로 보고된 바 있음(USTR 2014).
53) ISO 13485는 ISO 9001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의 설계 및 개발 등의 사항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 규
정된 규정으로 의료 기기의 해외 수출에서 필수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국제 표준임. ISO 13485는 현
재 ISO 13485:2016까지 개정된 상태임b(ISO 웹사이트b, 검색일: 2016. 10. 31).
54) ANVISA는 의료분야제품, 건강 및 미용 관련 제품, 농약, 식품, 화장품, 담배 품목에 강제인증 및 비강제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ANVISA 허가는 브라질 현지업체만 취득이 가능해 외국업체는 현지법인이나
대행 업체를 통해 허가 취득할 수 있음. ANISA 허가 취득을 위한 소요 시간은 2∼3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중소기업수출진흥센터 웹사이트a, 검색일: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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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새 규정인 ANVISA Resolution
15/2014이 기존 ANVISA Resolution 25/2009가 모든 의료 장비에 대한 인
증을 요구했던 것과는 다르게 고위험 의료 장비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브라질은 ANVISA Resolution 15/2014에서는 인증 과정
이 줄어들어, 인증 소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55)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WTO(2016)의 Specific Trade Concerns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1999년
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을 SPS 관련 STC로 제기 받았다. 처음으로 1999년에
2건을 SPS 관련 STC로 제기 받았고, 2004년에 4건, 2006년에 1건, 2007년에

그림 3-3.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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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2016).

55) EMERGO 웹사이트(검색일: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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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세부 내용
연도
1999

2004

STC
Import restrictions on bovine semen

제기국가
캐나다, EU

Restrictions on imports of horses

EU

Restrictions due to avian influenza

EU, 미국

Phytosanitary import restriction

EU, 미국

Non-specification of various SPS measures

미국

Ban on food grade wax

미국

2006

biotech labelling and import approval process regulations

미국

2007

Export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dairy products

2013
2014

Import restrictions on apples, pears and citrus
Import conditions for pork and pork products

EU

Import requirements for blueberries and avocados

칠레

India's amendment to its import policy conditions for apples;
2015

미국
아르헨티나

Restriction to Nhava Sheva port
India's amended standards for food additives

칠레, 뉴질랜드
EU, 미국, 칠레

자료: WTO(2016).

1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1건, 2015년에 2건을 SPS 관련 STC로 제기 받
았다.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는 광우병, 조류
독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 축산물 수입을 규제하였으며, 관련 품목들이 주
로 STC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축산품 관련 STC를 제기한 국가들은 미
국, EU,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다. 농산물 관련 STC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농산품들이 STC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C 제기 주요 내용은 △ 식품 인증을 받는 데 있어 국제 표준과는 다른 인
도 내 기준 적용 △ 식품 인증 관련 내용 결과의 미통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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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n on food grade wax & India's amended standards for food
additives56)
2004년 미국은 인도가 식품첨가물 규정사항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
지 않고 Codex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식용왁스의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사안을 STC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는 식용왁
스의 사용 금지 기준은 인도산 식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도가 SPS 조치를 통보하지 않거나 사후 통보로 교역이
중단되고 있어, SPS 조치 이전에 회원국이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조치할 시간
을 요청하였다. SPS 조치의 미통보 현안에 대해서는 호주, EU, 뉴질랜드가 지
지하였다.
식품 안전 사례 관련 인도가 제기 받은 또 다른 SPS 관련 STC 사안으로 2015년
10월 EU가 제기한 India's amended standards for food additives 사안이
있다. EU는 인도의 ｢식품 안전 및 표준 개정안(Draft Food Safety and
Standard Amendment Regulation)｣을 STC로 제기하였다. EU는 인도의 식
료품에 사용자 친화적이고 체계화된 식품첨가물 성분표시(labelling) 요구에는
찬성하지만, 성분표시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을 설명하였다. 또한 EU는 인도가 첨가물 최대량을 Codex에서 규정하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일반 표준(GSFA: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ctives)’사
항 수용을 요청하였으며, 국제와인기구(OIV: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Vine and Wine)의 규정을 수용하는 등 식품 규제에 있어서 국제 표준 기준
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2) Import conditions for pork and pork products57)
2013년 3월 EU는 인도의 돈육 및 돈육 관련 제품의 수입 조건을 국제 표준

56) WTO(2016).
57) WT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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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출 것을 STC로 제기하였다. 현재 인도는 ①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
정한 국제 표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질병안전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
고 있으나 증명 내용의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② 청정 지역으로 인
증된 장소로부터의 교역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③ 특히 돈육가공품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체적인 방법 없이 최소 섭씨 70도의 내부 온도에서 30분 동
안 공정을 거쳤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이러한 기준
들은 OIE나 Codex의 관련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SPS 협정에 따라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수입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언
급하면서, 인도 당국에 비열처리 돈육제품의 인도 내 시장 판매를 허가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또한 EU는 인도에 검역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거나 인도가 국제 표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수입 조건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인도는 축산낙농어업부처(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Dairying and Fisheries)58) 내 기술 전문 위원회가 있으
며, 이 위원회에서 관련 가축 증명에 관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014년 3월, EU는 인도에 돈육 및 돈육제품에 OIE 기준과 동일한 검역 기
준을 적용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이를 캐나다가 지지하였다. 이에 인도는
국제 표준보다 엄격히 규제된 기준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비열처리 돈육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2014년 7월 EU는 인도에 ① OIE 기준 관련 질병에 한해서 검역 면제
② 관련 Codex 규정에 부합되는 승인 절차 ③ 수입 및 인도 내 가공 여부와 무
관하게 비열가공돈육에 대해 동일 검역 조건 부과 ④ 국제 검역 기준과 통용될
수 있는 적합한 과학적 검증 과정 제공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인도는 위생
검역 요건들이 개정 중에 있으며 위원회(Secretariat)에서 고지가 있을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이후 10월에 EU는 관련 현안을 재차 제기하였으며, 이에 인도
58) 농업 및 농민복지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의 산하 부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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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생 검역 요건들이 개정 중에 있으며 위원회에서 고지가 있을 것이라고 응
답하면서, 당시 EU에서 발발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로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 현안은 현재 미해결 상태로 논의 진행 중에 있다.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인도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21건을 SPS 관련 STC로 제기하였다.
1998년에 처음으로 1건을 SPS 관련 STC로 제기하였고, 2001년에 1건, 2005
년에 1건, 2010년에 4건, 20011년에 2건, 2012년에 4건, 2013년에 1건,
2014년에 6건, 2015년에 1건을 SPS 관련 STC로 제기하였다(WTO 2016),
Specific Trade Concerns). 인도가 제기한 대표적인 SPS 관련 STC 사례는
① 인도산 소고기 수입 규제 ② 인도산 망고 수입 규제59) 관련 사항 등이 있다.

그림 3-4.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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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2016).
59) 인도 연구기관인 Centre for WTO Studies, Indian Institute of Foreign Studies 방문 인터뷰에서
EU 회원국 및 미국의 인도산 망고 수입 규제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음. 인도산 망고의 수입 규제는
망고에서 발생하는 초파리가 원인이었으므로, 초파리 발생 문제만 해결하고 수입을 지속하면 되는 문
제였는데, 일정 기간 인도산 망고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인도
산 망고 수입 규제는 무역장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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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세부 내용
연도
1998

STC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aflatoxins)
in foodstuffs

대상국가

제기국가

EU

인도 외 11개국*
인도, 캐나다, 칠레

2001

Geographical BSE risk assessment

EU

2005

Import requirements for Indian mangoes

일본

인도

US 2009 Food Safety Enhancement Act

미국

인도, 중국

EC Regulation No. 1099/2009

EU

인도

Maiximum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EU

인도

Prohibition of certain food additives

일본

인도

중국

인도

미국

인도

Testing methods for food additives

중국

인도

MRLs for roasted and powdered coffee

대만

인도

EU testing of pesticide residues

EU

인도

일본

인도

2010

China's requirement for registration and supervision
2011

of foreign enterprises
US default MRLs, limits of determination or limits of
quantification on basmati rice

2012

Restrictions on shirimp due to anti-oxidant residues
2013

Non-recognition of testing laboratories for meat

러시아

products

연방국

US high cost of certification for mango exports
EU ban on mangoes and certain vegetables from
India
US non-acceptance of OIE categorization for BSE
2014

Austrailia's non-acceptance of OIE categorization for
BSE
EU withdrawal of equivalence for processed organic
products

2015

미국

인도

EU

인도

미국

인도

호주

인도

EU

인도

Russia's market access requirements for bovine

러시아

meat

연방국

China's measures on bovine meat

인도

중국

인도
인도

주: * 인도 외 11개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잠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세네갈, 태국임.
자료: WT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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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STC로 제기한 주요 농축산물 수출품목들은 인도의 주력 수출 상품
들임을 알 수 있으며, 해당 농축산물 수출품목들의 품질 관리 정도를 놓고 수입
국들과의 무역장벽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60) 인도의 주요

非

농축산물 수출품목 36개를 살펴보면 바스마띠 쌀, 버팔로 고기, 비( )바스마
띠 쌀, 땅콩, 곡물 조제품 등의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고는 전체 농
축산물 수출품목 비중에서 약 1.02%(2016~17(7월))의 비중에 그치고 있으나,
단일 신선(fresh) 과일 품목으로는 포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과일 수출에서 망고는 중요 수출품임을 알 수 있다.

