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 연구책임자

       조충제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9년 8월 한ㆍ인도 CEPA가 타결되고 2010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등 인도를 포함한 對남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 

     

     ◦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심층연구의 일

환으로 인도 주도의 남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효과를 분석하고 활용방안

을 제시하여 한ㆍ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특히 남아시아 지역통합체와의 FTA 추진 가능성 및 방법, 나아가 對남아

시아 통상 실행전략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의 ‘FTA 허브전략’과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실현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 한편 남아시아에서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7개국1)의 ‘남아시아 자유무역지

대(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가 2006년 발효되어, 상호 경

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남아시아 7개국은 지난 1985년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을 창설하고 회원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를 추진해왔음.

     ◦ 1995년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outh Asian Preferential Trading 

1) 남아시아 7개국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부탄임. 한편 2007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이 SAARC 정식 회원

국으로 가입하여 현재 총 8개 회원국이 SAFTA에 참여하고 있음.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남아시아지역연합

(SAARC) 개황

-연구자(년도): 외교통상부(2007)

-연구목적: 한국의 SAARC 옵서버

가입관련 향후 남아시아국가와 경

제협력 방향 논의

- 문헌조사 - SAARC 개관

- SAARC 설립과 발전

- SAARC 지역정세

- 한국-SAARC 관계

2
-과제명: SAFTA: Living in a

World of Regional Trade

- 문헌조사: 협정문 내용분석

- 실증분석: modified

- SAFTA의 주요 무역자유화 프로그

램 고찰

Arrangement, SAPTA)’에 이어 2006년 SAFTA가 발효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됨.

   □ 15억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SAARC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역내 산업 및 교역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남아시아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등이 필요함.

     ◦ SAFTA 발족을 계기로 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산업 및 무역정책을 재검

토하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전략 수립에 착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남아시아 국가별 산업발전 전략과 SAFTA의 역내 분업체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 또한 향후 남아시아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도의 역할과 SAFTA 발전 가능성, 이를 통한 우리나

라의 對남아시아 통상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크고 분쟁이 잦은 남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은 경제 규모와 국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인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 남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 전망과 이것이 우리나라와 남아시아의 교역 및 

투자구조에 가져오는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여 우리 정부의 對남아시아 

통상정책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국가별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Agreements

-연구자(년도): Jose Daniel

Rodriguez-Delgado. IMF.

(2007)

-연구목적: 2006년 발족한

SAFTA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무역협정으로서 SAFTA

를 평가

gravity equation 사용 - 중력모형을 통한 SA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세인하의 효과 및

NAFTA, EU 등 역외 지역협정과

의 새로운 역학관계 제시)

3

-과제명: 남아시아 경제 및 한국남

아시아 경제교류 현황

-연구자(년도): 조충제(1997)

-연구목적: 남아시아의 경제협황과

우리나라의 교류현황 연구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향 제시

-문헌조사 -남아시아 경쟁력 및 시장 규모

-남아시아 경제현황과 과제

-한․남아시아 경제교류 현황

-우리기업의 진출방향 제시

본 연구

-경제통합에 따른 교역, 성장, 고용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남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이

한국과 남아시아의 교역 및 투자

구조에 가져오는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맞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문헌조사를 통한 정성적 접

근방법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및 CGE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효과 분석 고려.

-현지방문을 통한 보완조사

및 공동연구 추진 검토

-SAFTA의 무역자유화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교역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고 한국의 對남아

시아 교역 및 직접투자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연구함으로

서 한국의 對남아시아 진출전략

방안을 모색함.

-특히 남아시아 경제통합의 효과

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 남아

시아 정책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공

 ▣ 주요 연구내용

   □ 남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적 특징 및 성장잠재력 평가

   □ 남아시아 주요 경제통합 프로그램 현황 및 전망

   □ 남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망

   □ 한ㆍ남아시아 경쟁력 분석 및 FTA 기대효과 분석

  

   □ 한국의 對남아시아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목차

  제1장 서 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 방법 및 범위, 주요 내용

  제2장 남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와 경제통합 현황

    가. 경제 및 산업 구조 

    나. 교역 및 분업 구조

    다.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제3장 남아시아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가. 역내 효과 

    나. 한국에 미치는 효과

  제4장 한ㆍ남아시아 FTA 기대효과 분석  

    가. 교역관계 및 경쟁력 분석 

    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사회, 정치적 효과 분석

  제5장 한국의 對남아시아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1. 남아시아 경제통합의 평가 및 전망

    2.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

    3. 부문별 국가별 통상전략   

 ▣ 연구추진방법 

   □ 문헌 및 통계적 자료를 통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시행

   □ 현지 방문을 통한 보완조사와 공동연구 추진을 검토할 것임.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 2010년 3월

     ◦ 연중심 : 2010년 7월

     ◦ 연결심 : 2010년 11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  3월, 7월, 10월 3차례 간담회 추진

     ◦ 세미나 추진 1회 : 2010년 5월 말 경 추진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1 활기찬 시장경제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 성숙한 세계국가
FTA 체결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습니다.

         - 워크숍, 세미나 등의 연구추진일정 등 포함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정부의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수립 및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SAFTA는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인도 주도의 지역경제 협력체라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여전히 효과 측면의 불확실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SAFTA 간 FTA 협상시 참고 자료로 활용 

   □ 단기적으로는 인도 외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에 대한 기초연구 성과축적에도 기여할 것임. 

 ▣ 연구기간

   □ 2010. 1. ～ 2010 12.