표 3-5. 인도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품목
(단위: USD million, 괄호 안 %)

농축산물 수출품목

2012~13

2013~14

2015~16

2016~17(July)

1

바스마티 쌀(Basmati Rice)

3564.04(16.39) 4866.3(21.43)

3477.96(21.47)

2

버팔로 고기(Buffalo Meat)

3201.85(14.73) 4350.38(19.16)

4068.66(25.12) 1096.7(21.31)

1214(23.59)

3

쌀(바스마티 제외)
(Non Basmati Rice)

2651.97(12.20) 2917.76(12.85)

2314.58(14.29) 850.58(16.53)

4

땅콩(Groundnuts)

747.39(3.44)

525.7(2.32)

615.92(3.80)

249.49(4.85)

5

곡물 조제품
(Cereal Preparations)

411.79(1.89)

471.11(2.07)

510.54(3.15)

177.09(3.44)

6

기타 가공 과일 및 채소
(Other Processed Fruits
& Vegetables)

318.51(1.47)

373.13(1.64)

442.7(2.73)

139.6(2.71)

7

기타 조제품(Miscellaneous
Preparations)

314.4(1.45)

361.34(1.59)

396.43(2.45)

137.14(2.67)

8

구아검(Guargum)

3919.24(18.03) 1979.55(8.72)

496.57(3.07)

111.85(2.17)

9

신선 양파(Fresh Onions)

361.78(1.66)

524.98(2.31)

419.67(2.59)

101.17(1.97)

10

기타 신선한 야채(Other Fresh
Vegetables)

279.16(1.28)

374.07(1.65)

323.87(2.00)

93.65(1.82)

11

주류(Alcoholic Beverages)

350.95(1.61)

395.51(1.74)

306.34(1.89)

93.64(1.82)

60) 인도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스마띠 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STC논의가 적음. 이는 쌀의 경우 쌀 품종에 따라 선호하는 국가별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
가에 바스마띠 쌀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인도 네루대학교 교수 인터뷰에서도 쌀 품
종에 대한 선호는 국가마다 차이가 명확한 만큼 바스마띠 품종의 무역장벽 논란은 기타 농축산물보다
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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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단위: USD million, 괄호 안 %)

농축산물 수출품목

2012~13

2013~14

2015~16

2016~17(July)

12

기타 신선 과일(Other Fresh
Fruits)

143.57(0.66)

168.51(0.74)

234.48(1.45)

84.24(1.64)

13

재기 및 제과(Jaggery &
Confectionery)

169.23(0.78)

188.23(0.83)

196.85(1.22)

72.44(1.41)

14

두류(Pulses)

236.39(1.09)

289.88(1.28)

244.14(1.51)

71.35(1.39)

15

신선 포도(Fresh Grapes)

233.59(1.07)

279.52(1.23)

232.07(1.43)

57.27(1.11)

16

코코아 제품(Cocoa Products)

54.03(0.25)

93.57(0.41)

193.22(1.19)

55.41(1.08)

17

건조 야채 및 보존 식품 (Dried
& Preserved Vegetables)

117.25(0.54)

123.71(0.54)

139.46(0.86)

54.18(1.05)

18

신선 망고(Fresh Mangoes)

48.55(0.22)

50.55(0.22)

49.54(0.31)

52.73(1.02)

19

양/염소 고기(Sheep/Goat
Meat)

78.21(0.36)

115.37(0.51)

128.38(0.79)

50.16(0.97)

20

유제품(Dairy Products)

259.8(1.20)

546.16(2.41)

115.07(0.71)

47.49(0.92)

21

옥수수(Maize)

1305.29(6.00) 1004.18(4.42)

167.07(1.03)

46.45(0.90)

22

가공 제품(Milled Products)

111.07(0.51)

165.79(0.73)

165.35(1.02)

40.58(0.79)

23

망고 시럽(Mango Pulp)

111.72(0.51)

126.64(0.56)

121.28(0.75)

36.49(0.71)

24

오이와 오이피클(Cucumber
and Gherkins(Prepd. &
Presvd))

157.31(0.72)

156.39(0.69)

152.13(0.94)

33.84(0.66)

25

밀(Wheat)

1934.24(8.90) 1566.49(6.90)

151.54(0.94)

31.1(0.60)

26

과일 및 채소 씨앗(Fruits &
Vegetables Seeds)

29.69(0.58)

27

기타 곡류(Other Cereals)

28

화훼 재배(Floriculture)

29
30
31

카세인(Casein)

32

63.7(0.29)

67.82(0.30)

75.43(0.47)

199.86(0.92)

193.91(0.85)

79.65(0.49)

27.8(0.54)

77.79(0.36)

75.31(0.33)

73.19(0.45)

25.69(0.50)

가금류 제품(Poultry Products)

91.22(0.42)

92.87(0.41)

117.42(0.73)

24.54(0.48)

자연산 꿀(Natural Honey)

65.86(0.30)

75.06(0.33)

108.68(0.67)

24.38(0.47)

101.87(0.47)

105.08(0.46)

32.98(0.20)

6.48(0.13)

알부민(Albumin(Eggs &
Milk))

16.58(0.08)

21.67(0.10)

22.94(0.14)

4.63(0.09)

33

호두(Walnuts)

36.84(0.17)

53.4(0.24)

17.93(0.11)

2.18(0.04)

34

동물성 탄피(Animal Casings)

3.37(0.02)

4.73(0.02)

2.61(0.02)

1.04(0.02)

35

가공육(Processed Meat)

1.73(0.01)

1.16(0.01)

0.96(0.01)

0.17(0.00)

36

기타 육류(Other Meat)

0(0.00)

0.05(0.00)

Total

0.4(0.00)
21,740.55

0.52(0.00)
22,706.35

16195.61

5,145.26

자료: APEDA 웹사이트c(검색일: 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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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Ban on mangoes and certain vegetables from India 와 US
high cost of certification for mango experts61)62)
2014년 7월 인도는 미국 망고 수출을 위한 높은 인증 비용을 STC로 제기하
였다. 인도는 2007년 4월부터 초파리와 돌 바구미의 유입 규제로 미국 조사국
의 검역 하에 망고를 수출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수출을 위한 망고 검역 비용
이 FOB(Free On Board)의 12%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인도 망고의
미국 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인도 망고의 유기농 인증이
나 다른 방식의 검역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미국 내 인도 망고 가
격의 상승으로, 인도산 망고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였다.
2015년 3월에 인도와 미국의 인도산 망고의 검역 관련 논의에서 미국은 ① 인
도 내 망고 검역 과정 보완을 위한 두 개의 검역 시설의 추가 증설과 ② 미국으
로 수출되는 인도산 망고에 대한 식품검역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
양국은 검역 절차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 사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현재 미국은 마하라쉬뜨라(Maharashtra) 주의 나시끄(Nashik)에
서 식품검역을 통과한 망고에 대해서만 인증하고 있다.
EU 또한 인도산 망고의 수입과 네 가지 야채류(여주, 가지, 토란, 박(snake
gourd))의 수입으로 EU 내 해충 및 유해물질이 유입되자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도산 망고의 역내 수입을 금지하였다. EU 농림축산검역
본부(EU Food and Veterinary Office)는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의 인
도 조사에서 EU 수출 작물들의 검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도
에 검역 체계 정비를 요청하였으나 큰 개선이 없자 상기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61) WTO(2016).
62) 2016년 6월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금지식물에서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
기준’을 제정 ‧ 고시하면서 인도산 망고의 수입이 가능해짐. ｢세계 최대 생산량 인도 망고, 국내시장 침
투 시동｣(2016. 6. 21).
인도는 2008년부터 한국에 망고 수출을 희망해 왔으나,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동안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산 망고는 해충의 위험성이 있어 수입금지식물로 분류하고 있어 별도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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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2014년 7월에 STC로 제기하였다. 이후 2014년 9월에
인도는 EU에 망고의 초파리 제거를 위한 온수처리 등의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
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EU가 2015년 12월까지 취한 망고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EU는 2015년 2월에 인도산 망고의 수입 금지
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EU는 일부 야채류의 수입 금지는 해제하지 않았다. 이
에 인도는 2015년 3월에 EU의 일부 야채류 수입 금지 관련 사항을 STC로 제
기하였으나, 일부 인도산 야채류에 대해서는 EU 내 해충 및 유해물질 유입 우
려를 이유로 2015년 12월까지 인도산 야채류의 수입 금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
다.63)

2) Non-acceptance of OIE categorization for BSE64)
2014년 7월 인도는 광우병(BSE) 위험이 적은 지역 승인을 위한 서류를 국제
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에 OIE 승인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사안을
STC로 제기하였다. 인도는 ‘미국이 OIE의 인도 승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인도의 광우병 위험지역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OIE 승인서류를 요
청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은 OI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우병 관리를 위한 수입 규제를 따
르고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2013년 미국농무부(USDA) 동식물보건검역서비
스(APHIS)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USDA APHIS는 연
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미국 광우병 수입 규제는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의 안전한 무역을 위한 국제 동물 보건 표준을 따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인도 관련 정보 보고서는 진행 중’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였
다. 만일 OIE의 규정과 인도 관련 정보 내용이 일치하다면 그 내용을 연방관보
63) 2015년 12월 이후 EU는 4개 인도산 야채류의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함. “EU's extension of import
ban on veggies upsets India”(2016. 1. 12).
64) WT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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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보할 수 있는데, 인도의 OIE 승인 서류의 부족으로 인도 정보의 검토가 진
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4년 5월에 인도가 OIE에 승인서류
사본의 공유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관
련 사안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4년 10월에 인도는 ‘OIE가 인도를 광우병 위험이 적은 지역으로 지정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재차 언급하였
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4년 9월 10일에 인도의 OIE 승인서류를 받았으며,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미국은 OI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우
병을 규제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하였다. 광우병 관련 ‘인도 OIE 승인서류에 대
한 미국의 불인정’ 관련 STC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4년 7월에 인도는 호주에 대해서도 ‘OIE의 인도 승인 불인정’ 사안
과 관련하여 STC로 제기하였다. 호주의 새 규제에 따르면, 해외 국가들은 호주
에 소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광우병 규정과 관련된 OIE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인도는 호주 또한 자체적인 검역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 체계
가 잠재적으로 다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호주 당국의
검역 과정이 OIE의 규정에 위배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면서 인도는
호주 당국이 OIE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청하였다. 인도의 제기에 대해 호주는
광우병 규정 관련 STC 제기를 받기는 처음이며, 위 사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 ‧ 호주 양국 간의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었다고 통보하였다.
2014년 10월에 인도는 ‘인도 OIE 승인서류에 대한 호주의 불인정’ 관련 문
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이에 호주는 자체적인 위험 평가 수행 권리를 보류한
상태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델리나 계속되는 SPS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
을 제안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인도는 호주와의 광우병 관련 현안을 2015년 3
월과 7월에도 각각 제기하였다. 특히 인도는 2015년 7월에는 SPS 협정의 OIE
표준을 명확히 인지할 것을 미국과 호주에 언급하고, 광우병에 대한 규정 관련
회의의 시행을 미국과 호주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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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례65)
2014년 7월 인도는 ‘2006년에 EU가 인도 가공 유기농 제품의 동등성을 철회’
한 사안을 STC로 제기하였다. EU와의 동등성 협정(equivalence agreement)
으로 인도는 인도유기농인증마크(NPOP: India's National Programme for
Organic Products)인증 제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었다.66) 2012년 9월 인도
는 유기농제품의 수출 증진을 위해 유기농제품 생산에서 5% 이내의 수준에서 특
정 수입 원료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이후 EU는 2013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EU
Regulation No. 125/2013’ 조항에서 ‘인도산 유기농 제품의 동등성 협정은 유
기농제품의 원료가 모두 인도산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인도산
유기농제품의 동등성 협정을 철회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는 EU에 수출하는 유기
농제품에는 인도산 원료 이외의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
으며, 관련 현안을 STC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EU는 인도가 제기한 현안은 SPS 협정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술적인 수준에 관련된 문제(즉, TBT 현안)라고 답변하였다. 인도는
EU의 답변에 대해 ‘유기농제품은 무기농제품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
므로 SPS 협정에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사안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를 위원회(Secretariat)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부분의 유기농제
품 관련 분쟁 사례들은 TBT에 통보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4년 10월, 위
원회는 유기농제품 관련 SPS 및 TBT 통보 내용이 담긴 ‘G/SPS/GEN/1354’
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통보하였으며, 2014년 11월 7일에 ‘G/SPS/GEN/
1354/Rev.1’로 문서가 개정되었다. 2015년 3월 인도는 인도산 유기농제품의
동등성 협정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관해 EU는 인도가 제기한 유기농제품
관련 현안은 SPS보다 TBT의 성격에 더 부합하다고 재차 반박하는 등 인도가
65) WTO(2016).
66) 인도유기농인증마크(NPOP)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산하의 농가공식품수
출발전위원회(Agricultural &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에서
인증하는 마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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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유기농인증마크(NPOP)

자료: APEDA 웹사이트b(검색일: 2016. 9. 13).

제기한 ‘EU의 인도산 유기농제품의 동등성 협정 이행’ 관련 분쟁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67)
2015년까지 한국이 인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TBT 관련 STC는 총 3건이
다.68) 한국이 인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TBT 안건은 ① 타이어 인증 규제 ② 철
강 품질관리 규제 ③ 2차 전지 규제이며, 이 중 타이어 인증 규제는 논의가 종료
되었고 철강 품질관리 규제, 2차 전지 규제는 협의 중에 있다.

67)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 SPS 관련 내용이 STC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어 본 절에서는 우리나
라와 인도 사이의 TBT 관련 STC 현안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함.
68) TBT 중앙사무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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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제기한 TBT 관련 STC 국가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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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BT 중앙사무국(2016), [표 Ⅲ-1].

가. 타이어 인증 규제69)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품질 안전을 위해 BIS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2011년 5월부터 ISI 인증마크의 타이어 각인 의무화 시행을 발표하였다.70) 이
에 한국은 일본, EU와 함께 인도의 타이어 인증 규제 관련 사안을 STC로 제기
하여 ‘BIS의 해외 제조업체 인증제도(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의 개정 내용 중 ① 인도 BIS 인증마크 각인 제품의 인
도 외 지역 판매금지 ② 인증 비용 이외에도 생산량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료 부
과 ③ 1년 인증 유효기간 폐지 혹은 인증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는 ‘BIS 인증마크 각인 제품의 인도 외 지역 판매금지’ 조항을

69) TBT 중앙사무국(2016).
70) 인도는 ISI 인증마크를 타이어에 스티커 등의 접착 방식이 아닌 타이어에 직접 새기는 각인 방식으로
표식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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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여, ISI 마크가 새겨진 타이어를 인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였던 내용
을 철회하고 해외 지역 판매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년 인증 유효기간
폐지 혹은 인증 유효기간의 5년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수수료 지불로 유효기간
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유효기간의 폐지 및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은 인도에 FMCS의 개정안 중 외국 기업들에만 부과되는 공장별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 USD 10,000)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인증마크 사용료 철회 혹은 인도 수출용 타이
어에 한해서만 ISI 각인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도는 은행보증
료에 대해서 이는 국제무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이며, 라이선스 사용 위반
에 대한 민사책임에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증마크 사용료와 관련해서
는 인도의 ISI 마크 사용료는 해외 기타 국가보다 낮고, ISI 각인 타이어가 인도
로 재수입될 경우도 있으므로, 인도 외 국가에 수출하는 타이어에도 ISI 마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은행보증료 및 ISI
마크 사용료 관련 규제를 수용 ‧ 이행하고 있다.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71)
인도는 철강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표
준마크를 부착할 경우에는 인도 내에서 철강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금
지를 조치하는 사항을 WTO에 통보하였다. 한국은 인도의 철강 품질관리 규제
가 채택 후 3개월로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표준
규격별 HS 코드 및 제품 리스트, 제품별 시행일 관련 자세한 정보 부족으로 생
산된 철강 제품의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

71) TBT 중앙사무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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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나라는 철강 품질관리 규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시행일을 최소 6개월 이후로 연장할 것을 STC로 제기하였다. 한국의 제기 사
항을 인도는 아직까지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철강 품질관리 규제 관련 논의
는 진행 중에 있다.

표 3-6. 강제 BIS 인증 철강 제품 리스트
번호

인도 표준 번호

제 목

1

IS 432: Part 1

콘크리트 보강용 연강 및 중간 인장 봉강, 경강선: 1부 연강 중간 인장 봉강

2

IS 432: Part 2

콘크리트 보강용 연강 및 중간 인장 봉강, 경강선: 제2부 경강선

3

IS 513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4

IS 1079

열간탄소강판

5

IS 1875

단조를 위한 강편(billet, bloom, slab) 및 봉강

6

IS 1993

냉간압연전해주석강판

7

IS 2879

금속 아크 용접 용 전극 연강

8

IS 3502

바둑판 무늬 강판

9

IS 5872

냉연 강대(박스 strappings)

10

IS 5986

구조형성 및 플랜징용 열간 압연 플랫 강판 제품

11

IS 6240

저압 액화성 가스 실린더의 제조를 위한 열간압연강판(6mm 까지) 및 강대

12

IS 7283

광택 봉강의 생산을 위한 열간 압연 봉강 및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위
한 가공 부품

13

IS 7887

일반 엔지니어링용 연강 선재

14

IS 10748

용접 튜브 및 파이프용 열연 강대

15

IS 11513

냉간 압연 목적을 위한 열간 압연 탄소 강대

16

IS 15647

용접 튜브 및 파이프용 폭이 좁은 열간 압연 강대

자료: TBT 중앙사무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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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전지 안전 규제72)
2014년 10월 한국은 인도가 2015년 8월부터 전기 안전 규제 대상을 2차 전
지까지 포함하여 30개 제품으로 확대 ‧ 시행할 예정인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방
안을 모색하였다. 인도의 2차 전지 안전 규제는 국제표준 IEC 62133과 부합된
규제로 기술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2차 전지 관련 지정 시험소
의 부재로 규제 시행일 이전까지 인증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은
2015년에 2차 전지 안전 규제 사안을 STC로 제기하여 인도에 시험소의 조속
한 지정과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 Scheme)73) 평가서 수용을 요청
하였다. 또한 시험소 지정 부재 및 2차 전지 시험 수요 등을 고려하여 6~12개
월의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다. 더불어 대표 모델 시험으로 시험대상을 제
한해 줄 것과 2년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시리즈 모델 등록 수를
10개에서 20개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74) 이에 인도는 대표 모델만 인증
대상이 되며, IECEE CB Scheme의 평가서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인도는 규제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추었고, BIS 공인시험소 2개를 추가 지
정하고, 시리즈 모델 등록 수를 20개로 변경하였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예
정이던 규제 시행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본 절에서는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방문 ‧ 조사하여 TBT 및 SPS
관련 비관세장벽 현지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현재 인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STC는 TBT 관련 내용들이 논의가 종결되었거
72) TBT 중앙사무국(2016).
73) IECEE CB Scheme는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 회원국은 중복 시험 없
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임.
74) TBT 중앙사무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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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SPS 관련 내용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TBT를 주제로 △ 현재 한국이 인도와 STC 논의 중에 있는 철강
품질관리 및 규제 현황 △ (미국과 EU가 인도에 STC로 제기하여 논의 중에 있
는) 화장품 및 수입제약 품목의 규제 현황 조사를 위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
업들을 현지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인도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철강 제품의 인도
내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철강 품질관리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로 철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BIS 인증을 받아야 하며, BIS 인증은 ‘서류 → 서
류 심사 → 조사자가 현지에 나와 검사 시행 → 조사자가 인도로 돌아가 검사 결
과 보고 → 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세 번째 단계인 ‘조사자가 현
지에 나와 검사 시행’에서 담당 조사자가 검사 예정일을 준수하여 방문하지 않
고 길게는 수개월씩 현지 조사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여 BIS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자가 인도로 돌아가 검사 결
과를 보고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합격 여부를 별도로
공지하고 있지 않아, 인증서 발급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인도로 철
강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지 조사를 종합해
본 결과 담당 조사자들의 늦은 현지 조사 및 인증 검사 결과의 미통보로 수개월
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긴 BIS 인증 과정 기간이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었다.
수입 의약품의 경우, 인도 내 제품 등록 및 승인을 위한 복잡한 규제와 절차
로 제품 등록과 승인을 받는 데 일반적으로 전문 업체 대행으로 시행되고 있으
며, 18~24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은 3년마다 갱신을 해
야 하며, 인증 기간 만료 9개월 이전에 인증 갱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과도한 샘플링 검정도 어려운 점으로 설명하였다. 인도는 2016년
부터 수입의약품 통관 시 ADC(Assistant Drug Controller)에서 6개월마다
샘플링 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정 중인 제품과 함께 선적된 동일 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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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모두 판매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등록 및 승인을 위한 복잡한 규제와 절
차로 현지 전문 업체 대행으로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다.75) 인도에서 화장
품은 라벨링 규제 적용 품목으로 내부용기와 포장재 모두에 라벨이 있어야 하
며, 라벨 표기 방식은 스티커와 같은 부착 방식이 아닌 용기 및 포장재에 새기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화장품 판촉물(샘플)에 대해서는 정품과 동
일한 방식의 라벨이 요구되고 있어, 화장품 라벨링은 인도 내에서 화장품을 판
매하는 데 많은 비용과 부담이 되는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품 성분 등록에 있어서 국제 표준과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 성분들이 있어 화장품 등록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존재해 인도
시장 진출의 장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약품 및 화장품 등록과 승인을 위한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규정을 이행
하는 담당자에 따라 규정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 또한 인도 시장 진출의 장벽으
로 나타났다. 등록 및 승인 규정들이 담당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어 적용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규정을 집행하는 담당자의 권한이 커서 투명한 집행이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STC로 인도에 제기한 현안 품목인 타이어, 철강, 2차 전지와 제약 및
화장품의 5개 품목의 인도 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중반 이후부터
5개 품목의 인도로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도의 인증 절
차 및 검정 과정 규제 강화가 인도 내 증가하고 있는 수입 품목들의 수입량을
억제하고자 하는 규제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75) 기본적으로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을 두고 있는 해외 업체들은 직접 CDSCO에 등록할 수 있
으나, 인증 및 등록을 위한 규제와 절차가 복잡하여 인도 내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현지 대행업체
를 통해 인증 및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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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타이어, 철강, 2차 전지, 제약, 화장품 관련 품목 인도 내 수입량(HS코드 2단위)

의료용품
(HS 30)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
(resinoid),
조제항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HS 33)

고무와
그 제품
(HS 40)

철강
(HS 72)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HS 85)

1995

104450840

24619176

320173984

1626682880

2083609088

1996

64289665

26575201

272395942

1501542531

1593641848

1997

122799608

40391580

283706400

1417340160

1989607296

1998

135620288

46011192

278308960

1056771392

1978446464

1999

139348505

72784627

271934695

1113840976

2302610525

2000

149806792

84413595

288948041

998316543

2692212547

2001

163802553

100387845

300486429

1058116793

2970876424

2002

217530140

97279351

341983771

1130065215

4348002653

2003

231985953

97174513

439733258

1556413451

6284531810

2004

289534203

127124290

620229850

2714594446

8297680243

2005

378679071

146320485

752805024

5310354483

11062924027

2006

553888794

178669076

967826055

5567004760

14054980200

2007

700769226

221505938

1388851090

8374232061

18511762651

2008

901797627

283399684

1815150353 10772430460

22453763372

2009

1077859084

309658237

1581862947

8462674978

24517613649

2010

1223984574

390177684

2712597461 10701339698

25547227219

2011

1477392858

487660089

3525996651 12945474874

32261002793

2012

1756554849

560667430

3885303027 13739630084

29649046028

2013

1667835814

580329494

3471181766 10118914367

29790256048

2014

1631153579

633283825

3368141363 11293134950

31923373543

2015

1618037595

616787019

2918652905 11708053809

35925675994

연도

주 : HS code 기준은 UN Comtrade Database의 ‘As reported’를 따름.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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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타이어, 철강, 2차 전지, 제약, 화장품 관련 품목 인도 내 수입량 추이(HS코드 2단위)
(단위: 백만 달러)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항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HS 33)

고무와 그 제품(HS 40)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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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H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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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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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STC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이 인도에
제기한 TBT 관련 STC 현안 사례를 살펴보았다.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
례’를 종합해보면, 인도는 통신, 철강, 전자제품, 제약 및 화장품 등의 품목에 대
해 STC를 제기 받고 있었으며, STC로 제기된 세부 내용들은 해외 제품에 적용
되는 차별적 규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의 경우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지 않
는 점 등이 주요 내용들이었다.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는 라벨링, 포장, 인증, 검역 관련 내용들을 STC로 제기하고 있었다.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에서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를 살
펴보면, 인도는 국제 표준과는 상이한 식품 인증 기준 요구와 식품 인증 관련
내용 결과의 미통보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에서 인도는 주로 인도의 주력 농축산물 수출품목들에 대해
STC로 제기하였다.
‘3. 한국 ‧ 인도의 TBT 관련 현안 사례’에서는 우리나라가 인도에 제기한
STC 사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간하는 무역기술장벽
(TBT) 보고서를 인용하여 요약 ‧ 정리하고,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현지
방문하여 TBT 관련 현황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가 인도를 대상
으로 제기한 TBT 및 SPS 관련 STC에서 아직까지 SPS 관련 STC 논의는 발생
하지 않았으며, 총 세 개의 TBT 관련 STC가 발생하였다. 이 중 1건(타이어 인
증 규제)은 논의가 종결되었으며, 2건(철강 품질관리 규제, 2차 전지 규제)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TBT 관련 무역장벽 현지
조사를 위해 철강, 의약품, 화장품 업계를 방문하였으며, 방문 결과 우리 기업
들은 인도 수출 관련 규제와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인증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이 인도 수출에서 느끼는 가장 큰 비관세 무역장벽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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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3. 실증분석 결과

1. 이론적 배경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여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
한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에 대한 메커니즘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
한 분석 메커니즘은 이후 실증적 결과에 대한 배경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결
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TBT와 SPS의 무역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배
경과 분석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7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이미 제
시한 내용을 향후 본 연구가 실시할 실증분석의 계획에 따라 재정리하는 수준
에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Moenius(2004)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들 조치로 인해 기업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증가하겠지만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또한 감소하여 무역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순응비용이란 수출대상국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해 필요한 신기술 개발, 생산설비의 추가설치, 새로운 인증마크 취득
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들은 TBT와 SPS의 무역제한효과
(trade restriction effect)를 설명할 때 언급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수출 시
장에서 TBT와 SPS 조치는 내용 자체로 해당 소비자들의 선호 체계나 시장 구조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수출대상국의 TBT와 SPS 조치
는 한편으로 진출 기업의 시장 정보탐색비용(search cost)을 낮추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진출 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며 무
역촉진효과(trade promotion effect)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 기업은 TBT와 SPS 조치가 있는 해외시장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R&D를 보

76) Moenius(2004); Fugazza(2013); 장용준, 서정민(2014); 최보영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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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제품 혁신(product innovation)과
공정 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 보다 많은 수출을 할 수도 있다.
Fugazza(2013)는 TBT와 SPS의 무역촉진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기업의 순
응비용 감소 현상과 제품혁신 효과에 더하여, 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정보의 비
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해결과 제품에 대한 신뢰 상승의 효
과를 제시하였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시장 실패 현상에 대해 정
부는 TBT와 SPS와 같은 규제 조치를 도구로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77) 결과적
으로 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무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내용이다. 이들 현상은 각각 TBT와 SPS 조치들을 통한 정보노출효과
(information-revealing

effect)와

수요향상효과(demand-enhancing

effect)로 구분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TBT와 SPS 조치는 기업 순응비용 증
가로 인한 무역제한효과와 거래비용 감소와 제품혁신, 소비자 신뢰 증가로 인
한 무역촉진효과 간의 상충관계(trade-off) 속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에
따라 해당 시장에 대한 수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

그림 5-1. TBT의 무역증진효과와 무역제한효과

거래비용의 감소

TBT

∙ 시장에 대한 정보전달
∙ 소비자의 제품신뢰 증가
∙ 규모의 경제 달성

무역증진효과

순응비용의 증가
∙ 새로운 기술의 개발
∙ 새로운 생산설비 설치
∙ 주기적인 시험인증

무역제한효과

자료: 장용준(2015), p. 178.

77) 대표적으로 상품 상표표기(labeling)에 대한 강제규정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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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효과들 간의 상충관계는 교역 국가별 특성과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적
우세가 달라질 수 있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이 보다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교역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면, 선진국이 조치한 TBT나 SPS는 다른 선
진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
다.78) 원래부터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 간의 수출은 TBT나 SPS 조치에 순
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선진국 내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인증마
크는 오히려 신뢰를 높여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진국 내 TBT나 SPS 조치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9) 이는 상대적으로 기술수준과 행정적 시스템의 역
량이 부족한 개도국 내 수출 기업들이 선진국의 TBT나 SPS로 인해 지불해야
할 순응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TBT나 SPS의 무역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해당 조치들은 무역제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산업들
은 복잡한 기술 체계로 인해 TBT와 SPS 조치로 인한 기업 순응비용의 증가가
더 현저히 나타나는 산업들이다. 여러 산업들 중 이처럼 TBT와 SPS의 무역제
한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IT 산업,80) 자동차 부품,81) 의료기
기,82) 전기기계 부품83)을 들 수 있다. Moenius(2004)는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TBT와 SPS의 무역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

78) Thilmany and Barett(1997); Disdier, Fontagne, and Mimouni(2008); Bao and Qiu(2012);
Bao and Chen(2013).
79) Maskus, Wilson, and Otsuki(2000); Otsuki Wilson, and Sewadeh(2001); Brenton, Sheehy,
and Vancauteren(2001); Chen, Otsuki, and Wilson(2006); Sanchez, Alzua, and Butler
(2006); Essaji(2008); Bao and Qiu(2012).
80) Johnson and Kriz(1998); Johnson(2008); Fliess and Schonfeld(2006).
81) Hensen and Loader(2000).
82) Johnson and Sykes(2007).
83) Fliess and Schonfeld(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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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품은 비교적 제품들 간의 차별성이 낮고 동질적(homogeneous)인 특성이
있어 TBT나 SPS 조치로 인한 기업의 거래비용 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
는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제품들 간의 차별성이 비교적 크고 이질적
(heterogeneous)인 특성이 있어 인증마크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뢰를 높이는 데 보다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에 비해 제조업
에서의 TBT나 SPS 조치는 무역촉진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Moenius(2004)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주요 국가들의 TBT와
SPS 조치는 농산품 무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조업 무역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o and Qiu(2010) 또한 중국의 TBT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는데, 주요 교역국들의

對중 수출에 있어 농산품 무역에서는 부

정적인 영향을, 제조업 무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Disdier, Fontagne, and Mimouni(2008)는
이 회원국들의 TBT와 SPS가 농산품 수입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였고, 한 ‧
중 ‧ 일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보영 외(2015)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상기 절에서 서술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도의 TBT와 SPS가 주요 교
역국의

對인도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 식(1)을 고려하였다. 식(1)은 중력모형(Gravity Model)84)의 기본

84) 국제경제학 분야에서의 중력모형은 양국 간 무역 규모의 결정요인으로서 각국의 경제규모와 양국 간
물리적 거리가 사용됨. 기본적으로 각국의 경제규모는 양(+)의 효과를, 양국 간 거리는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냄(Anderson and van Wincoop 2003; Bergstrand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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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TBT와 SPS를 설명변수로서 추가적으로 고려
하였다. 이처럼 중력모형에 TBT와 SPS를 추가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사용한 대
표적인 연구로는 Otsuki, Wilson, and Sewadeh(2001), Moenius(2004),
Bao and Qiu(2012)를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중력모형과는 달리 본 연구
에서 식(1)은 산업별 단위 분석으로 실시한 차이가 있다. 즉, 식(1)에서는 중력
모형을 기반으로 산업별 TBT와 SPS의 수준이 해당산업의 수입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비교 ‧ 분석한다.
식(1)의 중력모형에 기초한 산업별 단위 분석 방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식(1)

상기 식(1)에서 아래첨자    는 각각 인도, 교역상대국, 연도를 나타낸다.
변수명 앞에 ‘ln’은 로그변환을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1)의 아래첨자   
에 더하여 HS 2단위 기준으로 개별산업을 나타내는  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는  년도  국가 내  산업에서 인도의 총수입액을 나타낸다.
중력모형의 주요 설명변수로서    는  년도 수입국(즉, 대인도 수출국)
인  국의 국내총생산을 나타낸다.85) 수입국인  국의 국내총생산이 커질수록
인도에 대한 수출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식(1)에서   의
부호는 양(+)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86)
설명변수 중   는 양국 소득수준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다음
과 같이 측정되었다.

85) 단, 또 다른 중력모형의 변수인 인도의 GDP (즉, ln   ) 경우,  가 인도로 고정되어 있어 연도더
미인  에 의해 누락되든지 또는  가 누락되어 계수값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야 할 가능성이 높
음.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함.
86) Krugman(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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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


  는 그 특성상 0.5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소득수준이 비슷함을, 0에 가
까울수록 소득수준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Krugman, Obstfeld,
and Melitz(2012)에 따르면,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선진국-개도국 무역 패턴
을 연구한 고전학파 모형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양국 간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
가끼리의 무역이 전체 세계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를 중력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87)
중력모형의 또 다른 주요 설명변수로서   는 인도와 수입국  간의 수
도 간 거리를 나타낸다. 즉, 이는 무역에 따른 가변비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양국 간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
서 식(1)에서   의 부호는 음(-)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식(1)에서는 무역의 가변비용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수로서 산업별 무역자
유화 정책을 나타낼 수 있는 ln    를 고려하였다.  는  년도
인도의  산업에서의 관세를 나타낸다.  를 로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0
의 값은 누락되는데, 이로 인한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에 1의 값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
의 관세가 높을 경우 수입은 감소하므로 식(1)에서   는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BT와 SPS 정도에 대해서 식(1)에서는 이들의 수준을 산업별로 측정하였
다. 식(1)에서   와   는 각각 인도의  산업에서의 TBT와 SPS 수준
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Fugazza(2013)에서 소개된 방법에 따라 빈도지수
(Frequency Index)와 범위비율(coverage ratio)로 측정되었다.88)
87) 중력방정식에서 양국 간 경제규모 또는 소득수준의 유사성 변수를 고려한 대표적인 논문은
Jang(2011) 이 있음.
88) 이들 지수를 사용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최보영 외(2015)와 류한얼 외(2015)가 대표적임.

제 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89

먼저 빈도지수는 다음 식(3)을 통해 측정된다.

    
   
  





식 (3)

상기 식에서 분모의    는 년도 HS 2단위 기준()에서 세부 단위인 HS
4단위 품목()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89) 분자에서   는 더미변수로서 HS 2
단위 내 HS 4단위 기준으로 년도 해당 품목에서 TBT 또는 SPS가 WTO에 통
보될 경우 해당 연도와 그 이후부터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
지는 더미변수이다. 따라서 분자인      는 HS 4단위 기준으로 년도에
TBT 또는 SPS 조치가 있는 품목의 개수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는 HS
2단위로 구분된 산업 단위에서 HS 4단위의 총 품목 개수 중 TBT 또는 SPS 조
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개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빈도지수는 TBT 또는 SPS 조치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상대적 비중
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체 수입에서 해당 조치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범위비율은 다음의 식(4)로 측
정된다.

    
   
  





식 (4)

상기 식에서 분모의    는 년도 HS 4단위 품목별 총 수입액의 합, 즉 HS
2단위별 총수입액을 나타낸다. 분자에서   는 식(3)과 동일하다. 따라서

 는 HS 2단위별 총 수입액에서 TBT나 SPS 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입액의

89) HS 6 단위에 비해 HS 4 단위로 분석할 경우 TBT와 SPS가 과대계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그러나 자료
출처인 WTO에서는 인도의 TBT 통보문과 SPS 통보문을 대부분 HS 4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HS 6 단
위에서의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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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범위비율은 빈도지수에서 품목별로 수입량에 따
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범위비율을 TBT나 SPS 조치가 식(4)의 수입액(   )에 영향을 미쳐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가 존재한다.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의 단
점에도 비교적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과 함께 현재의 자료 수준에서 TBT 및
SPS 수준을 산업별로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식(1)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함
으로서 분석 결과의 일관성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서로 간의 장단점을 보완
하도록 한다.
어떠한 측정방법이든 식(1)에서의   와   부호 또한 TBT와 SPS의 무역촉
진효과와 무역제한효과 간의 상대적인 우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전 장에
서 서술된 바와 같이, TBT와 SPS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무역촉진효과와 무
역제한효과를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1)의   와   의 부호는
정해진 바가 없이 분석 결과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만약  
또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진다면, 전체 산업 또는 해당
산업에서 인도의 TBT 또는 SPS는 교역상대국의

對인도 수출에 있어 무역촉진

효과가 무역제한효과보다 우세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또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진다면, 인도의
TBT 또는 SPS가 무역제한효과가 무역촉진효과보다 우세하므로 교역상대국의

對인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TBT 또는 SPS의 무역제한효과와 무
역촉진효과 간의 상충관계로 인해 대인도 수입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1)에서  는  산업에서 인도와 교역상대국 간 시간 불변적인 특성들
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패널 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할 경우  는
분석과정에서 제거되어 적어도  산업에서 교역상대국  의 시간 불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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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지 못해 생기는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는 시간에 대한 더미변수로서 특정 연도의 거시 경제
적 환경의 특성을 제어한다. 마지막으로   는 오차항이다.
식(1)에 대한 실증분석방법은 통상적인 중력모형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다. 특히 합동 OLS(pooled ordinary least
squares)와 비교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은 식(1)에서  의 값이 0인지 여부를 통
계적으로 검정해 보는 것이다. 만약  -검정을 통해 두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0인 것으로 밝혀지면, 패널 분석모형을 실시할 필요가 없이 합동
OLS(pooled ordinary least squares)를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이 아닌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을 고
려하여야 한다.90)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할 경우,   와 같은 시간불변변수(time-invariant
variable)는 분석 과정에서  와 함께 제거되어버려 상응하는 추정량을 도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더불어 강건성 검
정(robustness check) 차원에서 하우스만-테일러(Hausman-Tylor) 모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우스만-테일러 모형은 기본적으로 확률효과모형을
바탕으로 하되, 외생적인 설명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일치추정량을 구하
는 방법이다.91) 본 연구에서는 수입과 TBT, SPS 간의 인과관계로 인해 내생성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내생변수로,92) 이 외의 설명변수들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93)
마지막으로 각 패널 그룹 내에서 데이터에 의해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대인
90) 민인식, 최필선(2010).
91) 위의 책.
92) 특정산업에 수입이 증가할 경우, 로비 등을 통해 TBT와 SPS와 같은 각종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존재(Fugazza 2013).
93) 순차적으로 다른 설명변수들 또한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로 위치를 바꾸어 가며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
시하였으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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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입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계수값의 표준오차값이 상승
될 가능성이 있다.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과정에서 각 패널 그룹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adjusted for clustering on
panel ID)를 추정하여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나. 자료
실증분석의 대상 기간은 1995∼2014년까지이며, 인도를 제외한 분석대상
국가는 총 149개국이다. 산업은 HS 2단위 기준으로 분류되어 실시되었다. 또
한 일부 실증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 HS 2단위 기준으로 산업 대분류를 실시
하였는데, 내용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표 5-1. 산업대분류
HS 2단위

대분류 품목명

HS 2단위

대분류 품목명

01∼10류

1차산품

72∼83류

금속제품

11∼24류

가공1차산품

84류

일반기계

25∼28류

가공광물

85류

전기기계

29∼40류

고무/화학

86, 88∼89류

기타운송기기

41∼43류

가죽제품

87류

운송기기

44∼49류

종이/목재

90∼91류

정밀기계

50∼67류

의류/직물

92∼97류

기타제조품

68∼71류

비금속광물

자료: 저자 작성.

[표 5-2]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자료원을 밝히고 있
다. 교역상대국별 또는 교역상대국의 산업별 인도의 수입 데이터는 UN(United
Nations)의 Comtrade(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에서 발췌하
94) Moulto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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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분석에 사용된 자료원
자료
연도별 ‧ 국가별 ‧ 산업별 인도의 총수입액
연도별 ‧ 국가별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내총생산
인도와 상대국의 수도 간 거리(km)
연도별 ‧ 산업별 인도의 WTO TBT 통보문 건수
연도별 ‧ 산업별 인도의 WTO SPS 통보문 건수
연도별 ‧ 산업별 인도의 MFN 실행관세율

자료원
UN Comtrade
World Bank WDI
CEPII Database
WTO I-TIP
WTO I-TIP
UNCTAD TRAINS

자료: 저자 작성.

였다. 설명변수로서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은 World Bank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이들과 인도의 수도 간 거리는 CEPII
database에서 추출하였다. TBT와 SPS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 측정에 필요한
HS 4단위로 분류된 통보문은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에서 제공된다. 단, WTO I-TIP은 모든 통보문에 대하여 HS 구분을 한 것
은 아니어서 실증분석에서는 표본의 선택적 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95) 정부의 수입정책변수로 사용된 
는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의 TRAINS(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에서 정보를 추출하였다.
[표 5-3]은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요약 통계치를 정리하고 있다.

 

TBT와 SPS에 대한 빈도지수는 
와 
로, 범위비율은 
와
 
로 각각 표현하였다. 더미변수와 빈도지수 및 범위비율을 제외한 나머


지 변수들 경우 편차가 심하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이상치
(Outlier)를 포함하고 있어 정규성을 갖기 위하여 로그를 취하였다.

95) WTO TBT 통보문과 SPS 통보문의 양식에는 공식적으로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을 HS 6 단위로
기입하게끔 되어있지만 특히 개도국 통보문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그 이유로는
통보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부재도 있지만, 규제 생성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한 정보, 수출등록제와
같이 전 산업을 범위로 하는 규제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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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요약 통계치
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 

105,844

12.37

3.54

0

24.22

ln  

104,721

26.02

1.93

19.50

30.44

 

104,721

0.245

0.167

0.000

0.500

ln 

105,844

8.59

0.62

6.54

9.74

ln   

95,657

2.79

0.74

0

5.44




105,844

9.36

25.59

0

100




105,844

4.38

16.39

0

100



105,844

8.45

25.39

0

100



105,844

4.20

17.13

0

100





자료: 저자 작성.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식(1)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4]에서 보고하고 있다.  -검정결과,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1)과 (2)에서는 동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간불변변수인 ln    또
한 분석 과정에서 삭제됨으로 그 추정결과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 5-4]의 모형(3)과 (4)에서는 ln   를 포함하는 하우스만-테
일러 모형에서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TBT와 SPS 정도에 대
해 산업별로 빈도지수(FI)와 범위비율(CR)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표 5-4]의
모형(1)과 (3)에서는 빈도지수를, 모형(2)와 (4)에서는 범위비율을 고려한 실증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제 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95

실증분석 결과, [표 5-4]의 모든 모형에서 ln    의 계수값은 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기대하
는 바와 같이, 인도와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인도의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수출 역량을 나타내는데
이들 모두 대인도 수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모든 모형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도의 경우 비슷한 소득수준이 아닌 소득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를
대상으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모형(2)와 (4)에서의
ln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도와 교역상대국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용 등 무역가변
비용이 증가하는바, 인도의 수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경제규모와 거리에 대한 [표 5-4]에서의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중력모형에서 나타나는 결과96)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국 간 소득수준의 유사성의 경우 일반적인 선진국의 무역 패턴과는 다소 다
르게 나타났다. 즉, 선진국끼리의 무역의 경우 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산업 내
무역을 하는 반면, 인도는 중국, UAE, 사우디를 중심으로 주로 원자재(특히 원
유의 경우 전체 수입의 30%)를 수입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의 분석
결과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별 관세율인 ln     결과 또한 기대했던 바와 같이 모든 모형
에서 수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본 연구의 관심 변수 중 하나인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도의 SPS 조치는 수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표 5-4]의 모든 모형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
타내 인도의 TBT 조치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론적 배경
96) Krugman, Obstfeld, and Melitz(2012),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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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자면, 전체적으로 인도의 TBT는 결국 기업 입
장에서 순응비용의 증가로 인한 무역제한효과보다는, 시장탐색비용의 절감과
같은 기업 거래비용의 감소와 소비자 신뢰의 증가로 인한 무역촉진효과가 더
현저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인도의 기
술규제나 표준은 여타 개도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선진국의 규제나
국제표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추측된다.97) 따라
서 TBT의 기술적 순응 문제가 적어 기업에는 R&D, 신규설비투자 등 비용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표 5-4. 인도 TBT 및 SPS의 수입에 대한 효과: 전체 산업단위 분석
고정효과모형
구분

ln  

 

FI

HT모형
CR

 
 

CR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0.625***

0.627***

0.907***

0.907***

(0.093)

(0.093)

(0.024)

(0.024)

-1.152***

-1.156***

-0.907***

-0.912***

(0.323)

(0.323)

(0.183)

(0.183)

-0.251***

-0.250***

(0.086)

(0.086)

ln 
ln   

FI

-0.094***

-0.098***

-0.124***

-0.128***

(0.026)

(0.026)

(0.015)

(0.015)

0.003***

0.003***

0.003***

0.003***

(0.001)

(0.001)

(0.000)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93,853

93,853

overall  

0.122

0.122

관측치수

93,853

93,853



28.95***

29.39***

주: 1) *, **, ***는 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의 값은 교역대상국과 산업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3) 상수항 및 연도더미에 대한 결과는 생략함.
자료: 저자 작성.
97) 장용준, 서정민(2014),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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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BT의 이러한 양(+)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TBT 계수의 절대치는 다
른 변수보다 매우 작다. 즉, 전체적으로 인도의 TBT와 SPS 조치는 교역상대국
의 대인도 수출에 큰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는 다른 요인들에 비
해 그 중요성은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상대국의 수출역량과 소득의 유사성
과 같이 경제 규모 요인이 인도의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는 운송비와 관세와 같은 직접적인 가변 비용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98)

나. 국가 특성별 분석
앞서 서술한 이론적 배경에서, 선진국의 TBT와 SPS 조치는 특히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도국
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인해 선진국의 TBT 또는
SPS 조치를 만족하기 위한 순응비용이 더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발생하는 것
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들 조치들의 무역제한효과가 무역촉진효과보다 더 우세
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도국인 인도의 TBT와 SPS 조치는 국가
별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5-5]에서는 전체 국가군을 세계은행(World Bank)의 소득기준에 따라 고소득
국가군, 중간소득국가군, 저소득국가군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세 국가군에서의 분석 결과에서 모두  -검정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이 모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으나, ln   를 포함하는 하우스만-테일러 모형에서의 분석 결과가 전자
와 비교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표 5-5]에서는 지면상 이를 보고하였다.

98) TBT와 SPS 간 상관관계가 깊을 수 있다는 심의위원의 지적에 따라 [표 5-4]의 모든 모형에서 TBT와
SPS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각각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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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에서 모형(1)과 (2)는 고소득국가군을, 모형(2)와 (4)는 중간소득국가
군을, 모형(5)와 (6)에서는 저소득국가군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낸다. 또한 모형(1), (3), (5)에서는 TBT와 SPS를 빈도지수로, 모형(2), (4), (6)
에서는 이들을 범위지수로 측정한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먼저 기대한 바와 같이, [표 5-5]의 모든 모형에서 ln    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은 앞서 [표 5-4]
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단, 교역상대국 수출역량의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소득이 적은 국가군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소득의 유사성
을 나타내는   경우 고소득국가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
간소득과 저소득국가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
다. 수혜가 적은 국가군일수록 음(-)의 절대값 크기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대인도 수출의 교역상대국 경제적 규모와 유사성에 대한 탄력성의 크기
는 갈수록 체감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 거리인 ln    경우 그 결과가 국가군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다. [표 5-5]에서 양국 간 물리적 거리는 교역상대국이 고소득국가군
에 속한 경우 거리가 멀수록 오히려 인도에 대한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의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서 EU와 미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중간소득국가군에 속한 교역상대국의
경우 ln   에서 일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저소득국가군의 경
우 ln   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대한 바와 같이, [표 5-5]의 모든 모형에서 ln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단, 계수의 절대치는 고소득국가군에 비
해 중간소득국가군과 저소득국가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상
ln   와 ln    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소득국가들
은 대인도 수출에 있어 무역가변비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반면, 소
득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의 경우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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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대인도 수출에 있어 무역가변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5-5]와 [표 5-6]에서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와    에 대한 분
석 결과는 다소 흥미롭다. 먼저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면서 대체적으로 일정한 양(+)의 값을 가진다. 즉, 인도의 TBT 조치는 교역상
대국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일관성 있게 수출증진효과를 발
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수치의 절대적 크기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대로, 인도의 경우에 선진국과 같이
기술수준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술규제나 표준을 신규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다른 국가의 규제나 국제표준을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의 TBT를 도입한다. 따
라서 교역국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인도 TBT의 순응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저소득국가군인 모형(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저소득국가들
의 경우 인도의 SPS 조치가 기술개발 등의 순응비용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실제 본 연구 3장의 [표 3-3]에서도 최근 인도의 SPS
조치에 대하여 아르헨티나와 칠레와 같은 개도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STC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의 실증분석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 행정적 대처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의 경우 선진
국에 비해 SPS로 인한 순응비용이 더 크게 증가함으로써 무역제한효과가 더 현
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면
서 분석을 실시하였던 선행연구들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TBT에서와 마찬가지로, 모형(6)에서    계수치의 절대적 크기는 다른 변
수들에 비해 매우 작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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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인도 TBT 및 SPS의 수입에 대한 효과: 국가특성별 구분(HT model)
고소득국가군
구분

ln  

 
ln 
ln   

 
 
관측치수

중간소득국가군

저소득국가군

FI

CR

FI

CR

FI

CR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0.895***

0.896***

1.421***

1.421***

1.526***

1.520***

(0.038)

(0.038)

(0.063)

(0.063)

(0.140)

(0.140)

0.127

0.119

-7.078***

-7.072***

-9.799***

-9.734***

(0.184)

(0.184)

(0.660)

(0.660)

(1.594)

(1.593)

0.430**

0.430**

-0.593***

-0.593***

0.113

0.112

(0.189)

(0.189)

(0.168)

(0.168)

(0.170)

(0.170)

-0.089***

-0.094***

-0.228***

-0.229***

-0.116***

-0.121***

(0.019)

(0.019)

(0.037)

(0.037)

(0.042)

(0.042)

0.003***

0.003***

0.003***

0.002***

0.004***

0.003***

(0.000)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51,123

51,123

19,066

19,066

16,227

16,227

주: 1) *, **, ***는 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의 값은 교역대상국과 산업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3) 상수항 및 연도더미에 대한 결과는 생략함.
자료: 저자 작성.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이러한 인도의 TBT 및 SPS 조치의 효과가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표 5-6]에서는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
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HS 2단위에서 01∼24류는 농업으로, 25∼97류
는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서술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TBT와 SPS 조치는 제조업보다는 농업에서 무역제한효과가 더 현저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논의되었는데, [표 5-6]에서는 인도를 대상으로 이를 확인해 보았
다. 단, [표 5-4]와 [표 5-5]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과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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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테일러 모형 간, 빈도지수와 범위비율 간의 분석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
음에 따라 지면상 ln   를 포함하는 등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하우스만-테일러 모형을 토대로 범위비율에서의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표 5-8]에서의 분석 결과, SPS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TBT의 경우 선행연구에서의 일반적인 결론과 일치하
게, 농업 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제조업 부문에서는 양
(+)의 부호를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보여준다. 인도는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농업 제품의 동질성(homogeneity) 특징으로 인해 TBT 조치로 인한 기업
의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 수입에 대해 무
역제한효과가 더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99)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이
질성(heterogeneity)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이로 인해 TBT 조치로 인한 기업
의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더 큼으로 인해 수입에 대해 무역촉진효과가 더 우세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에서 또 다른 설명변수인 ln     경우, 앞선 분석 결과와는 크
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 제조업에서 교역국의 수출 역량이 농업보다 더 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ln    경우 일반적인 결과와는 달리 농업 분야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즉, 인도는 수입상대국의 지리적 위치
와는 상관없이 농업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우 제조
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으나, 농업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제조업과는 달리 농업
은 교역상대국과 인도와의 소득 수준 격차가 비슷할수록 대인도 수출을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n     경우 농업 부문의 수입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조업 부문에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수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9) Bao and Qi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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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리하면, 물리적 거리와 관세와 같이 직접적인 무역비용을 초래하는
요인에서 제조업에서는

對인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농업 부문은

별 영향력이 없었다. 대신에 농업 부문에서의 대인도 수출은 비관세조치인
TBT가 장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 결과와 같이 해석하자면,
농업 부문의 경우 인도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즉, 개도국)로부터 주로 수
입을 하는데, 인도의 TBT 조치가 이 국가들의 인도 수출에 장벽이 되고 있었
다. 반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인도는 소득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들(대부
분 선진국)로부터 주로 수입을 하는데, 인도의 TBT 조치가 이 국가들의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인도 TBT 및 SPS의 수입에 대한 효과: 농업 vs. 제조업(CR & HT model)

구분

ln  

 
ln 
ln   

 
 
관측치수

농업

제조업

모형(1)

모형(2)

0.408***

1.034***

(0.055)

(0.027)

1.055**

-1.466***

(0.426)

(0.202)

-0.070

-0.308***

(0.175)

(0.095)

0.015

-0.184***

(0.035)

(0.022)

-0.061***

0.003***

(0.014)

(0.000)

-0.000

-0.004

(0.001)

(0.006)

16,487

77,366

주: 1) *, **, ***는 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의 값은 교역대상국과 산업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3) 상수항 및 연도더미에 대한 결과는 생략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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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5-7]은 [표 5-1]에서의 산업대분류에 따라 각 산업별로 개별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00) [표 5-1]의 산업대분류에서 총 15개의 산업이 구
분됨에 따라 [표 5-7]에서의 모형(1)∼(15)는 이들 산업 각각의 결과를 보여준
다. 먼저 ln     경우, 기대한 바대로 1차 산품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또한 앞선 [표 5-6]에서
의 결과와 비슷하다. ln   와 ln     또한 대체적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의 산업에서 관세, 운송비
등 무역가변비용의 증가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와    는 각 산업별로 상반된 결과를 나
타내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를 살펴보면, 앞선 [표 5-6] 결과와 일치하
여 농업인 가공 1차 산품에서는 인도의 TBT 조치가

對인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상품 차별화
가 적다고 할 수 있는 가공광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
낸다. 나머지 제조업 중에서도 비교적 기술집약적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일반기
계, 전기기계도 인도의 TBT 조치가

對인도 수출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이들 결과는 여타 국가들의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반해, 제조업 중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
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와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對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타 산업은

   의 계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대인도 수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0) 단, 빈도지수와 범위비율 간, 그리고 고정효과모형과 하우스만-테일러 모형 간의 분석 결과가 큰 차
이가 나지 않음에 따라, 지면상 ln  를 포함하는 하우스만-테일러 모형하에 범위비율을 고
려한 결과만을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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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인도 TBT 및 SPS의 수입에 대한 효과: 산업별(대분류) 분석(1)(CR & HT model)

제 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05

표 5-8. 인도 TBT 및 SPS의 수입에 대한 효과: 산업별(대분류) 분석(2)(CR & H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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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해석
하자면, 인도의 SPS 조치로 인해 해당 제품의 성분 정보 공개와 더불어 수입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더 높아짐으로써 소비촉진을 유발시켜 오히려 수입
을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 기타 나머지 산업들의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해당 산업에 SPS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1) 일반적으로 SPS는 농약, 독극물과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로서 농업분야에서만 적용된다고 생
각하기 쉬우나,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나무포장 방법 등과 같이 일반제조업 분야에서도 조
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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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최근 브렉시트와 마국 대선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향후에도 심
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는 다른 나라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자국 이득을 취하는 근린궁핍화 정책
(Beggar-My-Neighbor Policy)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WTO
체제와 기체결된 FTA의 상황하에 과거와 같이 무차별적인 관세인상에 따른 보
호무역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각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의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102)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더욱이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한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
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 ‧ 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인도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인도의 비관세조치 현황, 관련 제도 및 정
책을 조사하고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먼저 TBT와 SPS 관련 인도의 비관세조치를 관할하는 정부 조
직과 각종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의 관련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
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

102) ｢트럼프 시대, 미국 비관세장벽도 높아질 것｣(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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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
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진들은 인도의 비관세장벽 관할 기관과 전문가를 면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
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TBT와 SPS 관련 애
로사항을 조사 ‧ 정리하여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앞서 실
시한 정성적 조사 및 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는 인도의 TBT와 SPS가 주요 교역
상대국의 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뿐만 아니
라,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인도의 비관세
장벽에 따른 여러 종류의 교역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인도의 TBT와 SPS의 관련 정부조직과 제도를 보면, 인도는 복잡한 표
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
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 ‧ 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 가고 있
다. 최근 인도의 규제와 표준제도의 추가적인 조치는 자국민을 위한 품질의 향
상과 함께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은
ISI 의무인증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ISI 인증에 비해 완화된 표준인 CSR에 포함
되었는데, 이는 인도 내에서 생산이 저조한 품목들에 대한 조치이자 자국 내에
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인도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정부는 식품과 화장품 같은 소비자 건강에 관련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라벨링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의약
품과 철강 등 분야에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가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 ‧ 인도
CEPA와 싱가포르 ‧ 인도 CECA가 한 ‧ 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 ‧ 인도 CEPA의 경우 인도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제네릭(generic)
의약품 관련 일본의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완화를 위한 조항이 있으며, 싱가포
르 ‧ 인도 CECA에서는 부록을 통해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법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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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국 등을 명기한 것이 특징적이다.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 ‧ 인도 CEPA, 싱가포르 ‧ 인도
CECA의 MRA를 제외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협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
‧ 인도 CEPA에 따른 MRA 추진도 중단된 상황이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이었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인도가
제기한 TBT 사례의 대부분은 EU 국가의 제품들이었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과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역시 EU
와 미국에 편중됐는데, 인도의 주력수출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론적으로 TBT와 SPS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설비 투자 등 순응비
용을 지불하게 하여 수출에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정보 제공, 소비자 신
뢰 증가 등의 거래비용 절감효과로 인해 오히려 수출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따
라서 실제 인도의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는 실
증분석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가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인도 수출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가 발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
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PS의 경우 규
제의 수출증진효과와 수출제한효과 간의 상충관계로 인해 아무런 효과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단, 개도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에서 SPS의 일
부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TBT와 SPS 계수의 절대치 크기는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아 실제
적으로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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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인도의 TBT와 SPS는 국가 및 산업 전체 단위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무역촉진효과와 무역제한효과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
다. 반면에 교역국 간의 물리적 거리, 산업별 관세율이 대인도 수출에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보다 관세
및 운송비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이 더 큰 장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인도도 여타 국가
들과 같이 농업 제품의 동질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TBT 조치로 인한 기업의 거
래비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입에 대해 무역제한효과가 더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은 제품의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
고 이로 인해 TBT 조치로 인한 기업의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더 큼으로 인해
수입에 대해 무역촉진효과가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체 산업에서
TBT의 수출촉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의 일반적
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
과를 도출하였다.
각 세부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
다. TBT의 경우 가공1차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가공1차산품과 가공
광물은 상품의 동질성이 높아 TBT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일반기계와 전기기계도 기술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는 신규기술규제로 인한 기술개발의 비용이 높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로 꼽히고 있다. 이 결과들은 모두 선행연구에서의 일
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
밀기계와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규제의 적용대상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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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재에 대한 것으로 중간재나 자본재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산
업들은 인도에 있어서 아직 발전 수준이 그리 크지 않은 것들로서 해당 제품들
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내용이 오히
려 시장의 정보를 노출시켜 수출을 더 촉진하게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SPS의 효과의 경우 가공1차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인해 해당 제품의 성분 정보 공개와 더불어 수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더 높아짐으로써 소비촉진을 유발시켜 오히려 수입을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
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 ‧ 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무엇보다도 인도의 TBT 조치 중 가장 시급
히 대응해야 하는 부문은 농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3장에서 인도가 제기
받은 TBT 및 SPS STC 사례와 4장의 산업별 실증분석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3장의 [표 3-1]에서 잘 나타나듯이 인도의 TBT STC는 주로 식품 분야에
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식품 분야에서의 TBT STC
는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표 3-3]에서도 나타나듯이, 2008∼12년 사이 인도의 SPS에 대한 STC
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3년부터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의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인도는 TBT 조치로 전체 산업 수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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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양(+)의 효과를 확인했음에도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수출장벽효과가 명
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록 1의 [그림 A1]은 우리나라
의 농업 부문(HS 01∼24) 대인도 수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은 2011년의 급격한 증가103)를 제외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최근에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HS 2단위 기준
품목 수 기준에서도 농업 부문의 경우 1995년 8개이던 것이 2011년에는 24개
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0개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은 최근에 보다
다양한 농산품을 인도로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수출액과 수출품목 수 모두 한국의 농업 부문 대인도 수출이 증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관계없이 해당 부문에서 대인도 TBT
와 SPC 현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우리의 수출 전략을 구사함에 있
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본 연구의 인도 농업 부문에서의 실증분석 결
과는 중국 TBT와 SPS를 대상으로 분석한 최보영 외(2015)의 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 현재 한국의 TBT 대응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하 국표원)이 중심이 되어 전기전자와 화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3장 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이 인도를 대상으로 STC
를 제기했던 분야는 타이어, 철강, 2차 전지와 같이 모두 제조업 분야이다. 그
러나 한국의 수출품에서 농산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시점에서 해
당 분야의 비관세조치 연구나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법을 분석하는 보
고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농식품 분야
의 TBT와 SPS 대응을 적극적으로 전담하는 주체가 정부 내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와 최보영 외(201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 분야에
서 TBT와 SPS를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적
극적으로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농식품 분야 TBT ‧ SPS 대응
전담 부서는 동 분야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103)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동식물성 유지(HS 15)’의 대인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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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국표원과의 협력을 통해 WTO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한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TBT ‧ SPS 대응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3장 3절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對인도 TBT ‧ STC의 모든 사례

에서 현안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인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
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기초하면, 인도가 급격한 수입 증가를 억제하고자 해
당 품목에 대한 인증 절차와 비용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실제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한 한국무역협회
(2015)에서도 인도는 특히, 2000∼01년 사이 715개 품목에 대한 수입수량 규
제의 완전 해제 조치에 따라 수입 급증에 대처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 목적을 지
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구제조치들을 적극
활용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원길, 정윤세(2013)에서도 인도 반덤핑 조
치의 결정요인이 주로 실업률, 수입침투(import penetration)로 분석하면서
해당 조치가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장한 바가 있다. Bao
and Qiu(2012)는 TBT 또한 수입침투가 높은 산업에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바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도는
시장질서 확립 및 공정경쟁 확보 이상으로 산업 정책적으로 각종 비관세조치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농산품 분야와 더불어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
기기계 분야에서 인도 TBT의 수출장벽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산업들은 인도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
다.104) 특히 이 산업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

116 •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정자본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형성될 때까지
는 보호조치를 통해 국제적 경쟁의 노출을 막는 것이 국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인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105) 현재까지는 주로 인도의
TBT나 SPS로 인해 인증과정의 애로사항 발생 정도만이 장벽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인도의 보호조치정책으로 특정 제품의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사례도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3장에서 제시한 한국의 대인도 STC의 여러 사례와 선주연 외(2014)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비관세조치의 조사 착수
나 실행 예고의 수준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인도의 산업정책 기조의 변화와 해당 산업 내 TBT의 부정적 효
과를 감안할 때, 이들의 TBT와 SPS 조치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초기 대응이 매
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은 주로 WTO에서 제공하는
TBT 통보문과 SPS 통보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부실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하여 신설된 기술규제나 표준 중에서 WTO로 통보되지 않은 것
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보된 것들도 이미 시행이 되었거나 시행까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 많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애로
사항은 3장 내 우리나라의

對인도 STC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따라서 對인

도 TBT와 SPS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WTO TBT 통보문과 SPS 통보문
이상으로 현지에서 직접적인 정보 입수를 통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첫째, 대사관이나 코트라와 같은 현지 공관과의 협력이 필수이며, 또한 정보
교환과 같이 현지 진출 대기업으로부터 협조를 얻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104) 이순철, 김완중(2015).
105)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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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립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간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연구가 거
의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인도정부와 공동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인도의 TBT와 SPS 조치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
구 결과는 우리 기업의 초기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부실한 TBT ‧ 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비록 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전세계 평균으로 인도의 TBT와 SPS가 무
역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장의 여
러 사례에서는 각 사건별로 한국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장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판단해 보면, 인도의 TBT와 SPS는 여타 선진국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기술규제나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각한 정도
로 수출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즉, 인도의 TBT와 SPS는 여타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한 규제나 국제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품에 적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기술규제나 표
준을 인증받는 행정적 절차가 부실하다는 것이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인
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3장 3절의 STC 사례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조사에서도 모든 현안이 인증절차와 등록과 같은 행정적 절
차의 미비에서 온 것들이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과 규제 조직 및 체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TBT와 SPS 관련 규제, 제도, 조직을 종
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
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 잠재 품목에 대한 제품별 인증 및 인증 제도
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TBT는 높은 수준의 기술에 대한 요구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인증

118 •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절차가 복잡하고, 이로 인한 비용이 과다하며 유통이 지연되는 등 행정절차가
주된 요인이므로, 우리 정부는 인도정부와 행정절차상의 문제 완화를 위한 협
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TBT 및 SPS로 인한 대인도 수출 애로사항
은 기술수준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R&D에 대한 지
원은 큰 효과가 없다. 이보다는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수출 인증 및 통
관 등 행정절차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된다면 한국 기업의 인도 및 여타 개도
국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가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
업 상호인정(AEO MRA)을 체결한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입 통관 시 문제되던 과도한 통관 테스트의 장벽이 완화
된다면 통관 비용 및 시간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으로 인도가 규제 확대를 강화할 수
도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인도 기술 표준 및 위생검역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3. 한 ‧ 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TBT와 SPS 관련 대외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호인정협정(MRA)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 ‧ 인도, 싱가
포르 ‧ 인도 CEPA의 MRA를 제외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협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 ‧ 인도 CEPA에 따른 MRA 추진도 중단된 상황이다. MRA 체결이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인도와의 MRA를 서
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시아 시장을 전략 시장으로 선정하고 다
양한 수출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과 제품 안전에 대한 일본
의 기준과 아시아 표준을 통합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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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해야 한다.106) 실례로 인도 내에서는 표준 관련 인증기관이 매우 부
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우리기업의 비용증가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107)
우리 정부는 인도정부로 하여금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도 자국기업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MRA의 체결을 강조해야 할 것
이다.
인도의 규제 및 표준제도의 확대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주요
육성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최근 인도의 전기전자제품 규제, 라벨링
등의 규제 확대, 의약품과 철강 등의 폼목에 대한 규제강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도는 철강제품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인상,
반덤핑 관세부과,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인도의 주요
육성산업 가운데 하나로 최근 관세를 인상하였다. 인도 진출 우리기업들의
TBT와 SPS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규제와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긴 인증 기
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 인도 MRA의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모디 정부의 FTA에 대한 질적 향상 강
조 및 한국의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폭 증가로 인해 한 ‧ 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양허품목 확대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 ‧ 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 ‧ 인도 CEPA와 싱가포르 ‧ 인도 CEP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
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여러 가
지 다양한 활동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2015)에 따르면, IRC

106) 최용민(2010).
107) 현지 진출 한국기업 B사 인터뷰(2016. 10, 인도 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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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RA와 더불어 조약/협약, 규제파트너십, 범정부네트워크, 정보 교환 등 다
양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IRC는 규제 당국 간 규제 관련 정보
를 공유하면서 규제의 신설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서로 간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협력 활동을 통해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
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8)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IRC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109) 한국
도 주요 교역국으로 점점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IRC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
려해볼 만하다.

108) OECD(2013).
109) 유새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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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A-1. 한국의 농업부문(HS 01-24) 대인도 수출 추이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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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dia’s TBT and SPS: Institutions, Cases and Impact on
Exports to India
LEE Woong, LEE Jung-Mi, KIM Sinju, and JANG Yong Jo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began in the late 2000s, the tendency of
protective trade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globe. In India,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evaluated the current FTAs of India as
non-beneficial to India. The Modi administration has redirected its
FTA strategy from the quantitative expansion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ursued to the strategy that emphasizes qualitative
growth. It is possible that the Modi administration implements
protective trade policies directly and indirectly in order to push the
'Make in India' industrial growth policy that seeks to make India a
global manufacturing hub. Therefore, negoti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India CEPA are likely to be delayed and face various
obstacles.
This study investigates relevant government bodies, institutions
and policies on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India. It also analyzes relevant
specific trade concerns to TBT and SPS, and explores the effects of
TBT and SPS on exports to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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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2, this report examines government bodi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BT and SPS and also relevant article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s) to the FTAs that India has
already signed. India's standards and regulation systems are complex
and poorly established,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and hence India has continuously expanded its regulations and has
established, revised and supplemented its systems. While most of the
FTAs by India deals with TBT and SPS, the Japan-India CEPA and
Singapore-India CECA are more detailed, compared to the KoreaIndia CEPA. On the other hand, India is not yet active to enforce
MRAs.
Chapter 3 analyzes pending specific trade concerns (STCs) on
India's TBT and SPS, and especially the STCs on Korea by reviewing
WTO's TBT and SPS Committees and STCs from the various trade
reports. Most TBT related STCs raised by India were raised by the EU
and the US and automobile-related items were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Most countries that raised TBT and SPS against India wer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India's standard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o the qualitative analysis, chapter 4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dia's TBT and SPS measures on
the exports to India of trading partners.
First, in case of the entire trading countries and industries,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India's TBT measures had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to India while SPS measures are not expected to have much
influence. In other words, India's TBT measures have a posi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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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xport through the provision of market information and
increasing product reliability against expectations.
Secondly, when the industries are divided into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the estimates show that TBT has significant positive
on exports to India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le SPS’s effect is
limited. Our empirical results are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results for SPS were still statistically insignificant.
Lastly, results of the effects of TBT and SPS on individual industries
were disparate. TBT forms a trade barrier for processed primary
goods, processed minerals, general machines, and electric machines,
while rubber/chemicals and nonmetallic minerals that have high
portions of intermediary goods and precision machinery and other
manufacturing sectors that have high levels of capital goods gained
positive impacts. In the case of SPS, exports of processed primary
goods and the paper/lumber industry were expedited as a result of
India's SPS measures while exports of the rubber/chemicals industry
were blocked.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creation of a new division exclusive to the TBT and
SPS measures on the Agri-food sector, policies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industrial application of the TBT and SPS, and policies in
response to the poor administration systems on the TBT and SPS are
needed. Last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eeks
to conclude an MRA with India to invigorate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merchandis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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